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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국제경제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에서는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적인 역량을 규명하고, 이런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탐색하기 위해 「OECD 교육 2030: 미래 교육과 역량」(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OECD Education 2030, 이후 ‘OECD 교육 2030’)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 2030의 국가 주관기관으로서 미래 교육 혁신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하는 OECD 교육 2030 2주기 사업에서는 역량교육의 실행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많은 나라에서 역량을 새로운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설계하려는 시도가 활발하지만, 실제 역량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의 최근 교육정책은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량교육에 대한 교사 공감대 부족, 역량교육 실행 방법의
모호성,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여건 미비는 역량교육에 대한 주요 이슈사항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OECD 교육 2030에 나타난 역량교육 실행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분석틀로 삼아 해외 및 국내 역량교육 실행 사례를 분석하여 미래지향적 역량교육
실행 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5개의 중학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사례조사를
통해, 국내 역량교육의 실행 모습과 역량교육 실행과 관련된 이슈를 심층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은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OECD 교육 2030에서 강조하는 학생 행위주체성과
협력적 행위주체성 개념을 바탕으로, 역량교육의 실행에서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점도 이후 역량교육 실행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가 2015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와 같이 미래 역량 함양을 지향하는
교육개혁정책의 실행에 대한 정책적·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교육이 변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원내·외 연구진과 연구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전문가들, 그리고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주신 사례조사
참여 학교의 선생님, 학생,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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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요 약

본 연구는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로서, OECD 교육 2030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와 국내 역량교육 실행 모습을 분석하여,
미래지향적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ECD 교육
2030 사업」(1주기: 2015~2018, 2주기: 2019~)은 2030년의 사회에 요구되는 미래역량을

규명하고 미래지향적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OECD 교육 사업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 2030의

국가 주관기관으로서,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혁신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고, 올해부터 시작하는 OECD 교육 2030 2주기 사업에서는 역량교육의 실행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많은 나라에서 역량을 새로운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설계하려는 시도가 활발하지만, 실제 역량
교육을 학교 수업에서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나 이 과정에서 교사를 포함한
주요 교육주체의 역할에 관해서는 아직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의 최근 교육정책은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역량과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공감대는
부족하고, 역량교육을 실행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며,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한 점은 역량교육에 대한 주요 이슈사항으로 언급되고 있다(홍원표, 2017; 최수진,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OECD 학습개념틀 2030의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특징 분석하고,
(2)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해외 사례 분석하였으며, (3)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4) 미래지향적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분석, 질적 사례 연구(국내 역량교육 실행 사례 분석,
5개교), OECD 비공식 작업반 회의 참석,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1장의 연구개요

소개와 2장의 선행 연구 분석 결과에 이어, 연구의 주요 결과는 3장에서 6장에 걸쳐 제시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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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OECD 교육 2030에 나타난 역량교육 실행의 특징 분석
3장에서는 교육 2030 프로젝트에 제시된 역량교육 실행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역량 개념과 역량교육의 필요성, 교육과정 설계 및 학습 원리, 그리고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OECD 교육 2030에 나타난 역량교육 실행의
특징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역량교육의 필요성을 종전의 ‘성공’이 아니라
‘개인적·사회적 웰빙’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미래사회에서 학생들이 함양해야 할

역량으로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강조하며 3가지 변혁적 역량(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갈등과 딜레마 조정하기, 책임감 갖기)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생 행위주체성”을
학습개념틀의 중심적인 개념으로 설정하고, 학생을 교육 또는 학습의 중심에 두고 있다.
둘째, OECD 교육 2030에서는 역량의 세부영역을 구조화함으로써 역량 개념과 역량
교육 실행방법의 명료화에 기여하고 있다. 즉, OECD 교육 2030에서는 역량을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는 능력”(OECD, 2018, 이상은 외,
2018: 85에서 재인용)으로 정의하고, 역량을 구성하는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의 세부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역량개념의 재구조화는 역량개념과 역량을 구성하는 세부요소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박휴용, 2015), 역량교육의 실행에서 다양한 종류의
지식, 기능, 그리고 태도 및 가치를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이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제시된 교육과정 재설계에서의 도전과제, 개념·내용·주제 설계 원리,
그리고 과정 설계 원리 또한 역량교육 실행 분석에서 참고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에 대한 강조이다. 이전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논의에서는
주로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던 것에 비해, OECD 교육 2030에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또래, 학부모, 지역사회의 역할과 상호협력을 강조한다. 즉, 교육
과정 실행에서 학생, 또래,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사 외의 다양한 교육과정 실행 관계자의
역할과 이들 구성원들 간의 상호협력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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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해외 사례 분석
4장에서는 핵심역량을 중심에 두고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실행하고 있는 홍콩,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각국의 사례를
OECD 교육 2030 학습개념틀의 주요 내용과 연관 지어 역량교육의 특징과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역량의 개념과 역량교육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해외 사례로 분석한 국가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과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학생주체성이
강조되고, 학습방법의 학습, 그리고 가치를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역량 개념과 역량교육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이뤄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개발 및 설계 과정에서 교사의 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짐으로써 교육과정 실행과정에서 교사의 관심을 높이고 있었다. 아울러,
일관된 교육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둘째, 교육과정 및 학습 설계와 관련하여, 많은 국가에서 교과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구조적으로 제시하고, 일반역량과 교과의 연계성을 제시하며, 교수학습과 평가를
위한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역량에 대한 발달 수준을
제시하고 학생의 수행 수준별로 과제 샘플을 제공함으로써, 수업과 평가를 설계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유용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역량의 평가와 관련하여 BC 주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과 함께 주정부 차원의 교과시험을 폐지하고 과정중심 평가
(assessment as learning)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학생이 충분한 정보를 통해 자신의 학습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형태로 평가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다.
셋째,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해외사례에서는 여전히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에 대한 강조와 이를 위한 지원이 두드러졌다. 다만, 교사의 역할이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도 교사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 교육 연구자, 교육 정책가, 학부모와
지역사회 등 학교 내·외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아울러,
해외 역량교육 실행 사례에서도 교사 업무 부담에 대한 이슈가 드러나, 역량교육의 실행
과정에서 교사 부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완화 전략(싱가포르의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수업 계획 및 준비 시간 확보) 도입에 대한 검토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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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사례 조사
5장에서는 역량교육을 실시하는 5개교(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질적

사례 조사(학생·교사·학부모 면담, 참여관찰,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역량교육 실행의 특징과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국내 역량교육의 실행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드러났다.
첫째, 입시나 직업을 위한 준비 또는 가시적인 결과를 강조하는 결과중심적·행동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학생의 전인적 성장, 사고과정, 인성을 강조하는 과정중심적·인문주의적
접근(최수진, 2018; 홍원표, 2017; 소경희, 2009)으로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둘째,
소통하고 참여하며 협력하는 학교 문화가 있었다. 학교 구성원 전체가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과 실행에 대해 소통하고 참여하며, 협력하는 문화 속에서 역량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셋째, 학교 철학과 일관된 다양한 전략이 교육과정의 전 영역에
배치되어, 학교에서 지향하는 가치나 방향이 일상적으로 경험되고 있었다.
넷째,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에서 학생의 관심사와 사전 지식(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 그리고 학생의 선택이 강조되고 있었다. 학습 과정에서는 학생 참여, 삶과의 연결,
교과 간의 연계 및 주제 간 연결이 고려되고 있었으며, 협력을 장려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행평가 비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수업과 평가의 정합성을 높이고 있었다. 반면,
수행평가와 관련된 이슈(수행평가에서 기준 설정 및 객관성 확보 문제, 적절한 수행평가
과제 설계, 수업 이후 학생의 과제 수행 부담, 결과물 평가로 그치는 문제 등)가 발견되었으며,
교육과정 설계 및 실행에서 엄격성과 학생중심 원리를 같이 고려하는 것의 어려움이 제기
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생 행위주체성과 교사 행위주체성, 그리고 학생-또래-교사-학부모
(지역사회)간의 협력적 행위주체성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었다.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학생-교사-학부모들이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었다.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사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향하는 교육의 비전과 철학을 명확히 하고, 설정된 교육의
비전이나 철학과 일관된 형태로 학교(교육과정, 문화, 구성원 간의 역할과 관계 등)가 운영
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사례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역량과 지식의 분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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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는 문제(학교 수업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 수업과 입시의 연결 부재로 인한 불안,
지식교육에 대한 부족함)가 언급되어, 역량교육 실행에서 역량의 구성 요소를 균형적으로
조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실 있게 역량교육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학생생활지도 부담, 학급당 학생 수, 행정업무, 교육과정 과부하(진도
에의 부담, 수능시험범위 등) 등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사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행
평가에 대한 이슈가 많이 드러나 평가에 대한 교사 전문성 함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째, 다른 문헌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례조사에서도 학교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학교 관리자의 의지와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학습 공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미래지향적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전략 도출
6장에서는 OECD 교육 2030에 나타난 역량교육 실행의 특징, 해외 및 국내 역량교육

실행 사례 분석을 종합하여, 미래지향적 역량교육 실행 전략을 도출하였다. 역량개념과
역량교육의 필요성, 교육과정 및 학습 설계와 실행,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 영역에서
도출된 6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표 1>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전략
구분

전략

주요 내용

역량개념과
역량교육의
필요성

1.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비전
명료화

∙ 교육 비전 명료화를 위한 체계적인 기초연구 수행
∙ 명료화된 교육 비전의 안내와 공론화
∙ 정책 간 일관성 및 연계성 확보·추진

교육과정 및
학습 설계와
실행

2. 교육 비전에 상응하는 교육
체제 구축 및 여건 마련

∙
∙
∙
∙

문서화된 교육과정 개선
미래지향적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여건 마련
평가제도와 입시제도 개선
사회의 인식(학력관, 공부)에 대한 재검토 및 재정립

-v-

구분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

전략

주요 내용

3. 역량교육에서 학습과정 탐색
및 자료 공유 활성화

∙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 및 평가 방법 탐색을 위한 연구 수행
∙ 수업과 평가를 위한 자료 공유 시스템 마련

4.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을 위한
맥락 탐색 및 여건 조성

∙ 교사 전문성 함양 지원
∙ 교사 주체성 발현을 위한 학교 내 구조적·문화적 여건 조성
∙ 교사 주체성 발현 맥락과 유형에 대한 연구 수행

5. 학생 참여 및 자기 주도적
활동 기회 확대

∙ 학생의 역할에 대한 인식 개선
∙ 학생 주체성 발현을 위한 학교 내 구조적·문화적 여건 마련
∙ 학생 행위주체성, 학생 참여 유형 및 방법에 대한 연구 수행

6.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확대

∙ 학부모의 인식 및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
∙ (학부모, 지역사회) 다양한 참여 및 협력 기회 마련
∙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에 대한 탐색 연구 수행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서의 이슈와 관련하여, ‘1.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비전 명료화’는
역량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2. 교육 비전에 상응하는 교육 체제 구축 및 여건 마련’은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여건 및 지원체계 마련에, 그리고 ‘3. 역량교육에서 학습과정 탐색
및 자료 공유 활성화’는 역량교육의 실행방법의 구체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4.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을 위한 맥락 탐색 및 여건 조성’, ‘5. 학생 참여 및 자기 주도적

활동 기회 확대’, ‘6.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확대’는 역량교육의 실행방법에서도
구성원의 역할과 역량교육을 위한 여건 및 지원체계 마련(학교 내 여건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OECD 교육 2030에 나타난 역량교육 실행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분석틀로
삼아 해외 및 국내 역량교육 실행 사례를 분석하여 미래지향적 역량교육 실행 전략을 도출
하였다. 특히, 5개 학교를 대상으로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내 역량교육과 관련된 이슈와 실행 모습을 보다 심층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은 의의가
크다. 또한, OECD 교육 2030에서 강조하는 학생 행위주체성과 협력적 행위주체성 개념을
바탕으로 역량교육의 실행에서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점은 이후
역량교육 실행에 새로운 초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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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교육의 실행 전략은 2015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와 같이 미래 역량 함양을
지향하는 교육개혁정책의 실행에 대한 정책적·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주제어: OECD 교육 2030, 역량교육, 미래 교육, 학생 행위주체성, 협동적 행위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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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로서, OECD 교육 2030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되는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 및 국내 역량교육 실행 사례를
분석하여,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 전략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ECD 교육
2030: 미래 교육과 역량」(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OECD Education
2030, 이후‘OECD 교육 2030’)은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을 규명하고 미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이 어떠해야 할지를 탐색하기 위해서 OECD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교육 사업이다. 1주기(2015-2018) 사업은‘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미
래 역량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1주기 사업의 결과물인 OECD 학습개념틀이 “학습 나
침반 2030(Learning Compass 2030)”라는 이름으로 2019년 5월에 발표되었다. 2019년
부터 시작된 2주기 사업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1주기 사업에서 규명
된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실행 방법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 2030의 국가 주관기관으로서,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혁신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미래 교육의 방향과 실행 방법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미래 역량교육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현황을 국제적 논의의 장에서 공유함으로써 미래 교육에 대한 논의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하는 OECD 교육 2030 2주기 사업에서는 역량교육의
실행 방법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많은 국가 (혹
은 지방 정부)에서 역량을 새로운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설계하
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도된 교육과정이 학교 수업에서 구
현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과 이 과정에서 교사를 포함한 주요 교육주체의 역할에 관해
서는 아직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자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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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 고교학점제 등의 최근 교육개혁정책은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역량과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공감대는 부족하고,
역량교육을 실행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며,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홍원표, 2017; 최수진, 2018).
또한,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는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에서 학생 행위
주체성(student agency)과 학생 개인과 교사, 학부모, 또래,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행위주
체성(co-agency)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학생(개인과 또래),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를 교
육 실행의 주요 주체로 보고, 학생의 성장을 위한 각 주체별 역할과 주체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역량교육1) 또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표방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실행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문서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에
비해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실행에 대한 관심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다른 주체보다는) 주로 교사에 한정되어 있다. 최근 역량함양을 강조하는 교육개혁
정책이나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에서 학교의 확장 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과정의 실행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역할과
이들 주체간의 협력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량 개념과 역량교육의 필요성(역량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관련), 교육과정 및 학습 설계와 실행(역량교육의 실행방법과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지원
체계와 관련),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OECD 교육 2030 에 나타난 역량
교육 실행의 특징과 해외 및 국내 역량교육 실행 사례를 분석하고 역량교육 실행 전략을
탐색하였다. 즉,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주요 이슈인 역량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
역량교육의 실행방법의 구체화,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외에도, 학생(개인
및 또래), 교사, 학부모(지역사회 포함)를 교육과정 실행의 주요 주체로 설정하고 각 주체
별 역할과 주체 간의 협력을 역량교육의 실행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1) 본 연구에서 역량교육은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역량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다소 느슨하게 정의함.
따라서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표방한 2015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미래 역량 함양을 정책 취지로 선정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도 역량교육의 일환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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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OECD 교육 2030에 나타난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특징과 역량교육의 실행
에 대한 해외 및 국내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량교육의 실행 전략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교육 2030에서 규명한 학습개념틀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2주기 사업에서
논의되고 있는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국제적 동향은 어떠한가? 2주기 사업의 논의내용과
OECD 교육 2030 학습개념틀은 역량교육의 실행에 대해 어떤 시사점을 제시하는가?

둘째, 역량교육에서 앞서있다고 평가되는 국가에서 역량교육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
선진 국가 사례는 국내 역량교육의 실행에 대해 어떤 시사점을 제시하는가?
셋째, 역량함양을 강조하는 국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역량교육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 역량교육 실행 과정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는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
게 협력하고(또는 협력하지 않고) 있는가? 역량교육 실행이 성공적인 (또는 어려운) 개인
적·구조적·문화적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학생들이 미래지향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실행 전략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지원과 정책적 노력은 무엇인가?

2

연구 내용

가. OECD 교육 2030에 나타난 역량교육 실행의 특징 분석
첫 번째 연구내용은 2주기 사업에서 논의되는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국제 동향과
OECD 교육 2030 학습개념틀에 나타난 역량교육 실행의 특징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교육 2030 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OECD 학습개념틀의 주요 내용과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함의를 분석하였다.
OECD 교육 2030 사업 1주기 사업(2015-2018)에서는 4년간의 숙의의 과정을 거쳐 “학

습 나침반 2030”을 발표하였다. 학습개념틀이 지나치게 많은 영역들을 포함하다보니 영
역 및 (영역 내) 요소 간의 층위와 관계가 모호하고 용어의 정의가 명료하지 않은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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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로 지적된 바 있다(최수진 외,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학습개념틀 2030은
이전의 역량에 대한 논의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국내 교육계에서는 주
목을 받지 못한 개념과 시각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가령, 교육의 목적을 개
인과 사회의 웰빙으로 설정하는 점, 학생 행위주체성(student agency)을 학습의 중심에
두고 교사 행위주체성(teacher agency)과 협력적 행위주체성(co-agency) 등의 개념을
새로이 소개한 점, 이전의 핵심역량이라는 용어 대신 변혁(transformation)을 불러올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하며 3가지의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을 제시한
점, 성찰을 강조하는 역량 개발의 싸이클을 제시한 점, 역량을 지시·기능·태도로 구분하
고 각 요소별 세부 역량과 세부 역량 간의 관계를 탐색한 점 등은 그 결과의 완성도에
대한 평가에 앞서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1주기 사업이 마무리되고 2주기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1주기 사업의 결과물인
OECD 학습개념틀 2030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OECD 교육 2030 1주기 사업 참

여의 의미를 정리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또한, 2주기 사업에서 미래지향적 역량
교육의 실행에 초점을 둔다고 할 때, 실행 방법에서의 방향과 관점뿐만 아니라, 기르고자
하는 역량과 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 전략을 탐색한다고 할 때, “OECD 학습개념틀
2030에서 제시하는 교육의 모습”을 국내에 실행하기 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미래 역량

함양을 강조하는 교육개혁정책들의 “실행” 전략에 초점을 두었으며, OECD 학습개념틀
2030은 방향성으로 참고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OECD 교육 2030에 나타난 역량교육 실

행의 특징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표 Ⅰ-1> OECD 학습개념틀 2030 분석틀
구분

세부 질문

역량의 개념과
역량교육의
필요성

∙ OECD 학습개념틀에서 역량교육의 필요성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 OECD 학습개념틀에서 강조하는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이며, 그 역량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 OECD 학습개념틀의 역량 개념과 역량교육의 필요성이 갖는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교육과정 및
학습 설계

∙ OECD 교육 2030에서 교육과정 및 학습 설계(내용 선정 및 조직, 과정[process] 설계)에
대해 어떤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가?
∙ 교육과정 및 학습 설계에 대한 원리가 갖는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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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질문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

∙ OECD 학습개념틀에서 강조하는 학생 행위주체성(student agency)는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갖는가?
∙ OECD 학습개념틀에서 강조하는 협력적 행위주체성(co-agency)는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갖는가?
∙ OECD 학습개념틀의 학생 행위주체성과 협력적 행위주체성 개념이 갖는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나.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해외 사례 분석
두 번째 연구내용은 OECD 교육 2030 사업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논의되는 국가(지
역)의 역량교육 실행 사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역량교육의 역사가 오래된 브리티
시 콜롬비아 주와 호주, 싱가포르를 선정하였고, OECD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맥
락적으로 비슷하고 최근 역량기반교육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홍콩의 사례를 추가하
였다. 문헌분석과 IWG 회의를 통해 해당 국가 대표와의 비공식적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사례를 분석하였고, 해당 국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에게 일부 원고를
의뢰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해외 사례 분석에서는 OECD 학습개념틀 분석틀로 활용된 3가지 영역(역량의 개념과
역량교육의 필요성, 교육과정 및 학습 설계,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을 분석틀로 활용
하면서, 선행연구에서 역량교육 실행의 어려움으로 분석된 3가지 요소(역량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 역량교육 실행 방법의 모호함,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지원체계 요구)를 고
려하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만, 문헌을 통해 역량교육의 실행을 분석하는 것에 한계
가 있어, 각 영역별 심층적인 분석이 어려웠던 점은 해외사례 분석의 한계라 하겠다. 특
히, 문헌분석을 통한 해외사례 분석의 한계로 인해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은 별도의 영역으로 구성하기 보다는 역량교육 실행방법의 한 요소로 포함하였다.
아울러, 해외 사례로 분석된 국가(주)는 모두 역량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방향을 설정하
고 교육을 변화하고 있지만, 실제 문서에서는 역량교육의 도입 배경, 역량교육의 실행
전략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교육과정 개정 또는 교육개혁의 배경, 교육과정 실행 또는
교육개혁의 실천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외사례 분석에서는 (역량교육
의 도입 배경, 역량교육 실행방법 대신)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교육과정 실행 방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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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실행을 위한 지원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사례 분석 시 고려한 각 영역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Ⅰ-2>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해외사례 분석틀
구분

역량의
개념과
역량교육의
필요성

교육과정 및
학습 설계와
실행

주요 세부 내용

(역량교육으로)
교육과정 개정 배경

∙ 역량교육으로 교육과정 개정 배경
∙ 역량교육의 필요성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내용 또는
강조하는 역량

∙
∙
∙
∙

역량의 개념에 대한 이해 및 강조하는 역량
역량교육의 접근법
역량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역량교육에 대한 현장의 공감대 형성 방법

역량교육/교육과정의
실행 방법

∙
∙
∙
∙
∙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과 평가 방법 사례
(수업과 평가에서) 교과내용과 역량의 연결방법
학교 문화
학교 밖과의 관계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

역량교육/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지원체계
기타

∙ 교원( 및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교원들의 역량교육 실행을 돕기 위한 지원
∙ 교육과정 문서상에서의 역량교육 실행 방법에 대한 기준과 지침
∙ 역량교육 실행 관련 현재 고민사항 및 추후 계획

다.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사례 조사
세 번째 연구내용은 역량교육을 강조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역
량교육 실행에 대한 사례 조사이다.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사례조사는 중등학교(중
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역량교육이 실행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량교육
실행 전략을 탐색하고자 실시하였다. 해당 학교에서 역량교육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는 선행연구에서 역량교육 실행의 주요 이슈로 언급되고 있는 역량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 역량교육의 구체적인 실행방법 명료화,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초
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였다(면담지와 참여관찰지는 [부록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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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사례 조사의 초기 분석틀은 국내 역량교육의 실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공감대 형
성, 실행 방법의 구체화, 지원체계의 필요성)과 OECD 학습개념틀의 주요 개념을 교차
배치하여,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하여 분석될 수 있도록 되었다(분석틀 초안은 [부록 1] 참
조). 하지만 자료 분석과정에서 OECD 학습개념틀 분석의 틀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다
명료하게 학교별 역량교육 실행과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분석틀을 일부 수정하였다(아래
<표 Ⅰ-3> 참조).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사례 조사 결과는 최종적으로 (1) 역량 개념

과 역량교육의 필요성, (2) 교육과정 및 학습 설계와 실행, (3)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제시하였다.
<표 Ⅰ-3> 질적 사례 조사 분석틀

분석틀
역량의 개념과
역량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교육과정 및 학습
설계와 실행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관계

구분
국내 이슈
(면담지 틀)
공감대 부족

실행방법의
모호함

OECD 교육 2030
변혁적 역량
학생 행위주체성

분석 및 기술 내용
∙ 역량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방법
∙ 역량교육의 접근방법
∙ 강조되는 역량

개념, 내용, 주제 선정
원리
학습 과정 설계 원리

여건 및
지원체계 미비

교육과정 재설계에서의
도전과제

(실행방법)

학생 행위주체성, 교사
행위주체성, 협력적
행위주체성

∙ 역량교육 실행 실태: 특징 및 이슈
∙ 역량교육 설계·실행에서 도전과제

∙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 학생, 교사,
학부모/지역사회

라. 역량교육 실행 전략 도출
마지막 연구 내용은 역량교육 실행 전략 도출이다. OECD 학습개념틀 2030의 역량교
육 실행에 대한 특징 분석,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해외 사례 분석,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역량교육 실행 전략을 도출하였다.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전
략 도출에서는 연구의 틀로 활용된 역량 개념과 역량교육의 필요성, 교육과정 및 학습
설계와 실행,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의 세 영역별로 주요 우수사례와 시사점을 일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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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였다. 역량교육 실
행을 위한 전략 도출에서는 국내 역량교육 실행의 주요 이슈인 역량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 역량교육의 실행 방법의 명료화, 지원체계 구축을 고려하였고, 각 전략이 세 이슈
중 어느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였다. 특히,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이 지속가능
한 형태로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사·학생·학부모·지역사회) 각 주체별 역할 및
역량뿐만 아니라 역량교육 실행과 관련된 제반 환경을 같이 살펴보고, 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고려하였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 분석
OECD 학습개념틀 2030의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고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국제 동향 및 해외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서 문헌 분석을 활용하였다. 주요하게 살펴
볼 문헌은 OECD 교육 2030 회의 자료인데, OECD 교육 2030 회의 자료에서 인용한
선행연구, 회의에서 주요하게 소개·논의되는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해외 사례에 대한 자
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사례 조사를 위해서도 역량교육 및
교육과정 실행 일반에 대한 문헌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문헌 분석의 주요 목적 및 분석한 문헌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Ⅰ-4> 문헌 분석 목적 및 분석 문헌
관련 연구 내용

문헌 분석의 목적

분석 문헌(예)

OECD 교육 2030에
나타난 역량교육 실행의
특징 분석

∙ OECD 학습개념틀 2030의 주요 개념
및 의미 분석
∙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시사점 분석
∙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국가 사례 및 국내
사례 분석을 위한 분석틀 개발

∙ OECD 교육 2030 회의자료
∙ 국내 역량교육, 미래 교육, 교육
개혁에 대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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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 내용

문헌 분석의 목적

분석 문헌(예)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해외
사례 분석

∙ 2주기 사업 진행사항 파악
∙ 해외 사례에서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시사점 도출

∙ OECD 교육 2030 회의자료
∙ 주요 국가의 교육과정 실행 관련
문헌
∙ 주요 국가의 문서화된 교육과정
및 관련 문헌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사례 조사

∙ 국내 역량교육 실행 과정 이해
∙ 국내 역량교육 실행 과정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마련 및 분석틀 개발
∙ 자료의 해석

∙ 역량교육 및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문헌
∙ 2015 개정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실행 과정 및실행 전
략에 대한 문헌
∙ 혁신학교 관련 문헌

나. 질적 사례 연구
역량교육의 국내 실행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질적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질적 연
구는 어떤 복잡한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에 적합하다. 교육과정 실행은 의도된 교
육과정이 학생과 학교 및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한 교사의 해석을 거쳐 실질적으로 실
천되는 과정이다(김두정·김소영, 2017). 교육과정 실행에서는 교사, 학교관리자, 학생,
환경과 같은 학교 내적 요소와 문서화된 교육과정, 교육부(제도), 교육청, 지역사회, 학부
모 및 기타 사회적 환경을 포함하는 학교 외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김두정·김
소영, 2017). 즉, 역량교육이 성공적으로 또는 성공적이지 않은 형태로 실행되는 이유는
각 교육주체의 개인적 특성, 학교 및 교직 문화적 및 구조적 특성, 사회 인식과 교육 제도
적 특성 등과 얽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서 이
뤄지는 역량교육이 국내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질적 사례 조사의 목적은 역량교육의 실행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
로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지역사회 포함)를 주요 실행주체로 산정하고 각 주체의 역량과 주체 간의 협력을
분석의 주요한 한 축으로 삼았다. 즉, 학생, 교사, 학부모(지역사회 구성원 포함)는 해당
학교의 역량교육 실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역량교육 실행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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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담당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각 주체 간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행과정의 분석을 통해 역량교육의 실행 모습을 구체화하고,
역량교육이 성공적으로 또는 성공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실행되는 이유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을 위한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 연구는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등학교로 연구 대상을 한정
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OECD 교육 2030에서 중등학교 교육 단계를 주요한 대상
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였다. 둘째, 초등학교에서는 역량교육이 상대적으로 잘 이
뤄지고 있으나 이 흐름이 상급학교로 연결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중등학교에서의 역량
교육 실행 전략을 탐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질적 사례 조사에는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가 참여하였으며, 학교는 다음의 기
준을 만족하는 학교로 선정하였다. 첫째, 역량교육을 명시적으로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둘째, 역량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
만 역량교육의 특징(학생참여형 수업, 과정중심평가, 민주적인 학교 문화, 특색있는 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 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학교, 셋째,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생 자치·
참여 또는 학부모(지역사회) 참여가 두드러지는 학교가 그것이다. 이 기준 중의 하나를
만족하는 학교에 대해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해당 학교에 사례연구에 대해 전화로 설명
하고 계획안을 송부하였으며, 계획안을 검토 후 학교에서 참여의사를 밝히면 사례조사
참여 학교로 최종 확정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관련 문헌 수집 및 분석,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 구성원) 면담,
역량교육 실행 모습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질적 사례 연구 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Ⅰ-5> 질적 사례 연구 개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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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목적

∙
∙
∙
∙

대상

∙ 역량교육을 강조하는(또는 역량교육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중학교 3개교 및 고등학교
2개교

역량교육의
역량교육의
역량교육이
미래지향적

실행 과정을 각 실행주체별(학생, 교사, 학부모) 역할과 인식에 초점을 두고 심층 이해
실행 모습(학교문화,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 수업과 평가 방법 등)의 구체화
성공적으로 또는 성공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실행되는 이유에 설명 도출
역량교육의 실행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적 지원에 대한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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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내용

수집 자료

문헌
분석

∙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관련 책자 수집 및 분석

관련 문헌

참여
관찰

∙ 학교 단위 역량교육 실행 모습 참여 관찰: 교실 수업, 교육과정 박람회,
수업 협의회, 3주체 평가회 등
∙ 건수: 학교 당 최대 2건(수업 및 학교 수준의 활동)
* 학교 수준 교육활동은 교과 협의회, 교원 회의, 학교 구성원이 참여
하는 회의 등과 같이 역량교육 실행과 관련된 활동이며, 수업은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비교과 수업일 수 있음
∙ 참여 관찰의 횟수 및 시간: 활동별 각 1회, 수업 또는 활동이 계속되는
한 시간 내외

참여관찰지
및
비형식적
면담 기록

자료
수집

면담

자료 분석

준비

시간
계획
자료 수집
및 분석

면담 대상

학교당 교원(4명), 학부모(3-4명), 학생(4명)*

형태 및
실시 방법

∙ 반구조화 면담
∙ 그룹 면담: 학생과 교사의 경우, 학교별로 행위주체별로
구분하여 실시함.
∙ 면담 1회(교원: 약 120분, 학부모: 약 90분, 학생:
약 60분)

기타

∙ (자료 수집) 인터뷰 참여자 동의하에 녹음 실시, 녹취록
작성

녹음 및
전사자료

∙ (1) 참여관찰 및 면담 당시 1차 분석 실시, (2) 개방코딩: 면담 녹취록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주요 주제(theme) 도출, (3) 축코딩: 문헌분석 및 참여관찰 결과 분석을
고려하여 재검토, 기존 주제의 연결 및 통합을 통한 보다 추상적인 주제 또는 핵심
개념 도출(곽영순, 2014)
질문지 및 참여관찰지 개발, 분석틀 구체화

∙ 4-5월

IRB 심의 의뢰

∙ 5월

연구 참여자 섭외 및 면담 일정 조율

∙ 6월

자료 수집

문헌 수집

∙ 2-9월

참여 관찰

∙ 6-9월

면담

∙ 6-9월

자료 분석

∙ 6-10월

* 구체적인 면담지와 참여관찰지와 면담자 정보는 [부록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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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ECD 비공식 작업반(Informal Working Group) 회의2) 참석
OECD 교육 2030에서는 연 2회 참여국들이 모여 사업 진행사항을 논의하는 비공식

작업반(IWG, Informal Working Group)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는 일반적으로 방
대한 양의 회의 자료가 공유 및 논의되는데, 이를 통해서 사업 추진 상황과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상황과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미래지향적 역량교육
의 실행 방법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기여하고,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 역량교육 및 역량
함양을 강조하는 교육개혁정책의 실행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19년 비공
식 작업반(IWG) 회의 참석 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Ⅰ-6> IWG 회의 일정 및 참석자
제 9차 IWG 회의

제 10차 IWG 회의

일시 및 장소

2019. 5. 22(수)-24(금)
캐나다(벤쿠버)

2019. 10. 23(수)-25(금)
한국(일산 킨텍스)

참석자

김은영(국가 코디네이터)
최수진(연구책임자)

김은영(국가 코디네이터)
최수진(연구책임자) 외 다수

OECD 교육 2030 비공식 작업반 회의에는 교육 2030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 대표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 학생 대표가 참여한다. 국가 대표는 「포커스 그룹 I」로, 전문가 집단
은 「포커스 그룹 II」로, 그리고 학생들은 「포커스 그룹 III」으로 구분된다. 그룹별로 별도
의 논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는데, 제 10회 IWG 회의에서는 모든 그룹이 같이 모여서
서로의 시각을 공유하는 세션이 길게 구성되었다. 특히, 세 그룹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구성된 소그룹 토의가 많이 진행되었다. 교육 2030에 참여하는 국가의 국가 대표와 교육
과정 관련 전문가들이 같이 모이는 IWG 회의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 역량교육의 실행
및 교육과정 변화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역량교육 실행 사례 및 도전과제를 공유
하였다. 아울러, 해외 사례 분석 대상 국가의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비형식적 면담을 실
시하였다.

2) 2019년 하반기 EDPC 회의(2019. 11)에서는 OECD 교육 2030의 비공식 작업반(IWG) 회의의 명칭을 ‘글로벌
포럼(Global Forum)’으로 변경하는 것을 확정하였으므로, 2020년부터는 글로벌 포럼이라는 명칭이 사용
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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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문가 협의회
OECD 학습개념틀 2030의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특징 분석,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국제

동향 및 외국 사례 분석, 국내 역량교육의 실행에 대한 사례 조사를 위해서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주요하게 만난 전문가 집단은 역량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자유학기제 및
고교학점제 등 교육개혁정책의 실행, 교사 전문성, 혁신학교 등에 전문성을 가진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이다. 전문가 협의회의 주요 목적 및 참석 전문가 집단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Ⅰ-7> 전문가 협의회 목적 및 참석 전문가 집단
관련 연구 내용

전문가 협의회의 목적

OECD 학습개념틀
2030의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시사점 분석

∙ OECD 학습개념틀 2030의 주요 개념 및 의미,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시사점 논의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해외 사례 분석

∙ OECD 교육 2030 사업에서 주요하게 논의되는
역량교육 실행 전략, 선진 국가 사례의 국내 역량
교육 실행 관련 시사점 논의

국내 역량교육의 실행에
대한 사례 조사

∙ 역량교육 실행 과정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 및
분석틀 검토
∙ 연구 결과 분석에 대한 논의 및 검토

참석 전문가 집단

∙ 역량교육, 미래 교육,
교육 정책, 혁신교육,
교원 관련 전문가 등

∙ 현장 교원, 시·도 업무
담당자, 교육부 업무
담당자 등
∙ 교원 관련 전문가, 질적
연구 전문가 등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미래 교육적 역량교육의 실행 전략 도출

연구
목적

※실행의 범위는 학교 및 수업 수준의 실행으로 한정

↑

내용

OECD 교육 2030에
나타난 역량교육
실행의 특징 분석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해외 사례
분석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사례 조사

↑

↑

↑

IWG 회의 참석
방법

질적 사례 연구
전문가 협의회
문헌분석

[그림 Ⅰ-1] 연구 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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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분석

OECD 교육 2030 사업과 미래 교육의 방향

가. OECD 교육 2030 추진 경과와 학습개념틀 2030
OECD 교육 2030은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규명하고 선정된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체제 탐색을 목적으로 OECD가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교육 사
업이다(최수진 외, 2017). 1주기 사업(2015-2018)에서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
을 두었고,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을 담은 학습개념틀을 개발하였다. 2019년부터 시
작된 2주기 사업(2019- )에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선정된 미래 역량
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할 예정이다.
OECD 교육 2030 1주기 사업의 주요 결과물인 OECD 학습개념틀이 현재의 모습을

띄기 시작한 것은 2017년 5월에 실시된 제 5차 IWG 회의에서 부터였다. 제 5차 IWG
회의에서 발표된 학습개념틀은 사회의 지향점으로서의 웰빙, 3가지 변혁적 역량3), 역량
개발 싸이클과 함께 학생 행위주체성을 상징하는 그림을 가운데에 위치시켰으며, 역량의
범주와 세부역량은 옆으로 이동시킨 형태였다. 제 5차 IWG에서 발표된 학습개념틀과
2018년 최종안(버전 16)은 큰 차이가 없지만, 이후의 회의(6차, 7차, 8차 IWG)를 통해

일부 수정·보완되었다. 구체적으로, 2017년 10월에 실시된 제 6차 IWG 회의에서 발표
된 학습개념틀에는 역량범주별 세부역량이 제시되었고, 학생 행위주체성 외에 교사, 학
부모, 지역사회, 또래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협력적 행위주체성(co-agency) 개념이 추가
되었다. 2018년에 실시된 제 8차와 9차 IWG 회의에서는 제 6차 IWG 버전에서 상호
연관된 세부역량의 예시가 삭제된 점 외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위의 과정을 거쳐 1주기 사업의 결과물로 2018년에 발표된 “OECD 학습개념틀
2030”(버전 16)은 다음 그림과 같다.
3) 제 5차 IWG 회의에서부터 전이 가능한 핵심역량이라는 용어대신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petencies)
라는 용어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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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OECD 교육 2030 홈페이지(2019a)

[그림 Ⅱ-1] OECD 학습개념틀 2030(버전 16)

간략히 살펴보면, OECD 학습개념틀4)은 (1)교육이 지향하는 가치, (2)변혁적 역량과
학생 행위주체성을 중앙에 위치시킨 역량 개발 싸이클, 그리고 (3)지식, 기능, 태도와 가
치로 구성된 역량 범주의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를 ‘개
인과 사회의 웰빙’으로 설정하고 있고, 변혁적 역량과 리터러시를 역량 개발 싸이클을
통해 개발하면서 지향하는 방향(개인과 사회의 웰빙)으로 나아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변
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으로는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 책임감 갖기가 제시되었다. 변혁적 역량 외에도 문해력, 수리력, 데이터 리터
러시, 디지털 리터러시로 구성된 기초기능/리터러시와 예측(anticipation)-행동(action)성찰(reflection)으로 구성된 역량 개발 싸이클이 제시되었다. 특히, 학습개념틀 가운데에
는 학생 행위주체성을 상징하는 사람 그림을 위치시킴으로써 학습개념틀이 학생 행위주
체성 개념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 외에도 교사, 학부모,

4) 학습개념틀의 요소 번역 및 순서에서 이상은 외(2018)과 최수진 외(2017)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예: 기대
-실행-성찰[Anticipation-Action-Reflection]). 여기서는 이상은 외(2018)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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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지역사회를 제시하고, 학생 행위주체성 외에도 교사 행위주체성, 학부모 행위주체성,
또래 행위주체성, 지역사회 행위주체성, 그리고 교육 주체들의 협력적 행위주체성
(co-agency)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왼쪽 편에는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와 각 역량

범주의 세부영역을 제시하고 이들이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역량임을 나타내고 있다.
2019년 5월에 실시된 제 9차 비공식 작업반(IWG) 회의에서는 학습개념틀의 일부 모

습이 수정되어 최종안이 발표되었다. 최종 학습개념틀 모습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III
장의 “OECD 학습 개념틀 2030의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특징 분석”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다.

나. 미래 교육 및 교육혁신의 방향
OECD 교육 2030은 미래 사회에서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적인 역량을 규명하고

이런 역량을 기를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이 어떠해야할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의 교육을 혁신하고자 하는 시도이지만 미래 교육적 성격이 강하다.
OECD 교육 2030 학습개념틀이 한국의 (미래) 교육에 갖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할 때,

미래 교육 및 교육 혁신에 대한 문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래 교육 또는 교육이 나아갈 방향으로 지식 습득보다는 역량 함양이 중요해지고 있
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가 이뤄지고 있다(Trilling & Fadel, 2009; 정미경
외, 2017). 미래 사회에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역량에 대해서는 많은 국·내외 문헌에서
다양한 분류틀을 사용하여 제시하고 있다(최수진 외, 2017). 국내·외 문헌에서 제시된 역
량을 비교 분석한 최수진 외(2017)에 의하면, 미래에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역량
은 의사소통, 시민성 및 사회성, 협동성, 디지털 및 정보역량,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력, 자기주도성 등이다. 문헌마다 역량을 어떻게 정의하고 분류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흔히 말하는 4C인 창의성과 혁신(creativity & innovation), 비판적 사고
력과 문제해결력(critical thinking & problem solving), 의사소통력(communication),
협동력(collaboration)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 외에도 국외 문헌에서는 ‘디지털 리
터러시 및 정보처리 역량’과 ‘학습방법의 학습’도 독립된 역량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
향이 있고, 국내 문헌에서는 공동체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인성역량이 보다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최수진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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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DeSeCo 사업(1997-2003)에서는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역량이라는 의미로 핵심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3가
지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최수진 외, 2017). 자율적 행동 역량(큰 그림을 고려하며 행동
하는 능력, 인생 설계 및 실행 능력, 개인의 권리 및 필요 옹호･주장 능력), 다양한 집단
내 상호작용역량(인간관계능력, 협동능력, 갈등 관리 및 해결 능력), 상호작용적 도구 활
용 역량(상호작용적 언어･상징･텍스트 활용능력, 상호작용적 지식･정보 활용 능력, 상
호작용적 기술 활용 능력)이 그것이다(최수진 외, 2017: 26). 즉, OECD DeSeCo 사업에
서는 직업에 대한 준비보다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삶을 영위해 가기 위해 모든 사람에
게 필요한 주요 역량(핵심역량)을 강조하고, 이전의 단편적인 역량(기능의 경향이 강함)
에 비해 보다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의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제시하였다.
국내 미래교육을 위한 비전으로는 창의융합형 인재, 학생 맞춤형 교육 등의 용어가 자
주 등장한다. 정미경 외(2016: 173)에서는“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을 미래 초·중등학교 교육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2030년 미래 초·중등학
교 교육의 특징을 탄력적 교육체제, 학습자 맞춤형 교육내용 및 방법,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지능정보기술 기반 교수학습방법, 교육복지의 확대 및 원활한 작동, 교원 역할의
재정립으로 제시하였다. 강영혜 외(2009)에서는 미래 학교가 추구해야 할 특징으로 “학
습자 중심교육, 구성주의적 지식, 통합적 접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돌봄 기능의 확
대”로 보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학교 형태로“교육복지강화형 학교 모형”을 제시하였다
(강영혜 외, 2009; 김경애 외, 2018: 6에서 재인용).

김경애 외(2018)에서는 시나리오법을 활용하여 2035년 시점에 ‘예상’되는 시나리오와
‘희망’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희망 시나리오와 정반대인 ‘좌절’시나리오를 도출하여 제시

하고 있다. 김경애 외(2018)에 의하면,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명명한 예상 시나리오와
‘모두가 주인공’이라고 명명한 희망 시나리오의 차이는 교육의 원리가 ‘시장화의 가속화’

냐 ‘공공성의 강화’냐에 있다. 즉, 미래 교육체제에서 시장 원리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
되지만, 누구에게나 좋은 교육을 보장하는 것을 강조하는 공공성의 원리가 교육체제에
폭넓게 반영되는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류방란 외(2018)에서는 문헌 분석, 포럼, 협의회, 전문가 의견조사를 거쳐 미래 학교교
육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근대 학교 교육의 틀을 유지하면서
혁신적인 변화보다는 지엽적인 개선만 진행되는 안(Mode 1)이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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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경쟁 원리가 교육 혁신을 이끌어 가는 안(Mode 2)이며, 마지막 시나리오는 분권적
공공성 실현을 위해 시민 공동체 주도의 학교 교육 혁신이 진행되는 안(Mode 3)이다(류
방란 외, 2018). 전문가 의견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사회적 효율성을 추구하며 자유
경쟁 원리를 중심으로 학교 교육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분권적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 공동체 주도의 학교 교육 혁신이라고 평가하였
다(류방란 외, 2018).

2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관점과 영향요인

가. 교육과정 실행의 개념과 영향요인
교육과정 실행은 “계획·개발된 교육과정이 단선적으로 수업을 통해 실천되는 것이 아
니라, 여러 가지 학교 내·외적 상황과 조건에서 교육과정을 교사가 해석하고 조정하여
교실 실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이경진, 2006, 김두정·김소영, 2017: 39에서
재인용)으로 정의된다. 교육과정 실행은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의 실제적인 사용 또는 실
천이며, 학교 현장의 변화와 학생들의 바람직한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상태를 변화시키
는 과정이기도 하다(Fullan, 1989, 김소영·김두정, 2018에서 재인용). 교육과정 실행에는
문서화된 교육과정, 교사, 학습자, 학부모, 학교 환경 및 풍토, 지역사회, 사회 인식 등
굉장히 많은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 Fullan(1982)은 교육과정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문서화된 교육과정, 학교구, 학교, 학교구 외부 특성으로, Schwab(1978)에서는
학습자, 교사, 교과, 환경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김두정·김소영, 2017에서 재인용).
권낙원 외(2011)에서는 교사 요인과 교사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교사 외적 요인으로
는 교육과정 자체, 학습자,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김두정·김소영,
2017에서 재인용).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교육과정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하

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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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교육과정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자
요인
문서화된
교육과정

교장

학
교
내
부

교육부

교육청
지역
사회
학부모
및
기타

권낙원 외(2011)

김두정·김소영
(2017)

필요성, 타당성, 교육과정
내용의 명확성 및 복잡성,
자료의 질과 실용성

필요성, 명료성, 복잡성,
자료의 질과 실용성

학교장의 활동

학교장의 리더십

학교장의 역할
(리더십, 학교 분위기)

교사 간의
관계

교원 간 협력 관계

교사 간 협력 및 상호작용

교사의 성향

환경

Schwab(1978)

필요성, 명료성,
교과의 내용과 형식,
복잡성, 프로그램의
교과 학습 매체
질과 실용성

교사

학습자

학
교
외
부

Fullan(1982)

교사의 인성, 신념과
지적 능력, 새로운 정의적 태도, 교육과정에
재료와 교수법에
요인
대한 관심, 참여,
대한 관심, 인성과
반성적 사고
성격(학생, 동료,
교사의
학교장 등과의
능력(교수방법,
관계), 배경(편견,
교수기술 등), 일반
지적
정치적 성향)
지적 수준, 교과내용
요인
인지 수준(교육과정
이해 수준), 학력,
경력(교직 경험) 등
정서적 태도, 교사에
정의적
대한 호감, 수업 및
요인
학습 태도, 자신감
학교와 교실
교과목에 대한
(학습자 간 관계,
지적
인지적 이해
교사 간 관계)
요인
(학업성적, 학습능력)
교실환경, 학교환경
-입시제도
지역간 관계,
-교육과정
- 교육과정에 대한
가정/지역사회/종
결정체제
홍보 및 정보 제공
교 집단(포부,
재정적
지원
삶의 방식,
장학
교육관, 윤리적
규준 등의
학부모와
학습자에의 영향)
지역과 학교의 특성
학부모의 SES,
사회적 요구

- 교사의 성향(성격, 경험,
정치적 성향)
- 교사의 역량(교육과정
이해, 학습매체)

-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
(자신감, 학습 포부, 교
사에 대한 호감, 문화적
배경)
- 학습자의 이해력(선수
학습, 인지적 수준)
- 입시제도
- 교육과정 결정체제
교육청 정책 결정의 질
(의사소통, 교사 연수, 재
정적·기술적 원조, 교육청
이전 경험 반영)
지역사회의 지원과 관여
- 사회적 요구(지역사회
문화[포부, 삶의 방식,
교육관, 윤리관], NGO)
- 학부모 요구

※ 출처: 김두정·김소영(2017: 42-43). 원래 표에서 일부 용어 및 순서를 조정하였고, 김두정·김소영(2017: 44)의
교육과정 실행기준을 추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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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실행은 “학습자, 교사, 교과, 학교, 지역, 교육과정 문서 등의 제 상황 혹은
조건이 상호작용”(김두정·김소영, 2017: 39)하면서 이뤄지므로, 한 가지 결정적인 요인을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실행은 문서화된 교육과정을 “교
사”가 해석하고 조정하여 교실 실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으로 교사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김두정·김소영, 2017; 이경진, 2006). 실제,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대부부분
의 문헌들은 직·간접적으로 교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반면, OECD 학습개념틀에서
강조되고 있는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나.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관점
국내 문헌에서 교육과정 실행을 설명하기 위해 자주 활용되는 개념틀은 Snyder,
Bolin, & Zumwalt(1992)(이윤미 외, 2015에서 재인용)가 미국 교육과정 실행 현상을 설

명하기 위해 활용한 충실(fidelity), 상호조정(mutual adaptation), 생성적(enactment)
관점이다. 충실 관점은 교육과정 개발자의 의도와 계획을 충실하게 수용하여 실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상호조정 관점은 외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 자료를 교사
가 학습자와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이윤미 외, 2015; 김소영·
김두정, 2018). 생성 관점은 교육과정을 교사와 학생이 만드는 것으로 보고, 교사가 학습
자와 상황에 가장 적절한 교육과정을 창조하여 실천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이윤미 외,
2015; 김소영·김두정, 2018). 국내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로 충실은 지양

되어야 하는 접근법으로, 상호조정과 생성 관점은 지향되어야 하는 접근법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이윤미 외, 2015).5)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다른 관점으로 “도구적 행위(instrumental action)”로서의 교육
과정 실행과 “상황적 실천(situational praxis)”으로서의 교육과정 실행을 보는 관점이 있
다(Aoki, 1983; 조재식, 2002). Aoki(1983)는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주류적인 관점(“도구
5) 이윤미 외(2015)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서 제시된 성취기준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교육과정 실행에서 상호조정 또는 생성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교과서에
매몰되어 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상황을 넘어서서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성취기준을 어떻게 학생, 학교,
지역 등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여 가르칠 것인지가 강조되는 상황이므로 ‘충실’관점을 갖고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교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또한, 실질적으로 교육과정 실행
과정에서 상호조정, 생성이 가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사의 권한에 대한 논의(예: 총 성취기준 중 일정
비율을 교사들이 수정, 삭제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는 것)가 필요하다고 강조함(이윤미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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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위”로서의 교육과정 실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과정 실행을 “상황적 실천”
의 관점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Aoki(1983)에 의하면, 교육과정 실행을 도구적인 행
위로 보는 개념틀에서는 교육과정 실행이 전문가가 생산하고 비전문가(교사 및 학생)가
소비(실천)하는 것과 같은 단선적인 흐름으로 이해된다. 행동주의 및 구조적 기능주의 시
각을 바탕으로 인간의 역량이 도구적 이성과 행위로 단순화되고, 교사들은 규칙(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격하되며, (공식적인 문서) 실행의 효율성, 통제, 확실성이 중요해
진다. Aoki(1983: 7-8)에 의하면, 도구적 행위로서의 교육과정 실행 관점을 바탕으로 한
대표적인 예가 R.D.D.A.(연구[research]-개발[development]-확산[diffusion]-수용[adoption])
모델이고, 이 모델이 교육 분야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많은 사례로 증명되었다. 교육
과정 실행을 도구적 행위로 보는 관점은 교사가 주어진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간과하는 것으로 교사를 주체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기계와 같은 존
재(beings-as-things)로 보는 것으로 억압적인 시각이라고 비판한다.
교육과정 실행을 이해하기에 보다 적합한 관점으로 “상황적 실천(situational praxis)”
을 제시한다(Aoki, 1983). Aoki(1983)에 의하면, “Praxis”는 실천으로 번역하였지만 이론
과 분리된 실천이 아니라 실천 중에 성찰이 이뤄지고 성찰하면서 실천하는 것을 가리킨
다. 교육과정 실행을 ‘상황적 실천’이라고 보는 관점은 도구적 행위 관점과 교사와 인간,
교육, 앎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달리한다. 이 관점에서 교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
간화(humanization)에 관심이 있는 주체적인 인간이고, 자신과 교육과정을 포함한 실제
를 변혁(transform)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로 본다. 또한, 교육과 교육과정 실행은
중립적이지 않은 정치적인 행위이며, 앎은 실제의 삶에 의도를 갖고 참여하고 경험하면
서 얻어지는 것으로 본다. 교실 상황에서 보면, 교사와 학생은 자신들이 속하고 동시에
조성하고 있는 교실 문화의 맥락 속에서 의도된 교육과정을 해석하면서 교실경험의 실제
를 같이 만들어가는 공동 행위자(co-actors)로 간주된다. 그 과정에서 성찰(또는 자각 있
는 행동)이 중요한데, 주어진 교육과정과 자신들이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실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포함한다. 상황적 실천으로 보는 관점에서 교육과정 실행은 교
사와 학생 등 각 교육 주체의 주체성이 만나는 행위(inter-subjective actions of
beings-as-humans)이고, 구성원들이 형성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창조되고 재창

조되는 실제이며, 나아가 덜 억압적이고 보다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고와 실
제(자신과 세계)를 변혁시켜 가는 행위로 본다(Aoki, 1983: 1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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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실행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교
육과정 실행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그에 따라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교육과정 실행을 도구적 관점으로
볼 때, 전문가가 개발한 (완벽한) 교육과정을 그 의도에 충실하게 (비전문가인) 교사가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에 초점을 두게 된다. 의도된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으며
의도된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정답)의 명료화와 교사가 그 정답을 찾아서 잘
실천할 수 있는 역량 함양에 초점을 된다. 의도된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이유가 되었던)
교사의 저항이나 재해석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실행 과정
이 이뤄지는 체제, 그리고 그 과정이 교육, 교육과정, 인간, 앎에 대해 전제하고 있는 바
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Aoki, 1983).
이에 비해, 교육과정 실행을 상황적 실천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의도된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교실의 구체적 상황에서 만들어 내는 현상, 경험, 실제에
초점을 둔다. 의도된 교육과정에 내재된 그리고 (교육과정 실행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자신들의 인간과 세상, 삶과 앎에 대한 전제들에 대한 성찰, 성찰을 통한 재해석과 재구
성, 그리고 덜 억압적인 방향으로 자신과 세계를 변화시켜가는 과정과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게 다뤄진다(Aoki, 1983). 즉, “교사가 교육 변화를 내적 외적으로 만나는
공간에 대한 존재론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교육의 변화가 정답을 찾아서 꽂으면 전환되
는 기계장치와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점진적인 진화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조재식, 2002: 248).

3

혁신적인 교육과정 실행에서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

가. 교사: 전문성과 행위주체성
교사의 역할을 교육과정 실행 과정에 비추어 이론화하려는 시도로는 Paris(1993)의
“교사 행위주체성(teacher agency)”, van den Akker(1988)의 “학습자로서의 교사(teacher
6) Aoki(1983: 16)에 의하면, 상황적 실천으로 보는 관점에서 교육과정 실행은 교사와 학생이 교육과정 개발자의
(무의식적/의식적) 의도와 은연중에 가정한 전제(기준, 가치, 선입견, 세상/인간/앎에 대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실행의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자신의 선입견과 가정들에 대해 성찰하면서 덜 억압적이고 보다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고와 실제(자신과 세계)를 변혁시켜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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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learner)”, Clandinin & Connelly(1988)의 “교육과정 개발자인 교사”, McCutcheon
1995)의 “숙고자인 교사”등이 있다(조재식, 2002: 235에서 재인용). 국내에서도 곽영순
(2015)의 “학교 교육과정 연구·개발자로서의 교사”, 노진아·서경혜(2009)의 “연구자로서

의 교사”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일반적인 교육과정 실행의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수업의 변화를 꾀하는 교수학습 방법
에서 교사의 역할이 규정되는 예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교사가 아니라 학생 중심의 수
업으로 변화함으로써 의사소통력, 문제해결력 등 미래 역량을 함양하고 개별 지도와 학
생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꾸로 수업(Flipped learning)’에서
교사는 “수업 활동 디자이너”의 역할이 강조된다(김동원·김병수·김지훈, 2016). 즉, 교사
는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 중에 학생들의 활동을
돕고, 핵심 발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김동원·김병수·김지훈, 2016: 12). 이런
역할은 미래 학교에서 교사가 단순한 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축소되고, 대신 멘토,
코치, 촉진자, 안내자, 교수전문가 등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정미경 외, 2017)
과 일맥상통한다.
교육혁신이라는 목표를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하더라도 일반적인 교육의 질 제
고를 위한 교사의 역할, 전문성, 역량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정미
경 외, 2010; 허 주 외, 2018). 최근 사회변화에 따른 교사 전문성 또는 역량에 대한 논의
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전통적인 인지적 역량뿐만 아니라 정의적 역량이 강조된다는 것이
다(허 주 외, 2018). 예를 들어, 정미경 외(2010)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른 교사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교수-학습(인지적)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 학문,
국가교육정책 등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교사 전문성을 강조하였다(허 주 외, 2018:
195에서 재인용). 사회 변화로 인한 교사 역할 변화의 필요성 외에도, 교사 전문성에 대

한 관심은 국가차원에서 시도된 교육변화 및 개혁 정책이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오는데 실패했다는 자각과 관련이 있다(소경희·최유리, 2018). 이런 실질적인 “변화 없는
혁신”에 대한 비판으로 변화를 위한 주체로서의 교사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된 것이다(소경희·최유리, 2018: 93)7). 동시에, 지식정보 사회 담론과 함께 교사전문성이
7) 좋은 의도와 취지를 가진 새로운 교육과정이나 교육개혁정책이 어려움 없이 실행되는 경우가 드물며, 실질적인
내용은 바뀌지 않고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음(임종헌, 2016; 조재식, 2002). 의도한 바와
실제로 실행되는 내용이 어긋나는 현상은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라는 이름으로도 연구가 이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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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통제의 수단”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교사의 전문성이 신장되

기 보다는 오히려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허 주 외, 2018: 197).
교사에 대한 기존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교사 이해 및 전문성 신장
을 위한 대안적인 틀로서의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고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형태의 연구도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국내 문헌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교사 행위주체성(teacher
agency8))”(소경희·최유리, 2018; 이상은 외, 2018; 이성회, 2017)을 들 수 있다. 외국

문헌에서는 교사 행위주체성이 학교단위 개혁과 함께 오랫동안 강조되어 온 개념이지만
(Priestley, Edwards, Priestley, A., & Miller, K., 2012), 국내에서는 Priestley, Biesta
& Robinson(2015)의 교사 행위주체성 개념을 중심으로 기존 교사 전문성 관련 논의의

대안적 틀로서 제안되고 있다(이성회, 2017; 소경희·최유리, 2018). 실제, 교사 행위주체
성은 OECD 교육 2030 사업의 5차 IWG 회의(2017. 5)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제 6차
IWG 회의(2017. 10)에서 발표된 학습개념틀에서 본격적으로 들어온 개념이기도 하다.

교사 행위주체성은 이미 사회학, 비판적 교육학 등에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행위
주체성(agency)라는 개념을 교사의 실천과 관련지어 이론화하려는 개념이다(소경희·최
유리, 2018). 행위주체성(agency)은 “행위자가 순간적으로 구성된 다른 사회적 환경들시간적·관계적 행동의 맥락-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는 습관, 상상과 판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는 역사적 상황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상호 대응 속에서 그 구조들을
재생산하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Emirbayer & Mische, 1998, 이성회, 2017:
14에서 재인용)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행위주체성은 행위자가 반복적 차원(생애사와

교사로서의 전문적 역사), 투영적 차원(단기 및 장기적 행동의 지향성), 현실적-평가적
차원(문화적, 구조적, 물리적 측면)의 맥락 속에서 주어진 문제와 상호작용하면서 실제를
구성하고 재구성하면서 발현하고 성취된다(Priest, Biesta & Robinson, 2015, 이성회,
2017; 소경희·최유리, 2018). Priest, Biesta & Robinson(2015)은 교사 행위주체성(행위

자성) 개념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있음(예: 조항로·김병찬, 2013)
8) 최수진 외(2017)에서는 “Teacher agency”을 교사 에이전시로 표기하였고, 이성회(2017)에서는 “교사 행위자성”
으로 번역함. 여기서는 ‘교사 행위주체성’으로 통일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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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Priestly, Biesta & Robinson(2015: 30), 이성회(2017: 14)에서 재인용.

[그림 Ⅱ-2] 교사 행위주체성 개념모형

소경희·최유리(2018: 4)에 의하면, 교사 행위주체성은 “국가의 교육개혁정책을 수용하
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행위주체성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교사들의 다양한 행위
주체성 성취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소경희·최유리(2018)는 교사의 행위나
실천을 국가 수준 교육개혁정책의 성공적인 이행 측면에서만 바라본다거나 교사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의 문제로만 국한시켜 보는 것을 비판하며, 최근 교육 개혁의 맥락 속에서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요구받고 있는 교사들의 실천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틀로서 교사 행위주체성을 제시하고 있다. 인상적인 점은 행위주체성 개념을 교
육과정 실행이라는 행위에 대입시키면 교육과정 실행의 “상황적 실천(situational praxis)”
Aoki, 1983)과 굉장히 유사해진다.

나. 학생: 역할과 행위주체성
교육의 혁신 또는 교육의 실행에서 실행 주체로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변화 주체로서의 학생과 학부모·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
다(남미자 외, 2015). 학생이나 학부모·지역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부각되기 보다는 대
체로 역량교육 또는 교육혁신의 실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역할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
우가 많다(김정현, 2011; 박수정 외, 2016; 최수진 외, 2017). 예를 들어, 최수진 외
(2017)의 경우,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교사들이 수업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독려하고 더욱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가려는 열정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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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가 언급된다. 학교 개혁에서의 교원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는 김정현(2011)의 경우
에도, “좋은 학생”들이 교사와 학교의 변화를 요구하고 촉구하기도 한다고 언급하고 있
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교육혁신의 과정에서 학생의 역할에 초점을 두는 문헌이 발견되
는데, 대표적으로 남미자 외(2015)를 들 수 있다.
남미자 외(2015)에서는 단위학교 혁신과정에서 학생의 역할에 주목하고, 경기도 내 한
혁신고등학교(희망고등학교, 가명)의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남미자 외(2014: 47)는
희망고등학교의 경우 “혁신의 주역은 학생들이다”라고 단언한다. 일부 교사를 중심으로
입시중심의 교육을 지양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학생들이 교사들에
게 자극이 되었고, “학생들이 없었다면 기존의 관행에 젖어있었던 개인주의적이고 관료
적인 교사문화가 쉽게 깨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한다(남미자 외, 2015: 47). 남미
자 외(2015: 49)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하면서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
을 미쳤고, 수업을 비롯하여 교사에게 적극적으로 혁신을 요구하면서 교사들의 수업혁신
을 도모하였다”고 평가한다. 교육의 주체로 선 학생들을 통해 교사들은 학교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고 학교 혁신의 주체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런 선순환의 과정
이 희망고등학교 혁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다고 분석한다(남미자 외, 2015: 47). 남미
자 외(2015)는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학교운영에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관료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교사문화에 균열을 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써, 학생들을 학교 혁신의 주체로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교육 실행에서 학생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주도적 참여활동의 교
육적 의미를 분석한 이민경(2016)의 논의는 OECD 교육 2030에서 강조하는 학생 행위주
체성 발현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민경(2016)은 체인지메이커
(Changemaker)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에 도입한 ‘사상 최대의 수업 프로젝트’에 대한 사

례조사를 바탕으로 학생주도적 참여활동의 교육적 의미와 효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
다. 첫째,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주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 속에서 학교와
배움에 대한 즐거움, 동기,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 둘째, 또래와 교사를 포함한
학교 안팎의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관계를 맺는 능력과 성찰 능
력을 성장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민경, 2016: 258). 마지막으로, 다양한 교육적 활동
으로 인한 자아 존중감 또는 자신감 회복 경험은 개인적인 진로의식을 넘어 공적자아9)로
성장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이민경, 2016: 259). 즉, 이민경(2016: 259)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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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주도적인 협동적 참여 중심으로 수업이 변화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배움과 학습의 의
미를 깨닫게 하고, 경쟁적이고 황폐화된 학교문화를 바꾸는데 기여하며, 나아가 자신과
사회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 학부모 및 지역사회: 역할과 행위주체성
교육의 3 주체 중의 하나인 학부모의 역할도 교육 혁신 또는 교육 실행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 혁신의 과정에 대한 연구가 주로 교사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학생과 더불어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최윤진, 2018).
우리 사회에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교사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 교육실천을 조력하
고 보조하는 역할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하다. 내 자녀에 대한 이기주의에 기반 한 참여로
(예: 치맛바람) 인해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왜곡된 교육열로 인해 공교육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윤택림, 2001;
오욱환, 2008, 최윤진, 2018: 102에서 재인용). 또한 학부모들은 교육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왜곡된 교육 현실의 희생자”로 드러나기도 한다(김희복, 1992; 이혜
숙, 2005: 144에서 재인용).
반면,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행위주체성(agency)을 보이는 연구도 몇몇 살펴볼 수
있다(이혜숙, 2005; 서근원, 2005; 최윤진, 2018). 예를 들어, 이혜숙(2005)은 학부모운
동 단체에 대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학부모가 “교육열의 주도 세력도 모순적인 교육 현
실의 희생자”가 아닌 교육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존재, 모순된 교육
현실을 고민하고 교육다운 교육을 모색하고 교육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실천하는 주체적인
존재로 그리고 있다. 최윤진(2018)은 혁신학교 학부모 동아리 참여 경험의 의미를 분석
함으로써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지위와 역할을 재조명하고 있다. 최윤진(2018: 100)에
의하면, 1990년대 이후 수요자중심교육 담론의 확대와 함께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이 확
대되면서 학부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고, 최근 혁신학교 운동과 함께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체로서의 학부모의 역할은 특히 강조되고 있다. 실제, 최윤진(2018)은 혁신
9) 이민경(2016)은 공적자아를 개인책임을 강조하면서 타자와의 연대와 공존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신자유
주의적 주체’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함. 공적자아는 “자아에 대한 존중감과 공존의 사회적 감수성을
지닌” 또는 “공공하는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음(이민경, 2016: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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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부모 동아리 참여는 학부모-교사가 후원자와 동반자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학
생의 개별적 특성과 관계를 더 잘 이해하며, 학교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유대감을 강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 동아리 참여를 통해 학부모
들이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고 맹목적 학력주의와 내 자녀 중심의 교육관을 성찰하면서
교육 주체로 거듭나는 과정이 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최윤진, 2018).
OECD 교육 2030에서는 학생의 행위주체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만의 노

력으로 부족하고, 교사-학생-또래-학부모-지역사회가 상호작용하는 협력적 행위주체성
(co-agency)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

용 또는 협력적 행위주체성 발현을 통해 성장하게 되는 대상이 학생만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라는 점이 강조되는 점도 인상적이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은 학부모 학교 참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식이 혼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자유학기제 또는 고교학점제 등에서 지역사회와 연계 또는
지역사회를 활용한 학습이 장려되고 있다. 또한, 여러 교육청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사
업’(경기도 교육청) 또는 ‘마을 결합형 학교’(서울시 교육청) 등의 이름으로 학교와 지역
사회 간 협력을 훨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실천·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
들은 혁신교육정책의 일환으로, “마을과의 협력 혹은 연계를 통해 학교 혁신을 모색하려
는 움직임”이다(양병찬, 2018: 138).
구체적으로, 양병찬(2018)은 마을교육공동체 확산이 사회 구조적 변화 및 학교 위기
(교실 붕괴, 입시지옥, 학교폭력 등)에 대한 대응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 것과 관련된다고 분석한다. 비슷하게, 나윤경 외(2018: 4)는 서울시 마을
결합형 학교의 확산이 “학생 각자가 스스로를 돌보며 끝없는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공공재로서의 교육 기관인 학교가 마을과의 연계를 통해 그 역할과 위상에 맞는 ‘사회적 돌봄’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즉, 마을 결합형 학교는 사교육의 자리에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이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교육 문제에 개입하여 학교의 공
공성을 회복하고 학교교육을 혁신하려는 취지를 갖는다(나윤경 외, 2018). 교육 혁신에
의 의지 또는 교육 현실에 대한 저항적인 입장에 기반한 취지를 반영하듯, 마을교육공동
체 또는 마을 결합형 학교는 마을 주체(학생, 교사, 부모 및 주민)들의 자발성과 주체성,
협력성을 강조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양병찬 외, 2016, 양병찬, 2018: 13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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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역량교육 실행의 특징 및 주요 이슈 사항

국내에서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연구(이론적 논의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실행 모습이나
경험을 다루는 연구)는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연구가 개발로서만 이해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의 실행과 경
험에 대한 연구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향(김영천, 2007: 121)과 관련이 있다. 또한, 우
리나라 교육과정 및 교육개혁정책의 실행 과정이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연구-개발-확
산 모형’(research,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model)(Skillbeck, 1984, 박종덕,
2011: 116에서 재인용)을 따르면서, 국가에 의해 계획된 교육과정과 교사에 의해 실행된

교육과정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교육과정 실행의 주체인
교사와 실제 수업 사태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박종덕, 2011: 116)
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여전히 소수를 차지하고 있지만10), 최근 2015 개정 교
육과정 또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실행 모습이나 교사 인식과 경험에 대한 연구(이윤복·
강현석, 2016; 이주연 외, 2017; 조수영, 2017; 최수진 외, 2017; 이상은 외, 2018)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국내 실행에 대한 연구에서는 외국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체
로 학생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평가가 역량 함양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교원들 간의 협력이 더욱 요구되었으며, 학교 관리자를 포함한 지원하는 학교 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윤복·강현석, 2016; 조수영, 2017; 최수진 외, 2017). 반면,
교사들의 역량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혼란
을 느끼고 있었고,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최수진 외, 2017; 이상은 외, 2018). 또한, 역량 함양과는 괴리가 있는 입시 및 평가제
도, 학부모와 학생의 입시위주의 인식, 행정업무 과다와 소통 시간의 부재 등으로 인해
역량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학생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평가를 상시적으로
실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수진 외, 2017). 즉, 교사의 공감대와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에서 추구하는 바가 입시
10) 반면, 2015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내용체계 분석,
특정 교과의 내용 분석,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재 또는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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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제도와의 상충, 학부모 인식과의 괴리, 학교 풍토 및 여건 미비 등으로 인해 교사
들은 실행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국내 역량교육의 실행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주로 언급되는 이슈는 크
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교사들의 역량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최수진 외, 2017; 이상은 외, 2018). 특정 교육정책이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해당 교육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정책의 취지와 방향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역량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공감대 부족은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교사들이 역량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합적이겠지만, 역량의 개념 및 역량교육의 접근법, 역량교육 필요성의 모호성과 구체
적인 실행방법의 불명확성과 관련이 있다(최수진, 2018; 박휴용, 2015; 이상은 외, 201
8)11). 그 외에도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의 교사 소외와 지나치게 많은 “새로운” 교육정

책의 남발로 인한 교사들의 피로감도 역량교육에 대한 교사 공감대 부족에 기여하는 것
으로 분석된다(이상은 외, 2018; 최수진 외, 2017).
두 번째 이슈는 구체적인 실행방법의 불명확성이다. 역량교육의 실행은 학생중심 수업
과 과정중심평가, 구성원들 간의 협의가 있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등과 연결되고 있지만,
역량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특히, 수업에서
역량과 교과내용이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가 불명확하고, 역량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는 더욱 모호한 상황이다(최수진, 2018; 박휴용, 2015). 또한, OECD 교육 2030에
서는 학생 행위주체성과 공동 행위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함양하기 위한 역량
교육의 실행모습은 어떠할 지에 대한 상이 모호하다.
마지막 이슈는 여건 마련 및 지원체계 구축이다. 역량교육 실행을 위해서는 “표면적인
교육활동과 그 기저에 깔린 사고와 신념이 변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사고,
신념, 실천이 학교장, 학생들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전체와 소통되고 공유되어야”한다(김
두정, 2015: 198; 최수진 외, 2017: 190). 따라서 학교 구성원 전체가 역량을 함양해 갈

11) 구체적으로, 박휴용(2015)에 의하면, 역량 개념은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따라 성급하게 개발되었기 때문에
개념이 모호하고 이론적 토대가 빈약함. 또한, 결과 및 수행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밖으로 드러나서 관찰이
가능한 부분(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수행에서 가치와 윤리를 간과할 위험과 비판적
사고를 억제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함(박휴용, 2015). 따라서
역량교육의 접근법이 행동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과정 중심적이고 인문주의적인 접근법으로 명료화하고,
이에 따른 실행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음(최수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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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최수진, 2018). 학
교 내적으로 구성원들의 역량 함양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체계 마련, 학교문화/거버넌스/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외적으로 협의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 마련(예: 행정업무경감), 교사 전문성 함양, 역량교육 이해를 위한 학습의 장 마련,
학교 안팎의 연계 체제 강화, 평가 체제 구축 및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질 관리 체제
마련,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체제 마련 등이 필요하다(최수진 외, 2017; 이상은 외,
2018). 그리고 장기적으로 평가 및 입시제도 개선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최수진 외,
2017; 이상은 외, 2018).

5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OECD 교육 2030 참여연구는 사업이 본격화된 2016년부터 (중간에 명칭의 변화가 있기는

하였으나) 계속 추진되고 있다. 2019년도 OECD 교육 2030 참여연구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전의 OECD 교육 2030 참여연구를 포함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미래 교육적 역량교육의 “실행”에 초점이 있다는 점에서 이전년도 OECD 교육
2030 참여연구(윤종혁 외, 2016; 최수진 외, 2017; 이상은 외, 2018)와 차별성이 있다.

이전 OECD 교육 2030 참여연구(최수진 외, 2017; 이상은 외, 2018)에서 일부 역량교육의
실행에 대한 부분이 다뤄지기는 하였지만, 실행에 전면적으로 초점을 둔 것은 아니었다.
OECD 교육 2030 사업은 2018년까지 1주기 사업이 실시되었고, 1주기 사업에서는 미래

핵심 역량을 규명하고 학습개념틀을 개발함으로써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두
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시작된 OECD 교육 2030 2주기 사업에서는 미래지향적 역량
교육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OECD 교육
2030 사업의 2주기 시작과 함께 본 연구도 역량교육의 실행에 초점을 두고 역량교육의

실행 방향과 전략을 탐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면에서 이전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OECD 교육 2030 학습개념틀(학습나침반)을 연구의 분석틀로 보
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면에서 이전 연구와 차이가 있다. 즉, 학습개념틀에서 드러나
는 역량교육 실행의 특징을 (1) 역량의 개념과 역량교육의 필요성, (2) 교육과정 및 학습
설계, (3)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으로 구분하고, 이를 해외 사례 분석12)과 국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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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교육 2030 학습개념틀은 이전 연구에서 다뤄지기는 하였
지만, 이를 분석틀로 활용하지는 않았다. 또한, OECD 학습개념틀에서 강조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행위주체성과 각 주체들 간의 협력적 행위주체성(구성원의 역
할과 상호작용)을 분석의 한 축으로 삼는다는 면에서 선행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 교육
과정 실행에서 교사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관심은 있는 편이지만, 국내 교육과정 및 역량
교육 실행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역할과 인식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미래 사회에서 학교는 학교 밖과의 연계와 학교 밖의 물적·인적 자원 활용이 더
욱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과정 실행에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역량교육의 실행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역량교육의 실행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협력과 활
발한 참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상황적 실천(situational praxis)(Aoki, 1983)의 관점으로 교육과정 실행을 바라
보고, 교사 행위주체성(teacher agency)(Priestley, Biesta & Robinson, 2015)과 학생
행위주체성, 그리고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의 협력적 행위주체성의 관점에서 교육
과정 실행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이전 교육과정 실행모습에 대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교육과정 실행이 전문가가 개발한 교육과정을 교사가 무조건적으로 충실
하게 따르는 일방향적 흐름으로 보기 보다는 교사와 학생(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도된
교육과정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구조적, 문화적 맥락을 갖고 있는 교실 (및 교실 밖)
환경에서 끝임 없이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상황적 실천)을 갖고 교육과정 실행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을 실행을 위한 각 실행주체의
자질과 역량을 “주어지거나 소유하고 있는 ... 개인의 능력 및 역량을 중심으로 논의”하기
보다는 교사 및 실행주체가 처한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맥락과 함께 각 행위주체들의 능
동적이고 주체적인 실천의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이해(소경희·최유리, 2018: 94, 95)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는 면에서 이전 선행연구와는 차별
성을 갖는다.

12) 해외사례분석에서는 해외사례에 대한 문헌조사라는 한계로 인해 이 분석틀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못했으나,
소결 및 시사점에서 이 분석틀로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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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OECD 교육 2030에 나타난 역량교육의 실행

이 장에서는 OECD 교육 2030 사업에 나타난 역량교육 실행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OECD는 교육 2030 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진행되어 온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OECD

학습 나침반 2030’을 발표하였고, 주제별로 개념 안내서(concept note)를 발간하였다.
이 자료들을 중심으로 교육 2030 사업에 제시된 역량교육 실행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역량 개념과 역량교육의 필요성, 교육과정 설계 및 학습 원리, 그리고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2절에 제시하였다. 그에 앞서, 1절에서는
OECD 교육 2030 사업의 진행사항과 역량교육 실행과 관련된 비공식 작업반(IWG) 회의

에서의 주요 논의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1

OECD 교육 2030 진행사항과 역량교육의 국제 동향

제 9차 OECD 교육 2030 비공식 작업반(IWG, Informal Working Group) 회의는 캐
나다의 벤쿠버에서 개최되었다(2019. 5. 22 – 5. 24). 제 9차 회의에서는 OECD 교육 2030
학습개념틀의 최종안(학습나침반 2030, Learning Compass 2030)이 발표되었고, 신경
과학 및 발달심리학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와 함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교육혁신
사례가 소개되었다. 또한 2주기 사업의 주요 영역인 ‘교육과정실행단계에서 변화관리’에
대한 간략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제 10차 IWG 회의는 한국 일산 킨텍스에서에서
개최되었다(2019. 10. 23 – 10. 25).

가. OECD 학습 나침반 2030(OECD Learning Compass 2030) 발표
제 9차 회의에서는 OECD 교육 2030 1주기 사업의 결과물인 학습개념틀의 최종안이
‘OECD 학습나침반 2030’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2015년부터

문헌분석, IWG 회의에서의 논의 등을 통해 OECD 학습개념틀(Learning Framework) 개
발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제 9차 회의에서 제시된 학습나침반은 그간의 결과가 집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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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습개념틀 최종안은 종전의 학습개념틀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없지만, 의도하는 바가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단순화 되었다. 구체적으로,
역량의 범주인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의 세부 영역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리터러시/
기초 기능’은 ‘핵심 기초(core foundations)’로 용어를 변경하고, 핵심기초의 세부요소
(문해력, 수리력, 데이터 리터러시, 건강 리터러시)는 학습나침반에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시각적으로도 학습개념틀이 나침반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수정되었으며, 교육의
지향점과 학생 행위주체성과 협력적 행위주체성은 학습 나침반의 배경에 제시되고 있다.

※ 출처: OECD 교육 2030 홈페이지(2019b). 한글 번역본은 황은희 외(2019)와 동시 수록됨.

[그림 Ⅲ-1] OECD 학습 나침반 2030

각 영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루어지므로 간략히 개요만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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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학습나침반 2030의 주요 영역 및 세부 요소
영역
교육의 목적

세부 요소
개인과 사회의 웰빙, 학생 행위주체성
지식(knowledge)

역량의 범주

기능(skills)
태도와 가치
(attitudes & values)

핵심기초

학문적, 간학문적, 인식론적, 절차적 지식
인지적·메타인지적, 사회적·정서적, 실용적·신체적 기능
개인적, 사회적, 사회관습적, 인류적 태도와 가치

문해력, 수리력, 건강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변혁적 역량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 책임감 갖기

역량개발 싸이클

예측(Anticipation)-행동(Action)-성찰(Reflection)(A-A-R)

구성원의 역할 및
상호작용

학생 행위주체성, 협력적 행위주체성

학습나침반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학생 행위주체성(student agency)이다. 학생 행
위주체성은 학생들이 자신 주변의 일에 관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자기 행동의 단기적·장
기적 영향력을 고려하면서 성찰적으로) 생각하고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주변 사람들, 현상,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OECD,
2019h). 학습나침반 2030은 학생이 자신이 설정한 목적과 책임의식을 갖고 개인과 사회

의 웰빙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도구(tool)로 이해될 수 있다.

나. OECD 교육 2030 2주기 사업의 내용 및 초점
2019년부터 OECD 교육 2030은 2주기 사업이 실시되었다. 2019년 상반기 IWG에서
2주기 사업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2주기 사업에서 초점을 두게 될 큰 주제는 제기되었다. 2주기 사업에
서 초점을 둘 주제는 (1) 컨셉 맵핑(개념틀 개발): 2030을 위한 교수개념틀 개발과 (2)
교육과정 분석: 교육과정 실행 관련 주제 탐색이다. 컨셉 맵핑에서는 학습개념틀과 학습
개념틀의 세부 내용 및 개념을 보다 명료화하면서, 1주기 사업에서 제시된 학습개념틀
(learning framework)을 실현할 수 있는 교수개념틀(teaching framework)을 개발할 것

으로 예상된다(OECD 교육 2030 홈페이지, 2019c). 교수개념틀은 학습의 질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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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웰빙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사의 역량(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이 무엇일지
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과정 분석과 관련하여 1주기 사업에서 교육과정 재설계(curriculum redesign)에
초점을 두고 교육과정 관련 자료 및 문헌 수집, 교육과정 재설계에 대한 정책 설문(PQC),
교육과정 내용 맵핑(CCM), 체육(보건 교육) 심층 분석(PEHE), 수학과 교육과정 문서 분
석(MCDA)을 진행해 왔다. 2주기 사업에서는 1주기 사업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교육과정 분석에 대한 보고서가 2020년에 발간될 예정이다. 2주기
사업에서 교육과정 분석과 관련하여 현재 (잠정) 선정된 3가지 주제는 (1) 전체 교육 시
스템 변화의 입루로서의 교육과정 변화, (2)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의
일관성 확보(aligning curriculum change with changes in pedagogies and
assessment), (3)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사 교육과 전문성 개발의 일관성 확보(aligning
curriculum change with changes in teacher educ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이다13). 현재 논의되고 있는 OECD 교육 2030의 1주기 및 2주기 사업 내

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2> OECD 교육 2030 1주기 및 2주기 사업 내용 비교
구분

1주기 사업(2015-2018)

2주기 사업(2019- ?)

초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학습개념틀(learning framework) 개발

교수개념틀(teaching framework) 개발

- 사회변화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인 학습의
비전 및 학생들이 함양해야 할 역량 규명

- 학습개념틀 2030이 지향하는 학습(학습의 질
개선 및 웰빙 보장)을 실행하는데 요구되는 교
사의 자질 및 역량 규명

컨셉 맵핑
(개념틀)

교육과정
분석

∙ 교육과정 재설계에 대한 정책 설문(PQC)
∙ 교육과정 내용 맵핑(CCM)
∙ 체육(보건 교육) 심층 분석(PEHE)
·수학과 교육과정 문서 분석(MCDA)

∙ 교육과정 분석 결과 종합 분석 및 교육과정 재
설계 관련 보고서 발간(2019-20)
∙ 교육과정 실행 관련 주제 탐색: (1) 전체 교육
시스템 변화의 일부로서의 교육과정 변화, (2)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의
일관성 확보, (3)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사 교육과
전문성 개발의 일관성 확보

13) 제 9차 IWG 회의에서 2주기 사업의 각 주제들이 어떤 형태로 탐색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의 진행방식 및 초점은 변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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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선정된 주제들은 9차 비공식 작업반 회의에서부터 회의

주제로 선정되어 논의되었다. 제 9차 IWG 회의에서는 전체 교육 시스템 변화의 일부로
서의 교육과정 변화에 초점을 두었고, 제 10차 IWG 회의에서는 교육과정 변화와 교수학
습 및 평가 방법의 일관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2020년 제
11차 글로벌 포럼(OECD 교육 2030 IWG 회의의 새로운 명칭)에서는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사 교육과 전문성 개발의 일관성 확보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다. 주요 논의 내용
1) 제 9차 비공식 작업반 회의

가)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의 교육과정 특성 논의
9차 회의의 개최지인 벤쿠버의 특성과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

아 주의 교육과정 운영 개정 원칙 및 실행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BC) 주의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내용은 III장의 해외사례에 소개되므로, BC 주의 교육

과정 개정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개정교육과정에 핵심역량의 명확한 부각
∙ 개별 학습영역에서의 주요개념과 “빅 아이디어”에 초점
∙ 브리티시 컬럼비아지역 원주민의 학습원리, 지식, 세계관을 교육과정에 반영
∙ 교육과정이 지닌 관행적이고, 권위적인 특성을 축소하고 필수적인 학습 보장
∙ 유연성 및 교사와 학생의 선택 허용
∙ 학생이 융복합적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개별 과목이 지닌 내재적 원
리와 특성 존중
∙ 평가와 교육과정 개정의 일관성 확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교육에서 대해 특히 강조되었던 점은 원주민의 전통문화와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허용하는 교육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 원주민의 전통
문화와 삶의 방식이 공교육 안에서 인정받고 반영되기까지의 인종 간 갈등 및 사회문제,
그리고 갈등이 해소 및 화해의 과정이 제시되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존중받으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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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존하는 현재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다문화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교육과정 및 내용구성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정
책적 방향성과 장치마련은 향후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나) 다양한 영역의 보고서에서 다루어질 내용 제시
9차 회의에서는 교육과정 개정 관련 보고서와 관련된 정보가 제시되었는데, 간략한 내

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과정 개정(Curriculum Redesign)보고서에서 다루어질 주요 주제
∙ 교육과정 과부하
∙ 현재 교육과정과 미래 수요와의 시간적 간극 관리
∙ 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형평성 부여
∙ 교육과정의 유연성과 자율성
∙ 교육과정 속에서의 가치교육
∙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및 계획
위 주제들은 2015년 이후 본 사업을 통해 연구하고 논의되어 온 교육과정 개발 관련
주요 이슈가 다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위 보고서는 IWG 회의에서의 논의, 교육과정 개
정 관련 설문조사 분석, 교육과정 내용 분석, 수학과 체육 교육과정 분석 등 교육과정
분석의 세부 프로젝트를 통해 얻어진 정보가 다각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다)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논의
국가 대표부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I)에서는 ‘국제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변화 관리
(Change Management for Curriculum Implementation)’라는 주제로 토의가 이뤄졌으

며, 전문가 집단인 포커스 그룹(II)에서는 2030년의 교육을 위한 교사의 자질과 학교 및
사회적 파트너(social partners)의 역할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OECD 교육
2030에서는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을 차용하여 교육과정의 변화를 학

생-마이크로 시스템-메소 시스템-엑소 시스템-매크로 시스템으로 구분하고, 각 수준별
상호작용과 시간적 변화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아래 그림 [III-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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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생태학적 시스템 접근
※ 출처: OECD(2019a: 6)

포커스 그룹(I)에서는 이 분석틀을 염두에 두고 ‘국제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변화 관리
(Change Management for Curriculum Implementation)’라는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였

다. 각 국가에서 교육과정 변화를 위한 일정한 단계(“theory of change”)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의 정치적 상황이 교육과정 변화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또한, 교육과정 변화 또는 실행 과정에서 각 국가에서 영역별 중요한
의사결정자(또는 의사결정 참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교육과정의 실
행에서 흔히 고려되는 교사, 교육청, 정부(교육부)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미디어, 교과서
출판사, 교육 관련 비영리 단체, 재단 등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확대하고 있었다.
2) 제 10차 IWG 회의

가) 제 10차 IWG 회의의 특징 및 주요내용
제10차 회의에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우선, 전체 그룹 회의 시간이 확대되고 패
널 토론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회의 진행 방식에서 국가 대표(포커스 그룹 I), 전문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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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포커스 그룹 II), 그리고 학생 그룹(포커스 그룹 III)이 분리된 회의시간을 줄이고 세
그룹이 모두 모여서 논의하는 시간을 늘렸다. 특히, 주제에 따라 Focus Group 1, 2, 3에
서 정부대표, 교육현장의 대표, 학생 대표 등이 참여하는 3개의 패널토론이 새롭게 도입
되었고, 패널 토론 후에 같은 주제로 소그룹 토의가 진행되었다. 그룹별 토의와 그룹별
토의 내용을 전체 모임에서 공유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기존의 진행방식과 달리 새로운
회의 포맷이 기획된 배경에는 교육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회의 마지막 날 기조연설 추가와 학교 방문의 내실화이다. 파리 OECD 본부가
아닌 지역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이루어진 학교 방문과 논의된 내용의 부합도를 높
이기 위해, 마지막에 기조강연이 실시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IWG 회의 개최 후 이루어진
학교방문이 회의에서 진행된 논의와 밀접한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방문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자는 의도 하에 기획된 것이다. 제10차 회의에
서는 창덕여중, 용산공고, 도선고 3개교가 방문학교로 선정되었다. ‘서울미래학교’의 연
구학교로 지정된 창덕여중의 경우 교육과정의 변화 및 실행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되었
고, 용산공고는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직업교육의 사례로, 도선고의 경우 서울혁신형
미래자치학교로서의 혁신 경험을 소개하였다.
또한, 제 10차 회의에서는 한국이 제안하여 진행되었던 체육교육과정 분석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OECD 대표부의 보고서 내용 발표에 이어, 국내 유관기관의 대표가 학생의
균형성장과 웰빙, 학생중심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학교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패널토론
을 진행하였다.
나)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의 일관성 확보
제 10차 IWG 회의에서는 ‘교육과정 변화와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 확보(aligning
curriculum-pedagogy-assessment)’가 회의 주제로 설정되었다. 교육과정의 변화와 함

께 학습법, 평가방법이 함께 변해야 하고, 변화의 방향과 내용의 정합성이 혁신의 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포인트이므로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 간의 일관성 또는 정합성 확보는
중요하다. 학생의 미래역량을 개발하고 의미 있는 교육경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교육과정 변화와 학습 및 평가방법이 서로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구체적으로, 제10차 회의에서 새롭게 도입된 패널토론에서는 1) 교육과정 변화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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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정합성 제고, 2) 교육과정 변화와 교수학습법의 정합성 제고, 그리고 3) 교육과정
-교수학습법-평가의 정합성이라는 세부주제에 대해 국가대표, 전문가 집단, 학생대표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 패널 토론을 통해서 창의력이나 비판적사고력과 같
은 미래역량 개발에 효과를 보인 사례를 통하여 학생의 지식, 역량, 태도, 가치관이 학습
된 사례 공유, 또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에 일어난 변화에 대한 의견도 논의되었다. 또한
이들 주제는 다양한 포커스 그룹이 섞여있는 소그룹과 개별 포커스 그룹 토론에서도 심
층적으로 논의되었다.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정책입안자, 교사 및 현장 전문
가, 학술 전문가)와의 토론에서 드러나는 점은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 역량교육 실행에서의 평가 방법,
교사 전문성 개발, 그리고 깊이 있는 학습이 일어나게 하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고민하
고 있었다.
그 외에도 포커스 그룹 II(전문가 집단)에서는 교사 행위주체성이 발현되는 상황과 맥
락, AI와 같은 첨단기술이 교육에 활용되는 사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

OECD 교육 2030에 나타난 역량교육 실행의 특징

가. 역량 개념과 역량교육의 필요성
1) 새로운 역량교육의 필요성
OECD가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역량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한 것은 교육 2030 프로젝트

이전에 이루어졌던 DeSeCo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프로젝
트로 거슬러 올라간다. OECD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DeSeCo 프로젝트를 통해 역
량을 학교교육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을 선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가 교육 2030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교육의 비전과 새
로운 역량교육의 틀을 제시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두 가지 문제의식을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역량교육이 다소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한계가 있
다고 보고, 교육 2030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실행을 염두에 두고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 점이다. 다른 하나는 DeSeCo 프로젝트가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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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두에 두고 결과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역량교육의 틀을 개발하였으나,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 초점을 두고 미래 교육의 폭넓은 비전을
제공하고자 한 점이다(이상은 외, 2018: 48-51).
OECD는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

육과정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교육 2030 프로젝트를 착수하였다. 특히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역량교육을 제시함에 있어서 사회변화와 학교교육 간의 관계에 주목한다.
역사적으로 교육은 사회 변화에 느리게 대응해 온 경향이 있다. 물론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는 교육 시스템이 팽창하고 구조가 재편되었으
나, 당시의 교육과정은 다소 고정되고 선형적인 특징을 보였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학교
교육의 산업화 모형은 학생을 교실 수업에서 수동적인 참여자로 간주하였다. OECD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모형과 학생관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 기후 변화, 인공
지능의 개발 등으로 인해 인간 삶의 폭넓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회에서도 여전히
적합한 방식인지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한다고 제안한다(OECD, 2019b: 3).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는 교육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재개념화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2018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성인이 되는 2030년이라는
구체적인 미래를 설정하고, 이 시기의 새로운 교육 목적을 개인과 사회의 ‘웰
빙’(well-being)으로 제시한다. 이것은 OECD가 교육 2030 프로젝트 이전에 학교교육의
맥락에 역량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했던 DeSeCo 프로젝트에서 교육 목적을 ‘성
공’(success)이라고 제시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점은 OECD 교육 2030사업이 경제
논리와 강하게 결부되어 있던 종전의 교육 담론을 탈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상
은 외, 2018). 또한, 웰빙은 직업과 소득, 주거 등과 같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자원을
갖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이 프로젝트에서는 건강, 시민으로서의 참여, 사회적 연계,
교육, 안전, 삶의 만족도, 환경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측면에 더 초점을 둔다(OECD, 2018:
3-4; 이상은 외, 2018: 76; 이상은·소경희, 2019: 146).
OECD 교육 2030에서는 이와 같이 새로운 교육 목적 설정이 요구되는 사회 변화의

맥락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 첫 번째는 환경적 측면으로서,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에서는 기후 변화와 천연 자원 고갈로 인해 이에 대한 긴급한 대응책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경제적 측면으로서, 과학 지식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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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생체 기술이나 인공 지능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혁신은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한다. 또한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재정
적인 상호의존성이 커지는 동시에 경제적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데
이터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안전 및 개인 사생활 보호와 같은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사회적 측면으로서, 이민, 도시화, 사회적ㆍ문화적 다양성
의 증가는 국가와 공동체를 재형성하고 있으며, 생활수준 및 삶의 기회의 불평등이 확대
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한다.
요컨대,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는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의 변화가 산업화
시대 이후로 주목해온 성공, 효율성,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과는 달리, 불확실성, 예측 불
가능성, 웰빙, 포용성 및 형평성 추구라는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회에서 새로운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역량 개념의 재개념화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2) 역량의 의미와 구성 요소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는 2030년이라는 구체적인 미래를 염두에 두고 학생들

이 이 시기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역량의 의미를 재규명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역량
이란,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는 능
력”(OECD, 2018, 이상은 외, 2018: 85)을 의미한다. 역량은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포함하는 총체적 개념이며, 특히 역량이 “기능”과 동의어가 아니고 그것을 포함한 넓은
의미라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역량과 지식이 서로 상충되거나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
니라는 점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OECD, 2019b: 6). 학생들은 기본적인 이해를 쌓기 위
해 핵심 지식을 배울 필요가 있으며, 지식을 토대로 할 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지식을 적용하거나 새롭게 갱신하며 이해의 깊이를 도모하기 위해 역량이 활용되기도 한
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에서의 역량은 지식과 기능 습득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확실
성 사회에서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동원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총체적 성격의 능력을 함의한다(OECD, 2018).
이하에서는 역량을 구성하는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의 세 요소에 관해 좀 더 상세하
게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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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식
지식은 여러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으나, 이 프로젝트에서는 세계의 특정 양상에 대한
사실, 개념, 아이디어, 이론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지식은 특정 과업을 수행하는 경험
에서 나온 실천적 이해뿐만 아니라, 이론적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
다(OECD, 2019c: 3). 교육 2030 프로젝트에 나타나는 학습 개념 틀에서는 이와 같은
지식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학문적 지식, 간학문적 지식, 인식론적 지식,
그리고 절차적 지식이 이에 해당한다. OECD가 이와 같이 지식을 세분화하여 상세하게
제시하는 것은 역량에 대한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접근을 넘어서서 교육과정 설계 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되었다(이상은 외,
2018: 54-55). 각 지식의 유형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문적 지식

학문적 지식은 이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다른 유형의 지식을 학습하는 데 핵심
적인 구조와 기초 개념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학문적 지식을 배울 때 서로 다른 지식을
연결시키는 간학문적 지식을 학습할 수 있고, 지식이 실천가들에 의해 서로 다른 상황에
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인식론적 지식을 학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과정에 관한 절차적 지식도 학습할 수 있다. 학생들이 가장 기본
적인 수준의 학문적 지식을 학습해야 보다 전문적 지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학문적 지식에서 다루는 교과 특수 개념과 세부적인 내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일례로 OECD는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AI에 관한 기본 개념, 디지털 리터러시,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 문제, AI로 인한
윤리적 문제 등도 학문적 지식의 일환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고 제안한다
(OECD, 2019c: 5-6).

다른 한편으로 학문적 지식을 배우는 것은 학습의 형평성과 기회 문제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형평성을 고려할 때, 모든 학생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사회적 지위, 성, 민족 등에 의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Voogt et al., 2018, OECD, 2019c: 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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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지식은 소위 “강력한 지식”(knowledge of the power)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Young & Muller, 2016, OECD, 2019c: 6에서 재인용). 이것을 배우는 것은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와 안목을 키워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계층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학생에게 형평성 있게 배울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2) 간학문적 지식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각도로 생각해 보는 일은 여러 학문에 걸쳐진 간학문
적인 지식을 요구한다. 간학문적 지식은 학생들이 한 상황에서 습득한 지식을 다른 상황
에 전이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학생들이 간학문적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방식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소개한다(OECD, 2019c: 6).
첫째, 학생들은 핵심 개념 혹은 빅 아이디어를 배움으로써 다른 장면에 적용시킬 수
있다. 빅 아이디어는 특정 교과 영역을 뛰어넘는 폭넓은 간학문적 지식으로 보다 깊은
이해를 다룬다. 빅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것은 깊이 있는 이해와 효과적인 전이를 가능하
게 한다. 빅 아이디어나 핵심 개념은 각 교과 내에 있지만 그것은 “메타-개념”으로서 여
러 교과에 걸쳐 인식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은 여러 학문에 걸친 다양한 개념을 통해 상호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을 학
습할 수 있다. 교육에서도 여러 학문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앞으로 더욱 복잡성이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를 염두에 둘 때 학생들에게 지식을 상호 연관되는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셋째, 학생들은 주제 학습을 통해 서로 다른 학문을 연결시키는 법을 학습할 수 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교육과정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의 교육과정 내에서 간학문적 이슈나 현상, 주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넷째, 간학문적 학습은 관련되는 교과를 합치거나 새로운 교과를 신설하는 방식을 통
해 조직될 수 있다. 교과를 재구조화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과부하 문제나 교과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간학문적 지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전략 중 하나이다. 가장 대
표적인 예는 여러 교과들을 핵심 학습 영역으로 묶는 것이다. 기존의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개별 교과를 묶어 STEM 교과로 재조직한 것은 그 일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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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교육과정 내에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도 간학문
적 학습을 촉진시키는 방법 중 하나이다. 학생들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 시 복잡한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서로 다른 학문 분야의 지식을 연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러 맥락에 전이 가능한 지식의 가치는 교육과정 설계 시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
다. 특히 교육과정 과부하가 미래형 교육과정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
는 상황에서 간학문적 지식은 교과 내용의 양을 줄이고 깊이있는 학습을 촉진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접근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추후 교육과정 설계 시 여러 맥락에 적용 가능
한 간학문적 지식의 중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인식론적 지식

인식론적 지식은 실천 장면에서 전문가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법에 관한 학습을 의
미한다. 이것은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학습의 적절성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인식론적 지식은 수학자, 공학자, 역사학자와 같이 사고
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관련된다. “나는 이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으며, 왜 배우는
가?”, “나는 이 지식을 내 삶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어떻
게 사고하는가?”, “의사, 공학자, 과학자 등과 같은 전문가들은 어떤 행동 윤리를 따르는
가?” 등의 질문이 인식론적 지식과 관련되는 물음들이다.
인식론적 지식은 학문적 지식을 확장하여 문제를 푸는 데 학생들의 이해를 활용하고,
가치 있는 미래의 목표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은 학문적 지식을 그들의
삶의 관심사와 연결시킴으로써 배우는 내용의 실제성을 높이도록 만든다. 지식을 실제
삶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많은
교육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내용 지식
이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으며, 그들의 미래 직업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설명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를 인식론적 지식에
포함된다고 보고, 미래형 교육과정 설계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4) 절차적 지식

절차적 지식은 시스템 사고와 디자인 사고 등과 같은 방법적 지식의 일환으로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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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패턴과 구조화된 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
록 돕는다. 예컨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
의 단계나 행위와 관련되며, 이것은 전략이나 결과물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일부 절차적
지식은 영역 특수적이지만, 다른 절차적 지식은 여러 영역을 넘나드는 전이 가능한 성격
을 갖는다.
OECD는 절차적 지식의 예로 시스템 사고와 디자인 사고를 설명한다(OECD, 2019c: 9).

시스템 사고는 “목적을 위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능
력”(Mobus, 2018, OECD, 2019c: 9에서 재인용)이다. 시스템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은
학문적 지식을 실제 세계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전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디자인 사고는 “좀 더 고상한 해결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일련
의 과정이다. 단순히 과정과 절차를 가르쳐 주는 것을 넘어서서 학생들에게 공감능력 발
달, 팀 협력에의 참여, 자기 효능감, 실패 원인 규명 및 재도전 등과 같은 경험을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Goldman, 2017, OECD, 2019c: 9에서 재인용). 이 프
로젝트에서는 절차적 지식이 학문적 지식과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맥락에서의 이해를
돕는다고 보고, 미래형 교육과정 및 수업 설계 시 이러한 지식적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나) 기능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는 역량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기능을 “목적을 성취

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고 과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OECD, 2019d: 3)이라고 정의한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기능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인지적ㆍ메타인지적 기능, 사회적ㆍ정서적 기능, 실제적ㆍ신체적 기능이 이에
속한다. 각 기능의 유형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지적ㆍ메타인지적 기능

인지적 기능은 언어, 수, 추론, 지식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련의 사고 전략이
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등이 포함된다. 한편 메타인지
적 기능은 자신의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학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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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기-조절 등이 포함된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미래 사회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학생들이 일하게 될 직업 세계가 단순 반복 작업으로부터 고난위도의 분석적 협력 작업
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인지적ㆍ메타인지적 기능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AI의 등장으로
인해 직업 세계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순노동은 대부분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므로, 미래 사회에 학생은 불확실성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인지
적ㆍ메타인지적 기능을 기를 필요가 있다.
(2) 사회ㆍ정서적 기능

사회적ㆍ정서적 기능은“자신을 발달시키고,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형
성하며,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고, 감정, 행동 등을 일관된 패
턴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 능력”을 의미한다(OECD, 2019d: 3). 여기에는 공
감능력, 자기-효능감, 책임감, 협동심, 자기-통제, 호기심, 정서적 안정 등이 포함된다.
미래 사회에서 이와 같은 기능이 중요해 지는 이유는 AI의 등장으로 많은 직업이 사라지
더라도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사회적ㆍ정서적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는 직
업은 대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를 살펴보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보살핌, 존중 등의 사회적ㆍ정서적 기능이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서 점차 문화적, 언어적, 민족적 측면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타인 존중,
공감 능력 등과 같은 기능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실용적ㆍ신체적 기능

신체적 기능은 물리적 도구, 작동법,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일련의 능력을 의미한다
(OECD, 2019d: 3). 정보통신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기계를 활용할 수 있

는 능력,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 미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실용적 기능은 특정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원, 도구,
기기 등을 조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OECD, 2019d: 3). 여기에는 옷을
입을 수 있는 능력 음식을 준비하는 능력,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능력 등과 같이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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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요구되는 기능이 포함된다. 음악과 미술 등을 통해 신체적 기능을 발달시키
는 것은 인지적ㆍ메타인지적 기능 함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이 기능을 기르는
것은 학생들이 사회 속에서 잘 기능하며 웰빙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므로 미래 교육과정에서 역량의 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태도와 가치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는 태도와 가치를 “웰빙이라는 교육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선택, 판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이자 신념”으로 정의한
다.(OECD, 2019e: 3).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가치란 사람들이 사적, 공적 영역에
서 선택을 할 때 중요하다고 믿는 것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를 의미한다. 가치는 판단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끌어 낸다. 한편 태도는 가치와 신념에 의해
결정되며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반
응하는 성향에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태도와 가치를 일컫는 용어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된다. 문화권에
따라‘정의적 성과’, ‘적성’, ‘기질’, ‘신념’, ‘성향’, ‘윤리’, ‘도덕성’, ‘사회적ㆍ정서적 기능’,
‘소프트 스킬’, ‘덕’, ‘인격’ 등과 같은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태도와

가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다른 용어의 사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다
(OECD, 2019e: 4). 맥락에 따라 중요하다고 선정된 태도와 가치는 다를 수 있으나, 대체

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존중, 평등, 정의, 책임감, 글로벌 마인드, 문화적 다양성, 자유,
관용, 민주주의 등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다.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는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가치를 네 가지 범주로 유

형화한다(OECD, 2019e: 3). 첫 번째는 개인적 가치이며, 이는 한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
이고, 어떤 목적을 추구하며,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지와 관련된다. 두 번
째는 사회적 가치이며, 이는 사람들 간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와 신념을 가리
킨다. 예컨대 타인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갈등을 포함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어
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이에 포함된다. 세 번째는 사회관습적 가치이며, 이는 사회적 질서
와 제도화된 삶을 틀 짓는 원리로서, 문화와 사회의 우선순위를 의미한다. 마지막은 인류
적 가치로서 국가와 문화를 초월하여 인류의 안녕을 위해 적용되는 가치이다. 인권 선언
이나 지속가능한 발전 등과 같은 비전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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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태도와 가치가 최근 교육과정 틀에 명시적으로 반영되는 사례가 증가하
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에 있어서 지식과 기능을 넘어서서 태도
와 가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싱가폴의 21세기 역량교육 틀은 존
경, 책임감, 회복탄력성, 정직, 보살핌, 조화 등과 같은 가치를 배워야 할 교육내용으로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에스토니아의 새 국가 교육과정에도 학생들이 함양해야 할 가치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에서 최근 개정된 새 교육과정에도 인
간의 존엄성, 인권, 윤리적 의식 등과 관련된 태도 및 가치가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다.
태도 및 가치는 역량을 구성하는 지식, 기능과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이룬다. 특히 최근
AI와 같은 기술 발달에 따라 교육적 아젠다에서 태도 및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예컨대 ‘자율 주행 자동차가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
적인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혹은 ‘3-D 프린터가 상용화되어 가정에서의
총기 제작이 가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등과 질문은 학생들의 미래 삶에
있어서 윤리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짐을 말해준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역량교육 설
계 시 태도와 가치를 교육내용의 일환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사회 지도자나
의사결정자가 가져야 하는 태도와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3) 변혁적 역량의 특징과 하위 범주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는 종래의 DeSeCo 프로젝트에서 선정한 핵심역량을

토대로 변혁적 역량을 규명하였다. 변혁적 역량이란, 학생들이 사회를 변혁하고 더 나은
미래의 삶을 만들어가는 데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의미한다(OECD,
2019f: 3). 이것은 폭넓은 맥락과 상황에 걸쳐 적용될 수 있고, 전 생애에 걸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이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변혁적 역량을
기존의 교육과정과 수업에 반영함으로써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고 제안한다.
예컨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간학문적 접근을 통해 변혁적 역량을 기존의 교과 내
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변혁적 역량에 해당하는 하위 범주로 세 가지를 선정하였다. ‘새로
운 가치 창출하기’, ‘갈등과 딜레마 조정하기’, ‘책임감 갖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변혁적 역량은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새로운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며, 의미 있고 생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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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행위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각 하위 범주에 관해 좀 더 상세
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는 자세한 정보에 근거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해 변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Grayling, 2017; OECD, 2019f: 3). 변혁은 인구 변동이나 자원
고갈과 같은 전지구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성장 및 사회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그것은 21세기의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직업, 기업,
생산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새
로운 지식, 안목, 이념, 기술, 전략, 해결책 등을 개발하고, 그것을 사회적, 문화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변혁은 중요해 지고 있다.
학습자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제기하고, 타인과 협동하며, 주어
진 틀 밖에서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불확실성과 변화에 직면했을
때 보다 탄력적이고 준비성 있는 태도를 갖출 수 있으며,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는 목표
의식을 세울 수 있다. 학생들에게 학습 내용을 실제 삶의 장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는 수업 방식은 학생들의 새로운 사고와 통찰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와 관련되는 핵심 구인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목적의식, 호기
심,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관점, 경험에 대한 개방적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 요구되
며, 이때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등이 필요하다. 또한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경우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자신들이 선택한 문제 해결 방법이 효과적
인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때는 민첩성이 필요하며, 동시에 새로
운 아이디어에 수반되는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나) 갈등과 딜레마 조정하기
갈등과 딜레마 조정하기는 경쟁적이고 상충되며 양립 불가능한 요구들 사이에서 균형
감각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OECD, 2019f: 4). 세계의 상호의존성이 점차 강해짐에 따라
전지구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장과 딜레마를 다루는 능력이 요구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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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형평성과 자유, 자율성과 연대, 효율성과 민주적 과정, 생태학과 단순 경제 모형,
다양성과 보편성, 변혁성과 계속성 등과 같이 모순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요구들 간에 균형을 잡는 것이 미래 교육에서는 더욱 중요해 진다.
상충하는 요구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은 결코 양자택일이나 단 하나의 답을 찾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미래 사회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학생들은 겉으로
보기에 모순적이거나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아이디어, 논리, 관점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초래될 결과를 장ㆍ단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긴장 관계에 있는 경쟁적인 아이디어에 직면할 때, 그것을 알
아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반대편 의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주장을 보강하며, 딜레마와 갈등에 대한 해결
책을 찾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긴장과 갈등 조정하기와 관련되는 핵심 구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학생들은 쟁점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관점의 차이가 어떻게 긴장과 딜레마를 초래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지적 유연성과 관점 이동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지닌 타인에 대해 공감 능력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긴장과 갈등 조정하기는
복잡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되므로, 학생들은 복잡성과 모호함에 대해 회
복탄력성과 관용의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고, 타인에 대해 책임의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다) 책임감 갖기
책임감은 성숙한 행위주체성(agency)의 핵심 요소로서 개인의 행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사람들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을 의
미한다(Leadbeater, 2017; OECD, 2019f: 5). 따라서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한 개인이
자신의 경험 측면에서, 사회적 목적의 측면에서, 자신이 배운 것의 측면에서, 그리고 옳
고 그름의 측면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평가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책임감 있게
행동할 때에는 규범, 가치, 의미, 한계 등과 관련하여 반성하고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
다. 예컨대, ‘나는 이것을 해야만 하는가?’, ‘나는 그것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
것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가?’, ‘내가 하는 행동의 결과를 알더라도, 나는 그것을 해야만
하는가?’등과 같은 윤리적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는 일이 요
구된다. 학생들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성숙해 간다. 뇌 연구에 따르면,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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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기는 취약성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책임의식이 발달하는 시기
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키워줄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책임감 갖기와 관련되는 핵심 구인을 살펴보면, 이것은 강한 윤리 의식과 정직성을 요
구한다. 타인에 대한 연민과 존중 또한 중요하며,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반성함에
있어서 비판적 사고력도 활용된다. 또한 자기-의식, 자기-규제, 반성적 사고 등도 중요한
요소이며, 책임감을 갖는 것에 앞서 신뢰를 형성하는 것도 요구된다. 학생들은 또래, 교
사,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다고 느낄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욱 책임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줌으로써 학생들의 책임감 있는 행
동을 촉진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표 Ⅲ-3> 역량의 구성요소
구분

지식

세부 내용

학문적

∙ 특정 학문 내에서의 지식으로서 (세부 내용 지식 보다는) 핵심개념 또는 빅 아이디어
(일반화된 원리, 원칙, 핵심 개념으로 구성)를 “이해”하고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강조됨

간학문적

∙ 실생활의 문제와 현상과 이슈들을 서로 다른 여러 학문을 통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능력. 교과내용과 실생활과의 연결, 교과간 다양한 개념의 상호관련성 학습,
이슈나 현상 또는 주제 중심의 탐색, 교과 재구조화(STEM, STEAM), 프로젝트 학습

인식론적

∙ 전문가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법에 관한 학습. ‘내가 무엇을, 왜 배우는가?’, ‘해당
지식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관련
되는 지식으로서 학생들의 내적 동기와 관련이 깊음

절차적

∙ 일련의 단계 또는 행동과 같이 목표로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 “knowing how”)에 대한 이해
∙ 절차적 지식의 예로 시스템 사고, 디자인 사고가 언급됨. 목적을 위해실제 세계의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좀 더 나은 해결책을 통
해 문제 해결을 돕는 일련의 과정과 관련(공감, 협력, 자기 효능감, 실패 원인 파악
및 재도전)

인지적･메타
인지적

∙ 언어, 수, 추론적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사고전략으로 언어적, 비언어적 기능,
고차원적 사고 기능, 문제 해결력과 관련됨.
∙ 메타인지적 기능은 자신의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함.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학습방법의 학습, 자기-규제력 등

사회･정서적

∙ 자신을 발달시키고,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형성하며,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고, 감정, 행동 등을 일관된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 능력
∙ 예: 공감력, 자기효능감, 책임감, 협동심, 자기통제, 호기심, 정서적 안정 등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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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태도와
가치

세부 내용

실용적·신체적

∙ 신체적 도구, 조작,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능력
∙ 매뉴얼 기능(예: ICT 기구, 새로운 기계, 악기, 미술, 자전거), 실생활 기능(예: 응급
조치 기능), 전문적 기능(예: 수술), 신체 능력(예: 힘, 유연성) 등과 같이 도구, 기능
등을 사용하는 일련의 능력

개인적, 사회적,
사회관습적,
인류적

∙ 웰빙이라는 교육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선택, 판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칙과 신념
∙ 태도: 특정 사항을 일정 정도의 ‘좋아함’과 ‘좋아하지 않음’으로 평가하면서 표현되는
심리적 경향
∙ 가치: 특정 가치, 행동, 행위가 좋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는데 기준이 되는 원칙

※ 출처: 최수진 외(2017: 58-59); OECD (2017-25: 65-67; OECD, 2018: 4-5); 이상은 외(2018:102-109),
OECD(2019c, 2019d, 2019e)를 참고하여 작성됨.

나. 교육과정 설계 및 학습 원리
1) 교육과정 설계 원리
OECD는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는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설계하고자 할 때,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도전 과제를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다(OECD, 2018: 6).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4> 교육과정 재설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전과제
도전 과제

세부 내용

교육과정 과부하

학부모, 대학, 고용주의 필요와 요구로 인해 학교는 과도한 교육과정을 다루고 있음.
그 결과 학생들은 핵심적인 학문 개념을 습득하거나, 균형 잡힌 삶에 관심을 갖거
나, 혹은 우전 쌓기, 수면, 운동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함.

시간 차

교육과정 개혁은 인식, 의사결정, 실행, 효과 간의 시간 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음.
교육과정의 의도와 학습 성과 간의 간극이 매우 큼.

교육내용의 질

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해서 더 깊은 이해를 획득하고자 한다면 내용의 질이 높아야 함.

교육과정의 질과
형평성 간의 조화

교육과정은 혁신적이면서도 형평성을 보장해야 함. 일부 선택된 소수가 아닌 모든
학생들이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변화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함.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계획

신중한 계획 및 정합성이 개혁의 효과적 실행에 매우 중요함.

※ 출처: OECD (2018:6)과 이상은 외(2018: 95-96)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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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에서는 이와 같은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정 ‘설계 원리’(design
principles)를 제안한다. 설계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개념, 내용, 주제

설계’(concept, content and topic design)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과정 설계’(process
design) 원리이다. 전자는 주로 교육과정 설계 시 내용의 선정 및 조직과 관련되며, 후자

는 이러한 교육과정 내용을 학교에서 교사가 실행할 때 고려해야 할 원리라고 볼 수 있
다. 먼저, ‘개념, 내용, 주제 설계’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OECD, 2018: 6-7).
<표 Ⅲ-5> OECD 교육 2030에 제시된 ‘개념, 내용, 주제 설계’ 원리
설계 원리

세부 내용

학생 중심14)
(student agency)

교육과정은 학생 중심으로 설계되어 학생들을 동기화시키고 이들이 가진 사전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함.

엄격성
(rigour)

주제는 도전적이고 깊은 사유와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야 함.

초점
(focus)

학생들의 학습의 깊이와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 학년에 비교적 적은 수의 주제가
소개되어야 함.

연계성
(coherence)

주제는 그것이 도출된 학문의 논리를 반영하도록 계열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단계
및 연령 수준에 따라 기초부터 좀 더 심화된 개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함.

정합성
(alignment)

교육과정은 수업 및 평가 실제와 잘 정합되어야 함. 바람직한 성과의 많은 것을 평가
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전이가능성
(transferability)

하나의 맥락에서 학습되어 다른 맥락에 전이될 수 있는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 등에
우선 순위가 주어져야 함.

선택
(choice)

학생들에게 다양한 범위의 주제와 프로젝트 선택지, 자신들의 주제들과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는 기회, 잘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등이 제공되어야 함.

※ 출처: OECD (2018: 6-7)과 이상은 외(2018: 96-97)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재구성함

이 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과정 설계’원리는 다음과 같다(OECD, 2018: 7).

14) OECD 교육 2030의 ‘개념, 내용, 주제 설계 원리’에서 첫 번째 원리는 원어로 ‘student agency’이지만,
OECD 교육 2030에서 강조하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길러야 할 역량으로서의 학생 행위주체성과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 중심’으로 번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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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OECD 교육 2030에 제시된 ‘과정 설계’ 원리
설계 원리

세부 내용

교사 주체성15)
(teacher agency)

교사가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 기능,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함.

실제성
(authenticity)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경험을 실제 세계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하며, 자기 학습의 목
적의식을 가져야 함. 이것은 학문기반 지식의 습득과 함께 간학문적이고 협력적인 학
습을 요구함.

상호연관성
(inter-relation)

학습자에게 하나의 주제 혹은 개념이 어떻게 여러 학문 내 및 학문 간을 가로지르는
여러 주제나 개념들, 그리고 나아가 학교 밖의 실제 삶과 연계되고 관련될 수 있는지
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

유연성
(flexibility)

‘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이 “미리 정해지고 정적인” 것으로부터 “융통성 있고 역동적인”
것으로 발전되어야 함. 학교와 교사들은 개인의 학습 필요뿐만 아니라 진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업데이트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함.

참여
(engagement)

교사, 학생, 그리고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실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발 초기부터 관여해야 함. 즉 보다 효과적인 교육과정 실행은 교사와 같은 이해당
사자들이 그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서 그 내용에 친숙할 수 있다면 훨씬 수월할 수 있음.

※ 출처: OECD (2018:6-7)과 이상은 외(2018: 97-98)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재구성함

2) 학습자 이해의 폭 향상을 위한 학습 원리
OECD는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의 반복적인 학습 과정으로서 예측
(Anticipation)-행동(Action)-성찰(Reflection)(이하, AAR) 사이클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사고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고,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의 웰빙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다. AAR 사이클은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는 예측
단계로서 학습자들은 자신 행동의 단기적, 장기적 결과를 예상하고, 자신의 의도와 타인
의 의도를 이해하며,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관점을 확대하기 여러 능력을 활용한다. 두
번째 단계는 웰빙을 위해 행동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성찰 단계로서 학습자들은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그것은 웰빙을 위해 더 깊은 이해와 더 나은 행동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AAR 사이클은 교육 2030 사업에서 중요하게 꼽는 학생 행위주체성 및 변혁적
역량의 발달을 촉진시킨다(OECD, 2019g: 3).
AAR 사이클이 토대를 두고 있는 학습 과정은 구성주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

15) 과정설계원리에서의 “teacher agency”는 교사 주체성으로 번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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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계획, 경험, 반성의 사이클이 학습자의 관점, 이해, 역량의 변화를 유도하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학습은 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
AAR 사이클은 광범위한 상황에 적용가능한 일반적인 발견학습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다양

한 유형의 교육과정 접근 방법과 결합될 수 있다.
AAR 사이클을 구성하는 세 단계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예측 단계는

현재 취한 행동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관해 사고하는 것을 요구한다
(OECD, 2019g: 4). 예측한다는 것은 단순히 질문하는 것 이상을 요구하며, 하나의 행동

이 다른 것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미리 전망하는 것과 관련된다. 예측하기 위해 학습자
는 쟁점을 이해하고, 갈등과 딜레마를 관리하며, 그들의 행위로부터 영향을 받는 장ㆍ단
기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Rychen, 2016, OECD, 2019g: 4에서 재인
용). 예측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는 마음 속으로 시뮬레이션해 봄으로써 미래를 미리 경험
해 보는 능력이다. 전망할 수 있는 능력은 학습자에게 그들의 잠재적인 행위로 인한 여러
가능한 결과를 고려하고 예상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와 같은 능력은 학습자의 미래 자아
와의 심리적 결합을 강화하며, 향후 자신에게 도움이 될 행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증가시킨다(Prabhakar, Coughlin and Ghetti, 2016, OECD, 2019g: 4에서 재인용).
다음으로, 행동 단계는 좀 더 가치 있는 결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단계이다. 예측 단계
를 통해 깊은 사고를 한 후, 학습자는 행동 단계로 옮겨 간다(OECD, 2019g: 4). 행동은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그들이 되고자 하는 것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다
(Leadbeater, 2017, OECD, 2019g: 4에서 재인용). 예측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각자 행동

의 목표를 정했다면, 행동 단계에서는 책임을 지는 것 혹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향해 나아간다. 행동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일 수 있으나, 매우 긍정적 결과부터 매우 부
정적 결과에 이르기까지 개인과 사회,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행동을 취할 때 의도와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성찰 단계는 하나의 경험이 다른 경험과 연결되는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
를 토대로 한다(OECD, 2019g: 4-5). 성찰은 학습의 연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이
다. 그것은 학습자의 사고력을 향상시키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웰빙을 위한 더 나은 행
위로 이끈다. 성찰을 통해서 학습자는 학습 주체성 발달을 이끄는 주도성 및 미래 행동
방향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다. 성찰은 인지적 요소뿐만 아니라 자기주도적 능력 및 창의
적 사고력의 활용과 관련되며, 동기, 윤리, 행동적 요소 등을 포함한다. 또한 이것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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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타인, 더 넓은 사회에 대한 각성을 요구한다. 앞서 언급한 변혁적 역량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성찰의 단계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다.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
1) ‘학생 행위주체성’의 의미와 특징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는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실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학생 행위주체성’(student agency)을 꼽는다. 학생 행위주체성의 의미는 국가마
다 다소 다른 의미로 이해되지만, 이 프로젝트에서는 “학생이 사회에 참여하여 주변의
타인, 사건, 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책임감”(OECD,
2019h: 3)을 의미한다. 행위주체성은 주요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

동을 파악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그것은 주어진 대로 따라가기 보다는 스스로 적극적으
로 행동하는 것이며, 외부에 의해 형성되기 보다는 스스로 형성해 가는 것이고, 타인에
의해 결정된 것을 수용하기보다는 책임감 있는 결정과 선택을 스스로 하는 것이다.
OECD에 따르면, 이와 같은 학생 행위주체성은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다. 변화가능하며

학습 가능한 속성을 갖는다(OECD, 2019h: 3). “학생 행위주체성” 개념은 종종 “학생 자율
성”(student autonomy), “학생의 목소리”(student voice) 혹은 “학생 선택”(student choice)
등과 동의어로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에서는 학생 행위주체성이
이러한 개념들보다 훨씬 포괄적임을 명시적으로 밝힌다. 학생 자율성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고립된 상황에서도 발현될 수 있으나, 학생 행위주체성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
황에서 발현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
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OECD 학생 행위주체성은 보다 학생이 자신과 관계 맺는 타인과
주변간의 관계 속에서 책임감의 요소를 강조한다. 다른 한편으로, ‘학생 선택’혹은 ‘학생
목소리’와도 다르다. 학생 행위주체성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다거
나 그들이 배우기를 희망하는 과목은 무엇이나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OECD가 이 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학생 행위주체성 개념은 학생들이 그들에게 맞닥

뜨릴 미래의 복잡성과 도전 과제들을 스스로 항해해 나갈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것
은 곧 미래 교육의 목표를 학생이 자기-통제, 자기-주도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
을 이끌고 가기 위해 행동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스스로 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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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OECD, 2018: 9; 이상은, 2018:131). OECD가 제시하는 학생 행위주체성 개념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Leadbeater(2017: 68)에 따르면, 학생들을 행위주체성을 갖도록
한다는 것은 수동적이지 않고 활동적이기만 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왜냐하
면 목적의식이 없고 이론과 실습에 대한 지식이 없는 혼란스러운 활동은 학습에도 유익
하지 않으며, 행위주체성의 의미와도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자신
이 소비자인 것처럼 서로 다른 대안들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이상은 외, 2018: 98). 학생 행위주체성은 아동중심과는 다른 의미이며, 아동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한다는 얕은 의미의 개별화 교육과는 다르다. 학생 행위주체성 개념을 통
해 추구하고자 하는 심도 있는 개별화 학습은 학생들이 선택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
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투자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학생 행위주체성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 출처: Leadbeater (2017: 69, 이상은, 2018: 132에서 재인용). 원문을 고려하여 연구진이 일부 단어를 수정함.

[그림 Ⅲ-3] 학생 행위주체성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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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행위주체성은 ‘목적 지향성’, ‘반성’, ‘투자’, ‘책임감’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포함
할 때 성립한다(Leadbeater, 2017: 74-76). 첫째, 학생들은 배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들의 배움은 자신들이 선택하고 지지하는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는 과정이며, 학생들의
목적의식은 배움을 더욱 의미있게 만든다. 둘째, 학생들은 행함을 통한 학습을 함에 있어
서 반성적이어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선택
한 방식과 과정이 적합한 것인지 반성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이상은, 2018). 셋째,
학생들은 자신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데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행위주체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비자처럼 주어진 대안들을 선택하는 자세가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지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요구하는 일이다. 넷째, 학생들
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책임감은 성숙한 행위주체성
의 핵심 요소로서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해하고 자신이 선택한 행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이해하는 것이다.
학생 행위주체성은 여러 맥락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크게 네 가지 맥락을 든다. 도덕적 행위주체성(moral agency), 사회적 행위주체성(social
agency), 경제적 행위주체성(economic agency), 창의적 행위주체성(creative agency)

등이 이에 포함된다(OECD, 2019h: 5). 도덕적 행위주체성은 타인의 권리와 요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도덕적 행위주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학생들이 “내가 이것을 꼭 해야 하는가?”, “나는 이것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고 비판적으로 사고함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적 행위주체성은 학생들이 살
아가는 사회에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다. 학교에 다니는 것도 이와 같은
사회적 행위주체성을 습득하는 하나의 과정이며, 학생들은 가정 밖의 더 큰 공동체에 소
속되어 타인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어서 경제적 행위주체성은 학생들이 살아
갈 미래 사회의 일자리는 대부분 자동화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가치있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마지막
으로, 창의적 행위주체성은 학생들이 예술적, 실천적, 혹은 과학적 목적을 위해 자신의
상상력과 혁신능력을 사용함으로써 세계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학생 행위주체성은 학생들의 자아 정체성 및 소속감과 관련된다. 이것은 학생들의 동
기, 희망, 자기-효능감, 긍정적 마인드 등과 같은 정의적 측면에 영향을 받으며,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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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동시에 OECD는 이 프로젝트에서 학생 행위주체성 형성
에 있어 가정 배경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가정 배경에 따라 학생들을 둘러싼
학습 환경이 다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OECD, 2019h: 5). 구체적으로 부모
의 교육 수준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학생 행위주체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소외된 계층의 학생들에게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불리한
조건에 놓인 학생들에게는 문해력, 수리력, 사회적ㆍ정서적 기능과 같은 기초적인 능력
을 길러주기 위한 별도의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학생 행위주체성을 발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2) ‘협력적 행위주체성’의 구성 요소 및 특징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는 미래 교육의 핵심을 학생 행위주체성에 있다고 보

고, 이를 함양하기 위해서 학생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특히 학생 행위주체성은 고립된 상황에서 학생 개인에 의해 구현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둘러싼 또래, 학부모, 교사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다는 점에 주목하고, ‘협력적 행위주체성’(co-agency) 형성을 강조한다. 협력적 행위주체
성이란 한 사람을 둘러싼 환경이 개인의 행위주체성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OECD, 2019h: 6). 여기에서는 이 프로젝트에서 제안하는 협력적 행위주체성 형성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 또래, 학부모, 지역사회 등을 중심으로 미래 교육에서 추구하는
학습 환경에 관해 살펴보았다.
가) 교사의 역할 및 관계
학생 행위주체성을 발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교사이다. 교사는 학습자의
개성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또래, 가정, 지역사회 등과의 폭넓
은 관계를 인지한다. 교사는 학생의 학습을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매개자이며, 교사의
참여 없이는 교실 내 상호작용 및 경험의 효과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전통적인 교수학습 모형에서 교사의 역할은 수업과 평가를 통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에서 학생 행위주체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은 수업과 평가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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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구성(co-construction)의 과정이라고 본다. 이때 교사는 학생과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협력적 창조자(co-creator)의 역할을 맡게 된다(OECD, 2019h: 6-7). 교사가 효과적인
협력적 행위주체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 발달을 위해 목적지향적이고 건설적으로
행위하는 능력과 학생과 동료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교사 행위주체성이
요구된다. 교사가 이와 같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생 행위주체성을 지원하는 학습
환경을 설계할 때 예비교사 교육을 포함하여 교사 전문성 발달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한 가지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은 현재의 교사들 중 대다수는 미래 교육에서 요구되는
학생 행위주체성 발달을 위한 새로운 교육 체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이다. 그들은
학생 행위주체성 발달을 위해 새로운 교육과정과 수업을 운영하고 이에 따른 변화된 역
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지만, 바꾸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되는 전통적인 수업과 평가를
경험했으며, 예비 교사 교육 기간에도 학생들과 함께 교실에서 요구되는 학습 경험의 기
회가 매우 적었다. 더군다나 최근 ‘교사 효율성’을 강조하는 흐름에 따라 교사가 해야 할
일을 세부적인 역량과 수행으로 분해하고 교사의 업무를 평가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수행성을 강조하는 시도는 가시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좁은 범위의
학습자 성과와 교사 수행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사들이 변화의 주체로 자
리매김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교사들은 그들의 행위를
세부적인 수행 기준에 따라 평가 받는 대상일 뿐 교사 행위주체성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
이다. 따라서 교사들에게 전문가로서 그들의 협력적 행위주체성을 인식하고 개발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교사들의 학습을 촉진하는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이 학
습하는 방식은 학생들에게 권장되는 방식과 유사한 모형을 따를 필요가 있다. 이후
OECD는 교육 2030 프로젝트의 2주기 연구를 통해 여러 유형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

법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전문가로서 협력적 행위주체성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교사교육 및 교사 실천 체계를 재설계할 것이다. 이것은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 공동
체 및 동료 간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이 전문성 발달에 있어 고
립된 상황을 벗어나서 학생으로부터의 학습, 그리고 단위 학교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로
부터의 학습에 개방적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OECD는 이와 같은 교사 전문성 개발
의 변화가 수반될 때, 교사가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 세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요구
되는 새로운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OECD, 201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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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래 관계
청소년기는 또래들과 “잘 어울리는” 욕구가 두드러지는 시기이다(Hamm, Farmer,
Lambert, & Gravelle, 2014, Salmela-Aro, 2017: 21에서 재인용).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규범이나 특징이 학생
의 행위주체성을 발현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
폰이 익숙한 학생들 사이에서 소셜 미디어가 또래들과의 협업에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또래의 학업적 규범은 각 학생의 학업 참여, 신념 및 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Rodkin & Ryan, 2012, Salmela-Aro, 2017: 21에서 재인용). 수업에서 학
생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 학생 개개인이 보다 자유롭게 질문하
고, 개방적인 자세로 토론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도전적인 언급도 과감하게 하는
경향을 보인다(Salmela-Aro, 2017). 또래 관계에서 형성된 이와 같은 수업 환경을 통해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분석력, 의사소통능력, 창의력 등을 발달시킬 수 있다. 그 결과 더
나은 학업성취도 결과와 태도를 함양하고, 높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학생들이 맺는 또래 관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참여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 및 정서적 측면에 있어 주변에 있는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비슷한 유형의 또래와 함께 지내는 경향성이 있다. 교육 목표 및 학습 과정
이 또래 집단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고, 그 결과 동일한 또래 집단의 학생들이 학업 성
취도나 교육적 열망 및 기대 수준이 서로 비슷한 경우가 많다(Kiuru et al., 2008,
Salmela-Aro, 2017: 21에서 재인용). 그렇다고 한다면, 학생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학생 개인, 교사, 학부모와 지역사회)은 특정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인지적·사회적·정서적 성장에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같
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 학부모와의 관계
학부모는 학생 행위주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학생
들은 부모로부터 배우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책임감 있고 긍정적인 가정이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결석률을 낮
추고,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자신감을 높여준다(Davis-Keen, 2005, OECD, 2019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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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에서 재인용). 청소년기는 자율 욕구 충족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학생의 자율

성을 지지하는 부모의 지원은 긍정적인 발달에 필수적이다(Salmela-Aro, 2017: 24). 다
만, 자율성을 주는 방식은 아동의 발달에 따라 연령에 맞는 방식이어야 한다. 청소년기에
도달할 때까지 부모는 여전히 자율성과 통제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필요와 경험에 대해 책임감 있고 민감한 부모는 해로운 학습 환경에 대해
완충작용을 하는 동시에 복지를 증진시키는 촉진적인 역할을 한다. 학생의 자율성을 지
지하는 학부모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그 이후 진학 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교육적
전환기에 놓인 학생을 나쁜 행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려운 발달 과제를 잘 해결해 가도
록 돕는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부모로부터 이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존
재한다. 이 경우 학교는 가정에서의 부족한 지원과 인지적 자극의 미흡함을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의 교육 정도가 낮거나 언어 능력이 뒤떨어지는 관계로 자녀의
학교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갖추어지지 않은 가정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모
가 자녀의 학교교육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학습환경을 구축하기 어려우므로, 학교에서
더욱 세심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라) 지역사회와의 관계
학생들은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은 아니다. 학생을 교육하는 일은 학부모, 교사, 지역사
회가 책임을 공유할 때 가능하다.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요구되는 능력을 함양하
도록 돕기 위한 성인들의 책임이 곧 교육이다. 학생 행위주체성은 학생 혼자서 길러지기
는 어려우며, 그들의 행동 및 발달을 함께 조절해 나가는 성인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가 학생들의 교육에 참여할 때, 한편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학습할
기회를 얻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법을 배운다. 동시에 지역사회에서는 젊
은 세대의 요구, 관심, 관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OECD, 2019h: 7). 따라서 학생 행위
주체성을 키워주기 위한 미래교육은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며, 학교 교육에 지역사회
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의 범위를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이상 OECD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 행위주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학생을 둘러싼
여러 사회 구성원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협력적 행위주체성 개발이 중요함
을 설명한다. 그리고 의사 결정 및 행위 선택에 있어서 학생의 참여 수준에 따라 협력적
행위주체성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제시한다(OECD, 2019h: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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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협력적 행위주체성의 단계
단계

특징

0. 침묵(Silence)

학생과 성인 모두 학생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지 않으며, 성인이 모든
결정을 주도적으로 내리는 동안 학생은 침묵함

1. 조작(Manipulation)

성인은 학생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근거를 제시하는 데
학생을 활용함

2. 장식(Decoration)

성인은 원인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생을 활용함

3. 명목(Tokenism)

성인은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체가능성과 참여
방식에 대한 대안이 없음

4. 안내되는 방식으로 주어짐
(Assigned but informed)

학생에게 특정 역할이 주어지는 동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
내도 주어짐. 학생이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음

5. 성인 주도의 학생 참여
(Adult-led with student input)

학생은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단계에 참여하고 결과에 대해 설명 받지만,
성인이 주도하고 의사결정함

6. 성인 주도의 의사 결정 공유
(Shared decision making, adult led)

학생이 프로젝트의 의사결정 과정에 일원으로 참여하되, 그것은 성인에
의해 주도됨

7. 학생 주도형
(Young people-initiated and directed)

학생이 성인의 도움을 받아 프로젝트를 시작함. 성인은 상담하고 의사결정
시 충고할 수 있으나, 모든 결정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짐

8. 성인과 공유된 학생 주도형
(Young people-initiated,
shared decisions with adults)

학생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되, 의사결정은 학생과 교사 간의 공유됨.
프로젝트의 운영은 학생과 성인 간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함

※ 출처: Hart (1992; OECD, 2019h: 10에서 재인용)

3

소결 및 시사점

그동안 교육과정 개발은 주로 개별 국가 차원에서 논의되었으나, OECD 교육 2030 프
로젝트는 최근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사회 변화를 염두에 두고 미래지향적 교육과
정 실행에 관한 국제적 수준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학습 개념틀(학습 나침반 2030)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OECD 교육 2030에서 새로운 역량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토대로 교육 목적을 재설정하고 있다
는 점이다. OECD는 이 프로젝트에서 생태학적 시스템 이론을 차용하여 교육과정의 변
화를 학생-마이크로 시스템-메소 시스템-엑소 시스템-매크로 시스템으로 구분하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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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별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2030년에 학생들
이 직면하게 될 세계는 불확실성, 예측불가능성이 커질 것이며, 환경적ㆍ경제적ㆍ사회적
변화의 양상이 종래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았다. 19세기부터 유지
되어 온 학교교육의 틀은 정형화되고 규격화된 모습을 취했으며, 학생은 수동적인 존재
로 간주되었고, 교육 목적은 성장, 경쟁, 성과 지향적인 접근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OECD는 교육 2030 프로젝트를 통해 이와 같은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틀이 미래
사회에는 사회적 적합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학교 교육과정은 보다 유동적이며 변화에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불확실한 세계에서 중요한 교육의
목적은 성공과 경쟁보다도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헤쳐 나가고, 그 노력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면에서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강조한다. 또한 학생들은 정해진 수업을 받거나 교사로부
터 지시받는 존재를 넘어서서 스스로 의미있는 방향을 찾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학생
행위주체성’을 함양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제안
은 역량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을 새로운 시각에서 고려해 보는 데 도움을 준다.
둘째,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실행을 염두에 두고 역
량 개념을 보다 구체화, 체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래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역량이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포괄함으로써 총체적 성격을

지닌다고 밝힘에도 불구하고, 각 구성요소의 하위 범주를 상세화하여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는 역량과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 간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역량과 지식은 배타적 관계가 아님을 명시하고, 역량이 기능과 동
의어로 인식하는 것은 오해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는 태도와 가치
영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보고, 이를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역량을 고려한 교육과정 설계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역량을 구
성하는 지식, 기능, 가치와 태도의 각 영역을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지식은 학문적 지
식, 간학문적 지식, 인식론적 지식, 절차적 지식으로 구분하였고, 기능은 인지적ㆍ메타인
지적 기능, 사회적ㆍ정서적 기능, 실용적ㆍ신체적 기능으로 세분화하였다. 태도와 가치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사회관습적 가치, 인류적 가치로 구분하여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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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역량 개념의 세분화가 절대적인 구분이라고 볼 필요는 없겠으나, 교육과정에 역량
을 반영하여 설계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
상세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위주체성 함양을 강조함과 동시에 학생
역량 함양을 위해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또래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상호협력
적인 관계 형성, 즉 협력적 행위주체성(co-agency)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는 점이다. 근
대 학교 교육에 대한 논의에서 교육은 학교 또는 교사의 전유물로 이해되고, 교육의 결과
도 전적으로 학교 또는 교사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금 학생들은 이미 학교 밖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학습을 하고 있다. 또한, 더욱 복잡
해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 학교 또는 교사가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지고 있다. 즉,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또래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같이 ‘개인과 사회의 웰빙’이라는 공
통 목표를 갖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교육이 ‘개인과 사회의 웰빙’, 학생의 행위주체성 개발을 목표로 할 때, 교사뿐만 아니
라 학생, 또래, 학부모, 지역사회 간의 협력적 행위주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학교 및 교
사, 학생,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
한다. 학생의 학습과 관련된 의사결정이나 실행과정을 학교 또는 교사 수준에서 공개적
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아울러, 학생의 성장
(또는 문제)와 관련하여 교사 또는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체계에서 학생의 책임,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책임, 지원, 참여를 강화한다는 의미일 수 도 있다. 즉, OECD 교육
2030에서의 협동적 행위주체성은 학생 성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다양한 주체들

의 역할 및 상호작용에 대한 종전의 인식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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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역량교육 실행 전략과 지원에 대한 해외 사례

이 장에서는 역량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있는 국가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의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분석 국가 선정을 위해서
는 OECD 교육 2030 사업에서 주요한 사례로 다뤄지는 국가(또는 지역), 우리나라와 교
육에 대한 사회적인 정서와 시스템이 유사하여 내용의 유의미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를
고려하였고, 최종적으로 홍콩, 캐나다 BC주, 호주, 싱가포르를 선정하였다. 국가(지역)별
로 역량중심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전략,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홍콩

가.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홍콩은 “삶을 위한 학습, 삶을 통한 학습(Learning for Life, Learning through Life)”
이라는 비전 아래 2000년 교육개혁을 실시하였다(홍콩 교육부 홈페이지 참조). 기존의
지식위주, 경쟁중심의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영국식 학제에서 신학제(New
Academic Structure)로 개편하였으며 학습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정, 평가

방식 개편, 교원의 전문성개발 지원, 학교단위 경영 지원, 교육의 질 관리 체제 강화, 시
설 확충 등을 현재까지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역량교육 실행을 위해 교사의 전문성 개발
활동, 학교 단위 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학교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학
교단위 지원 서비스(School-based Support Services)”를 구축하여 실행하고 있다(홍콩
교육부 홈페이지).
홍콩의 교육개혁은 중등교육의 학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편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평가, 교수학습 방법 등 학교교육을 전면적으로 개편
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교육과정개발위원회(Curriculum Development Council)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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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배움을 위한 학습(Learning to Learn)”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유연성과 개방

성을 기반으로 한 학교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본틀을 설정하였다. 이 기본틀에 따르면,
핵심 학습 영역(Key Learning Areas: KLAs), 일반 기능(generic skills), 가치와 태도의
3가지 요소와 5개의 핵심 학습경험(essential learning experiences)을 통해 7개의 학습

목표(learning goals)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학생의 전인적 발달과 자기주도
적인 역량 함양을 지향하고 있다. 이 중에서 7개의 학습목표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교육
과정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학습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 중국어와 영어를 충분히 쓰고 읽을 수 있으며, 3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개인과 지역사회, 국가 및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을 이해할 수 있다.
∙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다.
∙ 문화와 관점을 다양성을 존중하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비판적 사고와 성찰을 할 수 있다.
∙ 평생학습자로서 필요한 정보기술과 일반적 기술을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자신의 진로를 인지하고 직업과 학업에 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 신체적, 감성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다.
“배움을 위한 학습”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적인 변화는 학교단위 교육과정 개발

로의 전환으로, 정부(교육부) 중심의 하향식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에서 벗어나서 교사와
학생이 중앙차원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학교의 문화와 맥락, 교사와 학생의 역량 수준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고 재구성하도록 지원하였다(CDC, 2001). 학교단위 교육
과정은 학생의 흥미와 요구를 중심으로 교수학습을 개선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학습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교육과정 개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발의 주요 원칙으로, 학습자의 필요에 관심을 두고 학생 중심의 교
육 실행을 위해 학생 선택권 존중과 교육과정의 다양성에 초점을 둔다. 또한 단위학교의
맥락에 적합한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갖추어야 하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즉, 기존의 지식 위주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생의 요구와 필요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학교를 둘러싼 맥락에 적합
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교육과정으로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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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은 모든 학생이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학습해야 하는 5가지 핵심 학습 경험, 즉
시민교육, 지적 발달, 지역사회 봉사, 신체적·감성적 발달, 진로 경험으로 구성되어야 하
며, 기존의 교과지식에 해당하는 핵심 학습 영역(KLAs) 뿐만 아니라 일반 기능, 가치와
태도 등의 요소들을 균형적으로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CDC, 2015: 4). 홍콩은 학교 교
육과정 기본틀을 다음 그림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출처: 홍콩 교육과정개발위원회 홈페이지

[그림 Ⅳ-1] 홍콩의 학교 교육과정 기본틀

홍콩의 교육과정개발위원회는 2001년에 교육과정을 개발한 이후 주기적으로 교육과
정을 점검하고 개선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2차 개정에 해당하는 “배움을 위한 학습
2.0(Learning to Learn 2.0)”을 준비하고 있다(CDC, 2015: 10). STEM 교육(과학, 기술,

수학), 이러닝, 가치 교육(value education) 등의 새로운 영역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성과로는 개별 학교의 교원들이 교수학습
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학교 자체 교육과정 개발 및 실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표는 교육과정개발위원회에서 중간 점검을 통해 밝힌 학교의 긍
정적 변화 및 성과를 나타낸 것이다.

81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 전략 탐색

<표 Ⅳ-1> 홍콩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학교의 주요 성과
주요 성과

긍정적 변화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변화

• 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필요를 중심으로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학교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교육과정은 교사 수업이 아닌
학습 경험을 구성됨을 인지함

학교 교육과정의 목표
충족

• 학교는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목표에 동의하고,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학생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 있음
• 다수의 학교들이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인 교수학습 방법과 전략들을
구현하고 있으며, 학교에 적합한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음

교수학습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 학생들은 교실과 학교 밖 경험을 통해 학습의 기회를 갖고 있으며, 학습은 교실
공간에 제한되지 않음
• 교사들은 학생이 직접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의 교수학습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것임

평가 방식의 변화

• 교사들은 지필고사나 시험 등의 총괄평가와 함께 형성평가(또는 과정중심 평가 및
피드백 제공 등)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을 개선하고 있음

교육과정 리더십 구축

• 개정된 교육과정 실행을 위해 학교 관리자와 교과별 선도교사, 일반교사 들이 모두
참여하는 리더십을 구축하고 있음
• 교사들 간에 수업 준비, 동료수업 참관, 전문성 학습(학습팀, 네트워크 등) 등 협력
적인 문화가 강화되었음

※ 출처: CDC(2015: 6-7)에서 재구성

나.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전략
1)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주체별 역할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르면, 학생은 자신의 학습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의식을 가
지며,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교육주체는 함께 협력하여 학생이 효과적으
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CDC, 2002: 1). 학교단위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은 중앙정부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을 적용하기보다는 학교 내외의 구성원들이 학교
의 상황과 맥락, 학생의 요구와 수준, 교사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
뿐만 아니라 학생, 학교 관리자, 학부모, 지역사회 등은 협력의 한 주체로서 효과적인 교
육과정 실행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교육부와 교육과정개발위원회
는 각 주체들의 역할을 명시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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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학생은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체성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구체적으로 학습
요구와 필요사항, 어려움, 학습에 대한 기대 등을 교사 및 학부모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동료 학생과 긍정적 관계를 유지한다. 또한 교실수업과 비교과 교육활동, 선후배간 멘토
링 프로그램(예_Big Brothers and Big Sister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에 기여해야 한다. 이때 학교교육과정의 변화에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는 개인 차원의 전문성 개발과 동료 교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적극적
으로 실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과정개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교사의 역할을 구체
적으로 명시하고 있다(CDC, 2002: 2)
∙ 핵심 학습 영역 관련 교수학습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 등의
역량을 학생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학습동기 유발을 위해 적절한 교수법 및 평가 전략을 사용함
∙ 교육과정 변화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수학습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학생의 학습
개선에 도움을 줌
∙ 최신의 교육과정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전문성을 개발하고 타 교사들과 협력함
∙ 교육활동을 성찰하고 동료 교사들과 지식, 경험, 이슈 등을 논의함
∙ 학부모 및 지역 공동체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교육과정 정책을 설명하고 지원을
이끌어내며, 학생들의 폭넓은 학습을 위해 협력함
교육과정개발위원회는 동학년에서 같은 핵심 학습 역량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모임, 또는
다양한 학습영역을 다양한 학년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의 모임인 “교육과정 개발 그룹
(Curriculum Development Groups: CDGs)”의 운영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교사와 외부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간의 협력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 개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CDC, 2001: 72). 즉 학교단위 교육과정 개발은 교사 개인의 전문성이나 노력에 의존하

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외의 다양한 구성원 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단위 교육과정 개발 및 실행의 과정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거
나 잦은 협의회로 인한 피로감 증가, 교사의 의사결정 권한이 늘어났으나 관련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개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야 하는 한계(Yuen, Boulton & Byrom, 2018)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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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 외 학교 구성원들의 지원을
포함한 학교 내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데, 학교 내 수석교사, 교장 및 교감 등 학교 관리자
들은 교사들의 자율성과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고 전문성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교
장은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조직적인 변화를 위한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교사 간 경험 공유와 협력적 수업 준비를 위한 시간과 공간 확보, 필요한
자원의 확보 및 배분 등 학교조직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한다. 또한 타
학교와 관련 기관, 지역사회 등과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학교 내외
에서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학부모는 학교단위 교육
과정 실행에 따른 변화를 지원하고 학생의 필요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한데, 학부모회 참석을 통해 최근의 교육과정 변화를 학습하고 자녀의 학습 상황을
수업 교사와 논의하는 활동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지역사회는 활용 가능한 자원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2) 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실행 단계
2001년 홍콩의 교육과정개발위원회에서 개발한 교육과정 기본틀(그림 IV-2 참조)은

학교단위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위한 기본틀로서, 개별 학교들은 이를 참고하여 각 학교
의 상황에 적합한 학교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관련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실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계획-실행-평가의 3단계 과정 또는 이를 확장한 5단계 과정을 적용
하였는데, 학교 상황 분석, 교육과정 계획 및 자원 활용, 교육과정 실행, 지속적인 모니터
링, 검토 및 평가의 단계로 구성된다([그림 Ⅳ-2] 참조). 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과정 지침
서를 보급하여,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5단계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CDC, 2017a).
구체적으로, 먼저 학교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성과 우선순위,
교육과정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 학습 영역(KLAs)
의 편성 현황, 교수학습 및 평가, 교육과정 리더십, 교사 전문성개발 현황, 교육과정 개발
에 대한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필요 및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학교는 각각의 영역에 대한 강점과 개선사항 등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거나
SWOT분석, KISS 분석(Keep, Improve, Stop, Start), Focus-Deepen-Sustain 분석 등

의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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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CDC (2017a: 39)

[그림 Ⅳ-2] 홍콩의 학교교육과정 개발 및 실행을 위한 5단계 과정

두 번째 단계로, 학교는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가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확인
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활용한다. 학교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설계하기 위해 학교
내 모든 구성원들이 교육과정의 목표와 방향성을 공유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확인하
는 절차에 참여한다. 또한 학교 수준, 핵심 학습 영역 수준, 학년 수준, 학급 수준 등 4가
지 수준 간에 상호연계를 분석하여, 학생의 학습부담 가중이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학교의 학습목표가 상위 학년으로 진급하면서 지속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핵심 학습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한 후, 이를 학교 수준에서
실행할 때의 유의점을 점검하여 실행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학교의 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학교교육과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7개의 학습목표 중에서 우선순
위를 정하거나 학교 상황에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다(CDC, 2015: 22).
학교교육과정의 계획 단계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모든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과정의 연계와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개발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CDC, 2015: 20), 홍콩 내 전체 학교의 90%는 학교 내에 교육과정 계획을 위한 부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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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대부분 학교장이 부서장 또는 위원장을 맡아서 리더십을 발휘하
였다. 학교교육과정의 개발은 학교 전체의 참여가 담보되어야 하는 과정인데, 특히 학교급간
연계, 학습목표의 우선순위 설정, 효율적인 수업시간표 작성,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 제공 등
을 위해서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교 내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과정 계획을 위한 학교 내 조직은 교육내용의 학교급 간 연계(수직적
연계)와 교과 간 연계(수평적 연계)를 고려하여 학교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핵심 학습경험이 다양한 교과에서 균형적으로 함양될 수 있도록 조정하거나,
학교단위 평가를 모든 교과에서 시행할 때, 학교 내 조직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중고등학교가 통합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6년의 교육과정을 설계함으로써 학교급 간에 수직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내용의 학교급 간 연계와 일관성 유지의 전략으로서,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교과를 중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조정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
의 학습 부담이 가중되거나 유사한 활동이 중복되는 일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
학교교육과정 계획의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수업 시간의 효과적인 활용이
다. 교육과정개발위원회에서 2013년 중간점검 이후 고등학교 3년의 수업시간을 2,700시
간에서 2,400(±200)시간으로 줄일 것을 권고함에 따라, 학교는 교과별 교육내용과 수업
시간을 분석하고 연계 가능한 영역을 확인하여 권고안에 따라 수업시간을 줄였다(CDC,
2015: 23). 일부 학교에서는 범교과 코디네이터를 선정하고 학교교육과정 계획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융합수업이 가능한 교과를 확인하고 수업시간을 적절히 배정하여 교과
간 중복을 피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핵심 학습경험은 담임교
사의 조·종례시간, 학생의 개별 과제, 기말고사 이후의 시간 등 교과 외의 시간을 활용하
여 함양할 수 있도록 배정함으로써, 교과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세 번째는 계획된 학교교육과정의 실행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의 학습과 전인
적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고, 교육과정 계획 시 설정했던 목표의 성취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계획과 실행 간의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교사들은 기존
계획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 교수학습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인
하기 위해, 학생 간, 학생과 교사, 교사 간 협력적 학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습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보의 공유와 교환, 파트너십의 형성 등이 용이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CDC,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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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단계로, 학교는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교육과정의 실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CDC, 2017b: 41). 학교는 수업 관찰, 학생의 일상 관찰, 학생의 과제나 학습
일지, 평가 자료 등의 검토, 교사·학생·학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의견 청취 등의 방식을
통해서 학교교육과정이 실행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모니터링 단계에서
는 개별 학생의 학습이 어떻게 향상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할 영역은 없는지 확인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개선방안을 적절히 제안할 수 있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요구를 주기적으로 청취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교육과정 실행의 마지막 단계는 검토 및 평가 단계이다. 학교는 평가를 위한 정보
를 분석하여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 계획에 반영하거나 전략을 수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지필고사나 정기적인 시험 등 학교 내외부의 평가 자료, 학생의 강점과 약점, 필
요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과 의견 등을 수집할 수 있다. 또한
평가 체계는 신뢰 가능하고 정확해야 하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도출이 가능하여, 학교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교수학습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5가지 단계는 학교 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체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따라서 구성원들이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실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교사
간 협력 문화가 조성되어 교과 내, 교과 간 융합수업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었다고 보고하
였다(CDC, 2015: 43). 교육과정개발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한 학교들은 교사 간에 교수학
습 자료를 공유하고(91%), 경험을 공유하거나(88%), 서로의 수업을 참관(79%)하고 수업
을 함께 계획(76%)한다고 응답하였다. 학교 내 학습조직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전문
성 개발을 지원하는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다수의 학교들이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CDC, 2015: 44).

다.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지원체계
홍콩 교육부는 학교단위 교육과정의 개발과 실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내 구성
원들의 참여와 주체성에 기반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촉진하기 위해, “학교단위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지원 서비스(School-based curriculum development support service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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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다(Education Bureau, 2019). 교사의 전문성 개발, 학교단위 교육과정 개발,
학교 개선 노력을 상호연계하고, 학생의 학습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교육부
내의 다양한 부서와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개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고 지
원 서비스를 신청한 개별 학교에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2019/20 학년도에 제공되
는 지원서비스는 학습자의 다양성 지원, 유치원과 초등교육 간의 연계 강화, 평가 전문성
강화, 학습 공동체 형성을 통한 교육과정 리더십 개발 및 효과적인 교수학습 전략 개발,
그리고 가치 교육을 통한 긍정적이고 배려지향적인 학습 환경 조성을 지향한다
(Education Bureau, 2019: 1-2).

학교단위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지원 서비스는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따라 2가지 유형
으로 제공되는데(Education Bureau, 2019: 2-4), 유형 I은 수학, 과학, STEM 교육과 교
양과목(Liberal studies), 인문학(Humanities), 학습자 다양성 증진 등의 6가지 영역별로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와 관심을 중심으로 교과 교육과정을 재검토하고 효과적인 교수학
습 방법을 탐색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로 구성된다. 유형I은 학교 내 전문적 지원(On-site
Professional Support)과 학습 공동체를 통한 지원 등 2가지 형태로 지원된다.

유형 II는 교양과목 관련 학습공동체, 교육과정 리더십 관련 학습공동체, STEM 교육
관련 학습공동체로 구분되며, 각각의 영역에 대한 교사 전문성 증진을 위한 플랫폼을 제
공하고 효과적인 실행 전략과 실천 사례, 교수법에 대한 반성적 성찰 등이 이루어지는
학습 공동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지원이 포함된다. 유형 II를 신청한 학교를 위해서 준
비 모임, 학교 내 지원, 타 학교 방문, 정리 등의 4단계, 총 7~9시간 정도로 구성된 주제
중심 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 서비스를 지원한다.
각각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개별 학교는 학교의 필요와 요구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
하고,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이 모일 수 있는 정기적인 회의 시간(예: 일과시간 내
매주 1.5시간 협의회)을 확보하며, 교육과정 개발, 협력적 수업 준비, 수업 관찰 및 성찰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상 기술한 지원체계는 우리나라의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유사한 형태로서, 교사들이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학교의 맥락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
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점, 그리고 교사 및 관련 전문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자
발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홍콩 교육부의 지
원 체계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교사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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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유관기관, 교육부 내 관료, 경력 교사들이 팀을 이루어 개별 학교에 파견되어
지원한다. 또한 개별 학교 내에 학습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어, 학교단
위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2

호주

가.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호주의 학교교육은 취학 전 유치원 교육 1년(Foundation), 초등학교 7년(Grade 1-7),
중등학교 3년(Grade 8-10) 등 총 11년의 의무교육기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6개의 주
(states)와 2개의 특별구(territories)로 나뉜 주정부에서 학교교육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오랫동안 주정부별로 상이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 국가
수준의 통일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2008년 ‘멜버른 선언
(Melbourne Declaration on Educational Goals for Young Australians)’을 기점으로

국가교육과정 개발 및 도입이 본격화되었다(소경희, 장주경, 이선영, 2011: 54). 호주는
8개의 주정부에서 교육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상이한 교육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높

은 수준의 학교교육 체계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이나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
의 학업성취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점, 주별로 사회변화를 교육체계에 반영하였으나
특정 주의 변화로 한정되어 모든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점, 시간
과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 등의 문제점(Cole, 2007: 소경희, 장주경, 이선영, 2011: 56-57
에서 재인용)으로 인해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국가수준의 통일된 교육의 내용과 성취기준
을 개발하는 데 합의하였다. 멜버른 선언을 통해 호주의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호주의 교
육체제 개혁을 위해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 반영, 모든 학생들을 위한 평등성과
수월성 교육 제공, 21세기에 필요한 기술과 가치 함양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국가교육과
정 개발을 결의하였다(소경희, 장주경, 이선영, 2011: 56).
호주 국가교육과정의 핵심 가치는 멜버른 선언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육의 두 가지 목
표에 기반을 두고 있다(호주 국가교육과정 홈페이지). 첫째, 호주의 학교교육은 공평성과
수월성을 추구해야 하며, 둘째, 모든 학생들은 학습자로서의 성취를 이루고 창의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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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이자 시민으로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모든
학생은 학습할 능력이 있고 이들의 요구는 중요하며, 특히 공동체에 참여하고 평생에 걸
쳐 학습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익혀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의 관심과 필요,
학습속도가 다양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이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특
히 교사는 국가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학생의 흥미와 강점, 학습 목표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사회적,
심미적인(aesthetic) 필요를 충분히 반영할 의무가 있다.
호주의 국가교육과정은 학습영역(Learning areas), 일반역량(general capabilities), 범
교과 주제(또는 범교과 고려사항, cross-curricular priorities)의 세 가지 차원(dimensions)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소경희, 장주경, 이선영, 2011: 62), 주정부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재해석되고 재구성되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학습영역은 교과 지식과 이에 대한 깊
은 이해를 추구하는 것으로 영어, 수학, 과학, 보건 및 체육, 인문학 및 사회학, 예술, 기
술, 언어 등 8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인문학 및 사회학, 예술, 기술, 언어의
영역에서는 다수의 교과가 포함되어 있다. 학생들은 교과에서 추구하는 내용 지식을 습
득하고, 지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성취
기준에 의해 평가된다.

※ 출처: ACARA (2015). 이근호 외(2015: 66)에서 재인용

[그림 Ⅳ-3] 호주 국가교육과정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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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역량은 문해력, 수리력, ICT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개인적·사회적 역량, 윤
리적 이해, 문화상호간 이해의 7가지 역량으로 구성되며, 교과 중심의 내용에서 학습할
수 있는 지식, 기능, 행동, 특성 등이 서로 통합되어 있다.
즉, 일반역량은 교과 지식 중심으로 구성된 학습영역을 배움으로써 함께 함양될 수 있
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범교과 주제(호주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 호주와
아시아 간의 연대, 지속가능성) 역시 학습영역과 연계되어 있는데, 개별 교과로 독립되어
있지는 않다. 아래의 그림은 호주 국가교육과정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국가교육과정에서는 교사들이 개별 수업 준비, 교수학습 활동 계획, 학생들의 학습 수준
확인 등에 핵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의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성취기준은 학습
성취의 현재 수준을 확인하고 가장 적절한 교과 내용이 무엇인지 선택, 결정하며, 학습 수준에
적절한 교수법을 설계하는 데 활용한다. 학생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학습 수준과 평가 시기,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용되며, 몇 가지 예시는 아래와 같다(호주 국가교육과정 홈페이지).
∙ 학습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실 내에서 실시하는
지속적인 형성평가
∙ 학생의 학습 진도와 성취 수준을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알려주기 위해 매년 두 번
실시하는 총괄 평가
∙ 3, 5, 7, 9학년을 대상으로 수리력과 문해력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국가수준 성취도
평가(National Assessment Program-Literacy and Numeracy; NAPLAN)
∙ 특정 학습영역의 학습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수준 성취도평가의 일환으로 주기적
으로 표집하여 실시하는 평가

나.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전략
호주는 교육에 관한 주정부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국가교육과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개발 단계와 주정부별 적용을 위한 계획 단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연방정부는
호주교육과정평가원(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ACARA)을 설립하여, 양질의 교육과정을 개발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수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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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성을 추구하고 개별 학습 요구와 관심을 반영한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ACARA는 교육과정의 틀 구성(shaping), 교육과정 내용 작성(writing), 교육과정 실행
(implementation), 실행 결과의 모니터링 및 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의 네 단

계를 거쳐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각 주의 대표들로 구성된 교육과
정위원회(National Curriculum Board)를 운영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하였다(가은아 외, 2017: 79). 각각의 단계에 관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그림 4와 같다.

교육과정 틀 구안(curriculum shaping) 단계
∙ 총론 및 학습영역별 교육과정의 광범위한 개요 마련
∙ 학습영역의 목적, 구조, 조직에 대한 광범위한 방향 제공
∙ 총론 및 학습영역별 『The Shape of the Australian Curriculum』 페이퍼 발간
: 시안(draft) 발간, 자문을 거쳐 수정·보완 후 최종본 발간

교육과정 집필(curriculum writing) 단계
∙ 학습영역별 내용기술과 성취기준을 포함한 교육과정 마련
: 학습영역별 교육과정 시안 발간, 자문을 거쳐 수정·보완 후 최종 교육과정 발간

교육과정 시행(curriculum implementation) 단계
∙ 학교 및 교사들이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 시간에 국가교육과정을 전달
∙ ACARA는 국가교육과정의 의도가 성취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각 주의 학교 및 교사들의
호주교육과정의 사용을 모니터함.

교육과정 평가(curriculum evaluation and review) 단계
∙ 시행에 대한 피드백에 기반하여 국가교육과정을 모니터하고 검토
∙ 평가 과정을 통해 국가교육과정을 일부 수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음
※ 출처: ACARA (2010a; 2010b), 소경희, 장주경, 이선영(2011: 59)에서 재인용

[그림 Ⅳ-4] 호주 국가교육과정 개발 단계 및 세부사항

이처럼 연방정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주체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하나, 교육과정의 실행과 적용은 주정부에 맡겨져 있다. 주정부는 단위학교
에서 국가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국가교육과정의 학습 목표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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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재 주별로 실행되고 있는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
하여 교육과정의 범위와 적용 시기 등을 조율한다. 예를 들어, 수학 교과의 경우 2018년
현재 4개 주에서 가장 최근에 개발된 8.3버전으로 실행되고 있으나, Northern Territory
주에서는 7.5버전과 8.3 버전을 혼용하여 적용하였고 Western Australia주에서는 2017
년부터 8.3 버전을 적용하고 있다. NSW 주는 국가교육과정을 새롭게 재해석한 Syllabus
형태로 적용하는 반면 Victoria 주는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에 알고리즘 사고를 추가하여
개발한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실행하고 있다(ACARA, 2018).
주정부는 개별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수학습
및 평가와 연계한 교육과정 계획 및 실행의 방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Queensland 주정부는 “교수학습과 평가를 위한 계획(Planning for teaching, learning
and assessment)”을 발표하여, 교육과정 적용 시 고려해야 하는 영역들과 학교 내 교육

과정 설계의 단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 출처: QCAA(2019: 1)

[그림 Ⅳ-5] 호주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설계를 위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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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르치는 내용(교육과정)은 가르치는 방법(교수법)과 학생의 학습 과정에 대한 피
드백, 평가 방법, 그리고 학습과정에 대한 기록과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각 영역을 고려하여 학교는 국가교육과정을 학교의 상황에 맞게 적용, 실행할 수 있도
록 학교 수준, 학년 수준, 단위 수업의 수준 등 세 가지 단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설계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학교 전체 교육과정과 평가를 계획해야 하며, 이때 학교가 중점적
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이 어떠한지, 그리고 교수
학습과 평가, 학생 기록이 연계되는지를 반영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학년 교육과정과
평가를 계획하는데, 이때 교육과정의 의도와 내용 범위,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교과
내용과 일반역량, 범교과 주제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위 수업을 계획함에 있어
서 특정 교과의 내용과 교수학습의 전략, 그리고 평가 방법의 세부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특히, 학생에게 주어지는 피드백을 강조하여, 학생에게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충분한 정
보를 제공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은 교사들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가교육과정 및 주정부의 교
육정책이 무엇인지 충분히 공유하여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다.

다.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지원체계16)
1) 일반 역량 개념 및 수준 안내

호주교육과정평가원(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Reporting Authority:
ACARA)은 ‘호주 교육과정’ 홈페이지를 통해 호주 국가 교육과정의 학습 영역별, 학년별

내용을 제시한다. 호주의 교육에서 설정된 일반 능력은 각각 아이콘으로 표시되는데, 호
주 교육과정 홈페이지에서 아이콘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7개의 일반 능력은 다음 [그림
Ⅳ-6]과 같이 아이콘으로 표시된다.

16) ‘다.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지원체계’ 부분은 백남진(이화여대) 교수에게 의뢰한 원고를 기반으로 작성됨.
이 항의 내용은 호주의 국가 교육과정은 호주교육과정평가원(ACARA)의 호주 교육과정 홈페이지
(https://www.australiancurriculum.edu.au/)에 제시된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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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ACARA 홈페이지(2019a)

[그림 Ⅳ-6] 호주 일반 능력의 아이콘

홈페이지 화면에서 이 아이콘들을 각각 클릭하면, 일반 능력별 하위 요소와 학습 연속선
(Learning continuum)이 제시된다. 예를 들어, 문해력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문해력을 구

성하는 하위 요소들(문법 지식, 텍스트 지식, 시각적 지식, 단어 지식)이 다음 [그림 Ⅳ-7]과
같이 제시된다.

※ 출처: ACARA 홈페이지(2019b)

[그림 Ⅳ-7] 호주 문해력의 하위 요소

95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 전략 탐색

또한 문해력의 학습 연속선은 다음 [그림 Ⅳ-8]와 같이 제시된다. 이 연속선은 능력
수준을 ‘수준 1’부터 ‘수준 6’까지의 특징을 기술함으로써, 교사들이 수업설계 및 평가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출처: ACARA 홈페이지(2019c)

[그림 Ⅳ-8] 호주 문해력의 학습 연속선

2) 교과 교육과정 내용 설명

호주의 교육과정에서 학년별 내용은 ‘내용 설명’(Content Descriptions)을 통해 제시
된다. 예를 들어, 4학년 과학 교육과정의 ‘인간의 노력으로서의 과학-과학의 본질과 발
전’에 대한 내용 설명은 다음 [그림 Ⅳ-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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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ACARA (2016: 32)

[그림 Ⅳ-9] 호주 4학년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설명

[그림 Ⅳ-9]에서 내용 설명의 왼쪽에는 일반화가 제시되며, 오른쪽에는 ‘구체

화’(Elaborations)가 제시된다. 또한 일반화 및 구체화에 해당하는 일반 능력과 범 교육
과정 주제가 아이콘으로 표시된다. 아이콘을 통해 학습 영역의 내용과 일반 능력, 범 교
육과정 주제와의 연계성이 나타난다.
3) 기타: 과제 샘플 제공 및 학부모 안내 자료 제공

가) 과제 샘플
호주 교육과정 홈페이지에서는 성취기준에 따른 ‘과제 샘플’(work samples)이 제시된다.
샘플로 제시되는 포트폴리오는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샘플은
뛰어남(satisfactory), 보통(above satisfactory), 부족함(below satisfactory)의 세 가지
수행 수준으로 제시된다. 교사는 각 수행 수준의 샘플들을 참조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학 4학년 ‘물체의 힘’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성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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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루며 참조할 수 있는 샘플은 다음 [그림 Ⅳ-10]과 같이 제시된다. 이 샘플은 놀이공
원의 기구와 관련된 과제의 보통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놀이기구의 움직임, 엔진의
힘의 전달 등 물체의 힘을 놀이기구에 적용하여 나타내보는 과제이다.

※ 출처: ACARA (2014: 4)

[그림 Ⅳ-10] 호주 과학과 4학년 과제 샘플-보통 수준

나) 학부모를 위한 안내 책자
호주 교육과정 홈페이지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돕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와 관련 링크 사이트를 게시한다. 예를 들어, ‘호주 교육과정: 학부모를 위한
안내’ 책자를 통해 학습 영역, 일반 능력, 범 교육과정 주제에 대해 설명을 한다. 다음
[그림 Ⅳ-11]은 이 책자의 일부분을 제시한 것이다.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과정에

대해 학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그림과 함께 간략하게 제시하고,
관심있는 사람들은 추가적인 탐색이 가능한 형태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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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호주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를 위한 안내 책자17)

3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가.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캐나다는 주정부별로 상이한 교육체제를 적용하고 있어, 교육과정 개정을 비롯한 교육
개혁도 주별로 다르게 실행된다. 캐나다 내 10개 주(provinces)와 3개 특별구(territories)
중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 이하 BC주)는 최근 학생들이 자신의 학
17) http://docs.acara.edu.au/resources/The_Australian_Curriculum_an_overview_for_parents.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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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래사회의 성공에 필요한 기능과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교
육체제로의 개혁을 실행하였다. 핵심적으로 추진된 교육과정 개정은 양질의 교수학습을
통한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하고, 교육과정의 유연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높은
수준의 성취 기준을 적용하려는 목적을 가진다(BC주 교육과정 홈페이지, 2015). 이번에
개정된 교육과정은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비판적 사고와 의사소
통이 가능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BC주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 및 교사단체(British Columbia Teacher Federation)와

함께 교육과정 개정안을 도출하고 3년간의 시범적용을 거쳐, 2016년 9월부터 유치원에서
9학년까지 먼저 적용한 이후 2018년 9월에는 10학년, 2019년 9월에는 11학년과 12학년까지

확대하여 전 학년에 새롭게 개정된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BC주 교육과정 홈페이지, 2019a).
이번에 개정되어 적용되는 새로운 교육과정은 기존 교육과정의 핵심 영역을 유지하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처방적인 특성을 줄이고 학생의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
하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교사는 학생 개인의 강점과 필요에 적합하게 교육과정을 재
구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이 강화되었으며, 학생이 습득해야 하는 기초학력과
지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또는 빅아이디어)를 균형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은 크게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핵심 역량의 선정, 개념과
역량 중심 교육과정 모델(알기-실행하기-이해하기), 학습의 기초인 문해력과 수리력에
대한 강조, 학습 과정으로서의 평가, 그리고 원주민 지식 및 관점의 통합이다(BC
Ministry of Education, 2015). BC 주 새로운 교육과정의 첫 번째 특징은 핵심 역량
(core competencies)이 도입되어 모든 교과와 학년에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BC주에서

설정한 핵심 역량은 의사소통 역량, 사고 역량, 개인적·사회적 역량인데, 사고 역량에는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그리고 개인적·사회적 역량에는 긍정적인 개인적·문화적
정체성(positive personal & cultural identity), 개인의 인식과 책임(personal awareness
&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하위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핵심역량이 교과의 내용과 평가뿐만 아니라 비교과활동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특징은 개념 중심,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모델을 새롭게 재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아래의 [그림 Ⅳ-12]에 나타난 교육과정 모델은 알기-실행하기-이해하기(Know-DoUnderstand)로 구현되는데, 교육과정 내에 포함된 개념을 중심으로 교과 지식을 알기,

교육과정의 역량 행하기, 빅아이디어(Big Ideas) 이해하기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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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BC주 교육과정 홈페이지(2015) (권점례 외, 2018: 53에서 재인용)

[그림 Ⅳ-12] BC주의 개정 교육과정 모델

∙ 알기(know): 교과의 내용지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할 교과 지식과 주제에 관한 것임.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세부 내용이 적고 처방적
인 성격이 약화되어, 학생과 교사가 필요에 따라 일부 주제를 선정하고 깊게 학습
할 수 있도록 함
∙ 행하기(do):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이 학습하게 될 기능, 전략, 과정에 관한 것으로
핵심 역량과 교과 지식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에 대한 영역임
∙ 이해하기(understand): 교육가정의 핵심 개념과 원칙, 개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
며, 특히 빅아이디어(big ideas)는 학생이 한 학년을 거치면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
는 내용이자 타 학년과 연계되는 개념임
세 번째로, 문해력과 수리력으로 대표되는 기초학력을 강조하고 이를 졸업시험에 반영
했다는 점이다. 각 교과별로 시행되던 주단위 시험은 폐지되는 대신, 모든 학생들은 문해
력과 수리력 시험에 통과해야 졸업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하였다. 각 시험은 공통 요
소, 선택 요소, 자기성찰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자기성찰 요소를 제외하고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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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에 따라 등급이 산출되어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네 번째 특징은 과정 중심 평가(assessment as learning)로의 변화로서, 학생들이 자신
의 학습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
전략을 세워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실수업에서의 평가 또한 교
육과정 모델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바꾸고, 새로운 핵심 역량에 대한 자기 평가와 성적표
작성 등 또한 학생과 교사를 위한 새로운 평가 영역으로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원주민 역사와 문화, 관점 등을 새로운 교육과정에 통합하여 가르칠 수 있
도록 개정하였다. 원주민 문화와 지식을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에 포함하여 모든 학생들
이 원주민 문화를 포용하고 존중하고 인종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원주민 언어를 보
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래의 표는 각 학년별 교과지식과 원주민 문화 간의 통합 예
시를 나타낸 것이다.
<표 Ⅳ-2> BC주 개정 교육과정과 원주민 문화 간의 통합 예시
학년 및 교과

세부 내용

2학년, 사회

캐나다의 다양한 문화와 공동체 특징을 이해함
캐나다 원주민(First Peoples) 공동체와 문화를 이해함

3학년, 과학

캐나다 원주민의 관점과 지식을 관련 정보로서 확인함

5학년, 영어

원주민 문화의 언어적 전통과 원주민 문서의 문서를 이해하고 표현함
원주민 문화의 이야기와 이주민과의 연계를 확인함

6학년, 수학

원주민 공동체와 관련된 장소, 이야기, 문화적 행동 등과 연계한 문제해결 중심으로
풀이함

10학년, 창의적 작문

작품에 표현된 원주민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함

12학년, 화학

원주민 문화와 지식, 이해의 관점 등을 적용함

※ 출처: Knaack (2017:8)

나.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전략
BC 주의 개정 교육과정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내 유, 초, 중등교육 단계의 모든 학교와

모든 교과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교육과정의 개정 단계에서부터 관련 전문가와 교사단
체와 함께 논의하고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되었다. 교육과정 실행의 전략으로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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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문화 형성, 개방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한 협력, 교육과정
개정의 지지자 적극 활용 및 교사 지원 등을 들 수 있다(B.C. Ministry of Education, 2019).
먼저, BC주 교육체제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교육과정 개정의 원칙에 동의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였다. 즉, 기존 교육과정의 목표였던 교육받은 시민
(educated citizen)으로의 성장과 함께 원주민의 학습 원칙(First Peoples Principles of
Learning)을 통합하여 비전을 설정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

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안
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해관계자의 동의와 협력의 문화는 교육과정 개정뿐만 아니라
주단위 시험의 폐지와 새로운 졸업시험 도입 등 제도적 변화에 긍정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이러한 공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협력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이해관계자와 광범위하게 컨설팅을 진행하여 의견을 청취하
고 반영하였으며, 교사가 포함된 전문가팀에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현장의 의견이 충분
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또한 매번 도출된 개정안은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교육과정이 교실수업에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
록 하였고, 교육과정 실행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 등의 지원이 확보되어 교육과정 실행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었다.
BC주 교육부에서 활용한 세 번째 전략은 개정 교육과정의 적극적인 지지자인 교육부

장관이나 차관, 교육감, 학교현장의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정 교육과정의 취
지를 홍보하였다. 또한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다수 개발하여 공개하고, 관련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
와 핵심 역량이 기존 교육과정 내의 교과지식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관련 정보를
교육과정 웹페이지에 탑재하고 교사들에게 제공하였다([그림 Ⅳ-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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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BC주 교육과정 홈페이지 (2019b)

[그림 Ⅳ-13] BC주 주제, 핵심역량, 교과 내용지식의 연결에 대한 정보 제공 예시

BC주는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이 강조됨에 따라 역량을 교실수업 내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틀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B.C. Ministry of Education, 2017). 기준틀에
따라 개발한 평가기준은 핵심역량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과제 수행과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평가하여 학생이 다양한 방식으로
핵심역량의 학습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다.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평가의 기준(criteria)을 공통으로 개발함으로써, 학생의 수행과정 평가 루브릭, 학생 자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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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지필평가의 설계, 학부모와의 면담 방식, 교사 간의 피드백 등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교육과정 개정은 완료된 과정이 아닌 지속적인 개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현재 개발 중이다. 또한 교육과정과 평가를 연계하기 위해 주단위 평가가 학생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줄 수 있도록 개선 중이며 필요시 평가 내용과 방법의 변화를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주제로 한 실행학습을 지원하거나 사범대학과의 협력 등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지원 체계18)
1) 핵심 역량 설명
BC주에서 설정한 핵심 역량은 의사소통 역량, 사고 역량, 개인적·사회적 역량이다. 의사소통

역량은 정보, 경험,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주변 세상을 탐구하고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는
능력이다. 사고 역량은 지적 발달과 연관되는 지식, 기능, 과정을 포함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의 하위 역량으로 구성된다. 개인적·사회적 역량은 개인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세상에 대한 정체성과 관련되는 능력으로서, 긍정적인 개인적·문화적 정체성,
개인의 인식과 책임, 사회적 책임의 하위 역량으로 구분된다. BC주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핵심 역량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각 역량 및 하위 역량에 대한 정의 및 설명을 제공
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핵심 역량 관련 안내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 [그림 Ⅳ-14]과 같다.

※ 출처: BC주 교육과정 홈페이지(2019C)

[그림 Ⅳ-14] BC주 교육부 홈페이지 핵심 역량 설명
18) ‘다.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지원체계’ 부분은 백남진(이화여대) 교수에게 의뢰한 원고를 기반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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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의 설계 및 교과 교육과정의 제시
BC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재설계의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개념 기반(conceptbased) 교육과정과 역량 주도(competency-driven) 교육과정을 강조한다. 개념 기반 교

육과정은 지식과 기능의 수준을 개념으로 정의하여 주요 개념이나 원리, 일반화를 교과
내 및 교과 간의 지식을 조직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한다. 역량 주도
교육과정은 특정 영역에서 과제를 수행 할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하며 학습한 내용을 이해
하고 새로운 맥락에 적용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B. C. Ministry of Education, 2015; BC
주 교육과정 홈페이지, 2015; 서영진, 2019:82). BC주 교육과정은 개념 기반·역량 주도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알기-행하기-이해하기(Know-Do-Understand)’ 교육과정 모형을
적용하고 이를 그림([그림 Ⅳ-12]참조)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모형에서 학습 내용 알기,
교육과정 역량 행하기, 빅 아이디어 이해하기는 각 교과 교육과정에서 ‘빅 아이디어’(Big
ideas)와 ‘학습 기준’(Learning Standards)으로 구체화된다. 학습 기준은 교과 ‘내

용’(Content)과 ‘교과 역량’(Curricular Competencies)으로 나뉘어 제시된다. 예를 들어,
과학과 교육과정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다음 [그림 Ⅳ-15]와 같이 제시된다.

※ 출처: BC주 교육과정 홈페이지(2019d)

[그림 Ⅳ-15] BC주 과학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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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교육과정의 화면에서 제시된 ‘빅 아이디어’, ‘교과 역량’, ‘내용’을 각각 클릭하면
K-10학년에서 다루는 요소들이 제시된다. 예를 들어, 교과 역량의 경우 3-4학년군과
5-6학년군에서 다음 [그림 Ⅳ-16]과 같이 제시된다.

※ 출처: BC주 교육과정 홈페이지(2019d)

[그림 Ⅳ-16] BC주 학년군별 과학과 교과 역량

과학과의 교과 역량은 문제 제기와 예측, 계획과 실행, 데이터와 정보의 처리 및 분석,
평가, 적용과 혁신, 의사소통이다. [그림 Ⅳ-16]은 3-4 학년군과 5-6 학년군에서 이러한
역량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지 제시해준다(적용과 혁신, 의사소통은 생략하고
제시됨).
또한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학년별 과학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4학년의
과학 교육과정의 내용은 다음 [그림 Ⅳ-17]과 같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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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BC주 교육과정 홈페이지(2019f)

[그림 Ⅳ-17] BC주 4학년 과학과 교육과정

[그림 Ⅳ-17]에서 핵심 역량과 함께, 4학년에서 배우게 되는 ‘빅 아이디어’, ‘교과 역량’,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각 요소에 커서를 갖다 대면 [그림 Ⅳ-17]에서와 같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제시된다.
3) 기타 수업을 위한 지원
BC주 교육부 홈페이지에서는 교사의 수업을 위해 수업 샘플, 과학 자료, 교육과정 개요,

용어 해설, 원주민 교육 등의 지원 사항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과 8학년
물리에서 배우게 되는 쿼크와 경입자에 대해 수업 샘플이 제시되는데, 이 자료의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 [그림 Ⅳ-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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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Joyce (2019: 4)

[그림 Ⅳ-18] BC주 과학과 수업 샘플

[그림 Ⅳ-18]에서 주 교육과정의 빅 아이디어 및 학습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핵심 질문
(Essential question)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빅 아이디어와 학습 기준을 단지 주 교육과

정에서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샘플을 통해 이를 제시하며, 핵심 질문으
로 빅 아이디어를 교실에서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수업 샘플에서는 다음과
같이 과학과의 교과 역량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예시해준다.
<표 Ⅳ-3> BC주 과학 수업 샘플의 교과 역량 평가 방안
교과 역량

∙ 자연에 대한 본인의 질문을 찾는 것을 목
표로 관찰하기

∙ 데이터의 패턴 또는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표, 그래프, 키, 모형 및 디지털 기술 등
다양한 방법을 적절하게 구성하고 사용하기

평가 방법 제안
∙
∙
∙
∙
∙

자유토론 내 학생이 제기한 질문
자유토론 내 학생 관찰
쿠키의 구성성분을 구분할 때 자신들의 생각에 대한 학생 설명
초콜릿 칩의 차이에 대한 관찰
어떻게 초콜릿 칩이 동시에 다르거나 비슷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찰

∙ 카드 분류 방법 관찰
∙ 짝과 함께 카드 분류 방법에 대해 얘기할 때, 학생들과의 비
공식적 질문
∙ 건물 블록 모형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비유나 모형 제안

※ 출처: Joyce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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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과 역량에 대한 평가 방안은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서 평가를 설계하는 데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4

싱가포르

가.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싱가포르는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지식정보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으로 교육개혁을 실시하기 시작했다(조
영환, 2017; Tan et al., 2017). 대대적인 교육과정 재검토를 거쳐 ‘Thinking Schools,
Learning Nation(TSLN)’라는 슬로건과 함께 싱가포르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노력이
1997년부터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 중이다(Tan et. al., 2017). 2005년에는
“더 적게 가르치고, 더 많이 배우자(Teach less, Learn more)”라는 슬로건과 함께 학생

중심 및 탐구 중심으로의 수업개선을 강조하였고, 2010년에는 21세기 역량함양을 위한
교육 목표를 제시하였다(조영환, 2017). 싱가포르 교육개혁은 학생들의 역량 함양을 위
한 교육, 학습자 중심 교육, (시험이 아니라)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라는 방향
성을 갖고 있다. 다른 나라의 역량교육에 비해 약간 특이한 점은 싱가포르는 사고력, 학
습 방법의 학습, 의사 소통력 등의 미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내용지식뿐만 아니라
정보화 기술(IT)을 활용하는 것을 1997년부터 강조해 왔다(Tan et al., 2017: 5).
2010년에 제시된 21세기 역량 틀은 아래 그림[IV-19]와 같다. 싱가포르의 21세기 역

량틀에는 ‘기대하는 교육 결과’(Desired Outcomes of Education: DOE)가 제시되어 있
는데, 동심원의 바깥에 제시된 자신감 있는 사람, 자기주도적 학습자, 적극적 기여자, 의
식 있는 시민이 그것이다. 즉, 싱가포르의 기대하는 교육 결과는 우리나라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상당히 비슷하다(조영환, 2017). 학생들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21세기 역량으로는 핵심 가치(Core values), 사회적·정서적 역량(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ies), 지적 역량(Emerging competencies)을 제시하고 있다(아래

그림 [IV-19] 참조). 21세기 역량에서 핵심가치를 강조하며 동심원의 중앙에 위치시키고
있는 점은 싱가포르 역량교육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핵심가치로는 존경,
책임감, 진실성, 배려, 회복탄력성, 화합을 제시하고 있다(조영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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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싱가포르 교육부 홈페이지(백선희, 2017: 12에서 재인용)

[그림 Ⅳ-19] 싱가포르 21세기 역량 틀

나.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전략19)
1) 학교-연구자(대학)-정책 입안자 간의 파트너십

싱가포르 교육개혁의 첫 번째 전략은 학교-연구자(대학)-정책 입안자 간의 파트너십
형성이다. 20여년 계속되고 있는 싱가포르의 교육개혁은 국가 주도의 성격을 지니기는
하였지만, 중앙집권적인 ‘top-down’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싱가포르 교
육개혁은 교육부 정책입안자, 학교 현장의 실천가, 교사 교육자,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 간의 공통된 이해, 그리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계속적인 논
의와 조정,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학교, 대학, 정부라는 삼주체의 파트너십(tripartite partnership)은 싱가포르 교육개혁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Tan et al., 2017: 8). 싱가포르에서 학교
-대학-정부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19) 이 항은 Tan et al.(2017)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장별 인용표기를 생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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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Tan et al. (2017: 9)

[그림 Ⅳ-20] 싱가포르 교육에서 연구, 정책, 실행 간 관계

즉, 싱가포르에서는 현장에서의 실행과 연구(자)가 상호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 결과가
정책에 활용되며, 연구결과와 다른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정책은 현장으로 반영되며, 현
장에서의 실행은 다시 정책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이나 파트너십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그 세 주체의
협력이 교육개혁에서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교육개혁에 상응하는 교사 역량 함양 지원

싱가포르의 두 번째 전략은 교육개혁의 방향성을 실행할 수 있기 위해서 요구되는 교
사의 역량을 명료화하고, 교사들이 그런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연구자(대학)-정책입안자의 삼주체 간의 파트너십 형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교사 교육 및 연구 대학인 NIE(National Institute of Teacher Education and
Educational Research)이다. NIE는 450여명 규모의 교수진을 가진 대규모의 대학교로서,

싱가포르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예비 교사 및 현지 교사 교육을 담당한다. NIE는
싱가포르의 21세기 역량 개념틀을 실행할 수 있기 위해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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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화하고, 교사들이 해당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와 현장과의 협력으로 NIE는 교사교육 프로그램 검토를 거쳐,
2009년 21세기를 위한 교사교육 모델(Teacher Education Model for the 21st
Century[TE21])을 개발하였다(아래 그림[IV-21] 참조). TE21은 교사의 전문성이 가치,

지식, 기능을 포괄하는 총체적 능력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교사가 가져야 할
학생 중심 가치(V1: 공감, 모든 학생들이 배울 수 있다는 믿음,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
개발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다양성에 대한 존중), 정체성(V2: 높은 기준 달성에 대한
목표, 자연에 대한 경외, 배움에 대한 탐구, 개선에 대한 욕구, 열정, 유연성 및 회복탄력
성, 윤리적성, 전문성), 지역사회 및 교사 집단에 제공해야 할 서비스(V3: 협동력 학습
및 실행, 도제십 및 멘토십 구축, 사회적 책임과 참여, 스튜어드십), 기능(성찰 및 사고
기능, 교수 능력, 사람 관리 능력, 자기 관리 기능, 행정적·관리적 기능, 의사소통력, 촉진
능력, 테크놀러지 기술, 혁신 기능, 사회정서적 지능), 지식(자신, 학생, 지역사회, 교과목,
교수법, 교육학 및 교육정책, 교육과정, 다문화 문해력, 글로벌 의식, 환경 의식)을 명시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21세 교사 교육의 틀은 다음과 같다.

※ 출처: Tan et al. (2017: 10)

[그림 Ⅳ-21] 싱가포르 21세기 교사 교육 모델(V2SK 모델)

113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 전략 탐색

3) 교육 연구에의 예산 투입 및 장기적인 교육 연구 수행 지원

교육개혁을 위한 싱가포르의 세 번째 전략은 21세기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에 대한
대규모의 교육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연구와 현장 실행, 그리고 정책이 서로 보
완하면서 수정될 수 있도록 했다. 1999년 이전까지 싱가포르에서는 교육 연구를 위한
예산이 거의 투입되지 않았다. ‘생각하는 학교, 배우는 국가’ 라는 교육정책 기조를 실행
할 수 있도록 1999년부터 교육 연구를 위한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했고, 거의
15년(2003-2017)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 연구(ER, educational research) 계획을 세워

운영하였다. 연구는 1기(2003-2007)에는 기초연구(baseline studies), 2기(2008-2012)
에는 조정에 관한 연구(intervention studies), 3기에는 정교화 및 확산에 관한 연구
(Scaling & Translation)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3기로 갈수록 예산 규모는 계속 증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아래 그림 참조)

※ 출처: Tan et al. (2017: 13)

[그림 Ⅳ-22] 싱가포르 NIE 교육연구 3.0 계획(2003-2017)

교육 연구는 (1) 싱가포르 교수·학습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 창출, (2) 계속되는
교육 이슈에 대해 실용적이고 적절한 대안 마련, (3) 교수법과 교육과정 실행에서 혁신
도모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싱가포르에서는 교육 연구 부문에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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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대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서 교육 연구가 축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연구 결과는
현장과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 것을 교육개혁 실행의 전략으로 활용하였다.

다.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지원 체계20)
1) 21세기 역량과 교과 내용의 관련성 제시

싱가포르에서 21세기 역량을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방식은 교과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러 교과 중, 사회과 교육과정은 특히 일반 역량과 사회과 내용과의 연관성을 설
명하는 데 주력한다. 다음 <표 Ⅳ-4>는 사회과 교육과정 문서에서 21세기 역량과 사회과
내용과의 관련을 나타내는 사례이다.
<표 Ⅳ-4> 싱가포르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21세기 역량
레벨

가치

사회적·정서적
역량

초등학교 존중 1학년 주제들은
1학년: 책임성 자신과 주변 인물
나 자신, 조화 들 및 인접환경을
타인,
배려 이해하게 함으로써
자아 인식 및 사회
환경 알기
인식을 높일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함

의사소통·협
동과 정보
기능
수업 활동과
현장 기반 학습
활동에서 자신
주변의 사람
들과 장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처
리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협력하기

학습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의 관
계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을 살 다양한 발표
피면서 관계 관리 방식이나 다
기능을 발전시킴 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울러, 자신의 행 본인의 학습
동이 주변의 사람 과정을 정리
들과 환경에 어떤 하기
영향을 미칠 수 있
는지를 조사하면서
자기 관리 및 책임
감 있는 의사결정력
을 향상시킴

시민성 문해,
글로벌 의식,
다문화적 기능
현장기반 학습을
수업 속 탐구:
탐구 기반 접근을 통해 통해서 싱가포르
핵심 개념을 탐색 및 의 다양한 문화
이해하면서 비판적
살펴보기
사고 능력을 활용하기
세계의 유명한
수업 활동 및 현장
장소들을 배우
기반 학습:
면서 글로벌
반 친구들의 정보를 의식을 향상시
수집하고 처리하면서 키기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발전시키고 표현하기

C2015
기대하는 교육 결과
(추구하는 인간상)
자신감 있는 사람
학습자는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그룹을 이루어
작업할 수 있으며, 효
과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함

학습내용을 적용한
예술품(artefacts)을
만드는 수업 활동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
발전시키고 표현하기

의식 있는 시민
능동적 시민으로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고, 시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키워감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자기 주도적 학습자
학습자는 본인의 학습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짐
(탐구과정에서 질문하고,
성찰하며, 끈기가 있음)

적극적 기여자: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을 보살
피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함

※ 출처: 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 (2013: 48)

20) ‘다.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지원체계’ 부분은 백남진(이화여대) 교수에게 의뢰한 원고를 기반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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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에서 초등학교 1학년(Primary 1) ‘나 자신, 타인, 환경’의 사회과 내용과 핵

심 가치, 사회·정서적 역량, 의사소통·협동과 정보 기능,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시
민성 문해, 글로벌 의식과 다문화적 기능 등 관련되는 21세기 역량 및 교육 결과가 제시
된다.
2) 교과 교육과정의 구성에 대한 안내 제시

싱가포르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구성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문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교과 내용을 안내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의 ‘싱가포르의 이해’
라는 주제에 대해 다음 [그림 Ⅳ-23]에서와 같이 수행 수준 설명, 핵심 이해, 지식 목표,
기능 목표, 가치 목표, 핵심 개념 항목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다.

※ 출처: 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 (2013: 15)

[그림 Ⅳ-23] 싱가포르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구성 요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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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3]에서 사회과 교육과정의 학습목표(Outcomes)21)는 지식, 기능, 가치 측면

에서 다면적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세 측면에서 학습목표와 함께 수행 수준 설명(Level
Descriptor), 핵심 이해(Key Understandings), 핵심 개념(Key Concepts)이 제시된다.

싱가포르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해, 주제의 내용을 개괄적
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이해, 핵심 개념이 학습목표와 함께 제시된다. 주제에 대한
이러한 다면적이고 구조적인 제시는 교사가 자신이 가르칠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명료
한 이해를 하게 할 수 있다.
내용 제시에 연달아 다음 [그림 Ⅳ-24]에서와 같이 학습 활동 및 수행과제가 제시된다.

※ 출처: 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 (2013: 29-30)

[그림 Ⅳ-24] 싱가포르 사회과 교육과정의 학습 활동 및 수행과제 제시

21) 싱가포르의 학습 결과는 한국의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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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4]에서 제시되는 학습의 초점(Learning Focus), 학습 활동 제안(Suggested
Learning Activities), 수행과제 제안(Suggested Performance Task) 등은 교사가 수업을

계획할 때 참조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학습 활동 제안과 수행과제 제안은 학습 활동과
수행과제의 예시로서 제시되는 것이다.

5

소결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핵심역량을 중심에 두고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실행하고 있는 홍콩, 호
주, 캐나다 BC주, 싱가포르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역량교육 실행에 주는 시사점
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홍콩은 “배움을 위한 학습”이라는 비전 하에 국가교육과정을 개정
하였으며, 학교단위 교육과정 개발(School-based Curriculum Development) 접근법에
따라 단위학교별 교육과정의 재구성 및 적용을 지원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효율적으
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호주도 유사하게 2009년 이래로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각 주정부별로 적용하고 있으나, 주정부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국가교육과
정의 내용과 수준, 적용시기와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
캐나다는 최근 주정부 단위에서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핵심역량을 중심
에 두고 성취기준이나 평가기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시험 준비가 아니라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학교의 문화와 제도, 학
교 환경을 바꾸는 노력을 1997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다(조영환, 2017). 각국의 사
례 분석을 OECD 교육 2030의 학습개념틀의 주요 내용과 연관지어 살펴볼 때, 역량교육
의 특징과 미래지향적 역량기반 교육의 실행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역량개념 및 역량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
첫째, 역량의 개념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과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
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학생 주체성이 강조되고, 학습방법의 학습, 그리고 가치를 강조하
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방향성은 학생 행위주체성(student agency)를 핵심적인 개념으
로 하고, 평생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며 역량 개발 싸이클(A-A-R)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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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OECD 교육 2030의 학습개념틀의 방향성과 상당히 유사하다. 또한, 싱가포르
에서는 20년 전부터 존경, 책임감, 진실성, 배려, 회복 탄력성, 화합이라는 가치를 전면에
강조하고 있는데, 이 점은 OECD 교육 2030에서의 역량 범주에서 역량을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로 구분하고 있는 점과 연결된다. 사실, 가치는 사회적·문화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는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조심스러워 하던 영역이다. 이번 교육 2030의 역량의 구
분에서 가치가 태도와 함께 포함된 점은 미래 사회가 기술발달과 함께 개인과 사회의
웰빙 또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에 기반 한 선택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는
예상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역량의 개념과 관련하여 호주와 BC주의 예에서 기초학력에 대한 강조(예: 졸업
요건으로 문해력과 수리력 시험 추가)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분
은 학습나침반 2030에서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초적인 인지적, 사회·정
서적, 신체적 기초가 있다는 전제로 “핵심 기초(core foundations)”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 연결된다.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은 국내에서도 역량교육에 대한 우려사항으로 언급
되기도 하므로,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고려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역량 및 역량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전달 효과가 큰 그림이나 아이콘 등 다양하고 다채로운 시각적 제시를 한다. BC주
교육부, 싱가포르 교육부, 호주 교육과정 홈페이지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제시되는 정보와
자료만으로도 역량교육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역량교육을 실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 자료들도 탑재되어 있었다. 특히, 호주에서는 아이콘을
활용하여 학습 영역의 내용과 일반 능력, 범교과 주제와의 연계성을 나타내고 있었고,
학부모를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와 관련 링크 사이트를 교육과정 홈페이지에 게시하
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역량에 대한 정보 및 실행 방안에 대해 온라인 제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사례와 같이, 역량 개념과 역량의 하위 요소들에 대해 충분하게 설
명하고 관련 수업 및 평가 자료를 풍부하게 제시하는 것은 교사들이 역량을 올바로 이해
하고 역량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인터넷 매체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 역량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역량교육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 아울러,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과 역량 간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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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역량과 교육 내용 간의 관련성 등을 나타내는 데 그림이나 아이콘 등 다채롭고 시각
화된 다양한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과정 개발 및 설계 과정에서 교사의 참여가 보다 적극적이다. 학교교육과정
설계에 앞서 교사들과 함께 위원회 등의 조직을 구성하고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홍콩의
사례나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BC주의 사례는 교사의 참여
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사들이 역량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
한 원인 중의 하나는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교사 소외 또는 실질적인 참여 부재와도
연결된다(이상은 외, 2018). 이를 고려할 때, 교육과정 개발 및 설계 과정에서의 교사참
여를 보다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일관된 교육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실제, 지나치게 빨리
바뀌는 교육정책은 우리나라 교사들이 역량교육에 대한 공감대 낮은 이유와 연결된다(최
수진 외, 2017). 유행처럼 왔다가 사라지고 곧 다시 다른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될 것이
니, 굳이 빨리 이해하고 시도하려하기보다는 그저 하던대로 하면서 버티는 것이 교사들
입장에서는 더욱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 특히 싱가포르
의 교육개혁 진행 사항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97년에 시작된 싱가포르의 교육개혁
정책은 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교사 교육 개혁과 교육연구를 통해서 20년 넘게 체계적
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 교육정책이 정권의 변화와 함께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교육의 방향이 설정되었으면 보다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실행 및 개선하며, 실행에 필요한 여건과 지원체계를 마련해 가는 노력이 필요
하다.

나. 교육과정 설계 및 학습
교육과정 설계 및 학습과 관련하여, 첫째, 교과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구조적
으로 제시하고, 교수학습과 평가를 위한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캐나다 BC주는 교과
의 내용을 핵심 역량과 함께 빅 아이디어, 학습 기준(교과 역량, 내용)을 제시하였고, 호
주의 교육과정은 일반화와 구체화를 통해 교과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제시하였다. 싱가포
르는 교과 내용을 학습 결과와 함께 학생의 핵심 이해, 핵심 개념 등을 제시하였다. 세
나라 교육과정에서 볼 수 있는 빅 아이디어, 일반화 등은 교과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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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학생의 심층적 이해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교사로 하여금 가르칠 내용을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과 내용을 제시하는 데서 나아가 교수·학습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같이 제
시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BC주에서는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교사의 수업을 위해 수
업 샘플, 과학 자료, 교육과정 개요, 용어 해설, 원주민 교육 등의 지원 사항을 제시하였
다. 호주에서는 교육과정 홈페이지에서 성취기준에 따른 과제 샘플을 수준별로 제시하여
교사가 수업에서 참조하도록 하였다. 싱가포르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의 초점’,
‘학습 활동 제안’, ‘수행과제 제안’ 등으로 교사가 수업을 계획할 때 참조하여 도움을 받

을 수 있는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역량에 대한 발달 수준을 제시하는 점도 인상적이다. BC주에서 학년군에
따른 교과 역량이 제시되었다. 호주에서는 각 일반 능력에 대해 학습 연속선으로 능력
수준을 제시하고 학생의 수행 수준별로 과제 샘플이 예시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역량의
발달적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량의 발달 수준은 수업에서 특히 평가를
설계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일반 역량과 교과의 연계성을 제시한다. 호주 교육과정의 경우, 내용 설명에서
일반 능력과 교과 내용 간의 관련성이 아이콘으로 표시되었고, 싱가포르 사회과 교육과
정에서는 21세기 역량과 사회과 내용과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지
검토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를 위한 자료를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교과 교육과정과 수
업 및 평가가 정합성이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2015 개정 교과 교육
과정에서도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등 교과 내용을 핵심적으로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요소들이 적합하게 선정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서
는 빅 아이디어와 일반화를 수업 샘플에 반영하기도 하고 교육과정 문서에서 핵심 질문
을 함께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교과의 핵심적 요소들이 설정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
라 교사들이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역량에 대한 발달 수준을 구체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학년군에 따른 역량의 제시나 역량의 연속선 제시
등을 볼 수 있었고, 특히 호주에서 성취기준에 대한 과제 샘플이 학생의 수행 수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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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는데 이러한 점은 역량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참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양한 평가방법이 활용되고 평가 개혁이 시도되고 있다. 역량교육의 실행에서
평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어려운 과제이다. 호주에서는 학생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학습 수준과 평가 시기, 목적을 고려하여 실시되며, 학습수준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위한 형성평가, 학생의 성취수준에 대한 학부모 보고를 위한 총괄평가(년 2회),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수리력과 문해력 확인을 위한 국가수준 성취도 평가, 특정 학습영
역에 대한 성취도 점검을 위한 국가 수준 표집 평가 등을 활용하고 있었다. BC주의 경우
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과 함께 주정부 차원의 교과시험을 폐지하고 과정중심 평가
(assessment as learning)를 교실수업에 도입하여 학생이 충분한 정보를 통해 자신의 학

습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즉, 역량교육에서 평가에 대해서는 국가
수준에서 방법이 통일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목적에 맞게 평가를
어떻게 가져갈 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선(continuous improvement)을 위한 절차와 제도를 마
련하고 있었다. 교육과정은 개발을 완료하고 적용함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적
용하여 실행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정부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과 리뷰를 실시하는
홍콩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최근에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실행하고 있는 BC주의
사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부분이다. 특히 BC주의 경우 2017년 교사단체(BCTF)의
협조를 얻어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BCTF, 2017), 개정 교육과
정의 영역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개선을 위한 과제를 수행 중이다. 정부와 지역
교육청, 단위학교의 수준에서 교육과정의 실행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
과를 환류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
문서를 토대로 한 이번 해외사례 분석에서는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에서 교사의 공감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역량교육을 실행하
기 위해서 요구되는 교사의 역량을 명료화하고, 교사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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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교사 자신의 역량에 대해 효능감이 부족한 국내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시
에, 교사의 역할이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도 교사 개인의 역량보다 동료 교사, 교육 연구
자, 교육 정책가, 학부모와 지역사회 등 학교 내·외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OECD 교육 2030에서는 학생의 행위주체성
함양을 강조하고 학생의 행위주체성 함양을 위해서는 학생(본인)-또래-교사-학부모-지
역사회의 상호협력(협력적 행위주체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홍콩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강조하면서 교사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주체(학생, 외부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의 역할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선, 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사는 교육과정 실행의 주체로서, 교육과정 개정(개발)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교육
과정의 내용과 가르치는 방법, 평가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학생의 흥
미와 관심, 요구도를 충분히 이해하여 학생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교사들은 스스로 역량교육을 경험해 보지 못
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자신의 역량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전문성
을 갖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교사 개인의 역량으로만 이해되기보다는 교사 간의 공
동체나 연대, 협력을 통해 함께 학습하고 공통의 기준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을 강조하
고, 이를 위한 전문성 개발과 지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의 책임을 학교 또는
교사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기 보다는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학생의 성장이라는
공통 목표를 갖고 협력하는 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역량교육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교사로 한정하기 보다는 학부모와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뿐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 역시 학생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학교 교육
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교육과정 및
역량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업무 부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해외사례 분석이 문서에 한정
되었기 때문에 실제 역량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각 국가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
는지를 자세히 알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교육개혁 과정에서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잦은 협의회로 인한 피로감 증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보고되었
다(Yuen, Boulton & Byrom, 2018). 국내 역량교육의 실행에서 교사의 업무 과중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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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언급된다. 교사의 업무 부담과 피로감이 한국 교직사회의 독특한 특성이 아니
라고 한다면, 역량교육의 실행 과정에서 교사 부담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
다. 특히, 싱가포르 사례에서 학생중심 교육으로 변화하기 위해 수업 개선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교사가 학교에서 수업 계획 및 준비를 위해 일정 시간을 할애하도록 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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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사례 조사

이 장에서는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 조사는 역량교육 실
행과정을 이해하고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고,
5개(고등학교 2개교, 중학교 3개교)의 학교가 참여하였다. 학교별로 교사, 학생, 학부모

면담조사, 수업 및 교육활동 참여 관찰, 학교 교육과정 계획서 및 기타 문서 분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례 조사 분석 및 제시는 OECD 학습개념틀 분석 틀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1) 역량 개념과 역량교육의 필요성, (2) 교육과정 및 학습 설계와 실행, (3)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학교별 두드러진 주제(theme) 중심으
로 논의하였다.22)
구체적으로, 첫째, 역량 개념과 역량교육의 필요성에서는 사례 조사에 참여한 학교에서
강조하는 역량과 역량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교육과정 및 학습 설계와 실행에서는 역량교육을 실행할 때 어떤 특징
을 갖는지를 OECD 교육 2030에서 제시하는 ‘개념, 내용, 주제 설계 원리’(학생중심, 엄
격성, 초점, 연계성, 정합성, 전이가능성, 선택)와 ‘과정 설계 원리’(교사 주체성, 실제성,
상호연관성, 유연성, 참여)에 비추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학교들이 역량교육의 설계
및 실행과정에서 겪고 있는 도전과제를 살펴보았다. 셋째,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에
서는 학생 (역할과) 행위주체성, 교사 (역할과) 행위주체성, 그리고 학생-또래-교사-학부
모(지역사회) 간의 협력적 행위주체성 발현 모습과 맥락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국내 역량
교육 실행에 대한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22) 자료 수집에서는 국내 역량교육 실행의 주요 이슈로 언급되는 (1) 공감대 형성, (2) 실행방법, (3) 여건 및
지원 체계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자료 분석 및 제시는 OECD 학습개념틀 분석틀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이후에 조정되었음. 자료 수집에서 공감대 형성과 관련되는 부분은 (1) 역량 개념과 역량교육의
필요성 영역에서 제시되었고, 실행방법에서 교육과정 실행과 관련되는 부분은 (2) 교육과정 및 학습 설계와
실행 영역에서 그리고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3)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 영역에서 논의함.
그리고 여건 및 지원체계에 대한 부분은 (2) 교육과정 및 학습 설계와 실행에서 도전과제 부분에서 주로
논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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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국내사례 분석틀
구분

주요 세부 내용

역량의 개념과 역량교육의
필요성

역량의 개념 및 역량교육의 중점

교육과정 및 학습 설계와
실행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

1

역량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와 공감
교육과정 개념, 내용, 주제 설계: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조직
과정 설계: 학습 과정
교육과정 설계( 및 실행)에서 나타나는 도전 과제
학생 행위주체성
협력적 행위주체성

A 중학교 사례
학교 배경 정보

A 중학교는 ○○면 소재 공립중학교로 1971년 개교하였다. 2019년 3월 현재 학생수 216명, 10학급(특수반
1반 포함)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교직원은 총 40명이다. 학교장은 2016년 9월 본교에 부임하였다.23)
A 중학교에서 역량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8년 전원학교로 지정되면서부터이다(2012년 혁신학
교로 지정)(교사 3). 당시 A 중학교는 학년당 1학급으로 교감이 미배치된 소규모 학교였고 학생수도 점차 줄
어드는 학교였으나 2008년 9월 재직교사였던 수학교사가 내부형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이후 “찾
아오는 시골 학교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가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교사 3). 초기에는 전국형 자율학교로 운영되어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모집하면서 대도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 타 지역 학생들이 진학하였으나(기숙사 운영) 2-3년 전 광역형 자율학교
로 전환하여 학군제와 도 단위 학생 모집을 병행하고 있다. 즉, 인근 2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받
고 남는 인원에 한해 추첨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교사, 학생, 학부모 면담을 통해서 볼 때, A 중학교는 학생,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이다. A 중학교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 때 전학을 오거나 이사를 오는 경우도 있다(학생 1, 학생 4). 학교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학교
인근에 주택을 지어 거주하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교사 4). 혁신학교 초기보다 학생 수도 늘고 동네 주민도
늘고 있다(학부모 4). 학교 인근 문화시설 등 인프라는 부족한 편이나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마을 장터를 통해 마을과 학교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지역사회가 학교교육에
참여, 지원, 협력하고 있다.
A 중학교는 창의성, 인성 함양 교육을 통해 행복한 학교공동체를 만들고 "나를 가꾸고 남을 배려하는 ‘세
움·나눔’ 인간 육성”을 학교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학교의 하위 비전으로 ① 학생이 바로 서고 꿈을 키워
가는 학교, ②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 ③ 비전을 제시하고 즐거움을 주는 학교, ④ 학부모·지역사
회와 함께 하는 학교”등 4가지를 설정하고 있다. 1학년은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23) A 중학교는 자율학교로서 공모 교장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당시 공모에 참여한 사람이 없어서 현 재직
학교장은 공모 교장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배정되었음. 현 학교장은 학교혁신담당 장학관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어, A 중학교의 배경과 역사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변화에 관심이 많고 단위학교
성장보다 “학생 개인의 성장”이 우선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었음(비공식적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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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역량 개념과 역량교육의 필요성
A 중학교 역량교육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학생 역량과 역량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대 형성 방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역량의 개념 및 역량교육의 중점

가) 세움·나눔
A 중학교는 세움·나눔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세움·나눔’은 A 중학교 학교교육계획서

에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에도 공유되고 있는, A 중학교가 추구하는
혁신교육의 핵심 철학, 비전이다. 학교에서 강조하는 역량에 대한 질문에 학생 4는 “나을
세우고 남을 배려하는 세움·나눔 교육을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답하고 있다. 세움·나눔은 A 중학교가 2012년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부터 설정한 학교
교육 철학, 비전으로 학교공동체 속에서 남을 배려하고 협력할 뿐 아니라 자기 주체성과
책임감을 갖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OECD 교육 2030에서 제시하고 있는 변혁적 역량의 하위 범주인 “책임감 갖기”,
“갈등과 딜레마 조정하기”,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중 앞의 두 가지 역량과 관련한 핵심

구인인 자기의식, 자기규제, 신뢰 형성, 자신과 다른 의견을 지닌 타인에 대한 공감과 존
중, 공동체성 등과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A 중학교에서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의 핵심 구인인 개방적 자세,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협력과 비판적 사고 등도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움·나눔의 의미에 대해 혁신학교 운영 초기부터 A 중학교에 근무한 교사 3의 설명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세움·나눔 이 철학을 세운 게 ... [공모]24) 교장 선생님이 되시면서 학교가 ...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 아이들이 그 시기에 ... 나만 잘하면 돼, 이런 분위기들도 좀 있었지만 ... 미래를
봤을 때 우선 나를 먼저 세우기도 해야 되지만 같이 나누면서 가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 초기 굉장히 작은 학교였기 때문에..오는 아이들도 다 이 동네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알 정도로 서로 속속들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24) 문맥이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연구진이 추가 또는 수정한 단어나 표현은 ‘[ ]’로 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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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굳이 ‘너만 잘하냐,’ ... ‘나만 잘하냐’가 아니라 같이 가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세움, 나눔으로 가자고 ... 정했던 것 같아요.(교사 3)

나)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새로운 사고와 통찰력 개발,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A 중학교는 모둠활동과 다양한 교육활동(예를 들어, 챌린지 프로그램-도전 지리산, 벽

화그리기, 힘나세, 에코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관점, 경험을
접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A 중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평가와 연계되지 않을
때, 교육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구현하기는 어렵다. 이 점에서 A 중학교는 수행평가 비중
을 70%로 정하고 있는데(“지필평가로 보면 잘 그게 좀 안 맞는다 해서 수행평가를 늘렸
다.”, 교사 2), 특히 구술평가, 모둠평가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모둠원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꼴찌 모둠을 1등 모둠으
로 만들려는 노력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도전적인 과업 수행에 따른 성취감 등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관련하여 학부모, 학생의 말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술평가가 과목마다 있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꾸 힘이 길러지
다 보니까 ... 나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친구가 어떤 고민을 하면 그게 또 연결이 돼서 ‘아, 나도
저런 [생각을] 해볼까,’ ‘나도 저거를 해볼까’ 하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학부모 1)
아무래도 1학년이니까 ... ‘나는 쟤하고 안 하고 싶다’ 하는 애들이 나오잖아요. ...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할 때, ‘제가 저 모둠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애들도 나오고[요]. ... ‘나라면 저 모둠에 안
갈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 간 아이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내가 이 모둠을 ... 1등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 그래서 실제로 과학에서는 1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모둠 애들이 놀랐대요. ‘쟤네가? ... 어버버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쟤네가?’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
요]. ... 걔네 모둠만의 성취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 ... 그 반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배웠을 것 같아요.
(학부모 3)

다) 갈등과 딜레마 조정하기: 타인에 대한 공감과 존중
A 중학교에서 모둠활동(책상 모둠), 모둠평가는 모든 수업에서 적용되고 있었다. 이는

과목별로 한번 정해진 모둠은 한 학기 동안 유지하는 방식으로 모둠에 따라 리더 역할을
하는 학생, 무임승차하는 학생이 있기 마련이어서 초기에는 학생들의 불만도 제기되었
다. 그러나 한 학기 이상 운영하면서 학생들은 주어진 모둠원들과 협력, 존중, 배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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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모둠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과 다른 타인에 대한
공감과 존중,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 이동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학교
에서 강조하는 역량이 무엇인가’는 질문에 대해 학생 1은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이
라고 답하였다. 모둠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과
정을 언급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공동체 역량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한 명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선생님이 노력하세요. ...
의사소통 역량도 선생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학생 1)
처음에는 ‘쟤가 왜 저래? 이해를 할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아, 엄마, 쟤는 그냥 저런 성격의
친구인가 봐’[라고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것만 인정하면 다툼이 안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행사를
통해서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거를 배우는, 공동체라는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아, 쟤는 나와 다르다,
다른 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저 친구를 인정하면 저 친구도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그러면
서 공동체 생활에 자연스럽게 젖어가고 그 속에서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을 찾고. ... 함께 했을 때 또
배움이 크다는 걸 알아가는 것 같아요.(학부모 1)

라) 책임감 갖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 자기규제, 자기주도, 책임감
A 중학교에서 모둠활동은 모둠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갖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었다. 또한 학생의 1/3이 참여하고 있는 학생자치회는 교육활동 뿐 아니라 학생
생활과 관련된 주요 쟁점(예: 교복, 화장, 염색, 핸드폰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모둠활동과 자율적인 학생자치회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책임감 갖기와 관련된 역량을
함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모둠활동에서] 숟가락 얹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 그런 친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미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 그러면서 또 책임감이 생기는 거고 ... 이 친구한테 미안하니까 ‘다음에는 해야 되겠
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학부모 1)
1학년 때는 ‘나 안 할 거야, 너 이거 알아서 해라’는 애들이 되게 많았는데, ... 2학년 올라오면서부터
는 그 피해가 자기한테도 간다는 걸 알아차리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서 ... 그래도 이제 노력이라도
하려는 아이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서 ... 뿌듯하고 좋아요.(학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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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량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와 공감

역량교육 실행을 위해서는 역량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와 공감이
필수적이다. 역량교육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A 중학교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이야기’나눔을 통한 공감대 형성
A 중학교에서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사들은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하는 기회와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한 교사(교사 1)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 나누는 거”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매주 수요일 전 교사가 모이는 시간뿐 아니
라 수업 협의회, 의결형 교무회의, 개학 전 워크숍, 교육과정 재구성 협의 등 다양한 형태
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 나눔은 교사와 학부모 간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학급모임, 가정방문 등) 이를 통해 역량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와 공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매주 수요일 6교시마다 전 교사가 모여서 같이 뭔가를 해요. … 수업 나눔을 하기도 하고 의결형 교무
회의도 하고 독서토론도 하고 필요하다면 연수도 받고 하거든요.(교사 3)
[교사 워크숍은] 같이 출발해요. 가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요. 그때 공감대도 더 많이 형성하고 올해
는 ‘이것도 해보자’, ‘이것도 해보자’[는 얘기를 하게 되죠].(교사 4)
학급 모임[이라고 모둠의]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전부 다 모여서 모둠에 대한 생활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 이제 커피숍 같은 데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2학년 학년부장 선생님이
[제안]해서 하기로 했거든요.(교사 4)

특히, A 중학교 구성원들은 이런 ‘이야기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학교 교육활동의 철학
과 의미, 왜 하는가를 이해하고 공유하며, 이러한 이해와 공감은 역량교육을 실행하는
기반이 되고 있었다. 관련하여 한 교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프로그램도 사실 엄청 많고 한데 이거를 ‘왜 하는지’를 선생님들이 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여기서 하니까 그냥 해야 되나보다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한 번씩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사실 처음에는 의미를 알아도 와 닿지가 않아서 그냥 그래도 의미가 좋다고 하니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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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도 있는데. 작년부터는 그래도 좀...뭔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시
고 막 고민 있다고 할 때도...도와주시고 하면서...즐겁게 어렵지 않게 하고 있어요...(교사 2)

나) 아이들의 성장, 변화된 모습
학생들의 성장, 변화된 모습은 A 중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이 역량교육의 필요성을 더
공감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성장, 변화된 모습에 만족과 감동을
표현했으며, 특히 다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A 중학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후 자녀들
도 A 중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여기 첫째 아이 보내신 부모님들은 둘째 건, 셋째 건 꼭 보내시려고 하거든요, 멀리 있을 때도.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3학년 들어가면 ‘컸다’라는 게 보여요. ‘성장했구나,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도 깊어지고 프로젝트가 있을 때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졌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부모님들도 그것 때문에 더 학교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같아요].(교사 4)
프로그램들이 모두 아이들한테 초점[을 두고], 아이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걸 강조해요]. ,,,
그걸 또 저희들도 공감을 ...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애들이 갔다 온 걸 보고 아니면 가서 하는
걸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미가] 찾아지는 것 같아요.(교사 2)

나. 교육과정 및 학습 설계와 실행
1) 교육과정 개념, 내용, 주제 설계: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조직
A 중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육과정의 내용, 주제들이 새롭게 설계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교과와 연계되거나 연계되지 않은 학교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도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조직 원리가 드러났다. A 중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과 주제
설계 원리,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초점, 정합성, 전이가능성: 주제 중심 교육내용 선정
A 중학교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은 방학 중 교사 워크숍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는 한 학기의 교육과정 내용, 평가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교사 3).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육내용 선정 및 조직 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의 교과별 성취기준, 교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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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순서 조정, 교과 간 통합, 수업과 평가의 연계 등을 포함한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주제에 맞춰서 모든 교과가 함께 수업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다(교사 3). 이는 교육과정 개념, 내용,
주제 설계 원리 중 초점, 정합성, 전이 가능성 등의 원리를 구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
다. A 중학교의 교육과정 재구성 협의 과정은 교사 3이 매우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이는 ①학생 성향 분석 및 주제 잡기 → ②교과별 성취기준 검토 → ③교과내용
순서 조정 → ④교과간 내용 조율 및 협의 (교과 통합 및 역할 분담) → ⑤수업내용에
맞는 평가내용 및 방법 협의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과정 재구성도 선생님들이 전체가 모여서 성찰[해요]. ... 그 학년을 들어가신 선생님들은 당연히
모이시고 그 외에 선생님들도 같이 ... 아이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①주제를 먼저 잡고요. 그 주제가
정해지면 이제 선생님들이 다 ②성취기준을 다 가지고 오세요. 교과서와 성취기준을 가지고 오셔서
이 주제에 맞는 부분이 우리 교과에서 어느, 어느 곳에 있을까라는 거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③보통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순서대로 진도를 나가시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앞, 맨 뒤에 있는 단원도 앞으로 가지고 와서 그 주제에 맞춰서 맞다고 하면 앞에 가지고
와서 그 시기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의 진도가 굉장히 많이 흐트러지기는 하죠...④여러 교과에
서 같은 내용들이 접목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도덕 교과에서 나오기도 하고 국
어 교과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모여서, ‘우리 교과에서 이거를 하니까 다른 교과에서
는 이 부분을 빼고 좀 더 다른 부분으로 ... 연계성 있게 나가보자, 좀 더 깊이 있게 나가보자’ 하면서
그걸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율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그 프로젝트에서 같이 교과를 통합을 시
키고 ... ⑤평가도 그쪽에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 국어과에서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만든다고 한다
면 동영상을 만들 때 스토리가 필요하잖아요. 그 스토리 만드는 거를 국어과에서 해주고 동영상 만드
는 거는 기술가정과에서 만들어주고, 다 완성이 된 최종본을 평가를 하는 거는 사회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년, 1학기의 수업과 평가를 다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인
거죠.(교사 3)

나) 학생 중심: 학년, 학생 특성을 고려한 주제 설정과 프로젝트 설계
A 중학교의 교육과정 설계는 학생과 학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년별로 다양한 교육활

동,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1학년 학급야영, 2학년 수학여행, 3학년 도시
문화체험 등이 학년별 활동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9년 2학기에 2학년은 에코 프로젝
트와 공간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다. 교육과정 설계 시 학년, 학생 특성을 고려하
는 과정은 교사 2가 잘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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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재구성할 때 그냥 교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 특성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
학년도 이 아이들은 전 학년도에 이런 아이들이었고, 어떤 부분이 ... 필요한지를 각 선생님들이 쓰신
걸 합쳐가지고 학기 당 두 개의 주제를 뽑거든요. 그래서 올해 2학년 2학기 주제는 에코랑 공간혁신
프로젝트로 이렇게 학기에 두 개의 큰 프로젝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이 교과에서 같이
진행할 수 있으면 붙으세요. 아니면 마땅히 참여하기 어려운 내용이더라도 ... 내용을 계속 같이 공유
를 하세요. ... 그러면 참여는 안 해도 그 내용을 같이 갈 수 있게 준비를 해서 아이들한테 안내를
하고요.(교사 2)

주제의 선정 및 내용 조직 과정에서 학생의 특성을 먼저 고려하는 것은 OECD 교육
2030의 ‘개념, 내용, 주제 설계 원리’ 중에서 “학생들을 동기화시키고 이들이 가진 사전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한다는 의미를 갖는 학생 중심(student
agency) 원리와 연결된다(OECD, 2018; 이상은 외, 2018: 97).

다) 선택: 학생 선택 프로젝트
교육과정 내용, 주제 선정 시 학생들에게 선택 기회를 주는 것은 OECD 교육 2030
교육과정 설계의 주요 원리 중 하나이다. A 중학교는 동아리, 축제, 힘나세 프로젝트, 챌
린지 등 학생 선택 중심의 학교 활동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 주체성,
책임감 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었다. 학생 주도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이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무엇을 학습하고 어떻게 성장하였는가는 다음 인용문을 통해서 확
인할 수 있다.
벽화활동이 제일 기억에 남았는데 일단 벽화 도안부터 글씨 그리는 거랑 밑작업이랑 그림 그리는 거까
지 다 학생이 주도를 해서 했어요. 일단 벽화를 그린다는 활동 자체가 잘 해보지 못하는 경험인데 학교
에서 경험하게 해줘서 제일 기억에 남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학생들이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기억
에 제일 잘 남는 것 같아요.(학생 3)
(힘나세 프로젝트) 우리끼리 산다라는 프로젝트로 어청도를 가서 4박 5일 동안 지내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거기를 가려면 ... 경비도 모아야 되고 거기에서 식비도 모아야 되고 해서 그 돈은 저희가 다 세차를
하면서 모았어요. ... 그 돈을 모아서 어청도를 갔어요. ... 그걸 해서 보람도 느꼈고 ‘저희끼리 이렇게
하면 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학생 4)
2학년이 참여하는 자서전 동아리[가 있어요]. 주변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인터뷰를 해서 “찬란하
고 쓸쓸한”이라는 책 이름으로 어르신들의 인생을 좀 담아내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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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혼자 적적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은 데 찾아가서, 말씀도 많이 나누고 그
책이 나온 후에 또 이제 친분이 쌓이니까 더 많이 찾아가서 자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러는 동아리
[예요]. 일단 학생들이 하고 싶다고 2인 1조를 짜서 오면 주변 어르신들 섭외를 해요. 인터뷰를 해도
되겠냐고, 책을 내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 허락을 맡고 동의서를 쓰고 하면 한 5, 6, 7, 8까
지는 인터뷰를 다 따서 그거를 채록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 이제 채록을 다 하고 나면 그 내용으로
책을 쓸 수 있게 다 정리를 하고 자기만의 자서전을 [써요]. [그래서] 한 9월, 10월 지나가게 되면
그걸 출판사에 [가져가서] 12월, 1월쯤에 책이 나오는 과정으로 진행이 돼요. 학생들이 판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옆에서 국어 선생님이 자주 도와주세요.(학생 3)

라) 정합성: “깎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배움을 활성화하는 평가”
교육과정 설계와 실행에서 수업과 평가의 연계(정합성)는 중요하다. 체험 중심의 다양
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업에 부합하는 평가를 위해 A 중학교는 최근 수행평가를 70%
이상 실시하고 있었다. 수행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학생들은 매시간 다양한 활동에 참
여하고 주로 모둠별 집단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다른 학생과의 협력도 강조되고 있었
다. A 중학교에서 평가는 교육과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수행평가, 지식이 아닌 자기
이해 평가, 깎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기회를 주는 평가, 기다려주는 평가, 배움을 활성화
하는 평가 등의 특징이 드러났다. 면담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저희는 학기당 수행평가 70%거든요. 그래서 거의 틈틈이, 한 두세 시간 지나면 수행평가를 거의 계속
하고 ... 아이들이 지적인 부분 외에도 계속 생각할 수 있게 교육 과정과 수행평가를 계획하고 있고요.
... 지필평가도 지식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걸 표현할 수 있게 문항들을 만들어서
애들하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요.(교사 2)
[일반적으로] 수행평가를 하거든요. 며칠까지 내, 아니면 무조건 X. 이게 과연 우리 아이들 배움에 어
떤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많이 기다려주고 아이들한테 기회도 많이 주면서 아
이들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하는 것이 수행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그걸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하시면서 수행평가를 주시니까...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일어나기 시작했어
요. ... 더욱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수행평가를 꼭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평상시에 배움이 좀
활성화됐다라고 볼 수 있죠.(교사 4)

2) 과정 설계: 학습 과정

가) 모둠활동을 통한 학습: 학생 참여와 책임감 강화, 그리고 협력
A 중학교의 역량교육에서 핵심적인 교육과정 실행 및 학습 원리는 모둠활동에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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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모든 교과, 매 수업에서 모둠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수행평가도
모둠평가로 반영되기 때문에 A 중학교에서 모둠은 학습조직의 기본 단위, 핵심 단위라
할 수 있다. 모둠활동에서 학습은 (모둠)공동체 내에서 다른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 교사 4에 의하면, 기존 모둠 운영 방법을 변경하여 최근 독일 학교 방
문을 통해 학습한 책상 모둠 원리를 2학년에 시범 운영 중이다.
[독일 학교 방문에서] 책상 모둠이라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모둠이 있으면 그 모둠을 한 학기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달 버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6개월을 모둠에서 서
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이끌어가더라고요. [모둠원의] 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학교
끝나고 같이 저녁에 모여서 아이들의 생활이라든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거, 모둠활동의 힘든 점, 좋은
점[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관계도 좀 개선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 지금 준비
중이예요.(교사 4)

나) 교사의 전문적 힘: 학생에 대한 확고한 신념
교육과정 설계에서 교사가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 기능을 발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OECD 교육 2030 교육과정 설계 원리에서는 ‘교사 주
체성(teacher agency)’라 명명하고 있다(OECD, 2018: 7). A 중학교 면담에서 교사 주체
성은 ‘교사의 힘’이라는 용어로 학부모 면담에서 언급되었다.
[아이들이 하는 것이] 굉장히 미흡해 보이고 엉성해 보여도 그냥 봐주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
리는 졸업식을 하면서 조금 더 화려했으면 좋겠고 조금 질서정연했으면 좋겠고 ... 이런 욕심들이 있는
데, 선생님들은 그냥 애들의 그 꼴을 봐주시는 것 같아요. ... ‘이게 성장의 모습이니까 지켜보시라’고.
그런 말씀을 전해 들으면 선생님들이 대단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 교사의 힘, 확고한 신념 [같
아요].(학부모 1)
그렇죠. 저희가 집에서도 부모가 아이를 놓지 못해서 저희가 일일이 간섭하고, 도와준다는 명목 하에
...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한테 간섭이 될 수 있는데, 선생님들은 그건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
들을 믿고 지지하시죠.(학부모 3)

다) 학생 행위주체성 고양과 학습방법의 학습: 수업경계 세우기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는 학생들의 순환적인 학습 과정으로서 예측(Anticipation)
- 행동(Action) - 성찰(Reflection)(AAR) 사이클을 강조하는데, 새 학기 맞이 기간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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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경계 세우기 과정에서 AAR 사이클의 단면이 드러났다. 학급(수업) 경계 세우기는
학기 초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약속을 정하는 시간이다. 학생들은 전년도 수업 중 행동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다짐을 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웰빙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
동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학습방법의 학습 기회가 되는 것으로 보였다. 관련하여 교사
2, 교사 4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네들의 약속인 거예요, 수업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모둠활동에 집중하자,’ ‘뭐 하자, 뭐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항목을 잡아 놓으면 그 항목을
지키는 거죠.(교사 4)
그 전에 작년도를 성찰을 해요. 아이들한테 포스트잇을 주면서 선생님이랑 작년 너희 수업은 어땠고
활동할 때는 어땠고, 아쉬웠던 거, 좋았던 거 다 쓰게 하면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을 한두 시간
갖고요. 그 다음에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이어서 [생각해 보게 하죠]. 그래서 수업적인
면에서는 ‘뭐 떠들지 않겠습니다,’ 많이 떠들었던 아이들도 일단 안 떠들겠다고 쓰고 안 졸겠다고 쓰고
스스로의 다짐을 하고 그걸 좀 줄여서 학급 안에서의 약속을 이렇게 만들고 생활 경계도 그렇게 세우
고 해요. 그 새학년 맞이 주간에.(교사 2)

라) 상호연관성, 실제성, 유연성: 교과 간 연계/통합 수업
교육과정 설계에서 하나의 주제, 개념이 다른 교과 또는 학교 밖 실생활과 어떻게 연계
되는지 발견할 기회를 제공되는 것은 중요하다. A 중학교에서는 교과 간 연계학습이 활
발히 진행되고 있었는데, 교과뿐만 아니라 생활과의 연계도 같이 고려되고 있었다. 즉, 교
육과정 과정 설계에서의 상호연관성뿐만 아니라 실제성과 유연성의 원리가 드러났다. 교
과 연계/통합 수업 사례를 일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권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사회 시간에도 인권에 대해서 좀 배우고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고민해
요]. 지금은 2학년이 에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연계해서 다들 뭐 급식 잔반 남기지 않기나
텀블러 사용하기 등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지키는 방법들을 세우고 실천하[죠]. 영상으로 찍거나
PPT로 만들어서 발표하[기도 하고요].(학생 1)
저희 세월호 추모 행사를...만들어 가지고 다 같이 강당에 모여서 관련된 영상도 보고 미리 저기에다가
노란 리본도 달면서 수업시간에 추모하는 글도 써보고 [했어요]. 그 세월호 관련해서 교과랑 통합을
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했어요.(학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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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랑 사회는 통일, 독도 이런 게 겹치거든요. 그러면 도덕까지도 사실은 겹쳐요. 그러면 언제쯤 하실
건지 [얘기해서] ... 역사에서는 ... ‘역사적 근거만 찾겠다,’ 하면 사회에서는 그 외의 것을 같이 그
시기에 맞춰서 그냥 하기도 해요. 그냥 크게 들어가지 않더라도.(교사 2)

3) 교육과정 설계 및 실행에서 나타나는 도전 과제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재)설계의 주요 도전과제로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신중한 계획, 선택된 소수가 아닌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학
생의 학습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교육내용의 질, 교육과정 의도와 학습 성과 간 시간 차,
교육과정의 양적 과부하 등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과제는 A 중학
교의 교육과정 설계에서 두드러지지 않았다. 다만,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에서 생긴 문제
점을 이미 해결한 사례들이 드러났다.
가) 보다 내실 있는 운영
교육과정 과부하 문제는 A 중학교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으나, 최근 학기당 프로젝트
개수를 2개로 제한하고 각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교과도 (모든 교과가 아니라) 특성에 맞
게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게’, ‘의미 있는’ 활동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관련하여 교사의 말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한 학기에 한 네 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것 할 때 너무 바쁜 거예요, 선생님들
이. 내실 있게 돌아가지도 않고. 그래서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내실 있게 교육 과정 재구성을 해서
애들한테 의미있는 수업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두 개 정도로만 [해요]. ... 절대 많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가 된 거죠].(교사 4)
그리고 모든 교과가 다 참여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좀 억지스러운 부분도 들어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이걸 왜 해야 돼요?’ 라는 오히려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연계성
있는 과목만 참여를 하고 그렇지 않는 과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재만 적용을 해서 수업에 집중을
하는 거죠.(교사 3)

나)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의 개선: 학교 특색사업→방과 후 교육→수업 변화
A 중학교의 교육과정 설계에서 주요한 특징은 중점 활동이 학교 특색사업, 방과후 교

육에서 수업 변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즉, 혁신학교 초기 교육과정 운영 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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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할 당시에는 ‘학교를 살려 보자’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통해 ‘특색’을 살리기 위한 교
육에 집중했다면 이후 교육의 본질인 수업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관련하여 교사
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에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 학교를 살려 보자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따와서 특색을 살렸던
게 뭐냐 하면 방과 후로 해서 오케스트라[였어요]. ... 아직 수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하기
에는 그때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 그래도 학교의 특색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케스트라
를 운영을 했고요. ...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의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갔[어요]. 근데 ... 이런 부분들
만 살리다 보니까 교육의 본질이 좀 빠져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셔서 점차적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부분을 좀 늘려 나갔죠. 그래서 방과 후를 먼저 했고,,,우리가 교육의 본질은 수업이다라고 해서...이제
수업까지도 변화를 시켜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교사 3)

다.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의 역량교육 실행에서 학생 행위주체성은 핵심 요소로 간

주된다. 그러나 학생 행위주체성은 진공 속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 또래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행위주체성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A 중학교의 역량교육 실행 과정에서 학생, 교사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생 행위주체성

학생 행위주체성은 학생이 자기통제,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그 결
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OECD, 2018: 9).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학생 행위주체성의 개념은 A 중학교의 역량교육 실행 과정에서 이상적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A 중학교의 학생자치회는 전체 학생의 1/3이 임원일
만큼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활동의 사례도
(예: 어울림한마당[5월, 10월], 축제[12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축제], 현장체험학습 등)

도 많다(A 중학교, 2019). 또한, 수업경계세우기와 학생자치회 주관 학생생활습관 관리는 학
생의 자기규율, 자기통제를 위한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A 중학교에서 학생자치회
를 중심으로 한 학생 자기주도성, 학생 행위주체성의 의의는 교사 4의 말에 잘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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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치가 잘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선생님들 여기서 못 버텨낼 것 같아요. 사업이 굉장히 많고...선
생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선생님 몸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학생자치회가 활성화
되면서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고, 자기네 스스로도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교사 4)

학생들 스스로도 학생들이 주체가 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학생 행위주체
성은 학생회 활동뿐 아니라 수업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
들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이 주체가 되고 있는 학교구나라는 거를 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수업이나 방과 후 활동 그런
거 자체도 거의 다 학생이 이끌어나가니까 그런 점이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다른 학교들은 거의
수업이 강의식이잖아요. 선생님들이 알려주시고 그거를 학생들이 받아 적고 기억해야 하고. ... 근데
저희 학교는 일단 선생님이 앞에 계신 것보다 뒤나 옆에서 돌아다니시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부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학생이 주체가 된다고 가장 잘 느낄 수
있[어요].(학생 3)
모둠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끼리 얘기를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간다는 게 신기했고요. 그다음에 무슨
활동 같은 걸 하고 싶으면 학생들끼리,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은 선생님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
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하고 싶다고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냥
할 수 있다는 게 약간 신기하고 좋죠.(학생 4)
수학여행을 저희가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로 갔는데 ...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만 선생님들이 일정을
정해주시고 둘째 날, 셋째 날은 학생들이 다 계획을 짜고 학생들끼리 돌아다니는 그런 활동이었[어요].
... 그것도 일단 모둠활동 방식으로 이어져서 모둠끼리 갈 데를 정하고 어떻게 갈지도 정하고 뭐 먹을
지 정하고 [했어요]. ... 처음 계획 짤 때는 그래, 한 번 해보자 해서 ... 숙소에서부터 거기를 어떻게
가는지 버스도 알아보고 가서 만약에 안 되면 ...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하자 해서 갔는데 선생님한테
전화할 일 없이 그냥 계획대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애들도 잘
따라 와주고 저 믿어주고 하니까 ‘아, 제주도에 가서도 내가 혼자서 길을 알아보고 할 수 있겠구나’라
는 생각이 그때 딱 처음 들었어요.(학생 3)

학부모들 또한 A 중학교 교육을 통해 자녀의 자기주도성, 행위주체성 발달을 언급하였다.
학부모들은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배워가는 힘
을”배우고(학부모 3),“자기의 생각을 또박또박 얘기하는 그런 모습도 너무 당당해보여서
너무 감사하고”(학부모 2) 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학부모 1은 A 중학교를 졸업한 고등
학생 자녀 교육에 대한 만족과 감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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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애가] 중학교 3년을 거치면서 제일 크게 배운 거는 본인의 힘이 생겼어요. 자력이라고 해야 될까
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선택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실행하는 과정들을 혼자 스스로 하더
라고요. 그 속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테도 물어보고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면서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해 나가는 게, ‘아, 정말 3년 동안 잘 배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요]. ... 그런 부분에서 중학교 생활에 있어서 참 많이 감사하고 있죠.(학부모 1)

2) 협력적 행위주체성

가) 학생, 학부모, 교사가 같이 모일 기회 제공: 교육과정 설명회
A 중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교육과정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교육과정 설명회에서는 한 해 동안 운영될 학교의 주요 행사 일정을 안내하고, 운영방법
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다. 설명회에서는 단순히 올해 일정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작년의 행사나 일정에 대해 같이 성찰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시간이
되고 있었다. 동시에, 학교에서는 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고 있었다. 관련하여 한 학부모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학부모가 같이 어우러져서 교육과정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 안건들이나 건의사항들이 즉각즉각 반영이 된다는 [것이 놀랍죠]. 이런 학교가 있
을 수 있을까. 일반 학교에서는 꿈을 꿀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학부모 3)
[예를 들어], ‘운동회를 지난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지난번에는 박람회
식으로 ... 부스 체험처럼 했다면 이번에는 아주 옛날처럼 대운동회 형식으로 하면 어때요?’ ... 뭐 이
런 것들이 있죠. ‘아이들 수학여행을 작년에는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 코스보다는 이 코스가 어떨까
요?’ 뭐 이런 것들[이 논의돼요].(학부모 3)

나) 교사 행위주체성과 교사 간 협력적 행위주체성
(1) 학생의 학습, 학교생활, 또래관계에서의 매개자 역할

교사는 학생 행위주체성을 발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교사는 학생의
학습, 학교생활, 또래 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며 이러한 역할 수행
을 위해 교사 행위주체성이 요구된다. 교사 행위주체성은 교사 개인의 전문적 역량을 통
해서 뿐 아니라 교사 집단, 교사 간 관계를 통해서도 발현될 수 있다. 교사는 학생과 동료
교사의 성장에 기여하는 전문가로서 행위주체성을 발휘할 뿐 아니라 학생을 둘러싼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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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경을 매개하는 협력적 행위주체성을 인식하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 A 중학교에서
교사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예를 들어, 학부모 2는 “[우리 아이
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쟤랑 관계가 좀 서먹해요. 좀 도와주세요. 중간 역할을 해주
세요.’ 이러면서 풀어가더라고요.”라고 언급했다. 즉, A 중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학생 간
중간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수업 나눔 및 교사학습 공동체를 통한 교사 간 협력적 행위주체성 개발
A 중학교에서 교사는 성장, 발전, 변화함으로써 교사 행위주체성을 개발하고 있으며,

동료 교사들이 이 과정에 협력, 기여하고 있었다. 수업 나눔,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은 이
러한 교사 간 협력적 행위주체성을 개발하는 기회가 되고 있었다.
저희 A중이 이제 혁신 학교로 오래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듣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 주위 선생님이
‘이 학교에 가면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이나 이런 거 배울 수 있다’고 소개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 많은 걸 배웠고 힘들기도 하고 ... 다른 학교하고 좀 많이 다른 점도 있고요. 다른
점이라고 하면 아이들을 생각하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선생님들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도 많고[요]. 그래서 또 교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 또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적응이 됐었고 ...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는 걸 또 느끼고 그런 것 같아
요.(교사 1)
교사학습 전문 공동체가 있어서 수요일마다 회의 때 그 공개수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이름이 이제
수업 나눔으로 바뀌었는데 ... 그때 선생님 수업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 선생님들이 그 모둠
구성원들이 어떻게 수업을 받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관찰하면서 기록을 하고 그 수업을 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끼리 협의를 하면서 어떤 아이가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서
평소 생활이나 다른 수업에서는 어떻게 아이가 생활하고 있는지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생활지도도 같이 하고 있고요.(교사 1)

(3) 의결형 교무회의
A 중학교에서는 ‘의결형 교무회의’를 통해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소통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의결형 교무회의는 교사가 관리자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수동적인 존재로 여겨
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교사들과 논의
하는 전문가로 존중된다는 것이다. 의결형 교무회의는 교사 행위주체성이 발현되는 맥락
이자 교사 행위주체성을 개발하는 과정이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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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교무회의 얘기를 하는데 ... 학교들의 문제점이 교장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 다른 선생님들이
입을 다[물어요] ... [그게] 교직원 회의거든요. ... ‘어차피 교장 선생님 마음대로 할 거 뭣 하러 회의하
는지 모르겠다’[는 거고], ... 형식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회의를 하니까 ... 선생님들
은 자신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 학교에 충성, 열심히 할 이유도 없고
...자기의 열정을 쏟아 부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 여기 와서 정말 좋았던 [게] 의결형
교무회의[예요]. 선생님들끼리 ...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의 사안이
있더라도 ... 그거에 대해서 ... 계속 대화를 해서 결국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교장 선생님이 인정하고 거기서 ...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무회의하고
의결형 교무회의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서 결정된 사안이 학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게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요.(교사 4)

다) 또래 관계
또래 관계는 학생의 행위주체성을 발현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래의 학업
규범이나 수업에서 또래의 역할은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
히, A 중학교에서는 모둠활동을 중심으로 수업과 수행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또래 관계의
영향력이 큰 편이었다. 실제, 면담에 참여한 교사에 의하면, 모둠활동은 교사한테 배우는
것보다 또래하고 배우는 게 조금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배우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관련하여 교사 3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저희가 철학이 세움·나눔이라 아이들하고 함께 [많은]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해서] 모둠활동을 [강조하
고 있어요]. 학교에 와서 내가 모른다고 무의미하게 앉아 있고 멍하니 있는 것보다 아이들하고 뭔가
같이 소통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교사한테 배우는 것보다 또래하고
배우는 게 조금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또] 모르는 친구들은 모둠활동을 하다 친구들 거를
살짝 보고서라도 학습지라도 채울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은 돼야한다고 해서 배움의 공동체, 그런 것들
을 좀 강조를 했어요.(교사 3)

또한 학생자치회가 다양한 활동을 조직·운영하고 있는 A 중학교에서는 또래 규범, 또
래 관계가 학생의 학습뿐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학부모
2에 의하면, A 중학교 학생들은 “친구를 인정을 해주고 그 친구가 좀 못하는 부분은 내가

도와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선배들이 신입생들에게 학교 안
내를 해주는 ‘A 투어’를 들 수 있다. A 투어에서는 “모둠을 만들어서 데리고 다니면서
학교 구석구석을 보여주고...위치나 장소들도 알려주고 선생님들도 보여드리면서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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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을 시켜주죠. ... 또 필요한 교육들”(교사 1)도 하는 프로그램으로, 또래 관계를 긍정
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라) 학부모 참여
(1) 가정방문

학부모는 교사와 함께 학생 행위주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다. 학생이
학부모, 가정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자원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 교
사는 가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A 중학교는 학기 초에 가정
방문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가정 방문은 전화나 학교에서 못하는 얘기들을 학부모와 직
접 나누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부모와 교사 간의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되고 있
었다(교사 4). 가정방문을 실시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교사 3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가정방문을 제일 처음 시작한 계기는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가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아이들이 처음에 내는 기초조사 같은 걸로 보는 거 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 집에 가서 그 집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생활하는 방, 공간만 보고 오자라
고 해서 처음에는 그 집에 가서 5분만 머물고 온 거예요. ... ‘이런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구나’하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하기에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아이가 ... 학교에서 맨날 수업시간에 잠만 자는데, ‘집에서 어떤 환경에 있기 때문에 ... 이렇게 잠만
자지?’ 하는 거를 아이들은 얘기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 교사
도 너무 도움이 되고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말하기 힘든 부분들을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우리 아이 특성이 있으니까 좀 지도하는 데 참고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부모님
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교사 3)

또한, 가정방문이 한 교사의 가정 방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방문 이후에 교사
들끼리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 이런 모습은 A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장
을 담임교사에게 맡겨두기 보다는 모든 교사가 모든 학생들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같이
고민하고 협력한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 교사는 가정방문 후의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가정방문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끼리 그 이야기를 또 공유를 해요, 전부 다가. ... 그래서 이 아이
에게 도움 줄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챙겨주면 얘가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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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공유돼요. 그러면 아이가 [성장하는데], 아이를
키우는 데 좀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교사 4)

(2) 학교 교육과정 활동 지원
A 중학교에서는 학부모들과 학교의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활동

또는 행사 중에서 학부모들이 가능한 선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학부모 참여는 학교의 교육과
정 자체를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만 학사일정에 맞추어 학교행사를 지원하거나 학생들을 격려
함으로써 교사-학부모 간 협력적 관계를 만들고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한 교사는 A 중학교의 학부모 참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교육 과정 자체를 도와주시기 보다는 아이들이 만약에 자치회 행사 같은 거를 만들면 그거를 부모님들
하고 부모님 대표들를 만나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서로 협의하는 시간을 또 가져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하시죠]. ... 그리고
저희가 학사력 같은 거를 부모님들한테 드리면 부모님들이 그 학사 일정에 맞춰서 부모님들이 학교에
다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2학년은 테마식 현장체험
학습 가고 3학년들은 도시문화 체험 가면 1학년들만 남아서 여기에 학급 여행을 하는 시기가 생기는
데 그럴 때 이제 아버지와 애들이 들어와서 저녁에 담력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프로그램 운영
같은 거를 해주죠. 그러니까 ... 언제든지 그 학사력의 ... 행사 같은 거 확인하시면서 [부모님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계시죠.(교사 4)

그 외에도, A 중학교에서 학부모는 시험기간에 교문에서 초콜릿과 사탕을 나눠주면서
학생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마을 장터 운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마) 지역사회 연계
학생을 교육하는 일은 학부모, 교사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책임을 공유할 때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다. 지역사회 연계는 지역사회가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 지원하는 것뿐 아니
라 학교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특히, A 중학교는 소규모 마을에 위치한
학교로 학부모들은 “학부모이면서 지역주민이래서 지역하고 사이가...안 좋을 수가 없고,
연계가 안 될 수가 없는 구조”이며, “학교, 선생님,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이렇게 네 박
자가” 아주 잘 맞는 편이었다(학부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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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교육활동으로는 마을 장터, 학생 자서전 동아리 등이 있

었다. 마을 장터는 지역사회 행사로 인근 학교들이 모두 참여하며 A 중학교 학생, 학부모
들이 주 고객이자 주인이다. A초, A중, A마을이 같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주도
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교사 3, 교사 4). 마을 장터 개장 시간은

“오후에 학교 끝난

일정에 맞춰” 오후 5시인데(학생 3), 이는 “(학생들 외에) 사먹을 사람이 없”(학생 4)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마을 장터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학생 3, 학부모 1이 잘 설명하고 있다.
마을 장터가 있는데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항상 열렸어요. ... A초, A중 할 것 없이 일단 학생들이
모여서 공연도 보고 먹을 것도 사 먹고 하는데 공연은 일단 하고 싶은 사람은 굳이 신청을 안 해도
그냥 즉흥해서 ‘저 하고 싶어요,’ 이러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먹을거리는 마을 어르신 분들이
나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다 준비를 해주시면 그거를 학생들이 돈을 주고 사 먹으면 그 돈을 거의 기부
하는 그런 마을 장터가 있거든요. 그게 어르신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학부모님들
이랑 더 말씀을 많이 나눌 수도 있는 기회 같아요. ... 원래 마을에 열리는 장터인데 이제 마을에는
거의 학생들이 가장 많으니까 학생들이 가서 제일 많이 즐겨요.(학생 3)
애들 동아리 수업[에서] 쿠키를 만든다든가 커피를 만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 이런 시장 경험을
그 마을 장터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누 이런 거 팔기도 하고[요].(학부모 1)

A 중학교, A 초등학교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면서 원래 살던 주민과 새로 이사 온 주민

간 갈등이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학교를 찾아서 이사해 온 한 학부모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하는 일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는 지
역 주민파가 계시고요. ‘쟤네들은 도대체 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학부모 3)
고 설명했다. 그래도 “‘나는 초등학교야’, ‘나는 중학교야’가 아니라 중학교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하면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협력하는 관계가 있”고(학부모 2), 다른 지역에 비
하면 관계가 좋은 편이라고(학부모 3) 설명했다. 실제, 학교 인근에서 살고 있는 교사 4는
“마을에서 아이를 키워준다”며, 그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제 애가 초등학교 2학년 인데...네 시 반 되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어디선가 막 돌아다니면서 마을에
가서 놀고 해도 안심이 좀 되는 게, ,.. 부모님 거기 글에다가 ‘제 아들 어디 있을까요?’ 물어보면, 거기
어디서 논다고 [답이 와요]. ... 이렇게 알려줄 정도로 부모님들이 전체적으로 마을이 ... 마을에서 이렇게
키워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놓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죠.(교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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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 중학교 사례
학교 배경 정보

B 중학교는 공립중학교로 2002년 1월 개교하였다. 개교 15년차 중규모 학교로 2019년 3월 현재 학생수
756명, 26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교직원은 총 63명(교원 48명)이다. 학교장은 B 중학교에서 혁신학교
담당 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으며, 내부형 공모 교장으로 2019년 3월에 새로 부임하였다.
B 중학교는 2009년 9월 혁신학교로 지정되었다. 2019학년도 B 중학교 자율학교 운영계획에 의하면 존중,
소통을 중심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해나가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학교상(교육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존중,
소통, 참여, 협력 등의 교육 경험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협동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자기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 실천적 역량”을 지닌 민주시민을 기른다는 교육목표를 설
정하고 있다(B 중학교, 2019: 3). B공동체 교육의 핵심 원리로 존중과 소통, 배움과 실천, 협력과 네트워크,
돌봄, 성찰의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자율학교 운영계획서(B 중학교, 2019: 4-5)에 기술된 지역사회, 학부모, 학생, 교사 특성과 교사, 학부모,
학생 면담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성을 조합해볼 때, B 중학교 지역사회는 슬로시티로서 유기
농과 슬로푸드 운동이 진행되는 선도 도농복합도시로 전철 복선화,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외부 유입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각종 정서적 문제, 행동 장애 등을 가진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교사는 학생
지도, 학생들은 학습 및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편이다. 학부모들은 학교 활동(동아리)이나 행사
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활동과 학력 향상에 대한 요구가 모두 높은 편
이다. 작년과 올해 교사 이동이 많아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의 혁신리더십 향상에 대한
자발적 참여 의지가 강한 교사와 혁신학교 경험 1~2년차 교사가 혼재한다. 소위 점수가 있는 지
역이 아니어서 교사들이 근무하기를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활
동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자율적이며 자유로운 분위기를 지향하고 있다.

가. 역량 개념과 역량교육의 필요성
1) 역량의 개념 및 역량교육의 중점

가) 새로운 가치 창출: 새로운 사고와 통찰력, 협동을 통한 문제해결력
B 중학교는 학생들이 새로운 사고와 통찰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실행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3.1절 100주년 행사나 세월호 행사 참여는 학생들에게 새로
운 경험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되었다(학생 1, 학생 4).
또한, 다른 사람과의 협력, 협동은 B 중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다.
협력은 교과 수업에서 중요한 가치이자 원리로 작동하고 있었다. B 중학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배움 중심 수업’은 교사의 전달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배울 수 있고 스
스로 협력하면서 [다른 학생과] 나눌 수 있게끔 하는 수업”(교사 4)을 지향하고 있다. 배
움 중심 수업은 학생이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다른 학생과 협력하는 능력을

148

Ⅴ.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사례 조사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둔 수업 방법이자 철학이라고 설명되었다(교사 4).
협력은 학생 교육에서만 강조되는 것은 아니며 교사 문화, 행정업무 등에도 반영되어
있어 교사 동료성, 행정업무 조력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었다. 관련하여 교사 1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자발적인 참여라든가 협동, 협력하는 것을 되게 강조하면서 ...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
에는 뭔가를 할 때도 자발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거나 ... 너무 제한을 두지 않고 ... 의지가 있으면,
열의가 있으면 그것을 허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사문화도 아까 말씀하
셨던 것처럼 기존에 계셨던 선생님들께서 새로 오신 선생님들께 교육 자료라든가 자신이 가진 매뉴얼
이라든가 이런 걸 공유를 하면서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 같은 거를 구축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일단 동료성이나 이런 건 되게 좋아요. 관리자분이든..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도 전체적으로 이걸
다 조력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교사 1)

나) 갈등과 딜레마 조정하기: 갈등 해결, 소통
교육비전, 목표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B 중학교에서는 교과통합 수업, 학년
별 프로젝트 등 교육활동 과정에서 갈등 해결, 소통 등이 강조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B 중학교는 2학년에 뮤지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음악과뿐 아니라 민주시민과,

국어과, 도덕과, 체육과 등 다양한 교과가 참여하고 있었다.
뮤지컬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학생 간 싸움이나 갈등이 발생하는데(“뮤지컬 이거 수
업에 대해서 들었을 때 갈등이 꼭 일어나고 막 싸우고 막 그런 일이 많은데,” 교사 3),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갈등을 푸는 것을 배우면서 많이 성장한다는 것이다(교사 3). 관련
하여 도덕과 수업에서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과 아이들이 소통하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교사 3).
다) 책임감 갖기: 자신의 목소리 내기
B 중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역량은 교육비전, 목표에 반영되어 있는 존중, 소통,

스스로(자치), 자발적인 참여, 협력 등이다. 이는 2010년 혁신학교 운영“초창기에 전체
선생님들[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든 것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교사 2는‘재검검’
할 때가 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하였으나 현재 B 중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역량은 “아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스스로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사 2의 말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149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 전략 탐색

초창기에 전체 선생님들 합의에 의해서 그 비전을 만들었어요. ... 중요한 게 존중, 소통, 스스로. 자치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키워드였[어요]. 그거를 재점검할 때가 된 것 같긴 해요. 그게 2010년
초반에 자리 잡혀있는 거고요. 가장 크게는 저희가 자기의 목소리를 스스로 낼 수 있고 민주적인 그런
아이들로 키우려고 애를 쓴 거죠.(교사 2)

종합하면, B 중학교의 학교비전, 교육목표, 교육활동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역량은 학
생의 자발성, 스스로 하는 자치, 협력, 공유, 갈등해결, 소통 등이다. OECD 교육 2030에
서 제시하고 있는 변혁적 역량인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갈등과 딜레마 조정하기”, “책
임감 갖기”를 구성하는 하위 구인들과 비슷하다. 특히, B 중학교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역량은 스스로, 자치, 자율성, 자발성, 자기주도성 등 “책임감 갖기”인 것으로 분석
된다. 교과수업 및 교과통합수업, 학년별 프로젝트, 학생자치회 활동을 포함한 기타 교육
활동을 통해서 갈등 관리, 소통, 협력, 자기주도성 등 다양한 역량이 발휘 및 함양되고
있었다.

2) 역량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와 공감

가) 학부모 학교활동 참여 기회 확대
역량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은 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할 때 더 깊이 이해될 수 있다. 학부
모 학교 참여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활동을 이해하고
직접 참여할 때,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가까이 할수록 아동의 발달과 교육성취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Fullan, 2016: 273),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김세리 외, 2016), 학
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도 제고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혁신학교에서 학부모들은 학교공
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박상완, 2019:
66). 교사 2는 역량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학부모들이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관련하여 교사 2의 말을 인용
하면 다음과 같다.
학부모님들한테는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학부모회[가 있어요]. ...
(학기가) 처음 시작할 때는, 1학년이 입학식을 할 때나 이럴 때, 새로 오신 부모님들한테는 교장 선생
님이 모여서 이렇게 안내하는 형식[으로] 학부모 간담회[를 하세요].(교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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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의를 통한 소통과 공감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B 중학교에서는 연수, 회
의, 협의회, 간담회 등이 활용되고 있다. 혁신학교는 통상 ‘회의’가 많은 편인데, 이는 혁
신학교의 철학과 비전에 대한 공유,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이다. B 중학교의 경우에도
교사들은 월요일마다 격주로 학년회의와 전체회의를 하고 있고 금요일에는 격주로 부장
교사들이 참여하는 기획회의를 운영하고 있었다. 학부모의 경우도 학부모 회의, 연수, 학
교장과의 간담회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별한 안건이 없을 경우 기획회의를 생략하기도 하는데, “안건이 없을 때는 안 모이니
까. 그건 되게 좋아요.”(교사 4)라는 교사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정기적인 회의는 교사
간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교사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교사 4는 교사들이 교무실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회의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협의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즉 소통, 협의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회의’는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특정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하는 것
으로 이해되고 있었다(교사 4).

나. 교육과정 및 학습 설계와 실행
1) 교육과정 개념, 내용, 주제 설계: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조직

가) 학생 중심과 선택: 수업 및 동아리 활동
B 중학교 교육과정 내용 선정에서 학생 중심과 선택은 중요한 원리로 고려되고 있었

다. 학생을 동기화시키고 학생들이 가진 사전 지식, 기능, 태도,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교육내용 선정과 조직(학생 중심)은 학생의 학습 참여와 학습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학
생이 자신의 진로를 찾는 계기가 되고 학생들이 배운 것을 다른 맥락에서 활용하는 것을
돕는다. 예를 들어, 학생 4는 뮤지컬 수업을 통해서 연기에 대해 좀 더 가까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학생 2는 전교회장 선거 시 1학년 사회시간과 민주시민시간에 학
습한 자치 교육에서 매니페스토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공약을 개발하였고, 음악시간에
클래식 음악을 활용하여 광고를 만든 경험은 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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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 중학교는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학생 동아리활동을 통해서도 학생 중심과 선택 원리가 드러났다.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대표(동아리 장)를 선출하고, 동아리 대표를 중심으로 동아리를 홍보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동아리 주제 선정과 학생 모집, 동아리 활동이 모두 학생 중
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한 교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3개인가 개설된 [동아리] 중에서 ... 두 회에 걸쳐서 애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한 거고요. 2학기 때는
거기에 외부 강사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풍성해졌어요. 동아리 같은 경우는 동아리장을 세워서 동아리
장이 자기네가 어떤 동아리를 만들 건지 직접 아이들한테 홍보를 해요, 1학기 때 말에. 홍보를 해서
아이들을 모아요. 그래서 그거를 2학기 때 시행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뭐 주도적인 거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교사 4)

관련하여 학부모 2는 B 중학교의 특징으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하게끔 해준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이 있는 경우 학교 외부 자원을 활용해서 이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저희 학교 특징이 뭐냐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하게끔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룹 활동도 가끔 많
고, ... 동아리 활동이 저희가 좀 많아요. 다른 학교보다. 외부로 나가는 활동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저희 이거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주변 지역[과 조율]을 하는 거죠. 학교에
서 지원되는 금액과 아이들이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내고 배우고 싶은 거를 한 10명이서 단체로
이렇게 활동 수업 중간 중간에 하거든요.(학부모 2)

B 중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 중 공간 선택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스스

로 선택한 주제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가진 지식, 기능, 태도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학생중심의 원리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관련하여 교사의 말을 인용하면 다
음과 같다.
지금 얘네랑 하고 있는 게 공간 프로젝트예요. 저희 학교가 공간혁신 시범학교이기 때문에 그걸 수업
으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 학교 공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어떻게 바꿨으
면 좋겠는지 [물어보죠]. 그건 아이들이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 사전 지식도 거의 비슷[해서] 거기
서 네 명이 평등하게 얘기해요.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저렇게 바꾸면 어떨까.’ 모둠활동이 너무나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관심사도 드러나고요.(교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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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합성: 수행평가의 장점과 한계
B 중학교에서는 일부 교과에서는 수행평가로만 평가하고 있었다. 배움 중심 수업과 평

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다소 부담이 되고
있었다. 교사 1의 경우, 수업과 평가가 분리되지 않고 일체화되는 것을 장점으로 보고
있지만, 채점과 평가에 대한 교사 부담이 크고 공정성에 대한 고민이 있으며 학생들은
매시간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 부담을 느낀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교사 4는 현재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학생 수와 수행평가의 수를 고려할 때 수행평가가 지향하는 ‘과정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고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관련하여
교사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지필을 안 보는 건 참 좋지만 또 너무 질려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이 전 과정이 평가니까.
어떤 시간은 평가고 어떤 시간은 아니고 이렇지 않거든요. 대체로 뭘 해도 들어가는 거니까. 애들이
또 수행해요? 뭐 이런 반응도 있고. 그리고 좀 뭐 품도 많이 들어가죠. 매번 이거를 채점을 하고 평가
를 하고 성적을 내야 되니까 품도 많이 들어가지만 ... 일단 시험이랑 수업이랑 이렇게 너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 일체화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또 얼마나 객관적인가, 공정성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신중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들이 질려하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교사 1)
수행평가라는 거는 [교사들이] 그 수업 속에서 [학생들 학습] 과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제대
로 된 수행평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의도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수행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 학급 당 인원수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결국은 수행평가를 어떻게 가져 가냐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걸로 가져가게 돼요, 그 과정 전체를 교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물을 갖고 해야지 그나마
객관적인 게 나오거든요. 결과물이 나오게 하려면요 과정이 사실은 생략되어 버려요. ... 그 결과물을
또 채점하려면 한 학년에 200 몇 명을 ... 제한된 시간 안에 한 학기에 최소 네 개는 할 거예요. ...
그거를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해요...객관성으로 걸리면 우리 다 걸려요.(교사 4)

한편,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자라는 거
기에서 모둠 수행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학생 1)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수행평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모둠 수행평가에 대해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이를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소통이 많이 되고, 불화도 생기고, 3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졌어
요...친구들한테...몰랐던 걸...쉽게 물어볼 수도 있었고 친구들한테 가르쳐주는 그것도 있어 가지고 좋
았던 것 같아요.(학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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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평가는 수행평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그 수행평가도 거의 다 모둠으로 이루어지는데... 마지막에
서로 평가, 자기 평가하는 시간이 있어서 약간 다음에 이런 활동 비슷하게 할 때 더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 무임승차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가끔 힘들기는 해도 그 친구들 약간 좀 가르쳐주고 하면서
저도 약간 성장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학생 2)

2) 과정 설계: 학습 과정

가) 모둠활동과 디귿(‘ㄷ’)자 구조 수업 설계의 의미와 한계
B 중학교에서 역량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의 핵심은 디귿자 구조의 학습 환경과

모둠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디귿자 구조는 학생들이 교실의 중앙,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배치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고 있었다. 한 교사
에 따르면, 이러한 디귿자 형태의 교실 배치는 교사가“이제 더 이상 전달식 수업을 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상징”(교사 4)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ㄷ자 구조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참여, 협력에 기초한 모둠활동이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특히 교사 3은 모둠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이 아는 것을 나누어주고, 남을 배려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갈등
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이제 시대에 맞는 그런 소통하고 배려하고 그런 인성을 갖춘 인재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런 모둠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아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주고 서로 협력하는 건 정말 꼭 필
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해서 전 이런 수업을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저도 수업을 디자인할 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 자기 생각을 ... 남을 배려하면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
게 아이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수업을 짜요.(교사 3)

학생들은 모둠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무임승차
의 문제(학생 2, 학생 4), 친한 친구 간 모둠 구성으로 떠들거나 활동에 집중하지 못한다
는 점(학생 3) 등이 주로 언급되었다. 학생 2의 말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모둠활동 많이 하는 게 더 힘들기도 하고 좀 안 좋은 점이 많이 발견돼서 점수가 내려갔어요...모두가
다 똑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항상 리드하는 친구가 있고 무임승차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리드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게 힘든 것 같아요.(학생 2)

학부모 3도 모둠활동의 한계로 일부 학생만 참여한다는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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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성이 계발되지 않은 아이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고 다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거의 혼자 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동아리 활동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학부모 3은 교사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생님들이 조금 더 지혜롭게 [개입]하시고 전체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것 같아요].(학부모 3)

나) 실제성: 실생활과 연관된 수업
학교에서 다루는 프로젝트의 주제는 교과서나 문제집을 벗어나 학교 밖의 실제 삶, 실
생활과 연계된다. B 중학교에서 교사들은 “교과서나 문제집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
는 게 아니라 ... 문제시되는 어떤 주제를 가져오기도”하고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토론
도”하면서(교사 2)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도 학교의 좋은 점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점을 언급하였다(학생 2, 학생 3).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고(학생 2), 수행평가도 “(다른 학교는) 그냥 기본적인 거, 공부 같은 것만
하는데 여기는 쓰레기통 만들기랑 벽에다가 그림 그리고, 새로운 걸 많이 해가지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어서 좋았고”, “여기 학교 와서 다른 학교에서 못 느낀 새로운 경험들을
해서 저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학생 1)라고 설명했다. B 중학교에서 학
생 실생활과 연계된 다양한 경험과 활동들은 학생들이 새로운 생각을 발전시키고 자신을
반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었다.
다) 상호연관성: 교과 간의 연계/통합
B 중학교에서 교과 연계/통합 사례는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뮤지컬 수업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교사 3은 뮤지컬 수업의 교과 간 연계와 통합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다른 교과랑 연계해서 하는 수업이 다양한데 대표적으로는 2학년 때 뮤지컬 프로젝트를 해요. 지금
2학기 때 하고 있고요. ... 음악과랑 민주시민, 국어과, 도덕과, 체육과가 그 교육 과정을 공유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민주시민시간에 먼저 뮤지컬 주제를 정하고, 국어 시간에 그 주제에 대해
시나리오를 쓰고 대본 쓰기 위한 작업들을 해서 대본을 완성하면(9월), 음악과에서는 거기에 맞는 [음악을
선정하고 연습해요]. ... 연기 수업도 외부 강사 분이 오셔서 하고, 체육 시간에는 안무 만들어서 무대를
만들[어요]. 또 도덕 시간에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과
아이들이 소통하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을 계속 연계해서 11월까지 진행을 [합니다].(교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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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정 설계 및 실행에서 나타나는 도전 과제

가) 교사의 과부하
B 중학교에서 교육과정 설계와 실행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도전과제는 “교사의

과부하”였다. 교사의 과부하는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이를 수
행할 현실적인 여건 간의 괴리로 인해 교사에게 부과되는 업무 양과 심적인 부담이 크다
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과정의 과부하가 학생에게 부과되는 교육과정 내용의 양적인 부
담25)을 의미한다면 교사의 과부하는 교사에게 부과되는 교육활동의 양적, 심적인 부담을
말한다. B 중학교에서 교사의 과부하는 여건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배움 중심 수업의 실행과정이 예시로 언급되었다. 관련하여 교사
4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배움 중심 수업을 하면서 활동 위주로 간다는 것 자체가 30명을 갖고는 이건 사실 불가능해요. 교사가
그만큼의 에너지를 쏟고 그만큼 공을 들여서 할 때는 그나마 좀 끌어나갈 수 있는데 ... 사실은 이게
교사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형태라는 거죠. ... 새로 전입 오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기존
에 했던 수업의 방식들이 있는데, 이제 혁신학교 들어오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업의 방식을 이렇게 바꾸라는 거에 대한 반발심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교사 4)

교사의 과부하는 수업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학생 활동지도, 학생 생활지
도 면에서 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학부모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교사의 부담은 커지고
있었다. 교사의 과부하는 수업을 포함하여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이들이 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 자기네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생활의 어떤 문제들도 교사한테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해결해 달라’라는 [요구가 많아요]. 학부
모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교사들이 학교에 와서 수업 보다도 더 힘들어하는 게
이제 생활지도 측면이거든요. ...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어요. ...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교사를 압박하고 있[어요] ... 교사들을 둘러싼, 수업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 해야 될 것들이 ... 교사들한테 너무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교사 4)
25) 2019년 10월에 실시된 제 10차 IWG 회의에서는 교육과정 과부하가 양적 과부하(교육과정 내용의
과부하)뿐만 아니라 혁신 과부하, 평가 과부하 등으로 인한 시간적 과부하를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
가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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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B 중학교는 인근 학교에 비해 생활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경향이 있어
생활지도에서 교사들의 부담은 더 큰 상황이었다. 교사 4는 “저희 학교가 있고 옆에 또
다른 학교가 있는데 학부모들이 ‘공부하려면 그리로 보내고, 돌봄이 필요한 힘든 애는
[B 중학교]로 보내라’[고] 학부모들끼리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힘든

아이들, 돌봄이 필요한 애들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실제
적인 지원이나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과 관련되는 것은 모두 학교의 몫으로 전가
하는 정책적인 방향으로 인해 교사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관련하여 교
사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모든 문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 상황에 있으면 이걸 학교가 해결
하게끔, 학교에 모두 전담을 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 그러니까 방과 후나 아니면 다른 적성교
육이나 진로교육 이런 것들이 다른 인프라를 통해서도 활용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이것도 다 해줘야
된다, 이것도 다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항상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걸
만들어 내지만 실제적인 지원은 없는 상태예요. 기반이 안 되는데 그걸 하고 있고 ... 전혀 개선이 안
되고 근본적인 개혁이 안 되고 ... [교사에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역할과 몫을 바라는 추세죠.(교사 1)

나) 교육과정의 실행과 성과 간의 시간 차
B 중학교의 또 다른 도전과제는 시간차와 관련된다. 여기서 시간차는 교육과정의 실행

과 학습 성과 간 간극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B 중학교 역량교육의 의미와 성과가 졸업생
들의 성찰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말한다. 고등학교 진학 후, B 중학교 졸업생들이
고등학교 학생자치회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은(교사 4) 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졸업생들로부터 중학교 교육활동 경험(예: 자신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던 자치활동이나 수업 경험)이 살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고, 중학교에서 자기 인생에
관한 어떤 목표지향점을 찾았다는 말을 듣게 되는 상황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관련하여
교사의 말을 좀 더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아서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라기보다는 그런 용기를 ... [B 중학교]를 다니면서 얻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 우리
학교 졸업한 ... 아이들이 말하는 얘기를 보면 중학교 시절에 이런 경험들과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던 자치활동이나 수업이, 그리고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들이 자기의 살아가는
거에 밑거름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또 말은 엄청 잘하거든요. ... 입시나 면접 보면 또 자기의 생각
을 표현하는 거에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채워나가야 하겠죠.(교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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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실행과 성과 간의 시간차는 달리 말하면 교육과정 실행 성과를 바로 확인하
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이 근원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지만, 역량교육의
성과를 바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지식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우리 교육풍토에서 교사
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의 효과에 의문을 갖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교사 1).
다) 입시와 배움의 분리
역량교육과 지식학습 중심의 입시교육이 대립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이 B중 사례에서는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교사 1은 B 중학교 교육의 효과, 모둠활동
교육의 효과가 미미해진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수업 자체는 제가 지향해야 되는 그런 수업이 맞는데 딜레마는 ... ‘공부를 하려면 [다른 학교]로 가고
뭐 아니면 [B 중학교]로 와라’ [이 지점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여기 안에서 학교생활 만족도는 높다고
생각해요. ... 이제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 거죠. ... 사교육이 분리가 되지 않으니까. 입시제도가 변화
없으니까 학교에서는 재미있게 이렇게 하고 ... 했는데, 결국 공부나 입시를 준비하는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교사 1)

더욱이, 고등학교 교사 중에도 “B 중학교 나온 애들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너무 모르는
게 많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교사 4).
교육, 학교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해에는 학생들이 무슨 얘기 했냐면 ‘학교에서 준비를 안 해주니까 학원에서 더 많이 준비해야 돼서
B 중학교는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 입시와 배움이 분리돼서 우리가 혁신학교를 처음에
생각했던 건 그게 아닌데. 그래서 혁신학교의 아쉬운 점은 그 입시 안에 있는 거죠.(교사 1)

즉, 교사들은 이러한 입시와 배움의 분리 문제는 B 중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중심
교육, 역량교육을 실행하는 혁신학교들이 직면하는 공통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라) 교육과정 과부하와 지식학습에 대한 강조: 깊은 사고와 성찰의 어려움
역량은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는 능력을 의미한다(OECD, 2018: 5). 역량교육
에서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는 올바른 질문이 아닐 수 있지만
실제 교육과정 설계와 실행에서 지식, 기능, 가치와 태도를 양적, 질적으로 어떻게 조화
시킬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교사 4는 이러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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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역사[시간에] 임진왜란을 가르치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임진왜란의 처음부터 시작과 끝[까지] ...
이런 지식을 위주로 쭉 가르치는 게 아니라 ... 중요한 건 임진왜란에서 주제를 잡을 때 왕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고 결국은 백성들이 그걸 지켜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토론하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임진왜란의 큰 틀에서 그런 부분들이 남는 거예요. ... [그런데] 고등학
교 가서 한국사를 배울 때는 임진왜란은 어떤 지식적인 측면들을 계속 외우게 시키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사 시험이 그러니까. 그럼 이제 얘네들은 거기서 그런 것들을 모르는 애들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얘들은 오히려 역사에 대한 어떤 의식이라든지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친구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남았지만 그걸 달달달 외우는 애들하고는 좀 다른 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업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중학교 때 ‘놀다 온 애들’이 되어 버리는 거죠.
(교사 4)

교사 4에 의하면, 지식을 가르치는 수업보다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주제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게 할 경우, 고등학교 진학 후 학생들은 외운 지식이 부족하
다는 이유로 ‘놀다온 학생’이 되어 버린다. 교사 입장에서도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다
가르치지 못한 것이 된다. 즉, 교육과정 상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이 많고 지식이 강조되
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식, 기능, 가치와 태도를 조화시키고 보다 엄격성을 갖춘(깊
은 사고와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비슷하게, 토론수업의 전제가 되는 학생들의 사전 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수업의
질은 보장되지 않는데,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사교육까지 받는 상황에서 깊은 사고와 성
찰을 요하는 수업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여유가 없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학교에
서 엄격성을 갖춘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실에서 교사가 느끼는 감
정은 다음 인용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아이들이 ... 토론하게 하려면 ... 사실은 많은 지식들이 필요해
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 충분히 익히고, 책을 읽든 교사의 어떤 강의가 있든 이런 시간들이 쭉 주어
지고 그걸 갖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교육과정은 그런 걸 허락하지 않아요. 맞춰서 나가야 되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진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이렇게, 이렇게 띡띡띡띡 던져주면 아이들은
되게 감성적으로 다가와 갖고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끝내는 거죠. ‘어, 선조 나쁜 놈,’ 이런 식으로.
(교사 4)
아이들한테 과제를 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교육에 ... 가기 때문에 ‘뭐, 뭐, 뭐 책 한 권 읽어
와야 된다’ 하면 안 읽어 와요. 방학 때도 못 읽어 와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서 토론식으로 수업하고, 자기 생각을 꺼내서 모둠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봐도 한심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는 수업도 한심하고 애들이 얘기하는 것도 한심하고.(교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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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의 과부하는 (국가교육과정의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또
는 보다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외 다양한 활동에 기인한다. B 중학교의 경우에도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 스포츠클럽 활동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함에 따라 1학년 국어교과 수업시간에 기본적인 개념이나 용어의 의미 등 기초적인 내용
에 충실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교사 1).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느라 기본적인 개념이나
용어를 학습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책을 안 읽고 영상만 보고 하니까 개념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역사 수업 같은 경우에 뭘 하나 설명하려면
그 단어 뜻을 모르는 게 ... 거의 한 문장에 몇 개씩 나와요. 그래서 1학년 국어 선생님이 ... 시험이라
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차시는 받아쓰기처럼 ... 하고 싶은데 또 실제로 해봤을 때 되게
괜찮았는데 ... 1학년 국어가 이제 3단위인데 ...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동아리, 스포츠클럽이 생기면
서 일주일에 세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서는 도저히 ... 그런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 해가 갈수록 더 낮아지고 학생들이 다른 곳에서 이걸 접할 ... 조건은 안
되고 ...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읽는 게 싫기도 하지만, 단어를 모르니까 읽을 수도 없어요.(교사 1)

마) 학생중심 설계 vs. (학문의 논리를 반영한) 연계성 및 엄격성 원리
B 중학교 학부모 중 일부는 학교가 “공부를 시키는 학교”가 아니라 성적 면에서 불리

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학부모 3). 이는 자유학년제가 시행되는 1학년만의 문제가 아니
라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학생 배움 중심 수업과 지필 평가 없이 수행평가만 하는 B
중학교 교육에 대한 불안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인인 학부모 3이 제기하였는데,
학부모 1, 학부모 2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에 공감하였다. 학부모 3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아마도 여기에 다니는 학생 엄마들이 거의 걱정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부를 막 시키는 학교가
아니라서 성적 쪽으로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 아직까지는 이 사회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 좋은 대학교를 나오는 아이를 ... 인정해 주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래서 조금 좋은 고등학
교에 들어가기 위해,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는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
다. ... 공부를 ...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 [공부를 해야하는]
이유가 있[다는 걸],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다는 거, [공부에 대한] 흥미를 [갖게] ...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학부모 3)

학부모 2에 의하면, 영어와 수학과목 공부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것이 보편적이다. 특

160

Ⅴ.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사례 조사

히, “영수는[영어 수학은] 학원을 무조건” 보낸다는 것이다(학부모 2). 학부모 3은 일본인
이었는데, “사교육을 하는 것을 좀 안 좋게 생각을 해요”라며, 사교육에 대한 입장을 달
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부모의 입장은 교육과정 내용 선정 및 조직에서 학생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설계하는 것(학생 중심 원리)과 도전적이고 깊은 사유와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주제 선
정·조직(엄격성) 및 학문의 논리를 반영하여 계열화되어 기초부터 심화된 개념 학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교육과정 설계(연계성)는 조화되기 어려운 것인가라는 질문을 갖게
한다.
바) 학생의 변화
B 중학교에서는 교사, 학부모, 연구자 등 기성세대가 학생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

며, 이들에 대한 이해가 급선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관련하여 교사 4는 B 중학교 학
생의 특성 또는 요즘 학생 세대들의 특성상 긴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언급하였다. 이것은 보통 학생들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석되고
있는데, 그들에게 맞지 않는 학습 방법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역사 수업을 이제 그 일제강점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 토론을 하려면 많은 전제 조건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문을 이만큼씩 [주고] 읽으라고 하는데 안 읽어요. 왜냐하면 요즘 애들은
이렇게 긴 글 읽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책도 안 읽을 뿐만 아니라 다 영상 세대고 [해서] 이렇게 긴
글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같이 읽자고 해서 큰 소리 내면서 막 읽어요. 그런데도
멍하니 있거나 이런 애들도 많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 ‘토론하는 수업이 사실은 얘네들한테
맞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요즘 세대의 아이들한테 이게 맞나? 그 글을 읽으라고
이렇게 강요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막 들어요. ... 이 영상 세대한테 ...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필요하다, 필요하다 하는데 그런 의문은 드는 거죠, ‘이런 게 과연 맞을까?’(교사 4)

관련하여 교사 4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지식, 언어가 교과서의 내용, 용어와는 동떨어
져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교사, 교과서의 언어와 학생의 언어, 용어, 표현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걔네가 쓰는 언어들이 교과서의 언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의 언어들이 딱 나오는 순간 ‘이게 뭐
야?’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 ... 재미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일상생활에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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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절대 아니에요. 충분히 자기네들끼리 의사소통하고 오히려 우리가 못 알아듣
고 있죠. ... 걔네들의 언어들을 ... 지금 세대의 10대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학교에서는 너무 이질적인
거죠. ... 이런 것들의 괴리를 학교 교육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고민해야지 안 읽는 책들을 막 억지로
읽히고 공간 프로젝트하면 도서관부터 바꿔야 되고. 도서관 이용하는 애들 몇이나 있을까요.(교사 4)

비슷하게, 교사 1은 학생 주변의 성인들이 10대 학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교사, 학부모들은 10대 학생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학생들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 지금 저희도 되게 피상적으로 아는 거지. 특히 제가 볼 때
이 청소년들의 연애나 이런 거는 전혀 무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 정말 알고 파악
하는 거 없이는 되게 완전 뜬구름 잡거나 뭔가 다른 옛날식으로 계속 고수하는 것 같아요.(교사 1)

학생이 자기통제, 자기주도성을 갖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행동하고 결과에 대
한 책임을 지는 행위주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교사, 학부모, 더 나
아가 지역사회 구성원과 연구자가 학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OECD 교육 2030 프로
젝트에서 교육과정 내용 선정 및 조직 원리로 제시한 학생 중심(student agency) 원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도 학생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
1) 학생 행위주체성

가) 학생 행위주체성 발휘 및 개발 기회 제공: 학생자치회 활동
B 중학교에서 축제, 졸업식, 입학식 등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다양한 학교

활동(행사)들은 학생 행위주체성을 발휘하고 개발하는 과정이 되고 있었다. B 중학교 학
생자치회는 전체 자치회, 학년 자치회, 학급 자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자치회가 학
교의 거의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실무를 맡고 있다(교사 1). 학부모 1은 자녀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선후배 관계, 일반 학교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점을 언급
하기도 하였다. 교사 1은 학생회 활동이 학생 행위주체성을 개발하는 과정이 되기 위해
서는 학생이 스스로 기획하고 교사가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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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하는 것을 좀 교사가 지원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계속 이런
어떤 걸 던져주고 ‘그 다음에 해봐,’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학생들 스스로가
계속 움직이는 [체제]를 좀 구축하고 싶어요.(교사 1)

또한, 교사 1은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아직 약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을 줄 필요가
있고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학생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아울러,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은 개선되어야 하는 점으로 언급하였다. 교사의 말을 인용
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 자치에서 학생 중심이 되어야 된다곤 하지만 ... 예산을 교사 중심으로 하는 상태에서는 학생들이
그거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교사가 뭔가 지도하거나 이런 게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
요. 그래서 되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예산을 학생들이 편성하는 데 참여하고 집행까지 하[는 것이].
... 어쨌든 학생이 학교에서는 아직까지는 약자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을 줘야 되고, 교육 과정 편성이든
뭐든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 한편으로는 학생 인권이 강화되면 교권이 침해[된다
는 인식이 있는데,] 이런 거는 되게 왜곡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 교권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대립하려고 하면 절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교사 1)

학생들도 학교가 학생들의 주체성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예
를 들어, 학생 2는 학교가 “학생을 많이 생각해주는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교복, 머리, 화장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학생들이 불편한 점을 이야
기하면 원하는 대로 바꿔 준다는 점을 들었다.
나) 배움 중심 수업을 통한 학생 행위주체성 발달
B 중학교의 ‘배움 중심 수업’ 또한 학생 행위주체성을 발휘하고 개발하는 기제가 되고

있었다. 배움 공동체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배움 중심 수업은 “학습자가 스스로 배울
수 있고 스스로 협력하면서 나눌 수 있게끔 하는 수업”,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을 어떻
게 연결시키고 배움으로 이끌어 낼까”에 초점을 둔 수업을 말한다(교사 4). 여기에서 교
사의 역할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하도록 이끄는 것이 된다. 교사
4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배움의 공동체 또는 배움 중심 수업은] 학습자가 스스로 배울 수 있게끔, 그리고 협력하면서 같이
[배우고] 나눌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전제조건도 교사가 일방적으로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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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아니라 이미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배움으로 이끌어 낼까[인거죠].
교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교사 4)

다) 교사의 지원
학교 교육활동에서 학생 행위주체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지원이 필요하다. 학
생의 학교생활뿐 아니라 교과학습 면에서도 교사의 관심과 지원은 교과에 대한 학생의
태도, 선호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수학을 담당하는 교사 2는 교사의 관심과 지원에 따라
학생들의 수학 교과에 대한 태도가 변화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제가 1학년 딱 두 반을 들어갔는데, 그중에 당당하게 ‘저는 수포자예요’ 말하는 애가 한 반에 한 명씩
있어요. ... 중1인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라고 해요. 그런데] ... 애들이
수업을 해보면 ... 계산이 안 되는 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올해는. 근데 좀 진도가 더 나가고 방정식으로 가면서 아이들이 조금 재미를 붙기
시작한 거예요. ‘어, 그래서 수학 재밌네,’ 걔 입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수학 재밌네.’(교사 2)
담임 선생님이...걔를 불러다가 개인 면담을 하셨어요. 한참 면담하시고 나서 애가 조금씩 바뀌더라고
요. 그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서포트를 하는 거죠. 그냥 방치하지 않고 좀 마음을 낼 수 있게 하고.
이제 그 못하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선생님한테 점심시간에 따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따로 마
련해요.(교사 2)

2) 협력적 행위주체성

가) 교사 행위주체성과 교사 간 협력적 행위주체성
(1)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 간 협력적 행위주체성 발달
B 중학교에서 교사 행위주체성은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에서 잘 나타났다. 전문적 학

습공동체는 학습 동아리 형태로 운영되는 것과 수업 공개와 연계시켜 운영하는 것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호스트 교사(주관 교사)를 중심으로 특정 주제를 탐구하
기를 희망하는 교사들이 학기별로 2회씩 2시간 동안 자율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이다(교사
2). 주제는 페미니즘, 청소년 심리, 상담, 프로젝트 수업 등으로 다양하다. 후자는 공개

수업을 위한 사전사후 협의회 형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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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협의회는] 보통 하면 한 세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수업을 공개하고 다시 모여서 얘기하고 다시
공유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도안도 먼저 뿌려주세요. 그렇게 [공개수업과 수업협의회
는] 1년 내내 [해요]. 거기다가 전문적 학습공동체 중에 본인이 희망하는 것을 한 학기에 두 시간씩,
두 번 [진행해요]. 호스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쪽에 들어가서 본인이 희망하는 쪽으로 선택하
는 거예요.(교사 2)

(2)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

일반적인 교무회의나 교직원 회의는 교장, 교감 등 학교관리자가 주도하고 주요 사항을
전달하는 “지시 일변도”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B 중학교에서는 교직원 회의, 교무
회의에서 토의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었다. 즉, B 중학교에서 교무회의,
교직원 회의는 교사들이 학교 교육활동에 관한 주요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서로 협의
하고 교사가 자신의 의견을 적극 표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과정이 되고 있었다.
교사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 행위주체성을 인식하고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일반적인 학교는 회의를 할 때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전달식[으로 해요]. ... ‘그냥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라,’[와 같이] 지시 일변도라면 저희 학교는 [우유급식, 지필평가와 수행평
가 비중 등과 같이]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논의를 해요]. ... ‘수행으로 100% 가면 안 되냐,
왜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들을 공론화하는 거죠. ... 그렇게 공론화해서 할 수 있는 교과는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교장, 교감 선생님이 안돼라고 브레이크 걸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는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교사 2)

(3) 학급운영 및 학생 생활지도 협력
B 중학교에서 교사 행위주체성은 협력적인 학급운영에서도 나타난다. 일반 학교에서는

학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담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지만 B 중학교에서는 학년부장
등 동료교사뿐 아니라 교감, 교장도 교사를 지원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우리가 함께 도
와줘야 [하고] ...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 인식하는 동료성(collegiality)을 보여준다.
관련하여 교사 2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학교는 제가 담임을 해 봐도 그 반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너 탓이야’, ‘담임 탓이야’[라는 인식이
있어요]. 교장도 ‘네가 학급을 어떻게 운영했길래,’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도와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는 학년 부장님이 또는 담임 선생님들이 협의나 회의를 통해서
뭔가를 시도하려고 애를 쓰시고, 그 반에 이 아이가 있지만 그게 선생님 탓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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줘야 [하고]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걸 인식하시는 거죠. ... 그래서 선생님이 혼자 힘든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나누어야 해’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서포트를 해 주세요. ...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 교장실로 보내라고 하시고 학부모 면담도 직접
하시고, ... 상담 선생님도 거의 늦게까지 얘기하시고 ... 또 ... 학교가 아닌 다른 쪽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세요.(교사 2)

또한 교직 경력 3년차 교사인 교사 3은 B 중학교에서 역량교육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동료교사, 선배교사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점, 동료교사의 열정을 높이
인정하고 있었다. 교사 간 상호협력과 지원이 교사 행위주체성을 개발, 촉진하는 데 기여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 또래 관계
학생의 행위주체성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발되며, 또래 관계는 학생의 학습뿐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준다. 청소년기 학생들은 특히 학업성취, 정서적 측면에
서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B 중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둠활동과 멘토-멘티 활동
은 교과에 대한 학생의 태도와 학습 성과에 영향을 주며 학생 행위주체성을 형성하는
주요한 학습 환경이 되고 있었다.
모둠활동과 관련하여 B 중학교 교사와 학생의 시각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학생들은
무임승차 문제로 모둠활동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교사는 학생들이
모둠활동을 즐긴다거나 모둠활동을 통해 협력적 수업이 이루어진다고(교사 3)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모둠활동에서 다루는 주제의 차이, 모둠 구성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모둠활동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멘토-멘티 활동은 또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또래와 멘토-멘티를 하게 될 경우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사 2는 수학교과에서 친구들이 특히 중요하다
고 보고, 멘토-멘티 활동이 수학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수학은 특히 친구들이 중요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연구부에서 친구랑 같이 멘토, 멘티를 만들어요. 그래
서 학생끼리 멘토, 멘티를 해서 멘토는 봉사시간을 줘요. 그래서 걔네들이 매 시간, 아니면 매일 30분
씩 선생님 싸인을 받고 도움을 줘요. 이제 수업시간에도 걔가 같이 짝으로 앉고, 그렇게 배울 수 있게,
편하게 배울 수 있는 아이를 엮어주면 도움이 되더라고요.(교사 2)

166

Ⅴ.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사례 조사

다) 학부모 참여
B 중학교는 학부모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학부모들 간 동아리 등 소그룹들이 있었다. 학부

모 동아리는 난타, 텃밭 가꾸기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아버지들로 구성된 ‘OO 푸르네’
라는 모임에서는 학생들과 연계한 봉사활동이나 1박 2일 캠프 등도 운영되고 있었다. B
중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데에는 자녀의 교육성과에 대한 긍정
적인 경험이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이는 다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서 두드러지는데(학
부모 1, 학부모 3), 특히 학부모 1은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강하게 표현하였다.
애가 졸업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고 ‘엄마, 그 학교 나온 거 너무 잘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애들은 이런데, 나는 여기 와서 이런 걸 배운 것 같아서 좋아’. ... 졸업하고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너무 좋았어’[라고요]. 그때 저희 둘째도 ‘엄마, 내 인생에 중학교 때가 제일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저는 아무튼 이 학교를 많이많이 사랑하는 학부모
중의 1인자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학부모 1).

온 가족이 5년째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 3은 텃밭 가꾸기는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텃밭에서 나온 작물을 지역사회(독거노인, 희망케어센터)에 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활동으로 언급하였다. 텃밭 가꾸기는 학부모 동아리 활동이지만 학교
에서 씨앗부터 비료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학부모 2),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연계되는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라) 지역사회 연계
B 중학교는 지역사회의 지원과 참여가 활발한 학교였는데, 지역사회에서 학교와 같이

하려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기도 하였다(교사 1). 학생과 지역사회가 연계되는 프
로그램으로는 마을 탐방 프로젝트를 들 수 있는데, 학생 1은 프로젝트의 경험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설명했다.
마을 탐방 프로젝트라고 저희 마을에 어떤 사람이 계시고 그 사람은 우리네 고장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아보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때 제가 유기견 보호소를 갔어요. 거기서 정말 힘들게 일하시
는 거 보시고, ‘아,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우리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되게 감명 깊었어요. ... 강아지를 생명의 존엄성 같은
걸 [느꼈어요].(학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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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 중학교 학부모들은 지역사회 시설과 공간을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지역사회의 유휴 시설과 자원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학부모의 말을 인용하면 다
음과 같다.
여기 자치센터에 그런 공간이 있어요. ... 문화센터, 그거를 약간 빌려줘도 되잖아요. ...빌려줘도 되는
데 관리가 안 되는지 한두 시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지역사회와 좀
더 연결해서 ...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는 개방을 굉장히
자주 해주세요, 지역사회에다가. 운동장도 그렇고, ... [일반일들이] 강당도 쓸 수 있게끔 [개방해요].
... 그만큼 저희 아이, 학교 아이들도 다른 공간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죠.(학부모 2)

3

C 중학교 사례
학교 배경 정보

C 중학교는 공립중학교로 1999년 6월에 개교하였다. 개교 20년차 학교로 2019년 3월 현재 학생 수 472명,
16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교직원은 총 51명(교원 33명)이다. 학교장은 2017년 3월 본교에 부임하였다.
학교장의 교육철학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촘촘한 학습복지를 통해서 아이들의 참된 성장을 지원하
고 궁극적으로 협력과 배려의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통해 명시되고 있다(C 중학교,
2019a: 32).
C 중학교는 2010년 3월 수업혁신을 중심으로 혁신학교를 시작하였으며, 2018년 3월에는 지역거점 모범
혁신학교로 지정되었다. 10년차 혁신학교로서, 최근에는 마을교육공동체로서의 학교 역할에 대한 고민과 실천
을 추구하고 있다(C 중학교, 2019a: 47). C 중학교의 교육비전은 “더불어 행복한 배움의 공동체”
로 설정하고 있으며, 2019년 혁신교육 추진과제는 6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첫째, 참여와 소통의
교육공동체를 꿈꾸는 민주적 학교 운영, 둘째, 신뢰와 협력으로 함께 하는 윤리적 생활공동체 형
성, 셋째,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넷째,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창의적 교육과정 실현, 다섯째,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운영, 여섯째, 지역
거점 혁신학교로서 지역 혁신교육의 리더 역할 수행이다(C 중학교, 2019a: 47).
교통이 불편한 도시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마을 안에 학교”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교사 1), 비평준화
지역이면서 인근에 다른 중학교가 있어 학생들은 중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혁신학교를 찾아 C 중학교에 오는
학부모도 있으며, 다른 중학교에 배정을 받지 못해 불만을 가지고 오는 학부모도 있어 학부모 배경 및 특징은
다양한 편이다(교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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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역량 개념과 역량교육의 필요성
1) 역량의 개념 및 역량교육의 중점

가) 더불어 성장하고 나누는 사람: 소통, 배려, 협력, 존중
C 중학교에서 중점을 두는 학생 역량은 교육 비전과 학교교육 목표 등에 잘 나타나

있다. C 중학교의 교육 비전은 “더불어 행복한 배움의 공동체”이며 이러한 비전을 구체
화된 교육지표는 “더불어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사람 육성”이다. 이 교육비전은 초창기
C 중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분들, 리더들이 처음에 만들었던 비전”(교사
1)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교사 면담을 통해 C 중학교의 교육비전은 교사들 사이에서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 중학교의 교육비전인 ‘더불어’와 ‘나눈다’는 표현에서 볼 때 소통과 협력, 배려가 C

중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역량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아울러 5가지 교육목표에도 C 중
학교 교육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역량이 잘 나타난다. 이는 첫째, 원칙을 지키고 기본에
충실한 사람, 둘째,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 셋째, 몸과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넷째, 나를
아끼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 다섯째, 공동체 속에서 참여하고 소통하는 사람이다. 교육목
표에서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역량은 소통, 배려, 협력이라 할 수 있었다.
C 중학교 역량교육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됨이 없고 포기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 개개인의 행위주체성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으로 C 중학교 학교장의 교육철학뿐 아니라 학생생활지도(회복적 생활교육), 수업 등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과 철학은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됨이 없는 수업을 위해
따뜻한 수업 문화 공유 및 소통”(C 중학교, 2019b: 18),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됨이 없는
따뜻한 학교,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C 중학교, 2019a: 23) 등 배움 중심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 활동에 반영되어 있었다.
나) 갈등과 딜레마 조정하기: 생각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이해하기
C 중학교의 다양한 수업,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학습하고 있었다. 교사들에 의하면, 학생들은 특히 합창 대회, 영화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많은 갈등을 겪지만 결과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배움(특히,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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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고 이해하는 법)이 일어나는 점을 뿌듯한 경험으로 언급하였다. 관련하여 교사 2,
교사 4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합창을 하면 진짜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싸워서 말도 안 하고(교사 4) ... 피터지게 싸워요(교사 2).
피터지게 싸우고요. ‘안 한다’ 그러고, 울고불고 하는데 어쨌든 올라가요. 올라가고 나면 자기들이 해
낸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배움이 일어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싸우면서 아이들이 소통하는 법, 이해하
는 법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아이들한테 행위주체성을 키우는 과
정인 것 같아요.(교사 4)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설득해 보다 보면 ‘아, 엄마를 설득하는 거 다르고 애들 설득하는 거 다르고
선생님 설득하는 거 다르[구나]’[라는 걸 배우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교사 2)

학부모 3은 학생회 활동을 통해서 자녀가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학교와 조율하는 과정
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구나’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언급했다. 학부모 1은 C 중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는 역량이 소통이라고 보고 있었다. “교육에 있어서 역량을 키운다는 거, 그 모든
거에서 소통이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 책임감 갖기: 사회 문제, 모둠활동, 자기주도학습에서 책임감 갖기
C 중학교 2학년의 경우, 5.18이나 수요 집회 등을 주제 선택 시간에 다루고 있었는데,

이는 학생들이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고 있었다
(교사 2, 교사 4). 특히, 교사 2는 C 중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은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5.18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아이들이 갈등하고 힘들게 하면서 생각
하고 고민하고 흩어지고 모이고 싸우고, 그러면서 크는 과정을 선생님들이 바운더리(경계)를 치면서
보고 있는 느낌 ... 선생님들이 크게 바운더리를 쳐주고 ‘안에서 너희가 놀아, 싸워, 해 볼 거 다 해
봐, 할 말 다 해 봐,’ 한 다음에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하는 거예요, 결과를.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그래서 피터지고 아프고 상처받는 아이들이 생기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아이들이
돌아보고 나면 ‘아, 제가 컸네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교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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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학부모 1은 학습 면에서 학생들이 책임감을 가지도록 교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무기력한 아이, 참여하지 않는 아이를 모둠 리더가
이끌 능력은 아직 부족할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자율, 권리에
의무가 따른다는 점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들은 자유학년제 하에
서도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
다. 즉, “아이들에게 약간 성적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좀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
으면 좋겠다”(학부모 2)는 것이다. 관련하여 학부모 1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아이들은 ... 하나도 안 [하기도 하죠]. 모둠활동인데 같이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니까 리더
아이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모둠 점수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들도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예 배제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하
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무기력한 친구들을 끌 수 있는 능력은 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
을 하기 때문에 ... 선생님들이 방법을 가르쳐준다거나 그런 부분은 좀 도와주면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뭔가를 했을 때 너희의 행동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까지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율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권리는 주장하지만 의무는 해야 하지 않잖아요.(학부모 1)
솔직히 ...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자율 속에서도 조금 자기주도학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물론 교과 연계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긴 하겠지만 아이들은 너무 자유롭고 논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에서. 2학년 1학기까지 거의 시험이 없잖아요.26) ... 애들이 거의 손을 놓고
있고 2학년 2학기 때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 이 분위기를 잡을 수 없는 거[가
좀 우려되죠]. 그래서 그 자유[학년] 와중에도 자기주도 학습이 과정에 좀 들어가면, 공부에 대한 동기
부여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학부모 1)

2) 역량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와 공감
C 중학교에서 학교교육의 비전, 철학과 목표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과정은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집단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사 3은 비전 공유가 교사들
사이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학생, 학부모와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실제, “교육공동체
로서의 혁신학교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것은 C 중학교 혁신교육의 첫 번째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C 중학교 2019b: 5).

26) C 중학교에서는 수행평가가 평가의 방향임을 인지하면서도 학생들이 현 평가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기당 1회의 지필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청 권장사항이기도 함. 2학년 1학기에도 지필
평가를 1회(7월) 실시하였음(C학교 분석 내용 검토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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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수와 환영회를 통한 신입교사 공감대 형성
C 중학교는 2월 신규 전입교사와 전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연수를 통해 학교의 비전,

철학, 교육목표 등을 공유하고 “C 중학교의 비전이라든지 방향성을 좀 체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들이 2월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신규 전입교사 연수
를 실시하고 있으나 C 중학교는 이러한 연수가 널리 확산되기 전부터 이를 실시해왔다.
관련하여 교사 1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은 많은 학교들이 2월에 새 학기를 준비하는 연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학교는 하지 않을
때부터 이 C 중학교는 이미 2월 달에 새 학기를 준비하는 연수를 [했어요] ... 전입 오시는 선생님들,
신규 선생님들, 그리고 기존에 계셨던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함께 2월 달에 ... ‘우리가 올해 ... 어떤
철학으로 ...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육과정 [또는] 통합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좀 길러낼까’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시간들을 가졌었거든요. ... 일주일 내내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처음에 오면 ... 선생님
들은 낯설잖아요. 그런데 같이 몸놀이도 하고 또 많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선생님들이 2월
그 시간 동안에 C 중학교의 비전이라든지 방향성을 좀 체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
해요].(교사 1)

이와 함께 3월 마지막 주에 1박 2일로 진행되는 신규 전입교사 환영회는 교사에게 힘
을 실어주는 ‘다른 학교에 없는’C 중학교의 고유한 풍습이다. 전입 교사 환영회 운영 형
태는 조금씩 변했지만 교사들이 쉴 수 있는 자리이면서 수업,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 평소
에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을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자리로 활용되고 있었다.
전입 교사 환영회가 형태는 조금씩 변했지만, 지금 관리자이신 교장선생님께서는 선생님들을 좀 쉴
수 있게 하자는 테마로 원래는 진행이 되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선생님들한테 쉬라고 얘기하지만 가
서 얘기하는 건 결국 내 수업이 힘든 거, 학생 생활지도면에서 힘든 거, 그런 걸 결국 얘기하는 자리거
든요. 그냥 쉬는 게 ...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예요]. 바빠서 ... [또] 학년부로
있다 보니까 또 다른 학년 선생님들하고 교류하는 게 또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 서로 자기가 한 달 동안 [느낀 것이나], 전입 오신 선생님들은 또 ... 적응하는 한 달 동안 내가
힘들었던 것들을 좀 마음 편하게 터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리예요].(교사 1)

또한 매주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도 교사들이 C 중학교에
다 같이 학교 철학에 녹아드는 시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교사 1).(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에 관한 절에서 별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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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월 신입생 및 재학생 오리엔테이션
역량교육 비전과 철학은 교사들뿐 아니라 학생들과도 공유되어야 한다. C 중학교에서
는 학년 초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배움의 공동체 수업과 학교의 비전에 대한 오리
엔테이션이 실시되고 있었는데, 이 자리가 학교 교육비전 및 철학을 학생들과 공유하는
기회가 되고 있었다. 신학년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학교 철학과 수업철학, 경애, 자존, 협
력, 전문성, 노동, 공동체, 사회적 실천을 주제로 학교장, 교과 교사, 담임교사가 학생들
과 학교의 철학을 공유하고 학생들은 배움의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C 중학교,
2019a: 42). 또한, 학년 초 공식적인 오리엔테이션 외에도 학기 중에 수시로 학교 비전과

철학에 대한 점검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관련하여 교사 3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애들하고도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두고 1학년은 조금 길게, 2, 3학년은
조금 짧게 [기간을] 두고서 배공, 배움의 공동체 수업 연수라고 배공 연수도 진행을 하고, 2월에 선생
님들이 같이 논의했던 학년 철학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도 넣[어요].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조금
더 집약적으로 아이들하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도 늘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는 계속 학년 철학 점검하고 생활 규약 만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그런
걸 갖고 [얘기를 해요].(교사 3)

C 중학교는 학교 교육철학, 교육목표와 별도로 학년 교육철학(또는 교육목표)을 설정

하고 있었다. 2019학년도 학년 교육목표는 1학년의 경우 “존중, 작은 공감으로부터 한
발짝씩 나아가는 배움의 공동체”, 2학년은 “협력하고 이해하는 내가 아닌 우리”, 3학년은
“평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나, 너, 우리”였다(C 중학교, 2019a: 33).

다) 학부모 교육과 간담회
C 중학교 교육철학에 대한 학부모의 공감대 형성은 학부모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로 이뤄지고 있었다. 학부모 간담회는 학부모와 학교비전, 철학 공유가 필요하다는 생
각에서 2014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다(교사 3). 학부모 간담회는 학부모들에게 학교의 교
육철학과 비전을 소개하고, 부모들이 불만을 쏟아내기도 하며, 학부모와 주기적으로 소
통하려고 노력하는 자리로 활용되고 있었다. 관련하여 교사 3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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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틈이 학부모 교육도 하긴 하지만 저희가 학부모와의 소통, 비전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어
진 게 학부모 간담회였어요. 2014년쯤에 ... 학부모 간담회가 만들어[졌는데], 부모님들이 엄청 많이
오셔서 그때 진짜 막 불만도 쏟아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번 만나 뵈니까 점점 부모님 수가 줄어
들면서 한 달에 1번 모였었거든요. 어머님들이 ‘내년에는 격월로 해도 되겠어요’라고 할 정도로 [불만
이나 이런 게 줄었어요]. 그러한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틈틈이 [다른 기회가] 있
잖아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입학을 했을 때 엄마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교실에서 OT를
하는 동안 어머님들은 따로 필요한 비전 공유나 혁신 철학이라든지 이거와 관련된 교육을 하[죠].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교사 3)

나. 교육과정 및 학습 설계와 실행
1) 교육과정 개념, 내용, 주제 설계: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조직

가) 학생 중심 및 선택에 기초한 교육과정 설계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내용 선정 및 조직 원리 중 C 중학교

에서는 학생 중심 원리가 잘 나타났다. 2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인 체인지 메이커 수
업은 대표적인 사례였다. 교사 4는 학생들이 체인지 메이커 수업을 설계하는 데에서 그
치지 않고 이를 실행하는 단계까지 진행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학년에 체인지 메이커라는 수업을 했는데, 저희가 외부에서 강사 선생님을 모셨었어요. 그 강사 선생
님이 하신 말씀이 ... 대부분의 학교에서 체인지 메이커를 하면 강사를 불러서 얘기를 하고 수업을
해 보고 그냥 계획을 짜보는 것까지 하고 끝낸대요. 그런데 저희는 2학년 창체 수업에서 체인지 메이
커를 짜고 난 다음에 그 짠 거를 정말 실행할 수 있게 부스를 만들게끔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부스를 운영을 했거든요.(교사 4)

수업뿐 아니라 축제 등 학교의 주요 행사를 준비할 때도 학생들은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관심 있는 주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선택, 결
정에 의해서 교육활동의 내용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관련하여
교사 2는 이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교사들은 아무리 논의를 해도 축제 [같은 건], 작년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해[요]. ‘그 업체 불러서 똑같
이 포스터만 바꿔서 하면 되지,’ 이런 느낌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진짜 재미있어야 되는 거예
요. 우리가 기획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작년에 재미없었던 거 다 빼고 진짜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더라고요. ‘작년에 퍼레이드 너무 힘들었고 이거 너무 재미가 없었어,’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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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플래시몹 너무 재미가 없었어,’ ‘그런 거 절대 하지 말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식이예요].
그러니까 전에 내가 경험했지만 힘들었던 것들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걸 애들이 아는 거잖아요.(교사 2)

나) 정합성: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의 일체화
C 중학교의 교육과정 설계에서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의 정합성이 중요한 원리로 고려

되고 있었다. 이는 C 중학교의 교과수업이 핵심 개념과 주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이해하
고 발견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해
결력이 중시함에 따라 평가방법도 이와 연계되어 있었다. 즉, 오지선다형 시험과 같은
전통적인 평가 방식은 그런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과에서 수행평가나
서술형·논술형 시험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있었다. 관련하여 교사 1, 교사 3, 교사 4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수행평가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지필평가를 보더라도 서술, 논술형으로 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
[어요], ...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지선다가 굉장히 유치해지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데 정답
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서술, 논술 그리고 수행평가 이렇게 진행을 하죠, 국어는.(교사 3)
어쨌든 수업 과정 안에서 자기가 한 활동이 평가가 되어지니까, 그거는 자기가 한 활동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니까 수용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 대한 평가니까.(교사 4)

수행평가, 서술형 평가와 관련하여 학생 1은 고등학교를 미리 준비한다는 점, 글쓰기
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하였다. 관련하
여 학생 1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저희 [학교에] 수행평가가 정말 많은데 일주일에도 네 다섯 개씩[해요]. ... 하루에 [5교시 동안] 다른
반은 5번의 수행평가를 [하기도 해요]. 과목마다 수행이 있는데 ... 준비하기도 힘들고 준비를 하면
다음 날 또 수행[보기도 해요]. 매번 시험을 본다는 게 처음에는 힘든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적응되
고, ...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나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너무 힘든 게 ... 준비 시간이 촉박하거나 그럴 때가 좀 단점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득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사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어서 의원내각제나 대통령제에
관해서 서술하는 게 있고, [그리고] 세계사, 역사 같은 경우는 역사 사건이나 이런 걸 놓고 그거에 대해
서 자신은 어떻게 판단하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이런 걸 서술하라는 [평가가 많
아요], 1200자에서 1500자 정도. 도덕도 토론이 끝나고 나면 다시 토론했던 것들을 1500자에서
2000자까지 정리[하라는] 그런 수행평가 되게 [많아요].(학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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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정 설계: 학습 과정
C 중학교의 교육과정 실행에서 나타나는 주요 원리는 교사 주체성(교사의 전문적 지식,

기능)을 기저로 하여 실생활과의 연계(실제성), 다양한 교과 연계(상호연관성), 학생 참여
등으로 나타났다.
가) 모둠활동을 통한 학습: 학생 참여, 협력, 소통
C 중학교에서는 배움의 공동체 철학에 기반 한 학생 중심 수업을 지향하면서 전 교실
‘ㄷ’자형 자리 배치를 통해 자유로운 토의 및 토론, 모둠별 협력활동이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모둠활동은 교과 수업뿐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본적인 학습 조직, 단위로
활용되고 있었다. 즉, C 중학교는 활동·협력·표현 중심의 질 높은 배움 지향 수업 실천을
통해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됨이 없는 수업을 위해 따뜻한 수업 문화”를 강조하고 있었다
(C 중학교, 2019b: 17).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1 또한 “아이들의 삶과 연결된, 아이

들의 모둠활동 속에서 이야기 나누며 함께 탐구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수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실제성: 실생활과의 연계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경험을 실제 세계와 연결시키고(실제성) 자기 학습의 목적의식을
가질 때 역량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C 중학교 교사들은 교과수업이
학생의 실생활과 연계되고 학생들에게 보다 의미있는 과정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
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부담을 가지는 교과이자 실생활과의 연계성을 찾기가 상대적
으로 어려운 수학교과를 담당하는 교사 1은 수업에서 실제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실생활
속의 수학 개념, 원리를 찾거나 학생이 직접 문제를 만드는 활동을 시도하고 있었다. 국
어과목을 담당하는 교사 3은 학생들이 책이나 자료를 많이 읽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교사의 말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수학 교과는 일단 계산력도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력도 있어야 되고 ... 그리고 실생활과도 어떻게
연결해서 ... [수학의] 필요성[도 좀 알게 하려고 해요]. ... 사실 저희는 교과서를 그대로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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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를 다들 만들어서 하시는데, 수학도 ...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하는 ... 개념을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 탐구를 통해서 개념을 좀 알아가는 과정을 담기도 하고 ... 또 계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문제도 만들어서 같이 풀기도 하고 ... 우리 실생활 속에서 수학은 이렇게 쓰인다라는 형태로 문제를
만들거나 아이들이 ... 삶과 연결해서 문제를 직접 제작해 보[게 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아이들
이 계속 고민[할 수 있도록 하죠]. 그런데 정말 힘들어요. ... 내가 어떻게 잘 구상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수학 과목에 대한 어떤 흥미라든지 그런 걸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교사 1)
많이 읽게 하고 그거를 많이 생각하게 하고 그거 자기 삶으로 좀 가져오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혹은 읽기
자료나 어떤 활동이나, 제시하는 것들이 아이들의 삶을 성찰하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걸 다시 자기 언어로 표현하게 하고 이런 걸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교사 3)

다) 엄격성: 학생 스스로 개념, 주제 발견
C 중학교의 교육과정 실행에서 교사들이 중요하게 언급한 원리 중 하나는 정답을 가르

치기보다 깊은 사고와 성찰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와 개념을 이해하고, 이러한 개념과
주제가 학교 밖의 실제 생활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즉, 실제성과
함께 엄격성 원리가 드러났다. 교사들은 각각 자신이 담당하는 교과(수학, 과학, 국어)에서
교육과정 설계의 엄격성의 원리(주제가 도전적이고 깊은 사고와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리)를 어떻게 실행 또는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발견되는 과정을 아이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활동지로 구상해서 ... 아이들끼리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요]. ... 당시에 피타고라스도 타일을 보고 발견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발견하고 있는 거다는 식으로 활동지가 구상이 돼요. ... 그림을 보여주고 아이
들에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수학적 사실을 발견을 하라고 해요. ... 정말 기본적인 ‘A, B, C는 삼각형
이다’부터 막 나와요. 다양한 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 피타고라스 정리는 최종이고 내가 원하는
건 ... 아이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 삼각형에서 출발했다’부터 해서 마지막에 ‘빗변의 제곱이 나
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아이들이 답을 계속 얘기하[게 하고], 다양한 답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서로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교사 1)
사실 과학도 답이 있어요, 수학처럼. 과학이 개념이 확실한 과목이다 보니까 ...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답을 기다릴 때가 있어요, 애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얘기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그 얘기들을 계속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과학 수업에서 얻어가는 그런, 개
념[이나] ‘왜 그럴까?’ 계속 ‘왜 그럴까’를 계속 물으면서 ... 내가 이 개념을 알아가기까지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계속 애들한테 질문으로 단계별로 던지고 그 단계를 차곡차곡하고 나면 나중에
‘아!’가 나오게 수업을 하면 좋겠다, 그걸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교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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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는 정답이 없다는 것만 아이들한테 계속 심어주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입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 아이들한테 ‘왜 그럴까’를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활동
지도 질문 자체도 계속 ‘왜 그럴까’를 물어보고, 문학 작품을 본다 하더라도 ‘너는 왜, 어느 부분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를 자꾸 물어봐요.(교사 3)

라) 상호연관성: 교과 간 연계/통합
C 중학교에서 교과간 연계/통합은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사 면

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C 중학교에서 교사 간 교과 협의와 이를 토대로 한 교과 연계와
통합은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이나 학년별 교과 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교무실에서 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학년별 교육과정 협의는 매주
월요일 운영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과정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고 설
명했다(교사 2). 관련하여 교사 2와 교사 3은 교무실이 업무가 아니라 학년 중심으로 배
치되어 있어 한 공간 안에서 늘 교과협의가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교과통합으로 이어진
다고 언급하였다.
교무실 배치를 업무가 아니라 학년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게 제일 큰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공간
안에 같은 학년이 모여 있으니까 얘기하는 게 수업 얘기고 교육과정 얘기니까 거기에서 막 즉흥적으로
‘교육과정 [통합] 한번 해 볼까?’ 뭐 이렇게 단합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수업에 대한 이야기
도 자주 나누게 되고[요]. 다른 학교에서 ‘그거를 다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시로 어쨌든 저희는 수업이나 교육과정이나 아이들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학교에서는. 그런 얘
기를 계속 나누면서 그게 결국은 내 수업으로 다른 사람 수업으로 이렇게 혹은 교육과정으로, 교과
통합으로 이어지고 하는 것 같아요.(교사 3)

3) 교육과정 설계( 및 실행)에서 나타나는 도전 과제

가) 교사 과부하와 수업의 질: 학급당 학생 수
C 중학교의 교육과정 설계에서 나타나는 주요 도전과제는 교사 과부하와 이로 인한

수업의 질에 대한 우려로 나타났다. C 중학교에서 교사 과부하 문제는 학생 수 증가와
연결되어 제기되었다. 즉, 학급당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교사의 통솔 범위를 벗
어나 수업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C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24명이었
으나,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여 현재 30-31명에 이르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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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및 학생지도 부담이 커지고 있었다. 이런 부담은 수업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로 연결
되고 있었다. 교사들(교사 1, 교사 2, 교사 4)은 학생수가 6모둠 24명일 때와 이를 초과할
때 수업의 질 차이를 확연히 느낀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는 학생 수가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교사 1). 맞아, 힘들어(교사 2). 제가 처음에 왔을 때 24명이었
어요(교사 4). 점점 늘어났죠(교사 2). ... 지금 31명까지 [늘어났어요](교사 4).진짜 24명이랑 수업하
면 6×4, 24잖아요. 여섯 모둠이 있거든요, 여섯 모둠 ... 4명씩 붙이면. 여섯 모둠이랑 수업할 때랑
지금 많은 반이 여덟 모둠이에요. 여덟 모둠이랑 수업할 때랑 진짜 수업의 질이 ... 확연히 달라, 진짜.
너무 달라.(교사 2)...여섯 모둠일 때는 진짜 제 눈에 이게 싹 들어와요(교사 4). 눈에 들어와 있어(교사
1). 들리고 보여(교사 2)

나) 학생들의 피로감: 상시적 평가와 모둠활동
C 중학교의 교육과정 설계 및 실행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도전과제는 상시적 평가와

모둠활동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로감이다. C 중학교에서 유독 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
만, 수행평가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사례 조사 참여 학교에서 대부분 이 부분이 언급되었
다. 즉, 수행평가 비중이 높음에 따라 수업 외 시간에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많은 점과
(대부분의 수행평가가 개인보다는 모둠과제가 많음에 따라) 다른 학생들과 시간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부담, 그리고 수행의 “과정” 평가가 학생들의 모든 행동이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느끼는 답답함이 있었다. 교사 1은 수행평가에 대한 언급
에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사실은 수행[평가가] 많다 보니 모든 수업 과정이 사실은 다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게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교사 1)

다.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
1) 학생 행위주체성

가) 학생에 대한 시각: 수업의 공동 행위자(co-actor)
C 중학교에서 학생 행위주체성은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발현되고 개발되고 있었는데,

학생들을 수업의 공동 행위자(co-actor)(Aoki, 1983)로 가정하고 있다는 점은 특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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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전통적으로 수업의 주체 는 흔희 교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수업
이 잘 안 된다는 것은 교사의 잘못으로 인식되고, 이런 인식은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을
다른 교사나 집단에게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경향과 연결된다.
이에 비해, C 중학교에서는 수업의 잘됨과 못됨에 학생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수업 개선을 위해서 교사만이 아니라 학생의 성찰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
었다(교사 4). 이런 인식은 C 중학교의 수업 개선을 위한 장치인 수업 솔루션27) 사례로
드러난다. 면담에서 공유된 수업 솔루션의 한 사례에서는 해당 학급에서 소위 수업을 “깨
는” 학생들이 다른 학급의 수업을 참관함으로써 자신의 수업태도를 성찰해보게 하는 형
태의 해결책이 마련되어 실시되었다. “수업을 깨는 학생들은” 다른 학급의 수업을 참관하
고 수업 협의회에도 참석함으로써, 다른 학급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다른 학생들
은 수업시간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자신의 수업 태도를 성찰해 보는 계기를 갖게
된 것이다. 교사 4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 반에서 그 수업을 깨는 10명의 아이를 뽑[아서] ... 걔네 반을 빼고 나머지 반에 수업을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수업을 참관하는 것처럼 뒤에 가서 1시간 수업을 참관하게 하고 아이들은
[수업을] 본 거죠. 우리 반에서는 개판을 치고 자기들이 막 수업을 깼는데 가서 보니까 모든 반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 어, 애들이 수업을 잘하고 있고, 모둠활동도 잘하고 있어요. ... 그날 하루를 보고
... 그날 오후에 평가회를 같이 했어요, 보통 수업을 보고 나면 교사들이 모여서 평가회 하듯이. ...
평가회에서 아이들 입으로 ‘자기들 수업하고 다르더라’, ‘이 분반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더라,’ ‘수학
시간에 이렇게 하고 국어 시간에 이렇게 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 그렇게 하면서 ... 자기들이 빠져
나갔던, 수업을 깼던 그 부분들을 아이들 스스로가 돌아보면서 소위 바로 잡혔거든요. ... 수업 솔루션이
아이들을 지적질을 하거나 아이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수업이 잘 안 되는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바탕에서 출발한다는 걸 아이들이 알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노력하고 애를 [써요].(교사 4)

또한, C 중학교에서는 수업 공개(전체 제안 수업 2번, 학년 공개 3회, 그 외 필요시
일상공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는데, 공개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해 주기 위해 수업 공개는 주로 제일 수업이 어려운 반을 정해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
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네들도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면서
“확실히 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교사 1). 뿐만 아니라, 수업 협의에서 무슨 얘기들이
27) 수업솔루션은 C중에서 수업개선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한 장치로서, 교사가 특정 반 수업이 어려울 때,
그 반 수업을 동료 교사에게 “열고”(공개한 후에), 수업 문제의 원인을 같이 진단하고 해결책을 같이 고민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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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는지 아이들도 궁금해 한다고 한다고 한다. 즉, 학생 스스로도 자신을 수업의 공동
행위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 4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평가회를 했을 때 선생님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너무 궁금해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평가회를 하고
나면 내가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학년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걸 적어놨다가 ... ‘너의
모습에서 1학년 때는 그랬는데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봤다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긍정
적인 것들은 또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 줘요. 그러면 되게 자기들도 좀 뿌듯해하고 그래요.(교사 4)

나) 학생 주도적 교육활동 참여 기회 제공
C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제공되고 있었고,

학생들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마을
축제, 학교 가게, 체인지 메이커 수업(2학년 창체), 정책 제안 등이 언급되었다. 마을 축
제는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회가 공동으로 준비하는 행사로 행사 계획, 실행, 평가까지
학생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마을 축제 준비를 통해 학생들은 다른 사람과 생각의 차이,
갈등을 경험하고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있었다. 학생자치부장으로 학생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교사 1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마을 축제[를 해요]. ... 올해 같은 경우는 C중, ○○중, 그리고 C고 이렇게 세 학교가 마을 축제 준비
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진행했어요]. ... 또 마을 활동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마을 축제를 계획 단계부터 실행하는 단계, 평가회까지 ... 아이들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면서 [참여해
요]. 마을 사람들도 있고, 그 안에는 학부모도 있고, ... 교사도 있고, 학생도 있고, 다른 학교 학생도
있[어요]. ... 마을 어른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 생각 차이가 많이 커요. 어른들의 ... 고지식한 생각과
아이들은 또 다른 ...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갈등이 있고 갈등을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요. 그 안에서 그런 회의를 하면서, ...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 마을 축제 준비위원회를 하면서
성격이 바뀌[고], ... 성장하는 아이들도 보였어요.(교사 1)

또 다른 예로, 교장실을 개조한 학교 가게가 있다. 학교 가게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공간으로, 공간 설계 과정부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공간기획 동아리를 만들어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담아내고 지역사회 청년 동아
리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학교 가게를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학교 가게 공
간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교장실을 내준 교장 선생님의 지지가 기반이 되었다. 이는
교사 1의 설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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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가 아이들과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만든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의 디자인, 설계를 아이들
이 한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게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회 아이들이 처음에 공약으로 ‘학교 가게를
만들어 달라’는 ... 얘기들이 나왔고, 또 지지해 주는 관리자가 있었기에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기도
해요, 분명히. ... 그게 원래 교장실이었거든요. ... ‘교장실이 이렇게 클 필요가 없다. 자기 혼자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큰 공간에 있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복도 공간에 지금 그런 매점 ... 공간이
생긴 거고요. ... [공간 구성에 대한] 아이디어가 다 아이들 머릿속에서 ... 공간기획 자율동아리를 만들
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지역에서 설계하시는 청년동아리 쪽 청년 분을 ... 멘토로 불러서 아이들하고
함께 탐방도 다니시고 또 아이들이 직접 설계도 해 보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생각들을 다 담아[냈
어요]. ... 그 속에서 또 협의하는 ...과정들을 아이들이 거[친거죠].(교사 1)

관련하여 C 중학교 학생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대회에도 출전하여 청소년들
한테 휴게 공간을 학교마다 다 개설해 달라는 정책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학생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본 교사 1은 “‘안 돼’[라고] 했으면 그 아이는 그
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건데 그렇게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었음
을 지적하였다.
비슷하게, 학교 내의 문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 또한 학생의 “행위주체성
이나 책임감”을 키워나가는 기회가 되고 있었다. 관련하여 교사 4는 체인지 메이커 수업
의 일환으로 시작된 실내화 대여제도 사례를 이야기해 주었다.
2학년 애들이 ‘실내화를 안 신고 다녀서 교실이 지저분하다’, 원래 선배들이 하다가 이제 흐지부지됐는
데 실내화를 대여하는 걸 해 보겠다[고 해서 하고 있어요]. 그게 체인지 메이커 1학기에 활동으로 나왔
는데, 지금 2학기에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몇 명 안 돼요. 하지 말까요?’ 막 이러더니 빌리
러 온 애가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5반 애들 3명이서 매일 실내화를 빌려주고 돌려받고 그러니까 실내
화가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가서 빌릴게요,’ 뭐 이렇게 지들끼리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실제
적으로 아이들이 고민한 것들을 ... 실천해 보게 하는 것들이 애들한테 행위주체성이나 책임감을 키워
주는 게 아닐까[해요].(교사 4)

체인지 메이커는 학생 2도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언급하였는데, 세상에 있는 차별을
한번 없애보자라는 의미로 차별 브레이크라는 주제를 다룬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관련하
여 학생 2는 “처음에는 어떻게 학교에서 하는 조그마한 걸로 세상을 바꿀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로 직접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저희들
의 생각을 바꿔서 나중에 이런 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음을 주요 경
험으로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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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사와 교장의 지원과 노력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교사와 교장의 지원과
노력이 있다는 점은 학생 1과 학생 3이 언급하였다. 학생 3은 동아리 활동, 스포츠클럽,
진로활동 등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자신의 흥미를 찾고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으며, 학생을 위해 많이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모습들이 인상 깊었다고 언급
하였다. 학생 1 또한 C 중학교가 학생 위주로 운영되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과 교장 선생
님의 희생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선생님들이 먼저 요구해 주[세요].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께서는
매점 만들 때 교장실을 ... 없애고 매점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교장선생님이 직접 글을 쓰셔서 ... 벽에다 붙[이세요]. 또 애들도 그런 선생님들의 희생이나 이런 걸
보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3년 동안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학생 1)

C 중학교가 학생 중심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은 학부모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부

모 2는 다른 학교에 비해 C 중학교는 “80%, 90%까지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주는 편”
이라고 평가했다. 학부모 1은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식당 설계], 교복,
실내화 착용 등에 관해 학생들이 규칙을 정하는 점, 모둠활동 등에서 학생 중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2) 협력적 행위주체성

가) 교사 행위주체성과 교사 간 협력적 행위주체성
C 중학교 교사 면담에서 교사 행위주체성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교사간 협력적

행위주체성이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1) 전문성에 대한 존중과 교사 자기효능감
C 중학교 교사들은 다른 학교에서와는 달리 교사로서 효능감과 전문성에 대한 존중을

느낀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교사 1, 교사 3을 통해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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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교는 뭐랄까 ... ‘내 것만 잘하면 되고 니 거는 니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여기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부장 선생님들,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실까 봐 되게 작은 것부터 배려하는 마음도 있었고 되게 존중해 주는 느낌, 네, 그런 느낌들을
받게 해주셨어요.(교사 1)
다른 여러 학교에서 받지, 갖지 못했던 교사로서의 효능감이나 이런 것들을 유독 C중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 ... 그런데 그거 같아요. 다른 학교 2월 연수의 계획서를 보면 강의가 되게 많아요. 뭔가 집어
넣으려고 하는 ... 강의가 많이 있는데 우리 학교는 강의가 거의 없거든요. 진짜 3월에 딱 됐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내가 교육 과정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중에서 교과 통합으로
어떤 걸 진행을 할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비전을 어떻게 교과 내용으로 끌어들일까’ 이런 내용들을
함께 고민하거든요. ... 내가 수업을 얘기하는데도 같이 얘기하고[요]. 그 과정에서 몸으로 존중 받는
느낌이라든지 배려 받는 느낌 이런게 [있는 것 같아요].(교사 3)

(2) 함께 고민하는 공동 책임 의식
C 중학교에서 교사들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어려움에 대해 교사 개

인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동료 교사들과 공동 책임 의식을 갖고 접근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동료와 함께 내 고민을 나누고, (수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덜며, 함께
가는 느낌과 힘을 얻고 있었다. 교사 2, 교사 3, 교사 4의 말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수업이 안 되면 대부분의 학교들은 교사 개인의 능력인 거고 ‘니가 잘 못하니까 그 반 수업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안기는데, 우리는 그걸 같이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안 되면
나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 볼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적용해 보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함께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되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 그런 분위기가 확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어렵다는 걸 쉽게 선생님
들도 이야기를 [해요]. ... ‘나 3반 수업인데 너무 힘들어. 3반 왜 이렇게 어려울까?’ ... 이런 얘기를
3반에 수업 들어가지 않는 선생님이랑도 같이 해 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 그러
니까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같이 보고 같이 해결하는 게 더 좋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말이 되게 쉽게 나오는 거죠. ‘3반 들어가서 같이 봐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거죠].(교사 2)
저는 여전히, 여전히 수업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고민이고요. 여전히 어려워요. ... 난 되게 어려워
서 같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특히 한문이니까 교사도 많지 않고 나랑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내가 수업이 힘들어,’ ‘나 정말 수업이 힘들어 죽겠어’
라는 말을 정말 개의치 않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저는 좋아요.(교사 4)
여기는 실패해도 된다는 [분위기가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함께 만들었기 때문
에. 뭔가 교육과정을 내가 한번 해 볼까 해서 했을 때 실패를 하면 그만큼 오는 좌절이 굉장히 클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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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만들었으니까, 실패를 해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책임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
니까 내가 부여 받아야 되는 책임감이 N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 그래서 갖게 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동료와 함께 내 고민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교사 3)

나아가 C 중학교에서 교사들은 교사로서 자신의 능력이 ‘끌어올려지는’ 느낌을 갖는다고
표현했다. 동료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교사가 성장하고, 교사 행위주체성이 발현되는 경
험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험은 다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고민하
고 노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여기 와서 교사들이 같이 뭔가를 해서 뭔가 확 튀어나오고 내 능력이 착 끌어올려지는 게 딱 느껴지는
순간 ‘아, 애들한테도 이 좋은 경험 ... 애들이랑 같이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애들이랑 수업
할 때도 그 지점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애들이 지금
더 얘기를 해서 애들이 뭔가 끌어내지 못하고 내가 지금 애들한테 뭔가를 주입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애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애들이 이거 하면서 뭐 배울까? 이거 들으면서 뭐 배울까? 이 활동
지를 보면서 뭘 배울까?’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교사 2)

(3) 정기적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과 수업 협의
C 중학교에서는 직무연수로 인정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고

있었는데, 올해의 주제는 ‘회복적 생활교육’이였다. 아울러,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수
업 공개 및 협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에 대해 교사 1의 말을 인
용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직무 연수로 인정되고 있고 ... 직무 연수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2월 달에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주제로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냐 [얘기해서] ... 작년부터 아이들 회복적 생활교
육에 대해서 중점을 잡고 ... 잘하시는 강사님 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 아이들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업도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수요일 날 수업 끝나고 방과 후에 하는 거거든요. 공개수업 같은 경우도 아이들 방과
후에 1시간 정도 남아서 ... 같은 학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서 수업 참관하고 아이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어떤 점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또 그 선생님한테 ... 다른 교과지만
뭐 배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교과 통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도 있고 ... 여러 가지 면을 관찰하면서 [참관해요] ...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함께 협의회를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있[어요].(교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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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공식적인 모임을 통한 새로운 시각의 유입과 흐름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같은 공식적인 교사 연수와 모임 외에도 C 중학교 교사들은 다른
학교 교사들과 같이 하는 다양한 비공식적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다. 혁신연구회, 독서토
론회, 수업보기 모임 등이 그 예이다. 이 비공식적 모임은 교사들이 “지치지 않고 벽에
... 부딪힌 느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교사 4). 또한, 비공식적

모임을 통한 학습은 다시 공식적인 모임에서 공유되고 논의되면서 새로운 시각과 논의들이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었다(교사 4). 교사 4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저희가 철학이 없이 수업을 하는 건 나중에 보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독서토론회 모임
같은 걸 통해서 ... 저희들의 철학 같은 걸 다시 되새김질하고 ... 그게 다시 공식적인 모임에서 논의가
되는 거죠. ... 제안 수업을 하고 평가회를 하면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늘 똑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똑같은 멘트를 치고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고 평가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고 제안 수업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 그걸 가지고 우리의
경험들을 막 나눴잖아요. 평가회 때 갔을 때 또 그게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안
에서 서로 다시 또 그걸로 인해서 배움이 되고 그러니까 제안 수업 후에 하는 평가회가 형식적인 그런
평가회가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돕는 평가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성장을
견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교사 4)

나) 또래 관계
학생들이 맺는 또래 관계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참여와 학생 행위주체성의 발현과 개발
에 영향을 준다. C 중학교에서 또래 관계는 모둠활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에서
강조되고 있었다. 모둠활동과 관련해서 학생 4는 “좋은 점은 다 같이 해서 덜 부담되긴
하는데 안 좋은 점은 안 하는 사람이 안 하는”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학생 2는 자신
의 부족한 점을 모둠원이 채워줄 수 있어 좋은 점도 있지만 모둠원이 항상 다 채워줄
수 있는 건 아니며, 선생님이 강의하는 것보다 조금은 학습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을 지적하였다. 학생 1도 모둠수업이 기존의 수업 방식과는 다르게 학생들의 생각을 공
유하는 점에서는 좋지만 학생들이 소란스러워진다는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반면,
학생 1은 모둠활동에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선생님만
큼이나 수업 준비를 하고 미리 복습을 하면서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즉,
모둠원의 구성에 따라 모둠활동의 질은 달라질 수 있고, 또래 관계가 학생의 학습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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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생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C 중학교에서는 학생회를 통해서도 또래관계
를 살펴볼 수 있었다. C 중학교에서는 학생회가 다양한 교육활동, 행사에 참여하고 있고,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를 잘 갖추고 있었다. 즉, 학생자치회 안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위원회별 연간 운영 계획에 의거한 활동을 실시하고, 학생자치회 위원을 학
급자치회 위원장으로 구성하여 필요시마다 회의를 통해 전교생의 의견을 수렵하고 전달
하는 소통구조를 마련하고 있었다(C 중학교, 2019b: 12). 관련하여 학생 1은 학급 서클
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었다. 학급 서클은 C 중학
교의 학급자치회 운영 형태로서, 학생들이 원으로 둘러앉음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에서 일어난 일은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운영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학생 4). 학생 1의 말을 인
용하면 다음과 같다.
학급 서클을 만든 이유는 원래 그냥 일반 회의 같은 경우는 말을 안 하는 아이들이 80%여서 그런
걸 좀 바꿔보자 해서 원[으로 앉아서] 서로 얘기하고 학급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의논
해 볼까 해서 거기서 학급 규칙도 만들고[해요]. 학기 초에 규칙도 만들고 규칙을 잘 지켰는지 매번
할 때마다 이제 얼만큼 이행을 해 왔는지 또 부족한 점은 뭐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뭔지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 대화가 정리가 되면 대의원회의로 올라가서 대의원회의에서 또 그걸 다루고
반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학생회까지 올라와서 개선을 하는 방식으로 사다리처럼 올라가
는 방식으로 [운영되죠].(학생 1)

C 중학교의 학생회 활동은 매우 다양했는데, 세월호 행사, 식목일 행사, 신입생 대상

학생회 소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학생회 행사는 방학 중 작성된 연간 계획에 기초하
여 운영되고 있었다. 전교 학생회장인 학생 1은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제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학생회가 모여서 ... 연간 어떤 행사를 할지 학사 일정처럼 짜고 방학
때 선생님들 앞에서 ‘학생회 이런 활동 할 겁니다’라고 질문을 받고 앞에 나가서 발표도 해서 그렇게
정해서 1년차 계획을 만들었어요.(학생 1)

다) 학부모 참여
학부모는 학생 행위주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학생은
가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부모의 지지와 학교 참여는 학생의 학습,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Lim, 2003). C 중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주요 활동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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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봉사단을 들 수 있다. 학부모 봉사단은 대략 55명으로 구성되며, 지역 노인 복지
관에서 배식 봉사, 복지관의 어버이날 행사 등에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었다. 학부모
2에 의하면, “복지관에서 저희 봉사단이 없으면 행사가 진행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학부모

봉사단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학부모 봉사단은 지역사회 봉사뿐 아니라 학교 교육활동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수요 집회 현장 학습에 참여하거나 학교의 농사체험에서 지원을 하기
도 하며, 학생회가 주최하는 마을 축제 준비도 지원하고 있었다.
학부모 3은 C 중학교 교육이 미래의 역량있는 아이를 키우는 데 적합한 교육이라고
표현했다. 자기주도학습이 좀 더 강조되고(학부모 1), 성적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학부모
2)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학부모들은 C 중학교 교육방식이

학생 행위주체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관련하여 학부모 3의
말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저는 저희 학교 교육은 미래의 역량 있는 아이들로 키우기에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통
일반 중학교에서 해볼 수 없는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얻는 소중한 것들이
분명히 무언가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얻는 것들이 나중에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 이 수업이나 이런 교육들이 ... 아이들한테 좋[다고] 생각이
돼요.(학부모 3)

라)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는 학생
교육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게 된다. C 중학교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주요 교육활동으
로는 농사체험과 마을 축제가 발견되었다. 농사체험은 1학년 프로그램으로, 학교 인근
논을 대여해서 학생들이 모심기부터 벼농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농사체험
에서 수확한 쌀은 하반기 마을 축제 때 판매를 하고 있었다. 학부모 2는 농사체험이 소중
한 경험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세 번을 아이들이 가서 하는데 제가 큰 아이 할 때도 따라 갔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왜 하지?’
싶었어요. ‘저걸 왜 하지? 아이들에게,’ 그랬는데, 그거를 계속 해마다 하는 걸 보고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 나이 될 때까지.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나이 될 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걸 저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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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나이에 경험을 했다는 건 참 소중하겠다, 저거를 알아간다는 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몰라도
사는 데 아무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농사 체험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학부모 2)

마을 축제는 C 중학교뿐 아니라 인근의 2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주최하는 행사로 기
획부터 마을 학교랑 같이 연합해서 준비하는 “이 마을 전체의 축제”(학부모 1)이다. 이러
한 축제를 통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되고, 지역사회는 학생 행위주체성 발달에 기
여하고 있었다.
아울러, 학교 교육활동에 지역사회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학부
모 1은 “책과 사람들”이라는 1학년 수업에서 지역 관공서 근무자를 초청하는 직업 체험
사례를 언급하였다. 학년별로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에서 지역사회 인사를 주요 자원으
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되고 학생들의 성장에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기여하는 기회가 되고 있었다.

4

D 고등학교 사례
학교 배경 정보

D 고등학교는 군 단위 비평준화지역 인문계고(자율형 공립 고등학교)이다. 지역에 이전해 온 국가교육정책
연구기관의 협력학교이면서, 24학급의 3년차 신설 고등학교이다. 설립단계에서부터 기존의 공립 고등학교 체
계나 목적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공립 고등학교에 일반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공교육의 모델을 창출하는 미
래형 학교를 지향하였다. 자율, 참여, 상생을 교육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학교”를 학교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2019년 학교교육계획에는 “핵심역량중심 학교 교육활동 운영 계획”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기관리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공동체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선정하고 이를 신
장하는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D 고등학교는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 첫째,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인가받고 현재 20명으로 운영
하고 있어, 다른 일반고에 비해서 학급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둘째, 교사 우선 전보를 받았다. 학
교 설립 시 학교가 지향하는 미래형 학교, 역량중심 교육에 대한 안내를 바탕으로 이런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전보를 원하는 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였다. 셋째, 2017년과 2018년에는 후기
우선 선발권을 부여받아, 학생들을 자기주도형학습전형으로 선발하였다. 학생들의 성적이 아니라 자기소개서와
면담에 많은 비중을 두고 D 고등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에 동의하고 성실히 임할 의사가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
로 선발하였다.28) 마지막으로, 국가교육정책연구기관의 협력학교로서 설립단계부터 교사들이 연구기관 연구자
들과 함께 학교 상과 비전, 목표에 대해 상당히 오래 그리고 심층적으로 고민할 수 있었다.
자율학교로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경우에도 (초기에 비해 약해지기는 했지만) D 고등
학교가 지향하는 방향에 동의하는 교사들이 많은 편이다. 중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한 학생들의 입학 시 학력
은 다양하며, 학력이 상당히 낮은 학생들도 많은 편이다. 학생들은 대부분 해당 군 출신이며, 일부 인근 중소
도시 출신도 있다. 현재 D고등학교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거리 통학생에게 기숙사 입사 우선권을 부
여하고 있다. 학교는 혁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교통, 문화시설 등의 인프라는 부족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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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역량 개념과 역량교육의 필요성
1) 역량의 개념 및 역량교육의 중점

가) 변혁적 역량: 자율, 참여, 상생
D 고등학교는 학교 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교육이념, 학교비전, 교육지표, 교육목표, 추

구하는 학교상(학교장, 학생상, 교사상, 학부모상, 지역사회상), 노력중점과 특색사업이
같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자율, 참여, 상생이라는 학교의 이념은 교사, 학생, 학부모와
실시한 면담에서 자주 언급되어, 학교 구성원들이 상당히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율, 참여, 상생을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지만, D 고등학교의 학교운영계획서에
제시되어 있는 ‘함양하고자 하는 역량’은 이들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게 한다. D 고등학
교에서는 ‘미래 역량을 함양하는 미래형 학교’라는 비전을 갖고 함양하고자 하는 역량과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교육활동을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Ⅴ-2> D 고등학교가 함양하고자하는 역량과 학교 교육활동

자기관리역량
(행복한 배움의 공동체
교육활동)
창의적 사고역량
(도전과 성찰이 있는
교육활동)
공동체 역량
(참여와 소통으로
하나되는 특색교육활동)

학교 교육활동

학생 교육활동

(학생 맞춤형 개별화)

(자유로운 시도와 도전)

미래형 학교 OO고

더불어 성장하는 OO인

미래 학력 신장 교과활동

자율동아리 운영

소인수 선택과목 개설

테마별 체험활동

전문적 학습공동체

맞춤형 진로활동

융합수업 프로젝트

주제중심 선택활동

OO 인문학 아카데미

학생설계형 집중탐구

OO서담! 도서토론

학교스포츠 클럽

TGAL 프로그램 운영

학생자치활동 운영

OOO 프로젝트 운영

두드림학교 운영

꿈꾸는 환경학교 운영

OO! 협동조합 운영

※출처: D고등학교(2019, 63-103)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28) 2019학년도 전형에서는 후기 우선 선발권이 없어졌음. 2019년 신입생부터 오히려 학생들의 평균 내신

성적은 올라갔으나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학생들이 성적 때문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 안타깝다는 의견도 있었음(학부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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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D 고등학교에서는 자기관리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고자 하는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자기관리역량은 자율과, 창의적 사고역량은 참여와, 그리고
공동체 역량은 상생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각 역량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자율,
참여, 상생을 이해해보면, 자율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
동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참여는 학교 내외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성찰하면서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것, 상생은 자신의 행동이 갖는 영향력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사회, 자연이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신기하게도, 이들은 OECD 교육 2030의 3가지 변혁적 역량인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창의적 사고역량, 참여), 갈등과 딜레마 조정하기(자기관리역량, 자율)와
책임감 갖기(공동체 역량, 상생)와 거의 매칭된다. 다만, OECD 교육 2030의 ‘갈등과 딜
레마 조정하기’에서는 인지적 유연성, 관점 이동 능력, 공감 능력과 존중, 타인에 대한
책임의식, 관용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딜레마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강조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공동체 역량 또는 상생에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 개인적·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D 고등학교는 성과와 경쟁이 아니라 삶과 존재를 위한 교육을 지향하고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학생 성장을 중심에 둔 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다. 현재 많은 고등학교에서 입
시중심의 교육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입시중심의 교육을 한다는 것은 좋은 대학
을 가서 학교를 빛낼 수 있는 일부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다. 학업에 관심이 없거나 좋은 대학을 갈 가능성이 없는 학생들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서 소외되거나, 내신의 아래를 채워주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 교사 2는 다른 일반고에서 입시중심의 교육을
하면서 일부 상위권 학생들만 혜택을 보는 교육에 죄책감을 느꼈고, 하위권 학생들도 포
함한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도전하고 싶어서 D 고등학교로 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D 고등학교에서는 입시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학생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교사 1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학교 오기 전에 2개의 [일반고]를 거쳤는데 2개 학교가 모두 입시중심의 학교였어요. 초점을 입시
에다가 두다 보니까 입시에서 요구하는 활동을 계획을 해요. 입시 위주의 프로그램, 수업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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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외 교육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대회나 행사, 또 아이들을 위한 ... 창의적 체험
[활동] 이런 거를 입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계획을 해서 입시에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행을 해요. 아이들을 입시와 연관해서 참여를 시키고 동기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참여한
아이들에게 입시에 대한 혜택이 가도록 [하죠]. 그런 [입시] 중심이었는데, ... 저희 학교는 입시라기보
다는 뭐랄까, ...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 사실은 입시랑 연결하려면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 아이들 하나하나의 역량 길러주기 위해서, 대학보다는 앞으로의 미래에서 자율
적으로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하고 앞으로 미래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두[죠].(교사 1)

즉, D 고등학교에서는 입시에 초점을 둔 교육이 아니라 자율, 참여, 상생의 이념과 지
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학교를 비전으로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런 이상은 학교의 문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방법 등 여러 측면에서 스며들어 구현되고 있다. 실제, 학부모 1은 D 고등학교의 가
장 큰 특징으로 학생의 성적에 따른 차별이 없고 소통하고 열려있는 분위기를 꼽았다.
또한 D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입시를 위한 파행적 운영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학습이나 대입보다 삶
과 존재를 우선시하는 D 고등학교 역량교육의 특징이 드러났다. D 고등학교 학생들은
좋은 대학 또는 좋은 직장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학생 1; 학생 3). D 고등학교에서29) 학생들은 “인간적으로 성장”하고 (좋은 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이 되어간다고 표현했다(학생 1).
2) 역량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와 공감

가) 올바른 유인: 학교비전에 동의하는 학생 및 교사 유치
D 고등학교에서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 방향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

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은 학교비전에 동의하는 학생이나 교사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다. D 고등학교는 비평준화지역의 신설학교로서,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 특히, 설립 둘째 해까지 후기 우선 모집권이 주어져
자기 주도적 학습전형을 통해 학교의 비전과 취지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기에 좋은 조
건에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교사 4에 따르면, 다른 고등학교가 보통 성적이 우수한 학생
29) 이 표현은 윤리 과목을 예를 들면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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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는데 비해, D 고등학교에서는 학교가 지향하
는 방향에 동의하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의 비전과 방향을 설명하는데 초점
을 뒀다.
실제, 면담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부분 설명회를 보고 D 고등학교의 취지나
교육방법이 마음에 들어서 오게 된 경우가 많았다. 학생 2의 경우, D 고등학교에서는 토
론식 수업도 많고, 다양한 활동이 많아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조금 적을 것 같”아서
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비슷하게, 학생 3 학생 또한 “일반 학교를 봤을 때는 보지 못했
던 점이 보이니까 너무 좋[았고]”, “평소 발표하는 것도 좋아하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 학교에서는 그런 거를 추구하니까” 그런 점이 좋아서 이 학교를 오게 되었다고 설명
했다. 학부모의 경우에도 비슷했다. 면담에 참여한 학부모의 경우, 세 분 모두 자신이 자
녀에게 D 고등학교를 추천하고 아이에게 선택하게 한 경우였다. 학부모 또는 자녀가 D
고등학교 진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설명회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첫 해에는 우선 전보 제도가 있었는데 언론 등을 통해
D 고등학교가 “어떤 학교를 지향하고, 어떤 상을 갖고 있는 학교”인지를 끊임없이 알리

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교사 4). 그래서 D 고등학교에 오는 교사의 경우, “D 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알고, 자기도 여기서 한번 근무해보고 싶다는 목적의식이나 의지를 갖
고 오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한다(교사 4). 실제, 우선 전보를 통해 2017년 학교 설립 첫해
에 D 고등학교로 온 두 명의 교사는 모두 일반적인 “일반고와 좀 다르게 ... 교육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D 고등학교의 비전과 방향에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전근
을 결심했다고 밝혔다(교사 1; 교사 2).
이처럼 D 고등학교는 설명회나 다양한 홍보를 통해 D 고등학교의 비전과 특징을 알림
으로써, 학교의 취지와 비전에 공감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나) 새 멤버 교육: 교사 워크숍과 학생-학부모 타운미팅
D 고등학교는 우선 학교의 비전과 교육이념을 많이 알림으로써, 학교의 방향성에 공감

하는 학생과 교사들이 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교사
와 학생들이 D 고등학교의 비전과 이념에 동의하고 이에 동참하고 싶은 의지를 갖고 오
는 것은 아니다. 교사 4에 의하면, 목적의식을 갖고 온 교사들과 그렇지 않고 정규적인
전보에 의해 오게 된 경우가 반반 정도이며, 이들의 시각과 교육활동에 대한 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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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교사들이 D 고등학교로 이동해 올 때 “빨리 학교의 이념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교사 4). 즉, 2월에 (신규교사를 포함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사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교사들이 학교의 비전과 이
념을 알고, 그에 대해 의견을 나눔으로써 D 고등학교의 교육 이념과 비전을 실감하고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의 새로운 멤버들이 학교의 비전과 이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입생과 학부
모를 대상으로 한 ‘타운미팅’은 인상적이다. 타운미팅은 입학이 확정된 신입생과 신입생
학부모 전원을 대상으로 1월 중순 경 종일 행사로 실시된다. 참석자(신입생: 약 160여명,
학부모: 약 160여명)는 20여개의 소모둠으로 나눠지며, 각 모둠에서는 ‘내가 꿈꾸는 학
교’라는 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각 모둠에는 사전 교육을 받은 재학생이 퍼실리테
이터로 배치된다. 재학생 퍼실리테이터는 모둠의 논의를 진행하는 것과 함께 해당 모둠
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유목화하고 비슷한 항목끼리 묶어서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각 모
둠에서 유목화되어 보내진 의견들은 다른 모둠의 의견들과 합해져서 전체 화면으로 같이
공유된다.
당일 논의와 스크린을 통한 논의결과의 전체 공유와 함께, 타운미팅 전에 사전 질문을
보내고 그 결과를 공유하기도 한다(교사 4). 타운미팅은 ‘내가 원하는 학교’의 모습을 같
이 얘기하고, 자신의 관심과 고등학교에서 해보고 싶은 것을 공유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단다(교사 4). 뿐만 아니라, 항목별로 구분되어 모아진 의견을 살피면서 우선순
위를 정해보기도 하고, 추후 학생 자치회에서 토의 주제로 활용되기도 한다(교사 3).
퍼실리테이터 사전 교육도 하고, 사전 질문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 통계내서 같이 공유하기도 해요.
그 자리에서 나눈 얘기를 지금처럼 요목화해서 같이 확인하기도 하고. 고등학교 입학하면 주로 어떤
활동을 좀 더 해보고 싶다던가, 뭐 관심이 있다던가, 내가 꿈꾸는 어떤 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하고 나누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교사 4)

다) 비전 공유를 위한 장치: 다양한 전략과 일관성
D 고등학교에서는 우선 D 고등학교의 비전과 이념을 홍보함으로써 D 고등학교의 방

향성에 공감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멤버들이
D 고등학교의 비전과 이념을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

지만,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일회적인 행사로 공감대 형성이 완성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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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지되기는 어렵다. D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의 비전 및 이념과 상응하는 다양한 실행
장치를 갖고 있으며, 이 실행 모습이 상당히 일관성이 있었다. 즉, 자율, 참여, 상생을
교육이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학교”를 학교비전으로 삼고 있는 D 고
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이념과 비전은 개설 과목과 교육과정 운영 방식, 수업 및 평가 방
법, 비교과 활동의 내용 및 운영 방식,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 등에도 일관되게 반영되고
있었다. 또한, 학교 교육의 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었
는데30), 그 예는 다음과 같다.

<표 Ⅴ-3> D 고등학교의 비전 공유를 위한 다양한 실행 장치
학생

비전 공유를
위한 다양한
장치

∙
∙
∙
∙
∙
∙

(신입생 타운미팅, 2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3월)
학급 자치활동(주 1회)
다모임(학기 2-3회)
학생회
학생 평가회(학기 1회)

교사
∙
∙
∙
∙

(교사 워크숍, 2월)
교사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교사 평가회(학기 1회)
교직원 회의

학부모
∙
∙
∙
∙
∙

(신입생 타운미팅, 2월)
학부모회
학부모 평가회(학기 1회)
학부모 워크숍
학부모 교육

∙ 생활규율 스스로 만들기
∙ (주체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3주체 평가회(학기 1회),

D 고등학교에서는 주 1회 실시되는 학급 자치활동(학급회의), 학기당 2-3회 한 학년이

같이 모이는 다모임, 전 학년의 학생회 학생들이 모이는 학생회, 학기 말에 해당 학기의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평가회(각 주체별 평가회와 3주체가 함께하는 평가회)가
실시되고 있고, 생활 규율의 경우에는 3주체(학생, 교사, 학부모)가 같이 모여서 만들고
있었다. 그 외에도, 교사들의 정기적인 교사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과 교직원 회의, 그
리고 학부모들의 학부모회, 학부모 워크숍, 학부모 교육 등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런 다양한 장치들은 학생들이 학교의 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계속해서 공감
대를 유지하고 형성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였다.

30) 교육 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장치는 대체로 이념과 비전을 실천하는 장치이기도 함. 예를 들어,
“학급 자치활동”은 교육 이념과 비전을 공유하는 장치일 수도 있지만, 이념과 비전을 실천하는 실행 장치
(특히, 학생 행위주체성 함양에 기여)이기도 함. 일부 전략들은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 영역에서 별도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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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과정 및 학습 설계와 실행
1) 교육과정 개념, 내용, 주제 설계: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조직

가) 선택, 엄격성 및 일관성: 무계열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지정과목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 줘서 그런 점이 좋았어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듣고 싶은
수업보다는 약간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저희 학교는 선택권이 주어져요, 교과목에 대해서.(학생 2)

D 고등학교는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 또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강조하면서

문·이과 구분 없이 학생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
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학생맞춤형 교육과정을 표방하는 2015 개정 교육과
정의 취지뿐만 아니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강조
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특히, 2학년과 3학년에서는 학기당 3-4개의 학
교지정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과목이 학생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택과목 자체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연극, 환경과 녹색성장/환경31), 지속가능발전
연구(2019년 입학생), 자율연구, 노작, 졸업논문, 과학 과제연구(2017년 입학생), 독립운
동가의 생애와 사상(2018년 및 2019년 신입생)이 학교 지정과목인 점은 일반적으로 일
반고에서 수능과목 또는 입시를 위한 과목이 학교지정과목으로 지정·운영된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아주 특이하다. 학교지정과목을 살펴보면, 심층적인 주제 탐구가 가능하거나(자
율연구, 졸업논문, 과학 과제 연구, 지속가능발전연구), 학교의 가치 또는 지향하는 철학
과 일관성을 갖는다(환경과 녹생성장/환경, 지속가능발전연구,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사
상, 연극, 노작). 즉, D 고등학교의 무계열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은 학생 교과 선택권 제
공을 통해 학생들이 교육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고, 학교지정과목을
통해서는 교육 내용 선정에서 엄격성과 일관성을 엿볼 수 있었다.
나) 정합성: 수업과 평가의 일치
D 고등학교의 전형적인 수업사례를 요청하는 연구자의 질문에 교사 4는 “저희가 지향
31) 2017년 입학생은 ‘환경과 녹색성장’이라는 과목을 2018년 입학생은 ‘환경’이라는 과목을 4단위 이수함.
2019년 입학생은 ‘환경’ 과목을 2단위, ‘지속가능발전 연구’를 2단위 이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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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역량중심”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국어 교과에서 지필고사는 1회만
실시되고,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율이 4대 6이라는 것부터 설명했다. 지필고사는 기
말에 한번만 보기 때문에 한 학기 전체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 구성”해
서 “지속적으로” 학생참여형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일반고에서 학생부종
합전형과 함께 학생참여형 수업이 많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그 모습은 시험 후 일정
기간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최수진 외, 2017). 이에 비해, D 고등학교에서
수업과 평가는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학생참여형 수업이 거의 모든 과목에서 지속적으
로 이뤄지고 있었다. 수행평가 과제가 곧 수업의 과정이었고, 수업의 과정은 자연스럽게
(과정중심) 평가로 연결되고 있었다.

실제 고등학교에서 역량함양을 위한 학생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것은 그런 형
태로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평가는 지식을 묻는 지필평가 위주로 되어야 하는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상대평가에 기반한 9등급 내신에 따라 갈 수 있는 대학이 달려
있는 (그리고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가 어떤 직장을 갖는지와 연결이 될 가능성이 큰) 상
황에서 평가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교사의 주관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학생과 학
부모의 민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최수진 외, 2017).32)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
결하기에 D 고등학교에서는 국어 교과에서 실질적인 수행평가 60%, 학생참여형 수업이
가능한 것인가? 수행에 바탕을 둔 평가결과에 대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이의제기를 어
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가’라는 물음에 교사 4는 ‘제대
로 하면 아이들은 신뢰 한다’고 강조한다.
수행평가[에 대해] 학생들이 ...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자신들이 한만큼 점수를 받는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다양하게 영역별로 실질적으
로 활동하고 선생님이 정확하게 기록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 ‘내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어요?’라
고 대드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제대로 하면 아이들은 오히려 그걸 믿고 신
뢰해요. 그래서 덜 민감해요. ... 그리고 누가 기록식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신뢰해요]. 과정 하나로
한 번 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평가가 누가되니까 한번 안 되도 크게 문제가 안 될 정도[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교사 4)

32) 그 점 외에도, 학생참여형 수업을 하면 소위 ‘진도를 맞추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수능 모의고사
등 표준화시험 범위를 다 배우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보고되고 있음(최
수진 외, 2017). 이와 관련하여서는 교육과정 실행에서의 도전과제에서 별도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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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활동으로 점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상의 다양한 활동을 영역별로 구
분하여 누가 기록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사의 평가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교사
2는 한 번의 활동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맥락과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이

이뤄지고 평가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그 평가 결과가 축척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들은 “충분히 수긍하고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교사의 누가기록과 함께 학생 간 동료평가
와 자기평가를 같이 실시하고 있었다.
2) 과정 설계: 학습 과정

가) 참여와 상호연관성: 학생참여형, 프로젝트 기반, 협력학습
중학교 때 자율학기제 하잖아요. 자율학기제에서 체험 중심으로 [많은 활동이] 진행되다가, 고등학교 들
어와서는 대부분 그게 다 닫혀버려요. 자유롭게 자기 나름의 생각을 표현하고, 표출[할 기회가] ... 인
문계 고등학교에서는 ... 딱 끊겨 버리는 거죠. ... 우리 학교 경우에는 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요. 수업이 우리 학교에서 다른 학교보다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또] 토론도 수업방법
으로 많이 [활용]되니까, 중학교 때 그런 수업방식에 노출되어 있던 아이들이 우리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 같아요.(교사 4)

D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참여형, 활동중심, 프로젝트 기반, 협력학습이 많이 행해지고

있었다. 학교를 방문했을 때도 다양한 학생 활동의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면담 과
정에서 언급된 수업과 평가의 일부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Ⅴ-4> D 고등학교의 수업 및 평가 사례
면담자

과목(학년)

교사 4
교사 3

국어(2학년)
(수행평가
60%)

교사 1

영어(2학년)
(수행평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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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및 수행평가 내용(예)
∙
∙
∙
∙

시낭송, 시감상
작품 분석 및 설명
갈래바꾸기(시→소설, 소설→시)
‘난장이가 쌓아올린 작은 공’ 읽고, 모둠별로 인물 한 명씩 정해서 인물의
심리를 대중가요 가사로 개사해서 노래 부르기(평가기준: 인물소개, 인물선
정이유, 인물의 갈등과 심리, 가요 선정 이유, 등)
∙ 한권 읽기(1주 1시간): 읽기 과정, 서평쓰기, 토의하고 토의 과정 녹음 제
출, 쪽지시험(단답형, 서술형)
∙ 교과서 본문을 4-5개 파트로 나눠서 같은 파트끼리 모여서 해석한 후, 모둠
에 돌아가서 자신이 맡은 부분 가르쳐 주기
∙ 기후문제, 통일문제 등 우리나라가 처한 문제를 포함하여 대통령 후보 연설
문을 영문으로 작성하고, 연설 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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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과목(학년)

학생 3

국어(1학년)

학생 4

환경(1학년)33)

학생 1
학생 2

생활과 윤리
(2학년)

수업 및 수행평가 내용(예)
∙ 팀별로 원하는 동화의 끝부분 각색하여 등장인물이 드러나게 시나리오를 쓰
고, 인형극으로 표현 및 촬영 후 영상 제출
∙ 2018년 남북정상회담 시기에 ‘남한과 북한은 언어가 어떻게 달라졌을까’라
는 주제로 세부 주제 선택 후 개인 조사 및 발표, 그리고 팀의 다른 멤버들
에게 자신의 조사 내용 가르쳐 주기: (예) 음운-두음법칙, 사이시옷 등
∙ 관심 있는 주제에 따라 팀을 정한 후 주제별 프로젝트(예: 페의약품 프로젝
트, 점자책 제작) 실시
∙ 관심있는 단원을 정하고 그 단원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 프로젝트 진행: 평
화와 공존의 윤리 선택-기아문제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한 프로젝트 기획 및
진행(개인)
∙ 사랑과 성 윤리: 책 ‘사랑의 기술’(에리히 프롬) 읽고 에세이 쓰기

구체적으로, 학생 4는 환경과목에서 진행한 폐의약품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단 설문조사를 했어요. 애들이 폐의약품에 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폐의약품
이 집에 있느냐, 어떻게 집에서 버리느냐, 그런 방법을 알고 있느냐, 약국에 가져가서 수거하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그런 거를 조사했[어요]. [그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아이들의 인식을 더 높여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서 포스터도 제작 했었어요. 카드뉴스도 제작을 했었고, 또 ... 폐의약품 수거하는
약국 지도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학교에 전시를 하고 2차 설문조사를 했어요. [포스터, 카드뉴스,
약국지도]를 봤는지, 보고 얼마나 알게 됐는지[를 조사했어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수거함을
만든 거예요. 수거를 할 수 있게 좀 홍보를 하고 그래서 꽤 많이 모였더라고요. ... 처음에는 저희도
폐의약품에 관해서 몰랐는데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 폐의약품을 버리면서 생기는
환경문제가 있겠구나’[를 알게 된 거죠]. 또 저희가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직접 약국에 갖다 주면서 지
역사회와 연관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게 좋았어요.(학생 4)

OECD 교육 2030의 과정 설계 원리에 따르면, D 고등학교의 수업 및 평가 형태는 (프

로젝트의 설계단계부터의) 참여와 다양한 주제 또는 개념이 활용되고 학교 밖의 실제 삶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 상호연관성의 특성이 드러난다.
나) 실제성: 학습과 삶의 연결
D 고등학교에서는 전과목에서 수행평가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수행평가를 위한 과제

도 지필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형태로 실시되고 있었다. 이런 형태의 수업을 통해 D 고등
33) 환경 과목은 Pass/Fail 과목으로 해당 내용은 수행평가가 아니라 프로젝트로 한 학기동안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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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생들에게 배움은 삶과 연결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즉, 수업을 통해 했던 활동
이나 경험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 배움이 배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
과 자신 주위 사람들(친구, 교사, 부모, 지역사회)의 삶에 연결시키고 실천하는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학부모 2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공유했다.
환경 수업에서도 내가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환경에는 안 좋은지[를 배우는 것 같았어요].
... 저 [우리 아이가 환경을 공부] 할 때 아주 힘들었어요. ‘엄마, 일회용 컵 쓰시지 마세요. 이것은
몇 년 되어야지 썩고요’, ‘이건 하면 안 돼요’, ‘엄마, 페트병 뚜껑 다시 잠그지 말고 이렇게 분리해서
버려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 활동들은 진짜 ... D고에 오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할 그런
프로그램들인 것 같아요.(학부모 2)

또 다른 예로, 생활과 윤리시간에 평화와 공존의 윤리 단원을 선택해서 기아문제에 대
한 인식변화 관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한 학생 1은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기아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봤는
데 대부분이 관심이 없어요. 그 이유까지 물어봤는데, 그 이유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서’, ‘시간이
없어서’, ‘공부하느라 바빠서’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 마련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심각성을 알려주고 바쁜 시간 중에도 보면서 일단 인식 변화만
우선 주제로 해서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해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1, 2, 3학년
교무실 앞에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다 [기아문제에 대한 포스터를] 붙이고 학생들이 움직이면서 볼 수
있게끔 했어요.(학생 1)

학생 1은 당초 계획에는 사후 설문조사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설문조사 기간이 생각
보다 오래 걸렸고 혼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니 사후 조사는 실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
다. 설문조사는 1-2학년을 대상으로 네이버 폼을 사용해서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 참여
율이 50%였다고 한다. 이때 교사는 제출된 계획서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고, 설문지를
작성 시 문구나 표현에 대해 조언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즉, 이들은 OECD 교육 2030의 과정 설계 원리에 따르면 실제성(학습자는 자신의 학
습 경험을 실제 세계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하며, 자기 학습의 목적의식을 가져야 함.
이것은 학문기반 지식의 습득과 함께 간학문적이고 협력적인 학습을 요구함)이 드러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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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정 설계( 및 실행)에서 나타나는 도전 과제34)

가) 수업과 평가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요구
학생들의 학습 결과물과 누가기록지를 보면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예상할 수 있었는
데, 그 부분에 대해 교사들은 “교사가 수업과 평가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교사 3). 교사 2는 교사들이 수업과 평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제대로 [학생들이] 변화된 것들도 포착할 수 있고, 역량이 어떻게 변해 가는가를 정리를

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 “평가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
4 또한 시간부족으로 제일 아쉬운 점이 피드백이라며, 수업과 평가가 역량을 길러주는

형태로 나름 잘 진행되고 있지만 시간부족으로 인해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것
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바쁘게 하는 것은 교육과정 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교사
들의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D 고등학교에서는 비담임교사들이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맡고 있어 담임교사들의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많은 편은 아니라
고 했다. 다만, 지금 비담임교사로서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 2의 경우, 행정업무의
총량은 그대로인데 비담임교사들만 행정업무를 맡다보니 비담임교사들의 행정업무가 과
다하고 설명했다. 수업과 평가가 변화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공문을 줄여서 행정업무의
절대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사 2). 앞서 언급되었듯이, 과정중심으로 평가가 잘
이뤄지고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피드백이 적시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사
들이 수업과 평가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수업과 대입제도의 분리: 평가와 대입제도 개선 요구
D 고등학교에서 수업과 평가는 일체화되고 있었으나, 수업 방식과 입시(또는 지식 중

심의 지필평가)가 연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34) 별도의 주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교사 3은 학생들의 역량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평가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동 교과교사와의 협의, 그리고 교사별
평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실제, D고에서는 동 교과교사와의 협의가 잘 되고 있었고, 제한적이
나마 평가에 대한 교사별 재량권을 일부 보장하고 있었음. 예를 들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2019년 학업성적관리규정 제 3장 제 11조[수행평가] ③항 동일학년 동일교과를
2인 이상 교사가 지도할 경우 수행평가 영역 및 배점은 같되, 평가방법과 횟수, 시기 등을 달리할 수
있다.(D고등학교, 2019: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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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도 D 고등학교의 수업방식이 입시와는 연결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지적
했다. 학부모 2는 D 고등학교가 “진도를 못나가는 학교”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 학교가 주위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진도를 못나가는 학교거든요. (웃음) ...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나 과목 별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학교는 책을 위주로 나가는 학
교가 아니라, 선생님이 봤을 때 다른 부분에 있는 게 이 책에 있는 부분을 가르치는 것 보다 훨씬
아이들한테 좋다 여겼을 때는 그 책에 있는 부분을 하지 않고 이것을 가르치신대요. 그런데 학부모들
의 입장에서는 몇 장을 나가느냐가 중요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학교에서 뭔가를 새롭게 해도 결론은
대학입시가 되는 거예요. 엄마들이 불안감이 [있어요].(학부모 2)

비슷하게, 역량교육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평가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
이 있었다. 사실, 2017년에 2015개정 교육과정 연구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
구 결과에 비해, D 고등학교에서는 상대평가 기반 내신등급제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상
대적으로 약한 편이었다. 그 이유는 다른 학교에 비해 D 고등학교에서는 교사-학생-학부
모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많은 활동에 대해 누가 기록함으로써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
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담에 참
여한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역량 중심 평가를 하는데 등급을 산출해야 된다는 게 안 맞
다”고 강조했다(교사 2; 교사 3). 우리 교육이 모든 학생들의 역량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면, 평가는 “얘는 이런 역량이 우수하고, 얘는 이런 역량이 우수하며, 이런 역량은 부족하
다”는 것을 판단하고 모든 학생들이 핵심적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 2)
대입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정시를 확대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은 고등학교
교육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교사 3). 실제, 교사 2는 일부 학생들의 시험성적을
올리는 형태의 교육은 학교입장에서 쉬운 방식이지만, 일부 잘 하는 학생들만을 위한 교
육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잘하는 애들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는 논지로(교사 3), 다음과 같다 강조했다.
[정시 준비를 위한 교육은] 학교에서는 되게 쉬워요. 애들 성적 올리는 것은 정말 강의식으로 하면
따라 오는 애들 따라 오고, 분명히 성적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교육이 안착이 되려면 대학교에서 인재를 선발할 때 역량중
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빨리 정착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교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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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역량중심의 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시험이 주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이 개선되고,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도 필요하다
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 교육과정이 역량중심이라면 평가문항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역량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평가 문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 평가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능력을 얼마나
많이 오래 가지고 있고, 그걸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죠. 우리는 다양하게 역량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그런 쪽으로 신장시켜 주려고 한다면, 지적인 능력을 전달해 주는 데는 그만큼 시간이
좀 부족하죠. 그러다보면 그 부분에서는 아마 낮을 수도 있겠죠. ... 근데 만약에 다양하게 융합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문항들이 있다면, 이런 수업을 하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단
순한 지적 능력을 묻는 문항이 아니라 역량을 평가하는] 그런 문항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교사 2)

다) 학생 부담 과중과 수행평가 과제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제기
역량중심 교육을 실행하는데, 학생의 입장에서도 도전과제가 있었다. 수행평가의 과제
해결을 위한 시간 소요 부담이 크다는 점과 일부 수업(또는 수행평가로)에서 진행하는
과제가 학생들에게는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수행평가 비율이 높은 D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의 학
습 부담이 많다는 것에 대해 교사 1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희가 수행평가 비율이 50이다 보니까 비중이 높고, ... 팀 프로젝트를 하면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많은 시간이 드는 거예요. 한 2주, 3주 이렇게 드는 거예요. ... 자료조사해서 발표하기까
지 ... 팀별로 주제 정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요. 모든 교과가 다 이런 과정이 이런 평가가 들어가니까
아이들한테는 너무 과중한 [상황이 되기도 하죠].(교사 1)

또한,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든 과정이 성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가끔 답답하다는
의견(학생 3), 과제가 좀 더 학생들에게 “영양가”있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의견(학생 1)도
있었다. 이런 수행평가에 대한 불만은 현재 수행평가를 진행하는 방법이나 과제의 선택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라) 사회 인식의 개선: 학력에 대한 개념, 입시중심주의, 학벌중심주의
면담에 참여한 D 고등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들은 사회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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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우선, 대학입시의 결과에 따라 고등학교의 우열을 판단하는 대학입시 중심적 관행
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수능 점수나 대입성과(몇 명의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
갔는냐)로 D 고등학교를 평가하게 된다면 아무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더라도 항상 “실패한 학교”로 평가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교사 1; 학부모 2).
고3 아이들이 어떤 대학을 몇 명이나 보냈냐로 우리 학교를 판단할까봐 [걱정이 돼요]. 그랬을 때에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사들, 학부모들이 실망감[을 느끼게 될까봐 걱정이 돼죠]. 우리들은 이렇게 했고
제가 봤을 때는 인 서울을 몇 명을 안 보냈어도 지방으로 가든 전문대를 가든 내가 만족해서 그 과를
선택해서 갔으면 내 아이는 만족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우리 학교를 판단했을 때 ‘실패했구나’, ‘선생님
들 도대체 뭐하셨어요?’, ‘학부모님들은 그럴 때 왜 학교에다 조언 한마디도 안하고 계셨어요?’ 이럴까
봐 사실은 제일 걱정이 돼요.(학부모 2)

또한, ‘학력’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에서 ‘D고는 공부를 좀 덜 시키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입시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해요. D고는 공부를 덜 시킨다고 하는데, 그럼 D고는... 수업 시간에 노나? 공부 안 시키고? 아니거든
요. 엄청 빡세게 활동하고, 수업하거든요. D고 가보면 남아서 자율학습 하는 애들이 없대. 다 간대.
그럼 D고 애들은 PC방 다니고 다 놀러 다니고 공부 안하나요? 두세 시까지 과제 수행하고 작업하거든
요. ... 그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 어떤 인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 우리가 바라보는 근본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학력을 역량으로 바꿔서 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읽기, 쓰기라든가 기본적인 [바탕이] 될 수 있는 [기본 학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교사 4).

하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도 여전히 학력이나 공부, 학습은 교과내용지식, 강의식 수업과
연결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생 2의 경우, 여전히 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해 부정적이고 걱
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학생들이 야자 같은 것도 적게 한다, 공부에 대해 다른
학교에 비해 양이 좀 적다”는 거였다. 즉, 공부를 교과내용지식의 양이나, 진도 또는 교과
서 분량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도 D 고등학교는
“공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비교과 활동이 더 많고 애들도 공부보다는 공부 안 하는 쪽

에 치우쳐진 경우가 많”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학생 3). 비슷하게, 학생 1은 D 고등학교
에 대해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일부 학생들의 이유는 수행평가가 많다는 것과 학력이 낮다
는 것인데, 학력이 낮은 것의 원인을 강의식 수업을 안 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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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개념에서 더 나아가 학벌중심적인 사회인식의 개선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런 의견이 교사나 학부모가 아니라 학생들이 제기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학생 4는 조금 일찍 떠나고, 학생 세 명만 남아 얘기를 나눴는데, 3명의 학생은 모두 학
벌중심주의, 입시중심의 교육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학생 3은 “‘좋은 대학=좋은
직업=행복한 인생’의 등식 관계가 통용되는 학력주의 인식체계”(조용환, 1999: 233, 이
혜숙, 2005: 134에서 재인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어떻게 보면 교육 패러다임이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일단 지금 우리 학교를 보면 대입 중심이 아니라
그냥 나를 세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학교, ... 나를 생각하고 사람을 키우는 학교가 되는 식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학교는 진짜 소수의 학교잖아요. 다들 대입만
을 바라고 있고 커리큘럼, 패러다임은 아직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냥 대학 잘 가야 돼. 그리고 대학
잘 가서 대기업에 취업하고 잘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조금 ...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살면 이게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삶일지 몰라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될지는 모르잖아요.
다들 좋은 사람이 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학생 3)

다.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
1) 학생 행위주체성

가) 학생 참여의 여건 조성: 파행적 운영 없는 창의적 체험활동
D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주도성이 발현된 예로 교사들은 올해 실시된 “동아리 축제”

를 들었다. 학생 2 또한 D 고등학교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동아리 축제
를 들었다. 사실, 신설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가 있었는데, 3년차인 올해 학생회 회장과 별도로 동아리 회장이 선출되고 동아리회 주
관으로 동아리 축제가 기획되어 성공적으로 실시된 것이다. 올해 D 고등학교로 전근해
온 교사 3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 학교는 ... 동아리마다 분명한 색깔? 테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다른 학교는 [동아리
축제에서] 먹는 것 만들어서 파는 것 위주로 많이 해요. 그냥 즐기는 위주로 하는데, [우리 학교] 애들
이 학술적인 면도 꽤 있더라고요. 3년 된 학교인데 선배들이 특히 고3이잖아요? 다른 학교 고3은 [동
아리 축제에] 참여를 거의 안 해요. 공부만 하고. 여기는 고3이, 물론 주도는 2학년 [학생]이 연합회
회장을 하지만, 3학년 애들이 지도를 한다고 할까? [가르쳐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코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면에서도 좋았어요. ... 수준이 높아요.(교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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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동아리활동이 굉장히 활성화 된 것에는 D 고등학교에서

동아리활동을 운영하는 방법에서 찾을 수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비교과활동은 교과활동과 동일한 중요성을 지니지 않는다. 비교과활동은 교과활동이나
시험, 성적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만 강조되고 교과활동을 보완하는 성격을 지니거나 입
시를 위해 수단화되는 경향이 있다. 운영에서도 교사들의 시수 보완용으로 활용되고, 시
험 등의 좀 더 ‘중요한’ 일정에 의해 비교과활동을 위한 시간은 희생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D 고등학교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파행적 운영 없이 교육과정에 계획
된 대로 시험기간이든 아니든 그대로 운영되고 있었다. 교사 3은 이런 (원칙적인) 운영이
사실은 쉽지 않은 점이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솔직히 다른 학교는 시험 전에는 동아리 안 해요. (웃음) 그냥 “이번 동아리는 교실에서 자율 학습하겠
습니다.”[라고 하죠]. ... 근데 ‘이 학교는 자율학습 한단 얘기를 왜 안 하지?’ (웃음) [생각했어요]. [동
아리 활동하러] 가는 거예요. ... “시험공부 해야 되지 않아?”[라고 했더니], 애들이 동아리 부스 준비
회의를 해야 된대요. “그래, 회의 끝나면 나 불러.”[라고 했죠]. 부르질 않아요. 회의를 엄청 오래 해.
가보니까 애들끼리 준비를 하더라고요. ... 주당 2시간 동아리를 꼬박꼬박 하는 거, 이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교사 3)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든지, 시험기간
이면 동아리 시간을 시험공부 시간으로 대체하는 등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파행적 운영이
D 고등학교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학급회의의 경우도 비슷하다.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학급회의
대신] 중요한 걸 하기도 하는데,” D 고등학교에서는 매주 월요일 1교시가 학급회의시간
으로 고정되어 운영되고 있었다(교사 3). 교사 4는 학급회의에 대한 강조는 학교의 주인
을 찾아주기 위한 학교장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 이런 학교는 드물거든요. 우리 시간표처럼 [학급 자치활동(학급회의)]이 고정되
어 있는 학교는 없어요. ... 이건 교장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철학 중 하나인데. 학교의 주인을 찾는
거죠.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되려면 자치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게 교장
선생님의 철학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이 시간은 [학급 자치활동 외에] 어떤 다른 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주마다 정해진 어떤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로 학급회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다모임 때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학생 자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교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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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회의나 동아리 등과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이 (파행적 운영 없이) 내실있게 운영되
는 점은 D 고등학교가 입시나 시험을 중심에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파행적 운영이 없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자발성과 주도성은 성장하고 있었다.
나) 학생 행위주체성 발휘 및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D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서 학생 행위주체성을 발휘하고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되고 있었다. 이런 점은 앞서 언급되었던 학생 참여를 강조
하는 수업과 평가 방법뿐만 아니라 학교의 다양한 행사에 학생들이 참여하거나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교과활동과 관련하여 D 고등학교 학생
들의 특징과 수업의 특징을 연결하며 교사 1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입시는 입시로 끝나거든요. 입시 위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아이가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입시로 끝나는 게 좀 안타까웠었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 아이들은 입시에서 원하
는 것이 아닌 아이들 자체적으로 뭔가 살아갈 수 있는 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 미래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비판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힘[을] 기르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업시간에 문제해결식이나 프로젝트[를 많이 해요]. 각 교과에서 프로젝트, 문제해결을 위한
주제가 주어지고 팀을 구성해야 되고 역할을 나눠야 되고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모든 과정을 수
행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나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아이들이 해결을 잘 하고, 다른 아이들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수업 중에
또 다른 교육활동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교사 1).

즉, 교사 1에 따르면, D 고등학교에서는 모든 수업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
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나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같이 해결하는 능력이 함양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업 외의 학교 활동에서도 학생들의 참여 기회 제공의 움직임과 학생들의 적
극적인 참여 관행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연구자가 참관할 수 있었던 교육과정 박람회를
그 예로 언급할 수 있다. D 고등학교에서는 2019년 신입생들의 내년 과목 선택을 돕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교육과정 박람회를 실시하였다. 교육과정 박람회는 선택방법에 대
한 교사의 간단한 설명 후, 1 학년 학생들은 다양한 포스터와 여러 학습 결과물, 교과서
등으로 구성된 과목별 부스를 돌면서 교과서를 살펴보고, 그 과목의 교육과정 상의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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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며, 부스에 앉아있는 교사와 2학년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1학년 학생들은 이미 그 과목을 들은 2학년 학생들과 각 선택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그

과목을 선택하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에 관해 묻고 답하면서 과목 선택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였다. 학생들 간의 질문과 대답이 구체적이고 사뭇 진지했다. 담
당 부장 교사는 그 행사의 준비가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의해 짧은 시간에 이뤄졌으
며, 자신도 이렇게 잘 준비를 했으리라 기대하지 못해서 놀랍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실 준비 기간이 없었어요. 저도 안 해봤고[요]. ...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후배들
한테 소개하고 싶다’[고 참여했어요]. 그런 자발성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이 하는 과목
도, 교장선생님은 출장[이 있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셨어요. ‘그런 거 한다고 애들이 왔는데, 지들이
해보겠다는데 뭘 해야 되는 거야?’[라고 하셔요.] ‘그냥 애들한테 맡겨주시면 애들이 다 해요’ (웃음)
그랬는데 [잘 했죠]. 자발성이 대단히 습관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교사 3)

다) 변화 촉진자로서의 역할
D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이념과 비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변화를 촉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학생들은
학교의 이념을 기준으로 새롭게 D 고등학교에 온 교사들이 은연중에 실시하는 (이념과
맞지 않는)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국어 교과의 한권읽기 프로젝트에서] “선생님이 정해준 책 중에서 한 권 읽게 책을 정해”, “선생님이
엄선을 해서 수준 있는 책들로 리스트로 정했으니까 되도록 이 책 중에서 정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 학교 이념이 자율, 상생, 참여인데 왜 자율을 무시하는 거예요?” (웃음) 자기들이 원하는
책을 고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좀 놀랐죠]. 전 학교 이념을 아이들이 얘기하는 건 처음 봤어
요. (웃음) 그래서, 뒤에 설명은 해줬어요. 학생들 스스로도 자율과 상생과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 교육이념이라든가 비전을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교사 3)

2) 협동적 행위주체성

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문화와 장치
(1) 참여하고 소통하는 문화: 학생-교사-학부모

학생들에게 자율과 참여, 상생을 강조하듯, 이런 원칙은 교사와 학부모에게도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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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고 이는 학교 분위기에서 배어나오고 있었다. 학부모 1은 D 고등학교가 다른 학
교와 달리 학부모의 목소리에 열려있고, 의견을 제시하면 같이 고민해 보자고 접근한다
고 설명했다. 이 점은 D 고등학교의 “굉장히 훌륭한 구조”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제가 여기 와서 놀랬던 것은 학교의 자율성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밑바탕이 되어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받아들여지는, 받아들여진다기보다 [열려있는 점이었어요]. 기존의
학교들은 벽이 있었거든요. 어떤 얘기를 해도, 학교의 질책으로 받아 들여질까봐 본인들이 담을 쌓으
세요. [저희 학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같이 고민하자고 할 때, 손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고민해? 같이 어떻게 해볼까?’ 이런 [분위기인거죠]. 그게 충분히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런데 담
을 세워놓은 거하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 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 다른 학교에
비하면 [D고가] 굉장히 훌륭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학부모 1)

교사 1도 D 고등학교의 첫 번째 특징으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학교”라고 설명했다.
학교의 중요한 결정이 몇몇 일부 교사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노력을 취한다는 것이다. 교사 1에 따
르면, 학생, 학부모, 교사의 3주체가 같이 모여서 각자의 생활규약을 정하는 것, 매 학기
진행되는 주체별 평가회와 3주체 평가회를 갖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수업모습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D고는] 소통이 되게 잘 이루어지는 학교예요. ... 이전 학교에서는 위에서 상명하달 식으로 전달받아
서 모든 일들을 진행 했는데 여기서는 ... 선생님들로부터 각자의 의견을 다 듣고 모아서 방향을 잡는
일을 했어요. 물론 의견이 다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지금까지 하고 있는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해요]. ... 자체 평가를 할 때도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다 반영을 했고요. 그게 좀 새로웠[어요]. 또 하나는 그 전에는 수업도
교사중심이었다면 여기서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 소통하는 [형태가 많아요]. 어떤 주제를 놓고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발표하는 수업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교사가 피드백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많이
해요].(교사 1)

교사 1은 D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의 불편함이나 요구사항이 있을 때 당당하게
얘기”하고, 교사와 학생 간에 지위에서 오는 벽이 없어서 마치 “동료 간 동료”로 말하는
느낌이 든다고도 표현했다. 이렇게 학생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요구와 의견을 얘기하는
계기가 학교 설립 첫해부터 교사-학생-학부모가 같이 규율을 정하는 과정이 크게 작용했
다고 설명했다. 교사 1은 그 과정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많은 배움이 일어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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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교사와 학부모는 일방적
인 전달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법과 절충안을 만드
는 법을 배웠단다. 이 과정이 비록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일단 결정이 되면 아이들은 그
래도 결과에 만족하고 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렇게까지 하는 과정 속에서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걸 아이들이 배운 거예요. 교사들도 일
방적인 전달이 아닌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을 해서 그 의견을 절충해서 절충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배운 거죠. 그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효율적이지는 않아
요. 그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런 속에서 ... 소통이라는 게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상대
방의 의견을 듣고 나의 것과 절충을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배운 거죠] ... 교사,
학생, 학부모가 같이 배운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은 있었어요. 사실은 이런 방식을 반대
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시간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의견이 나오지
는 않아요. ... 그런데 하나의 장점이 어떤 결정이 됐을 때,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나 그런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 그래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는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은 되지 않았지
만 잘 따르고 아이들이 그래도 행복해 하는 것 같아요.(교사 1)

즉,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교사-학부모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참여와
소통의 힘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참여와 소통을 위한 장치: 3주체 평가회
D 고등학교에서는 매 학기 마다 학생, 교사, 학부모(3주체)가 교육과정 운영을 성찰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 각 주체별로 평가회를 가진 후에, (일부의) 3주체가 같이
모여서 평가회를 갖고 있었다. 3주체 평가회에서는 각 주체별 평가회에서의 주요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로 구성된 모둠으로 토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각 모둠에는 모둠 주제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주제는 “수업과 평가를 통한 성장”, “즐거
움과 보람을 느낀 보람활동(방과 후, TGAL 등)”, “(성숙한 생활인을 위한) 생활교육(지도)”,
“학생자치”, “학부모 & 지역사회와의 협력”,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환경, 연극, 노작,
OO독립운동가의 생애와 사상, 졸업논문) ”이었다. 학생, 교사, 학부모는 해당 모둠의 주

제에 대해 같이 얘기를 나누었는데, 각 모둠의 학생들이 퍼실리테이터와 기록자(2명)의
역할을 담당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모둠원이 제기한 문제의식(예: ‘학급 회의를 어떻
게 활성화할 것인가’)을 중심으로 토의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한 학생이 논의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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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른 학생은 논의 내용을 세부 주제로 유목화하여 정리하였다. 해당 주제에 대한 논
의가 마치면, 학생들을 제외한 다른 구성원들은 다른 모둠으로 이동하여 그 모둠의 주제
에 대해 논의를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두 번의 논의 사이클을 마친 후, 각 모둠에서
퍼실리테이터와 기록자 역할을 한 학생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 두 집단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이런 과정은 학생, 교사, 학부모 3주체가 같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평가하면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고 있었다. 학교의 지향점을 기준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실행모습을 같이 성찰하고, 이를 통해 학교의 비전과 철학을 다시금 되
새기는 기회가 되고 있었다. 학생-교사-학부모가 같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
고 학생 성장이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갖고 같이 고민하는 기회가 되고 있었으며, 학생,
학부모, 교사의 세 주체가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신뢰를 쌓아
가고 있었다. 비록 제시된 의견들이 어떻게 다음 학기 또는 학년의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그 과정 자체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였다. 동시
에,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학교생활에 대해 어른들과 동등하게 논의하는 자리에 참
여하고 더 나아가 논의를 주도하고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경험 자체로도 학생 행위
주체성 발현 및 함양을 위한 훌륭한 학습이 되고 있었다.
나) 교사 행위주체성 및 교사 간 협력적 행위주체성
(1) 기존 교육에 대한 불편함과 새로운 교육에 대한 기대
2017년 개교한 D 고등학교는 초기에 ‘우선전보제도’를 시행하여, D 고등학교의 철학과

교육방침에 동의하는 교사들이 우선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새로운
교육에 대한 기대와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교사가 많았다. 그런 바탕에는
입시중심의 교육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만 초점을 두는 고등학교의 현실에
대한 불만족과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2017년부터 D 고등학교에서 근무한 교사 2는 다
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실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정말 애들을 쥐어짜듯이 가르쳤어요. 그거에 대한 결과는 분명 있어
요. 근데 그 결과가 꼭 나오는 게 상위권 아이들[인거죠] ... 중하위권 뭐 이쪽 아이들은 제대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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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디 바깥에서 애기할 때는 그 아이들보다 상위권 아이들을 자랑삼아
얘기했[었어요]. 항상 마음속에 죄 짓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만족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교육이 없을까,’ 고민하고 고민했던 때인데, ... 때마침 [D고에 대해서 알게 된거죠.] 다 같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교육의 모델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교사 2)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D 고등학교 교사들의 열정이 많다고 표현했는데(교사 3), 열
정의 근원에 기존 입시위주 교육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새로운 교육에 대한 기대와 도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2) 교사 간 소통과 협력 문화, 그리고 의사결정에 참여

앞서 언급되었듯이, D 고등학교에서는 학생-교사-학부모 간의 소통과 협력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는데, 각 집단별 소통 및 협력 문화도 잘 형성되어 있었다. 교사 간에도 마찬
가지였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이 일반화 되었지만, 교
사 1은 그 활동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점, 학교교육활동의 평가 및 학교 교육과
정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모든 교사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D 고등학교가 새로웠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D 고등학교에서는 수석교사가 저경력 교사들과 함께 금요일마다 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면서 멘토로서 저경력 교사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었다. 교사 3은 “수석
선생님의 역할이 이렇게 제대로 되는 학교는 처음 봤”다고 평했다.
(3)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을 위한 여건 조성: 모일 수 있는 시간 확보
D 고등학교가 일반적인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교육활동이 D 고등학교에서 가능

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묻는 연구자에게 교사 3은 “선생님들이 모이는 시간” 확보를 들었
다. 실제, 일반고에서 역량교육을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로 자주 언급되는 것 중의 하나가
시간의 부족이다(최수진 외, 2017). 역량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같이 모여
서 논의해야 한다.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고, 평가는 어떤 과제로 어떤 기준으로 실시할
지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고에서 선생님들은 같이 모일 ‘시간이
없다’고 항변한다. 빡빡한 일과 일정에 잠깐 틈이 나면 행정업무 처리로 바쁜 것이다. 다른
교사와 시간을 맞춰서 수업과 평가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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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고등학교에서는 월요일 1교시를 학급 자치활동(학급회의) 시간으로 고정하고 있는 것

과 마찬가지고, 교사들을 위한 협의시간도 수요일 7교시로 고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열정있는] 선생님들이 모인데다가, 교장 선생님이나 또 우리 교무부장 선생님도 그렇게 일정을 되게
중시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모이는 시간, 수요일 7교시[에는] 되도록 [교직원 회의], 교사 동아리,
전문적학습공동체 할 수 있게끔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교사 3)

또한, “다른 학교에 비해서 행정적인 회의를 줄이고, 이런 실질적으로 [전문적 학습공
동체]나 교사 동아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교사 3)
(4) 학교 관리자의 역할

소통과 참여의 학교분위기가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동력으로 학교
관리자의 리더십이 언급되었다. 교사 4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학교운영은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 교장선생님 자체가 어떤 수평적인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그
리고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것이 학교를 대체적으로 ... 역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무래도 지시와 통제 중심의 시스템이었는데.(교사 4)

학교 운영에서 학교관리자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훌륭한 학교관
리자가 항상 훌륭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훌륭한 학교에는 항상 훌륭한
학교관리자가 있는 경향이 있다. D 고등학교에서도 학교관리자의 의지와 방향설정, 지원
체계 마련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고, D 고등학교가 당초 세웠던 이념과 방향을 실천해
가는데 학교 관리자가 중심을 잡아주고 지지를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다) 학부모 참여: 자율적 참여, 상생, 그리고 즐거움
D 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회와 아버지회가 있다. 면담에 참여한 학부모가 모두 학부모

회 임원이어서 학부모회에 대해서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D 고등학교의
학부모회는 다른 일반고에 비해서 몇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우선, 학부모회에서
학교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회의 자율성이 상당히 컸
다. D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학부모회 활동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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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회에서는 그 예산으로 매년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학부모회 주관으로 별도의 행사를
추진하고 있었다.
[2017년에는] 교육한마당이라고 해서,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모였어요]. 아이들이
수업을 일찍 끝나는 수요일 날, 수업이 끝난 후에 한 두 시간 전통놀이[를 했어요]. 그 때는 1학년
밖에 없었어요. 전통놀이로 단합을 할 수 있게 [했죠]. 한반에 한 4조 정도 해서 전통놀이를 열 개
코스정도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체육관에서 전교생이 1학년 전체가 만나서 단어를 맞추는 [게임을
했어요] ... 그렇게 한 2시간 하면 저녁시간이 돼요. 저녁은 ... 학교에서 다 같이 급식으로 먹[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부모님들이 오실 시간이 되서,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 이벤트 [회사] 도움을
얻어서 운동장에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단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작년에는] 어
울림 음악회[를 했어요]. 국악도 하고 성악, ... [그리고] 길거리 밴드[하는] 분들을 초대 ... 해서 음악
회를 했어요.(학부모 2)

면담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D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도 자기 스스로 해야 되지만, 학부모
들도 뭔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며, 올해는 뭘 해야 되는지 고민이라며
웃으면서 말했다(학부모 2). 그리고 학부모회에서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는 프
로그램에 공모하여 학부모 대상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혜택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돌려주고 기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교육청에서 하는 동아리 사업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써[서 지원을 해]요.(웃음) 작년에는 ... 세 가지가
선정이 돼서, 두 가지는 목공 동아리를 했어요. 하나는 ... 토탈공예로 해서 한 주마다 좀 다른 프로그
램으로 [진행했어요]. ... 그런 사업[으로 진행돼서] 사실은 저희 돈을 거의 안 들었어요. 그런데, [간식
비 등으로 쓰려고] 돈을 좀 걷었는데, [거기서] 남은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받았으니
우리도 좀 기부를 하자 해서, 저희가 OO교육지원청에 ... ‘이렇게 남은 돈으로 목공 동아리에서 기부
를 하고 싶습니다’[했어요]. 교육지원청에서 OOO중학교에 리모델링한 곳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
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대요. ... 그래서 일부 남은 돈으로 책상하고 의자를 만들어서 이번에 들어갔
어요.(학부모 2)

올해도 참여예산을 지원받아 캘리그라피 동아리 활동을 운영했다고 한다. 올해에도 지
역사회 축제와 연계해서 재능기부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학부모 2)
D 고등학교 학부모회의 두 번째 특징은 누가 학부모회 임원35)으로 선출 되는가라는

35) 현재 학부모회 임원은 전체 62명으로 전체 학교 학생 수가 480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큰 규모임.
현재 학부모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학부모 2에 의하며, 학부모 입장에서도 뭔가 직책을 맡아야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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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서 찾을 수 있었다. 즉, 보통 일반고에서는 학급회장의 엄마가 학부모 회장으로
활동하고 학급임원의 학부모가 학부모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D 고등학교에
서는 그 공식을 따르지 않고 있었다. 대신, 학부모회 임원이 되는 것도 학부모들의 참여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었다. 학부모 2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나요?] 네, 저희도 학생들하고 [같아요]. 자율...[이예요]. ...
그냥 저도 얼떨결에 된 거고요. (웃음) “하시고 싶으신 분이 그냥 손드시면 됩니다”[해서 뽑았어요],
학부모회장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학교를 좀 이렇게 바꾸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손들
어서 제가 회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뽑거든요. 그리고 각반 대표도 [그렇구요].(웃
음)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좀 좋은 것 같아
요.(학부모 2).

마지막으로 D 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 이사가 등기이사로 있는 협동조합으로 학교 내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1년 넘게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3월에 시작하게 됐다. 교사
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모두 참여하지만 정식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업체라 학부모
3명이 등기이사직을 맡고 있는 등 학부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학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선생님들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계세요. 초창기이기도 하고, 처음
에는 되게 두려워하고, 서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 저희가 학교에 임대해 있는 사업자인 거예요.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 학부모 이사는 지금 세 명인데 한명은 재무관리 하고, 한명은 인력관리를
하고, 한명은 재고라든지 물품 관리[를 하고 있어요]. ... 단순히 학부모의 수준으로 그냥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등기이사다 보니까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저희가
다 책임을 거의 지고 있어요.(학부모 1)

D 고등학교에서 협동조합은 학생 수가 적은데 인근에 먹으러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남은 돈은 학생들을 위해 지원을 해 주려는 의도로
기획되어 운영되고 있다(학부모 1). 현재는 고려되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 혁신을 시도하
는 학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교원들이 이동함에 따라 변화가 지속되지 못하는 것
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을 연결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전문가협의회 회의록), D 고등학교 협동조합의 이후 발전과정은 좀 더 지켜봐
야 할 것이다.
오기도 편하고 학부모회 입장에서도 뭔가 부탁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학급 대표, 부대표와 전체 대표,
부대표 외에도 학부모 이사를 학년 당 3분씩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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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D 고등학교에서는 다른 학교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학부모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특이했다. 올해 D 고등학교로 전근한 교사 3은 이 학교 와서 느낀
점이 “인문계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참 학교를 자주 온다. (웃음) 즐겁게”라고 말한 점도
D 고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차지하는 위치와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의 특별함을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실제, 면담에 참여한 학부모 3은 D 고등학교에서 학부모회 활동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힐링이 된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학부모회에서 저는 정말 많은 힐링을 받았거든요. 지금 좀 부담스러운 학부모 이사라는 직책을 얻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다독여주고 같이 가려고 하는 학부모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처음에 3주체 [회의]를 할 때 어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너무 힘들다. 우리가 수업만 해
도 부족한데 만날 회의하고, 뭐 있으면 같이 해야 되고,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 자기 개인 삶이 없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이 학교 좋은 학교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선생님도 자기
힘들다는 얘기를 학부모 [앞에서] 안하시거든요. ... ‘아, 저거는 정말 우리 학교의 장점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역할이 좀 과중하더라도 제가 자꾸 이렇게 끌리
듯이 자꾸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굉장히 재밌고 ... 네. 재밌어요, 이렇게 활동 하는 게.(학부모 3)

라) 지역사회 연계
D 고등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학교”를 학교비전으로 삼고 있고 세

가지 교육이념에도 상생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공식적으로 강조
하고 있다. 실제, 학교 교육활동 중에서 공동체 역량을 기르기 위한 TGAL(Think
Globally Act Locally)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서도 지역사회

에의 기여에 대한 덕목이 은연중에 표출되는 경향이 있었다(예를 들어, 앞서 언급된 수업
및 평가 방법의 사례에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 사례가 드러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담 등에서는 지역사회 연계 활동의 구체적인 예는 많이 언급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지역사회 연계 경험에 대한 예시를 요청하였을 때, 학생들은 올해 학생회 차원에서 진행
된 3·1절 행사를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이번 년도 3월 1일 3.1절에 3.1운동 기념행사를 개최했어요. 1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학생회 주도
로 [거리행진을] 준비했[어요] ... 지역주민들한테까지도 아파트단지에 [지역 거리 행진이 있을 예정이
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방송을 부탁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 지역이랑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한거죠].(학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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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때 홍보팀장이었는데요. ... 아파트 안에서도 게시판에 ... 홍보지를 붙이는 역할이 있고 또 안
내방송을 부탁하는 역할이 있었고, 또 출장소 가서 포스터 주면서 이거 한번 봐 달라 하는 팀도 있었
[어요]. 거리마다 현수막으로 홍보를 하기도 했어요. ... SNS도 올리고 맘카페 이런 데도 올렸어요.(학생 3)
그때 지역주민들을 솔직히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미세먼지가 그때 많이 껴서) ...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 제가 그때 [학교] 기자로서 취재를 했었거든요. 사진을 찍었는데 거리행진 하는데 ... 아파트에
서도 막 태극기 흔들어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얘기들도) ... 그래서 ‘아, 저 사람들도 물론 미세먼지나
그런 요인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함께하고 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는 또 ‘아, 이것도 다 학교에서 지역이랑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 중의 하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게 사실 엄청 힘들잖아요. ... 엄청 뜬구름잡기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은 되게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학생 1)

5

E 고등학교 사례
학교 배경 정보

E 고등학교는 군단위에 위치한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이다. 군단위의 유일한 일반계 고등학교로서, 2019년
부터 고고학점제 연구학교(2019. 3~2022. 2)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선진형 교과교실제(2013~)를
운영하였다. 2019년 기준 15학급이고, 관리자 포함 교과 교원은 모두 39명이다. 전체 학생 수 420명의 남
녀공학 고등학교이며, 전체 학생의 약 34%를 수용하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고 군 단위의 유일한 일반계 고등학교라 지역사회의 재정적 지원이 많은 편
이다. 동시에, 읍면지역에 위치한 학교라 지역사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문화 공간과 교육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학생들의 수준과 학업에 대한 관심의 차이가 큰 편이며, 일부 학생들
의 경우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학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 학교는 강 옆에 인접하여 위치
하고 있어 자연경관이 좋으며, 생태 친화적인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E 고등학교, 2019).

가. 역량 개념과 역량교육의 필요성
1) 역량의 개념 및 역량교육의 중점

가) 문서화된 가치 및 지향: 자율, 책임, 신뢰, 화합
E 고등학교의 2019학년도 학교운영계획서에 의하면, E 고등학교에서는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을 비전으로 삼고,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
람’, ‘스스로 도전하는 창의적인 사람’, ‘선택과 집중으로 미래를 여는 사람’, 그리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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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행복을 만들어 가는 사람’을 인간상으로 강조하고 있다. 자율(꿈이 있는 학생), 책임
(열정적인 선생님), 신뢰(참여하는 학부모), 화합(함께하는 지역사회)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노력 중점으로는 ‘학생 성장 중심의 수업과 평가’, ‘노력과 협력으로 학생 역량 강
화’, ‘선택과 집중의 배움 중심 교육과정’, ‘자율역량이 발현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제
시하고 있다.
면담에서는 문서로 제시된 이런 학교의 가치나 지향점이 잘 드러나지는 않았다. 하지
만, 실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모습에서 인성, 창의성, 협력, 자율, 행복이라는 가치 또는
역량이 드러났으며, 학생 역량 함양,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접근, 창의적 체험활동
을 통한 자율역량의 함양의 모습이 드러났다. 교사 2는 E 고등학교와 학생의 특성을 다
음과 같이 설명했다.

다른 학교랑 비교해서 얘기하면 다른 학교도 미래 역량, 핵심 역량을 키우는 학교가 많지만 상위권
아이들이 주로 .. 해당하는 면이 있고, [상위권이 아닌] 아이들을 위해서 아예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 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일단 학생 자치가 너무 잘 되어있어요. 그리고
수업 개선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창의성이나 이
런 공동체 의식 쪽으로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발표가 특화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면접에서 떨어질 일은 없다고 말을 할 정도로 소통 능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학
교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부족한 것은, 자기 관리, 학습동기나 목표의식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 있어서 그거는 조금 많이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교사 2)

나) 학생 행위주체성: 학생 자치, 자발적 참여, 진로탐색
면담에 참여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E 고등학교에서 “학생 자치가 너무 잘 되어있다”
(교사 1, 교사 2), “학생들에게 힘을 많이 실어준다”(학부모 1),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많다”(교사 3)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 예로 자주 언급된 것이 동아리, 방과
후 활동, 그리고 학생 자치회이다. (학생 자치회 활동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
작용 영역에서 다시 논의함)
저희 학교가 아이들한테 힘을 많이 실어줘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위주로 얘기를 더 많이 들어주[세요]. 예
전에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학교 경우에는 학생들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주[세요].(학부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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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치회 활동의 강조가 어떤 철학과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면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학생 자치가 잘 진행되고
있고, 학생들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다. 학생 자치회 활동 외에도 교과 활동을 포함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전체에서 학생들의 자발성과 참여를 강조하고 그 전체 과정을 통해
서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기획하는 능력, 스스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능력, 발표력, 협동
하는 능력,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을 함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게 수업시간이나 이럴 때도 꾸준히 계속 그런 것들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떻게 가르친다
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졸업식 같은 것을 해도 자기들이 스스로 영상을 만들어오는데 그
수준이 굉장히 높고, ... (동아리 홍보할 때도 동영상 만들어 놓은 것도 애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고.
학교 축제하는 것도 애들이 거의 많이) ... 홍보부터 기획까지 다 [해요]. 거의 그냥 자치회 수준으로
자율적으로 굴러가는 수준이라서 어디서부터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기 되게 어[려워요]. ... 그게 보면
지속적으로 쌓여져가는 것 같아요. 수업시간이나 지금 말한 동아리 시간, 방과 후 시간 이렇게 해서
계속 자기들이 기획하고, 짜고, 발표하고, 홍보하는 것까지 다 자기들이 직접 겪어보면서 누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수업시간부터 해서 쭉 자기들이 배워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교사 3)

비슷하게, 학부모 2는 학교에서 다양한 기회를 통해 학생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트레스가 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찾도록 도와준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학부모 2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도시에서 귀농하기 전에 ... 제가 가장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아이들한테 돌파구가 없[다는 점이었어
요]. 도시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살다 오던 지역은 아이들이 공부 아니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 공부라는 깔때기에 집어넣어서 누르니 그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느냐고요.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공부는 해야 되지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희는 학교폭력도 거의 없죠. ... 자기 끼를 발산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훨씬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데 있어서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면 공부도 해야 되는 거죠. ...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한, ... 과정으로서 공부이다 보니까 자기가 찾아서 하고 [혼자] 안 되면 과외도 시켜 달라
학원도 보내 달라 그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기 부여가 되게 중요한데 학교에서는 그런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주는 거죠.(학부모 2)

면담에 참여한 학생 2도 E 고등학교가 일반적인 일반계고의 분위기에 비해 경쟁이 덜
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기회가 많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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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교가 그래도 좋은 점은 일단 학생들이 참여할 기회가 많고요. 그리고 밝다고 해야 되나?, 학교
분위기 자체가. 이게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학업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OO만 가도 노트 필기를 옆 친구한테 보여 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거의
부탁하는 친구가 강요하듯이 부탁을 하거든요. ‘필기 좀 줘 봐,’ 이런 식으로. 그런 분위기는 저는 좋다
고 생각합니다.(학생 2)

E 고등학교에서 학생 자치회 활동과 자발적 참여, 스스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능력, 협

동적 문제해결력, 자신의 적성과 진로 탐색을 강조하는 것은 OECD 학습개념틀에서 강
조되고 있는 학생 행위주체성과 상당히 유사하다. 학생들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상대적으
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학생 자치회 운영에서 책임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드
러나고 있었다(예: 학생 자치회에서 자치회 견제를 위한 기획평가부 운영).
2) 역량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와 공감

가) 선후배를 통한 전수: 지속가능성 확보
국내에서 역량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부분이 역량교육 실행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 자주 언급된다. E 고등학교에서는 역량교육의 취지나 필요성이 표면적으로 계속
강조되기 보다는 학생들의 활동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36) 그리고 그 활동들이 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었다. 즉, 학교
차원에서 역량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른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이에 대해 대대적
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기 보다는 선후배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자기
들끼리 옛날부터 문화적으로 하던 것들”이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난다(고교학점제 담당 부
장, 비공식적 면담). 교사 4 또한 지역의 특성상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오기 전부터 E 고
등학교의 특성을 알고 있고, 선후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개선되어 가는 것으
로 보고 있었다.
애들이 입학을 하면 선생님들이 물론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다 얘기는 하지만, 여기 OO 지역이 좀
좁다보니까 선후배들이 많이 알잖아요. 아이들이 이미 학교에 들어올 때부터 E 고등학교는 어떻게 생
36) E 학교에 대한 분석 내용 검토자는 면담 당시 일반 교사들의 인식이 다소 낮을 수는 있으나, E 학교에서도
표면적으로 역량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즉, 교사연수를 통해 2015 교육과정과 함께
역량교육이 많이 안내되고 있고, 교육계획서의 학교 대회 활동도 역량 중심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학생 수업 활동도 역량을 기르는 쪽으로 기획하도록 안내하고 있음.(E학교 분석 내용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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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하는지를 알고 오니까 자연스럽게 ... 자발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잘.(교사 4)

학교변화가 변화를 주도하는 교원의 이동과 함께 동력이 약해지는 현상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주도적인 역할과 적극적인 참여 문화가 학생(선후배)을 통해 전수되는 E고의
사례는 학교 변화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 자녀의 긍정적인 변화
면담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공부만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고,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즐거워하며, 자
녀에게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자질들을 함양해 가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학교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다. 즉, 학교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의 만족 및
변화를 체험하면서 학교를 신뢰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
고 있었다.
저희 고3 아이는 화학에 관심이 있어서 화학 동아리를 2학년 때 만들었거든요.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케이스인데, 회장을 맡으면서 리더십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자세
히는 모르는데 아이가 호기심이 많고 이런 친구[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을 리드하면서
하고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동아리 발표회 하면 동아리 발표회 있다고 엄마 와서 보라고
... 내가 이런 거 이런 거 했다고 [얘기해요]. 되게 자존감도 높아지고 아이가 만족도도 높은 것 같아요.
... 둘째가 ... 이제 고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그 친구는 되게 소극적[이예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런데 프로젝트 방과 후 하면서 ... 자기가 일어나서 나가야 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니까, 많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좀 긍정적이더라고요. (학부모 3)
얘는 ... 개인 성향이 되게 강하고 욕심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학교 활동을 하면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부드러워졌[요]. (학부모 2)

다) 교사 간의 협의 문화
교사 2는 20년 경력 중에 E 고등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수업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연
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학교 문화”라고 설명했다.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
중할 때, “나도 역량을 좀 강화해야 겠구나” 라는 생각(전문성 신장을 위한 의지)이 더

221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 전략 탐색

커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교사 2). 또한, 교사들 간에 수업 및 평가 방법에 대해 얘기하
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이고 서로의 의견에 열려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신규교사
비율37)이 높아 교사의 연령대가 대체로 낮은 것의 영향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는데, 교사
간의 협의가 공식적·비공식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2년차 신규교사인
교사 4와 4년차 신규교사인 교사 1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희 학교는 선생님들끼리 되게 친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어떤 것에 대한 조언을 해도 그게
...‘이 선생님한테 뭔가 얘기해야 되는데 저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내가 얘기를 못한다’ 이런 것 보다
는 ‘선생님이니까 내가 조언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서로 고쳐야 될 것, 수정할 것 있으면 잘 얘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게 선배님들도 물론 저 경력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주시만, 저 경력 선생님들이
선배 선생님들한테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게 받아들이시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직원들 사이에서 서로 교류하[고] 조금 서로 열려있다는 느낌? 개방된 느
낌?[이 있어요].(교사 4)
사실 영어과 선생님들이 되게 다 [어려요]. 제가 제일 선임자이고,(웃음) 그 다음 해부터 줄줄이 들어왔
어요. 사실 다른 학교 영어선생님하고 나누는 고민이 있지만, 결국에는 타깃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
문에 이 아이들 대상으로 무얼 어떻게 했을 때 반응이 좋다는 걸 자꾸 우리 영어과 선생님들하고 얘기
하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학기 초에 1학년 영어 수업으로 봤을 때, 평가를 할 때도
진짜 회의를 많이 하는 편이예요. 각자 연수 같은 걸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우리
가 다 [신규]이기 때문에 한 학기에 한 번씩 ‘우리 이거 한번 새로 해보자’이렇게 [해요]. 같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교사 1)

라) 입시와의 연결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E 고등학교를 오게 된 계
기와 관련하여 면담에 참여한 여러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 가기가 좋다”는 점을 언급
한 경우가 많았다. 즉, E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입시와 연결이 된다는 인식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갖고 있었다. 특히, E 고등학교는 군단위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학생이 중학
교를 농어촌에서 다녔다면)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E 고등학교에
서는 수시 전형(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목표를 확실히 하고 학생들이 입시에서 좋은 성과
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학생참여형 수업
37) E 고등학교에서는 2019년 신규교사 7명, 2018년 신규교사 4명으로 신규 교사의 비율(관리자 포함 전체
교과교원 39명)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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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다양한 수행평가, 그리고 기타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 학생들의 성장에도 좋지만 입시
와도 연결된다는 점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의 교육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
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학생, 학부모에 의해 다양하게 언급되었다.
저도 통학하기 편리한 것도 있고 분위기도 익숙하고 친구들 다 아는 친구들이라 적응하기도 편할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그리고 농어촌 전형이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꿈 이루기가 더 좋죠. 그래
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학생 4)
저희 아이가 처음에 이 학교를 오게 된 계기는 여기가 수시다 보니까 다른 학교로 가는 것보다 훨씬 이
학교가 대학 가기가 좋다고 선생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이 학교를 찾았습니다.(학부모 1)
외지로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곳이 낫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요새 ... 대입 제도가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수시에 대한 이점도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
특례라는 그 어떤 혜택 같은 것도 있어서 그게 완성이 되려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OO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뒀어요].(학부모 2)

동시에, 교사들은 고등학교에서 입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학생들의 성장과 입시에서의
유리함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었다. 실제, 4년째 E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1은
E 고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형 방과 후 수업도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대입

변화의 흐름에서 학생들이 대학입시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전략으로 고안된 것으로
추측하였다.
저희 학교는 수능으로 봤을 때 사실 성적이 부족해요. 저희는 수시로 많이 가[기] ... 때문에 이러한
학생 활동, 생기부 활동에 되게 초점을 많이 둔단 말이죠. 근데 모두가 똑같은 생기부를 하면 그게
의미가 없고 각각의 다른 개별적 역량이 드러나는 걸 대학교에서 자꾸 원하잖아요. ... 5년 전인가
6년 전에 한창 소논문 쓰기 유행하고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런 심화적인 걸 수업시간에 데리고 하
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과 후 시간에 하면, 그 당시에는 방과 후[활동]에 대해 길게
쓰는 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공 적합성도 보여줄 수 있으면서, 팀 프로젝트 짤 때는
각자 전공을 살리면서 하거든요. ... 그래서 진로를 맞는 애들끼리 해가지고 소수로 하면 선생님들도
부담이 적고, 그리고 학생 주도로 하니까 생기부 소재로는 정말 그 당시에 획기적이었죠. 정말 그 당시
에 애들도 ... 그것 때문에 [대학에] 많이 갔다고 생각을 해요.(교사 1)

E 고등학교의 경우, 사교육의 영향이 적어서 학교와 교사에 대한 의지가 많은 지역이

기 때문에 교사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실 교사의 “희생”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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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교사 1). 또한,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방과 후 활동을 기록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방과 후 프로젝트 활동을 수업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입시에서 방과 후를 쓸 수 없다고 하면 수업시간에 녹여내는 게 맞고, 내년부터는 [프로젝트 방과 후
활동]이 [정규] 수업시간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고요.(교사 2)

나. 교육과정 및 학습 설계와 실행
E 고등학교에서는 무계열 (학년별, 진로별로) 선택형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교과 수업

중에 평가와 연계된 학생참여형의 다양한 활동들이 실시되고 있었다. 하지만, E 고등학
교에서 역량교육의 실행 방법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부분은 교과 교육과정 운영보
다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동아리 활동, 동아리와 연계되기도 하는
프로젝트형 방과후 활동, 그리고 학생 자치회 활동 등과 같은 비교과 활동 영역이었다.
1) 교육과정 개념, 내용, 주제 설계: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조직

가) 학생 중심과 선택: 동아리 활동
정규 교과 교육과정 내용의 선정 및 조직과 관련되는 교육과정 개념, 내용, 주제 설계
원리는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았다. 대신, 면담에 참여한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는
E 고등학교의 특색으로 학생들의 자발적인 개설요구와 주체적인 운영이 돋보이는 동아

리 운영을 강조했다. E 고등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은 학생이 선택하고 설계하여 학생 중
심으로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었다.
현재 E 고등학교에서 동아리는 매년 “간부”(해당 동아리 회장 또는 부회장)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동아리 담당 교사에게 제출하고, 운영 계획에 대해 학생들에게 발표하면서 부
원을 모집하며, 예산을 포함한 1년 운영 계획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있었다.
중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여서 E 고등학교가 첫 고등학교 근무지라고 밝힌 교사
3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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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처음에 놀랐던 것은 동아리도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주제를 정해서 개설을 하는데, 친구들을 직접
모집을 하고 선생님께 도움을 나중에 구하는 수준까지 오더라고요. ...여기는 아이들이 1년간 어떤 프
로그램으로 동아리를 운영할건지 소주제를 정하고, 월별로 어떤 주제로 동아리를 운영할 것인 지까지
큰 가이드라인을 자기들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고민을 하고 또 아이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앞에
서 이끌고나가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하는 걸 보고 조금 놀랬었어요. ... 다른 선생님들이랑
[얘기해 보면 보통]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만 이렇게 하지 자발적으로 이렇게 뭔가 프로그램을 기획하
는 단계까지는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다 자발적으로 잘 하더라고요.(교사 3)

임용 2년차인 교사 4의 경우에도 E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동아
리 활동을 높게 평가했다. 학생들이 동아리 체험활동을 포함한 1년 활동계획을 세우고
교사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조금 도와주는 정도”라며, 다른 학교와 비교할 때 “스스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밝혔다(교사 4).
동아리 체험활동을 포함한 전체적인 동아리 운영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것과 함께,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 학기별로 동아리 개설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도
특징이다. 실제, 학부모 1의 경우, 2학년에 올라와서 물리치료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자녀가 그에 관련된 동아리를 개설하고 운영한 사례를 E 고등학교의 특징으로 언급하였다.
만약에 자기가 물리치료학과를 가야 되겠다[라고 진로]를 선택을 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
된] 동아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되는지 봉사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주시거든요. 저는 우리 학교의 그 점이 제일 잘 돼있는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이번에 물리치료학과로 [진로를 새롭게 정했어요]. ... 아이들의 [진로가] 한두 가지씩은 다
바뀌거든요. 그런데 2학년 후반부터 ... 물리치료학과 갈 수 있는 아이들, 거기에 관심 있는 아이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 자기들이 어떤 걸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그걸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 주시죠].(학부모 1)

나) 엄격성과 전이가능성: 프로젝트 방과 후
E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특색으로 동아리 활동과 함께 자주

언급된 것은 프로젝트 형으로 운영되는 방과 후 활동이다. E 고등학교 방과 후 활동은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개설한 일반적인 방과 후 활동, 학생들이 원해서 요청하는
학생 요청형 방과 후 활동(학업관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그리고 (진로 관련 프
로젝트를 하고 싶은 학생 5명 이상이 요청하여 진행되는) 프로젝트 방과 후 활동의 3가
지 종류가 있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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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고등학교의 방과 후 활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E 고등학교에서는 동아리

개설이 비교적 자유로워 동아리를 하는 학생들이 관련 주제에 대해 방과 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방과 후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팀에서 동아리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아 동아리와 방과 후 활동이 연계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학생 요청형 방과
후의 경우, 교과학습관련 강좌뿐만 아니라 진로관련 굉장히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
었다. 또한, 비교적 풍부한 예산을 바탕으로, 원하는 학생이 소수라고 할지라도 학교에서
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 진로에 관해서는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특기적성으로 대취
타란 반을 만들었거든요. ... [지역] 장학회도 있고요. 농어촌 관련된 방과 후 관련된 예산도 있고 [해서
예산이 풍부한 편이예요]. 3명이 듣는 피아노 실기 [강좌가] ... a, b 두 개 [개설되어] 있고요. 미술
실기도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학의 [수강생이] 제일 많은 강좌가 지금 현재 15명이고
요. 방과 후 [강좌] 대부분은 7명, 5명[이예요]. 근데 그게 다 개설이 돼[요].(교사 2)

마지막으로, 학생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 방과 후 활동이 돋보인다는 점이다.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라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프로젝트 방과 후 활동에서는 내용 선
정과 조직에서 학생 행위주체성과 선택 원리뿐만 아니라 엄격성(주제가 도전적이고 깊은
사유와 성찰을 가능하게 함)과 전이가능성(하나의 맥락에서 학습되어 다른 맥락에 전이
될 수 있는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 등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함)이 드러난다.
프로젝트 방과 후 활동의 경우 마음이 맞는 학생 5명 이상이 자신들의 진로 또는 특기
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계획을 짠 후, 지도교사를 섭외하고, 그 교사가 계획서를 보고
지도교사로 동의하면 개설이 된다. 학생들이 정규 방과 후 시간을 피해서 프로젝트 방과
후를 진행할 시간까지 선정하게 된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데, 100% 학생 자발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교사는 조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E 고등학교에서는 2019년 1학기 기준 51개의 프로젝트 방과 후 활동이 진행되었다.39)
이 활동의 결과물은 연구보고서, 작품, 캠페인, 책 등 다양할 수 있다. 프로젝트 방과 후
활동의 예시를 요청하자, 정보 교과를 맡고 있는 교사 4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38) 프로젝트 형 방과 후 활동도 원하는 학생의 요청에 의해 운영되므로 의미상으로는 학생 요청형이지만,
운영 방식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어 프로젝트 방과후 활동으로 별도로 명명되고 있었음.
39) 면담에 참여한 정보교과 담당 교사의 경우, 한 학기에 3-4개의 프로젝트 방과 후 활동을 지도했
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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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설을 한 것은 없고, 다 아이들이 하자고 해서 개설을 [해요]. 그냥 막연히 ‘선생님, 컴퓨터 관련
해서 개설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자기들이 어떤 주제로 ... ‘연구를 하고 싶다’, 아니면 ‘활동을 하고
싶다’[를 정하고] ... 아이들이 9차시면 9차시, 20차시면 20차시의 활동 계획을 다 짜요. 예를 들어서
1학기에는 3D 프린터를 했고, 2학기 때는 아두이노라는 코딩하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에 대한 것을]
했어요. 거의 같은 친구들이 한 거예요, 학기별로 주제를 다르게 잡아서. 겨울방학 때는 아이들이 또
발전해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완성품 계획을 짰어요. 그때 했던 게 하루에 물 몇
잔을 먹어야 건강해진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자기가 먹는 물의 양을, 잔 수를 계산하는
로봇을 좀 어설프지만 만든 거예요. ... 1학기 경우는 3D 프린터로 핸들 모양을 만들어서 핸들로
이렇게 돌리면 센서가 감지해서 로봇이 움직이는 건데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자동차 앞뒤가 아니라,
요새 바퀴가 360도 돌아가는 게 있어서 ... 바퀴가 바로 [돌지 않고 바로] 이렇게 [가는 형태였어요].(교사 4)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하는 활동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E
고등학교에서 프로젝트 방과 후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교과 학습이나
분야에 대해 일종의 심화학습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교사 4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핵심은 애들이 프로그램 코딩을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막연하게 코딩 반복문, 조건문 이런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갖고 거기에 맞춰서 아이디어를 짜고서 실제로 물건을 만들고 하면서 재미
를 느꼈던 것 같아요. . ... [수업에서는] 이제 기초적인 거를 가르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흥미나 받아들이는 속도도 좀 다르고, 말씀드린 아두이노라는 것은 수업시간에 하면 ‘야’ 하는데, 회로도
직접 구성해야 되고 하면 정규시간에는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 심화라고 할 수 있죠.(교사 4)

교사 4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창의성, 논리성, [문제해결력]”과 같은 역량을 키우고, “자기들이
공부할 것, 관심 있는 것, 해야 될 것을 찾을 수 있는 게 다른 학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
이라고 설명했다(교사 4). 물론 설계과정에서 교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방과 후 활동을 통해서 전이가능성이 높은 지식, 기능, 태도가 길러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2) 과정 설계: 학습 과정

가) 학생 참여의 강조: 수업과 평가
E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참여가 많은 형태로 수업개선을 하려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수행평가의 비율도 상당히 높아서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학생 2는
가장 인상적인 활동 또는 경험으로 다음의 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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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사상 수업 중에 주제탐구 수행평가가 있어요. ... 예를 들면 기아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런 이슈들을 저희가 직접 탐구하고 그것을 보고서로 제출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저는 ‘저희 지역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 저희가 직접 시장에 나갔거든요. 시장에 나가서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거기에 다니는 상인들이나 아니면 시장 소비자들한테 ‘우리 지역의 문제는 무엇인 것 같나’ 그런 것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문제를 찾아다녔어요. 쓰레기는 어떤 쓰레기가 얼마큼 있고 전부 다
찾아가지고,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캠페인 피켓도 제작해서 사람 많은 데 가서 캠페인도
진행하고[요]. 그런 것을 ... 담아서 학생들한테 발표하는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직접
발로 뛰어서 배운 것 같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학생 2)

학생 1의 경우에는 세계지리 시간에 각 나라의 문화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상품에
대한 세계화 전략을 짜보고, 이를 갤러리 워크 형태로 돌아가면서 다른 팀의 전략을 관람
하고 평가하는 수행평가 사례를 공유하였다. 학생 4의 경우, 영어 시간에 모둠의 학생들
이 각자 문법, 독해, 쓰기, 단어 등의 영역을 담당하고 같은 영역을 맡은 학생들끼리 모여
서 같이 공부를 한 후에 자신의 모둠에 돌아와서 다른 모둠원에게 가르쳐 주었던 직소
형태의 수업방식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학생 4는 강의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학생
들끼리 상의하면서 같이 알아가는 방식으로 배운 부분이 “더 기억에 남기도 하고, 더 재
밌고 지루하지도 않아서” 좋았다고 설명했다(학생 4). 학생들의 예시를 살펴보면 학생 참
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포함한 실제 세계와의 연계의 원리도 일부 드러났다.
교사 4 정보 교과 교사는 수업설계에서 학생참여(활동)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수업설
계에 대한 교사의 설명에서는 교사 주체성뿐만 아니라 실제성 원리도 드러났다. 교사 4
는 자신의 수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전 차시에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제가 간략하게 핵심 같은 걸 설명하고, ... 그걸
이론적으로만 알면 그냥 넘어가니까 그걸 활동으로 풀어서 애들이 익히게끔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
면, [이전 시간에 제가] 했던 것은 문제해결을 아이들한테 [간략히 설명했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아이
들이 어떤 거다 익힐 수 있도록 활동을 계획했[어요]. 제한된 조건 내에서 여행을 짜는 것을 계획을
했어요. 금액이 정해져있고, 지역도 정해져있고. 몇 가지 조건을 준 다음에 하는 거죠. ... 활동하는
과정에서 결과물을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과정평가도 한다고 사전에 안내를 해서 과정평가는 뭐를 본
다[고 미리 안내를 하죠]. 예를 들어 차시마다 활동지[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태도[를 보기도 해요].
모둠 활동이면 모둠끼리 서로 같이 협동성이 있느냐, 적극성이 있느냐[를 본다고] 미리 안내[해요]. [그
리고] 수행평가 점수를 최대한 빨리 산출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뭐했는지 까먹기 전에 확인을 그때그때
시켜주려고 해요. ... 여하튼 활동 위주 수업을 많이 하려고 [해요].(교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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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규 수업에서 학생참여의 수준은 학생들이 수업 설계 과정에서부터 관여하는
경우는 드물고 다만 수업 내 활동 또는 주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정도였다. 실제, 교사 3은 비교과 영역에서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계획 및 실시하고,
정규 교과 영역에서는 교사 주도가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규수업 같은 경우는 물론 선생님들이 계획하고 해서 아이들이 활동을 어떤 걸 하라고 하는 거고,
자치활동이라든가 방과후 활동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뭔가 하겠다고 하면 조금 도와주고 옆에
서 지켜봐주고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교사 3)

나) 교사 행위주체성: 수업개선 문화와 협의
교사 2는 입시위주의 성적이 우선시 되는 학교에만 있어서, E 고등학교에서 “교실 수
업 개선을 여기는 진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놀랐다고 한다. 다른 학교
에서는 “너도 안하니까 나도 안 해”라는 분위기였는데, 여기서는 “다 하는데 나만 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문화라며, 여기에 와서 처음으로 수업개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가 있던 고등학교는 진짜 소위 말하는 입시 위주의 [학교였어요] ... 성적이 우선시되는 그런 학교에
서만 있어서 여기 와서 좀 가장 크게 놀랬던 건 ‘교실 수업 개선을 여기는 진짜 하고 있구나’[라는
거 였어요]. 저는 항상 수능 수업만 했었는데 여기 와서 난생 처음 프로젝트라는 걸 알게 됐고, 그거를
실제로 수업 시간에 그 빠듯한 순간에도, 한 일주일이나 이주 동안 프로젝트를 실시해서 결과물까지
얻어내는 그런 시도를 하는 분위기에요, 이 학교가. ... 그 전에는 ‘너도 안하니까 나도 안 해’[였는데,]
여기서는 ‘다 하는데 나만 안할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으로 시도했던 학교인 것 같습니다.(교사 2)

그리고 특이하게 프로젝트 방과 후 활동을 통한 학생과 교사의 경험이 정규 교과에서
의 수업도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었다.
저는 여기 와서 ... 방과 후에서 하는 걸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그 결과물을 보고서 좀 충격을
먹[었어요]. ‘아, 이걸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 입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수업시간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학과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을 잘 안 하세요, 입시준비를 위해서. 근데 ‘정말 시간을, 짬을 내서 한번
해보자,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한번 해 보자’[라고 된 거죠]. 저뿐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교과 선생
님들도, 심지어 같은 수학과 내에서도 너도 해, 나도 해 이런 분위기[예요].(교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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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정 설계( 및 실행)에서 나타나는 도전 과제

가) 수행평가 시기와 무임승차
면담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는 대부분의 과목에서 수행평가 비율이 높음에 따라 시험
직전에 수행평가가 겹치는 문제, 수행평가를 통해 팀별 활동을 많이 수행하게 되는데 무
임승차로 인한 일부 학생들의 부담 과중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1학년 학생 3은
“수행평가 비중이 크니 놓을 수도 없[는데],”수행평가가 시험기간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서 “시험기간만 되면 잠도 거의 못자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설명했다. 비슷하
게, 학생 2는 시험 2주 정도 전에는 수행평가와 시험공부가 겹쳐 잠을 못자고 “애들이
좀비처럼 돌아” 다닌다고 표현했다.
시간도 그렇고, 이제 거의 시험 한 2주 정도 전이 되면 [수행평가 활동]도 해야 되고, 시험공부도 해야
되는데 밤에 늦게까지 계속 못자는 거예요, 이런 것 하려고. 그러면 학교에 거의 애들은 좀비처럼 돌아
다니고. 학교에서는 힘들고, 학교 끝나면 또 해야 되고 계속. 그런 게 반복이 되죠.(학생 2)

수행평가의 시기와 함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수행평가에서 조별 활동이 많은데, 그
조별활동에서 “무임승차”하는 학생들이 많아 일부 학생들이 과도한 부담을 떠 앉게 된다
는 점, 그리고 무임승차했음에도 똑같이 평가받는 것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런 활동을 많이 하면 나중에 되돌아보면 ‘와, 내가 이런 것도 했었구나’ 느끼는 게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활동이 현재 개인보다는 모둠 활동으로 진행되는데 그 모둠이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할 수도
있지만 제비뽑기를 통해서 한다면 모든 구성원 중에 혹시라도 안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그냥 그 모둠활
동은 내가 혼자 다해야 해서 망연자실하게 [되는] 활동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하고],
나 혼자 다 [해도] 어차피 점수 똑같이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것도 있[고요]. 진짜 모둠이
잘 됐을 때는 같이 하면서 ‘오, 이런 좋은 아이디어도 있네’ 라는 [생각이 들고] ... 좋을 때도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는 안 좋았던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웃음)(학생 3)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차라리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활동 비율을 늘렸으면 좋
겠다는 의견(학생 1), 모둠으로 진행하더라도 명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거나 개인 또는
조별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학생 1). 또한, 실제 과제
에 관심이 있는 학생 또는 하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만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다든
지, 학생들이 과제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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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학생들에게 맞는 과제(관심 있어 하거나 할 수 있는 과제)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학생 2)도 있었다. 그리고 학부모 3은 조별과제를 자녀가 많이 하는 경우, 다른 친
구들의 기여가 없다고 솔직하게 교사에게 말하는 것도 해당 학생에게는 “친구를 누르고
내가 올라가는 느낌”이 나, “도덕적으로 올바른가”라는 갈등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염려
스럽다고 얘기했다.
동시에, 이런 수행평가 관련 문제는 현재 수행평가가 과정중심평가가 아니라 결과물
평가에 그치는 상황의 개선과 (수업 속에서가 아니라 수업 외의 과도한 시간 투자가 필요
하다면) 제시되는 과제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 학습량 과다 및 진도에 대한 부담
수행평가의 시기와 조별과제에서 무임승차와 관련된 이슈를 제외하고라도 E 고등학교
에서 비교과 활동에서와 같은 학생의 적극적 참여 또는 주도적 활동은 정규 교과 시간에
는 덜 드러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그런 심화적인 [내용을] 수업시간에 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교사 1). 프로젝트 방과 후에서 다양하고 심층적인 탐구가 이뤄질 수 있는 이유는
우선 학생 스스로 원해서 요청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업은 학생의
자발성을 기초로 하기보다는 진도를 나가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
다. 둘째, 프로젝트 방과 후의 경우, 학생 5명이 원하면 개설되는데 비해, 정규 수업에는
30명 남짓의 학생들이 있으므로, 교사 1명이 개별화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

도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 셋째, 수능이나 모의고사 시험을 위해서는 맞춰야 할 진도
가 있는데, 학생들의 활동 또는 프로젝트 형으로 수업을 진행하다가는 진도를 맞추는 것
이 거의 불가능해 진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진도를 맞춰야 한다는 압박과 학생참여형 수
업을 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었고, 교사 2의 경우에는 방학 중에 진도를
맞추기 위한 보충을 할 마음을 갖고 정규수업시간에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시간을 확보
한다고 밝혔다.
일단 수능이라는 입시가 있으니까, 저희 [학교 학생들이] 많이 준비하지 않지만 어찌됐건 3분의 1정도
는 있으니까 그 수업 진도를 안 맞춰줄 수는 없는 상황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방과 후를 이용해서라
도 이런 활동을 하자고 [한 면이 있어요] ... [그런데 이제] 입시에서 방과 후를 쓸 수 없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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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녹여내는 게 맞[죠] ... [이건] 수업시간에 한 거예요. 수업시간에 큰 틀은 줘요. ... 큰 틀을
빅데이터나 산업 수학으로 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실생활에 접목을 시켜야 조금 더 유의미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 활동을 했어요] ... 입시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여름방학에 보충을 해서라도 일단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일주일 겨우 빼서 이 활동을 했어요.(교사 2)

실제, 학생 2는 현재 E 고등학교에서는 “활동 중심 수업을 하니까 수업 진도를 못 나가
서 아예 배우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한다며, “교과 쪽으로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능점수가 중요한 분야를 생각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저희 학교 자체가 수시로 대학교를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진도 나가는 거나 이런 것도 보면 수능 과정
에 맞지 않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부터 나간다던가 아니면 활동을 해야 되니까 진도를 1년 치
를 끝내지 못하고 그냥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 그래서 수능 같은 걸 준비하거나,
의대 같은 데를 준비하는 애들,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을 보는 공사, 육사[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학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인 것 같[아요].(학생 2)

진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학생참여형 수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OECD 교육 2030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재설계 과정에서 나
타나는 도전과제인 “교육과정 과부하” 문제를 교육과정 실행에서 느끼고 있었고, 이 문제
는 현재의 대학입시 제도(정확하게는 수능시험의 범위)와도 관련된다. 따라서 역량교육
의 실행을 위해서는 학습량 과다 및 현재 수능시험의 범위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평가제도와의 정합성 부족
평가의 어려움이다. 교과 성적은 상대평가를 기반으로 9등급으로 내신이 정리되어야
하는데,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 평가를 할 때 그런 형태의 평가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평가가 사실 좀 힘들거든요. 제가 평가하고, 모둠에서 평가 하고, 모둠끼리도 평가를 하고, 자기 평가
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관찰을 하면서 제가 쓰고 ... 입력도 하고 그렇게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디테일을 형식적으로 점수화해서 이렇게까지 하니까 ‘너무 소모적이다’ 그런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교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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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에서는 상대평가 기반 9등급제로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엄청난 장점”
이라는 것이다(교사 1). 즉, 방과 후 프로젝트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수행한
프로그램에 대해 상대평가로 등급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면이 있었고, 정규 교과
에서는 상대평가를 바탕으로 한 9등급제를 하면 경쟁적인 분위기가 생기면서 굉장히 어
려워진다고 설명했다(교사 1; 교사 2). 역량함양을 위한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행평가를
할 때의 어려움을 교사 1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나 다른 선생님들도] 이런 역량 중심 [수업]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
‘전반적인 앞으로의 우리 교육의 트렌드는 그렇게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
수업으로 옮겨야 되는 게 진짜 맞는 건데, 그 과정에서 입시 때문에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신이라는
게 애들이 엄청 예민하거든요. ... 역량 중심이라고 하면 ... 의사소통, 협력, 창의성. 뭐 이런 크리티컬
씽킹 이런 걸 하는 건데, 그런 것은 ... 되게 정의적이고 주관적이어서 제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어렵다고 느껴요. 수업시간에 저도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그런 프로젝트 쪽의 수행평가를 하긴
하는데, 그러한 수행평가가 사실 채점기준이 ‘이러한 조건에 만족했니?’ 해서 조건 대여섯 개를 충족하
면 통과. 이런 식이니까 상위하고 중위하고 하위는 어느 정도 분류가 되지만, 상위 그룹 안에서의 분류
[가] ... 사실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객관식 시험으로 변별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 근데 이러한 고민을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 애들 자체도 객관적인 평가를 원하고 [객관적인
것이] 애들 생각에는 수행평가가 아니라 객관식 평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딜레마가 전 되게 커요. ... 역량을 계속 하려고 협동학습을 하고 프로젝트를 하지만 결국 그걸로 평가
로 이어지기엔 항상 뭔가 한계가 있어요.(교사 1)

즉, 역량 함양을 위한 학생참여형 수업 또는 활동중심 수업을 할 때 줄세우기식 평가를
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현 평가제도 하에서는 내신 성적에서의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
므로, 역량함양(또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한 수행평가와 함께 객관적인 성적 산출을 위
한 지필평가를 둘 다 가져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을 위해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실시하지만, 현 평가체제에서 요구되는 학생 변별을 위해서는 ‘객관식 시험’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사 1).
라) 학급당 학생 수 과다 및 교사 업무 부담
E 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으로는 가능하지만 정규 수업시간에 프로젝트 학습이 어

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학급의 규모였다. 30여명의 학급 학생을 데리고 내실있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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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다. 이제 곧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인
데,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급의 수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교사 4).
비슷하게,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과 함께 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에 대한 의견도 많았
다. 실제, E 고등학교에는 다양한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에서의 지원도 다양해
서 예산은 풍부한 편이었다. 하지만, 다른 추가적인 지원이 없이 예산만 주는 것은 그대
로 교사의 업무와 연결되므로, 예산과 함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사 3).

마) 교사 역량 함양 지원에 대한 요구
E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은 수업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같이 수업을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동시에, 교사 스스로 자기 역량의 부족함과 전문성 신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교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나는 이러한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런 걸 가르쳐야 되니까 그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
경험이 아주 없는 상태에서 애들한테 그걸 알려주는 건 어려워요.(교사 1)
맞아요. 그래서 교사 역량 함양을 일단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셔야 그 다음에 학생 배움 중심이건 성장
발달을 돕건 [될 것 같아요]. 교사 역량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교사 2)

다.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
1) 학생 행위주체성
OECD 교육 2030에서 인용하고 있는 협력적 행위주체성 단계(III장 참조)에 비춰보면,

역량교육을 실행한다고 하는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참여가 주로 ‘성인 주도의 학생 참여
(adult-led with student input, 학생은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단계에 참여하고 결과에

대해 설명을 받지만, 성인이 주도하고 의사 결정함)’ 또는 ‘성인 주도의 의사 결정 공유
(Shared decision making, adult led, 학생이 프로젝트의 의사결정 과정에 일원으로 참

여하되 그것은 성인에 의해 주도됨) 형태가 많은 편이다. 즉,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주도
권을 가진 형태의 학생 참여 또는 협력적 행위주체성은 많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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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주도형(Young people-initiated and directed, 학생이 성인의

도움을 받아 프로젝트를 시작함. 성인은 상담하고 의사결정 시 충고할 수 있으나, 모든
결정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짐)에 가까운 학생 행위주체성 발현이 드러났다
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특히, 학생주도형 학생 참여가 드러난 것은 E 고등학교의 학생자
치회 운영이었다.
가) 학생주도형 학생 참여: 학생 자치회
E 고등학교에서 학생 자치회는 회장단을 포함한 6개의 부서(회장단, 학생생활복지부,

생활선도부, 교육부, 언론활동부. 문화체육부)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회를 평가하는 부서
인 기획평가부(기평부)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다. 현재 문화체육부 부장을 맡고 있는 학
생 2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단 12월에 회장 선거를 해서 회장단이 뽑히면 그 회장단이 1년 동안 같이 할 각 부서의 부장들과
차장들을 뽑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회] 구성은 총 6가지가 있[어요] ... 부장을 정하면 부장들이
랑 회장단이랑 상의를 해서 학기 들어가기 전에 겨울방학 때 1년 치 계획을 짜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나 축제는 문화체육부에서 거의 담당을 하거든요. ... [그리고] 학기 들어가서 부
서원들을 뽑으면 ... 학생 자치가 자체적으로 돌아가는데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요]. 예를 들어서 축제
가 있다 하면 이번 축제 콘셉트는 뭐로 할지, 무대는 어떻게 꾸밀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상의하고,
그 순서도 저희가 거의 다 준비를 하거든요.(학생 2)

학생 자치회 활동과 관련하여 교사는 “거의 서포트 수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교사 3). E 고등학교가 첫 학교인 교사 1은 초임 발령을 받고 왔을 때부터 축제
랑 체육대회는 아이들이 기획에서부터 운영을 “알아서”하고, 교사는 “필요한 물품 있으
면 사주고, 심판 같은” “보조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20년 경력에 1년을 제외하
고는 고등학교에만 근무한 교사 2도 E 고등학교의 학생 자치활동을 높게 평가했다. 체육
대회, 축제의 기획과 운영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끼리 토
론대회나 스포츠 대회를 주관하기도 하고, 교내 학생 선도나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하며,
자신들이 선정하여 우수한 학생들에게 리더십 표창을 주기도 한다고 했다.
[학생회] 부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자치부 안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건 제가 여기서 처음 봤어요. 그
아이들끼리 [토론] 대회를 하고, 스포츠 이런 대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특이하죠]. 토론대회 같은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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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하고], 서로서로가 보면서 아이들끼리 [리더십] 표창을 [줘요]. 그런 데 약간 특화된 면이[있어요].
... 체육대회도 보시면 사회를 다 학생들이 하고요. 축제나 이런 것도 다 학생들 위주로 [기획되어서
진행됩니다].(교사 2)

E 고등학교 학생회 활동과 관련하여 특이한 점 중의 하나는 기획평가부(기평부)라는

학생회를 견제하는 부서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평가부 부원(15명 내외)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이 면접관이 되어 면접을 통해 선출하며, 기평부는 학생
자치회의 부서원, 부장, 차장, 회장단까지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기평부 부원에 대한 평
가는 회장단에서 실시함으로써 상호견제의 체제를 갖고 있다. 학생 2는 다음과 같이 설
명했다.
학생회 활동을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있는 부서가 기획평가부에요. 기획평가부에서는 뽑아놨는데
일을 하지 않는 부서원이 있다면 몇 번 경고를 주고 경고가 누적되면 그 친구는 그 부서에서 제명을
시켜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해서 학생들이 열심히 자치활동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학생 2)

기평부에서는 정례적으로 모든 학급에서 회장, 부장의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제명 안을 올리지 말지에 대해 해당 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하면 회장단을
교체할 수 있다고 한다. 즉, 한 번 선출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목소리를
계속 수렴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정화기
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활동에 대한 책임과
책무를 강조하고 있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 다양한 참여 기회 제공: 참여와 경청되는 경험을 통한 참여의지와 능력 신장
E 고등학교에서는 수업과 학교 활동에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험
을 통해서 자기 주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배워간
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숙사 학부모 대표를 맡고 있는 학부모 2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제가 기숙사 학부모 대표를 맡고 있어요. 기숙사에] 학생 대표가 있고 선생님 대표도 있는데 저희가
보통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해요. 그러면 항상 학생 대표들이 친구들의 의견을 되게 많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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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요. 최근에는 ... 정독실에 ... 와이파이를 설치 했어요. ...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자기 걸로 봐야 되니까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고 또 컴퓨터가 두 대인가 있는데 누군가가
쓰면 뒤에서 계속 대기해야 되고, 쓰는 사람도 불안[한거죠]. 그래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이번에 와이
파이를 해 주셨더라고요. ... 아이들 의견을 자꾸 들어주고 아이들 의견이 수렴이 되니까 아이들도 관
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내가 나가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상대방
을 설득하려면 나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 사회에 나가서
회의도 많이 해야 될 거고 자료 설명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예행연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
까 진로 진학 체험이 어느 회사나 어떤 기업체에 [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부터 만들어
지면 자기 의사표현도 하고 자기 주제도 만들고 ... 대안도 만들고 하면서 아이들이 성숙해가는 것
같아요.(학부모 2)

즉,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양하게 참여하는 경험, 경청되고 자신의 의견이 수용되어 반
영되는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참여의지, 자신을 둘러싼 사회(학급, 학교, 지역사회 등)
의 일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D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E 고등학교에40)서도 교육과정 박람회에 학생들이 주도적으

로 참여하고 있었다. E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박람회는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로 구
성된 TWorld라는 동아리 부원들이 주도적으로 실시되었다.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
두 TWorld 동아리 부원이었는데, 특히 학생 4(1학년)는 가장 인상적인 경험으로 교육과
정 박람회를 꼽았다.
원래는 학교에서 과목이 다 정해져 있[는데]...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그 과목 선택하는 방법도 달라
지고, 달라진 게 되게 많잖아요. 대입도 그렇고 수능 과목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 전체
적으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좀 더 탐구를 한 다음에 학생들 [진로]에
맞춰서 조사하고 계열별로 [교육과정 박람회를 실시했어요]. ... 저희 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
로 진행한 건데, 1, 2학년 학생들이 학기 초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적어서 내는 게 있었는데, 그걸
토대로 [계열을 나눠서 운영했어요]... 학생들이 [진로]에 맞춰서 가야 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정
보, 대입에 필요한 내신 점수 [같은 것을 고려해서] 과목 선택을 하잖아요. [저희 T월드 부원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지 추천해주는 그런 것도 모든 학생 맞춰서 준비를 했거든요. ... 한명도 누락되
는 사람 없이 모든 학생들의 진로에 맞춰서 준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인상적이었어요.(학생 4)

40) E 고등학교에서 역량기반 교육은 교과 교육과정보다는 비교과 교육과정(창의적 재량활동, 방과 후 활동,
학생 자치 활동 등)을 통해 보다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로서 고등학교 2학년부터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음.
2019년 입학생 기준으로 학교지정과목은 공통과목과 수능과목을 고려하여 선정되어 있으며, 학생 선택
과목으로 합창, 문예 창작 입문, 영상 제작의 이해, 헤어 미용, 정보 과학 등이 편제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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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육과정 박람회는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로 구성된 TWorld 동아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함으로써 학교행사를 학생들의 진로와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돋보
였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국가 교육과정에 대해 공부하고,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 관련
과목 등에 대해 탐구하고 상담해 주는 역할을 해 보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보였다.
2) 협력적 행위주체성

가) 다양한 주체의 참여 통로 마련: 3주체 토론회
다른 학교 사례와 마찬가지로 E 고등학교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여서 학교 규
정 등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3주체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었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생활규정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하면 개정해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신
규교사로 작년에 얼떨결에 3주체 토론회에 참석했다는 교사 4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작년에 저는 신규[였는데] 뭐하는 자리인지도 사실 정확히 모르고 갔었[어요]. 근데 학부모님들도 관심
이 굉장히 많으시고, 학생들도 자기들 의견을 무조건 우기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면서 받아들일 것 받
아들이고 자정도 하[더라고요]. 교사들도 교사 입장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부모님
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끼고 정말 되게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 그렇
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생활규정이 바뀌고 있는데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이런 자정작용 하면서 서로
조율을 하는 거거든요. 흔히 [학교] 구성원이라고 하면 교사, 학생, 학부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말
그대로 구성원들이 서로 이해를 하고 조율을 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교사 4)

E 고등학교에서는 3주체 토론회를 통해 학생 파마나 화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학생 생

활 규정이 변화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학부모 1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안 해도 예쁜데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토론회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그걸 한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자꾸 안 된다,
안 된다고만 얘기하시냐’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때 학생들이
단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아, 그래? 그러면 어디까지는 허용을 해 주겠다’ [그렇게 되었어요]. 학부모도
이렇게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뭐 별 나쁜 건 없거든요. 그냥 학생답지 않다는 거. 거기에서 이제
엄마들이 좀 반응이 안 좋았었는데 하고 나니까 원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 더 하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라 그랬더니, ... 그냥 기본적으로 해 다니더라고요. 아이들 심리를 이렇게 한 번씩 알아봐준
다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3주체 토론회도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학부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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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E 고등학교에서 3주체 협의회는 학교 규정을 검토하고 변화해 가는 과정이 되
고 있었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 중에도 학생회 활동을 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간의 의견 차이를 알
수 있어서 또래 학생들 간에도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기회가 되고 있었다(교사 1).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규정을 설정하는데 참여하고,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을 학교 공동체의 당당한 한 주체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교사 2는 학생들도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자신들이 같이 규정을 정하다보니
“공동체 의식”도 생기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학생 2, 3명, 학부모님 2, 3명, 교사 2, 3명 이렇게 [모둠을 구성해서] 진행 했어요.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전 이번년도에 처음 들어갔었는데, 신선했어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있으니까 뭔가 규정
을 정했을 때 애들이 ‘나도 이런 데 의사결정[에 참여] 했구나’, 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가끔 컴플레인 많이 거시잖아요. ‘왜 학교에서 그런 것 왜 이런 식으로밖에 못 하냐’ [라는 경우가 있잖
아요]. 학부모님들이 애들의 의견도 알 수 있고, 교사들의 입장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례가 발생했냐면, 한 건에 대해서 저는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찬성을 했는데,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 우리학교에 이러한 규칙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서 진짜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 했어요.(교사 1)

나) 교사 행위주체성 및 교사 간 협력적 행위주체성
교육 경력 20년인 교사 2는 E 고등학교가 수업개선을 시도하게 한 첫 학교였다고 밝혔다.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에 대답이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다 하는데 나만 안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E 고등학교의 분위기, 비교적 젊은 교사들이 많아서 수업 개선에 대한
의지나 열정이 강한 점, 교사들이 소통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직원 회의 분위
기, 교사-학생 간의 유대감, 학생들의 특성(강의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아이들이 힘들어
하니까 아이들에게 맞는 수업 방법 모색), 수시를 통한 대학 입학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인한 수업의 변화의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사 간의 협의 문화
는 교육과정 실행 설계에서의 교사 행위주체성과 관련하여 논의하였으므로, 이 절에서는
그 외에 두드러진 주제인 토론하는 직원회의 분위기와 학생-교사 간의 유대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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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론하는 직원회의
E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는 다양한 활동, 학생참여형 수업 및

다양한 형태의 수행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은 교사들이 ‘나도 해야 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분위기에 기인한다는 해석이 있었다(교사 2). 그 분위기의 바탕에는 교사들
이 상호 자유롭게 진심을 담아서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있고, 그 문화가 발현하게 되는
지원 시스템으로 토론이 이뤄지는 직원회의가 언급되었다.
제가 여기서 놀랐던 건 [직원회의예요]... 다른 직원회의에서는 전달만 하세요, 업무에 대해서. ‘이거
해주세요,’ ‘언제까지 해주세요’. 토론, 토의 문화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민주적으로 내가 하
고 싶은 진심을 담아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자율성과 전문성이 같이 동반돼서 성장하지 않나[라
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고 싶은 말을 아주 자유롭게, 나이에 상관없이, 전체 협의에서
자유롭게 토론회식으로 얘기하세요. 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분위기가 있고], 긍정적인 갈등
을 하는 장면을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교사 2)

(2) 학생들과의 유대 관계

교사 3의 경우에는 학교가 작고, 학생들이 순박하며, 학생과 교사 간의 친밀감이 높다
고 설명했다. 실제, 면담에 참여한 학부모 2는 학교가 작다보니 교사들이 아이들 개개인
을 되게 잘 안다고 평했다. 학생-교사 간의 친밀감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면에서 교사가
자발적으로 학생들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려는 의지가 강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시골이라서 그런가, 애들이 순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직장이니까라고] 생각하지
는 않고, 더 마음이 가는 그런 것 있잖아요,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만일에 지금처럼 [학
생들이] 순박하고 더 밀착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면 ...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게 될까라는 의문이 들
때는 있어요. ... 여기는 작고, 학급 수도 적고, 학생들과 선생님간의 관계도 좀 유대감이 높고, 밀착되
고, 좀 오랫동안 지켜 본 선생님들도 많고 하니까 이 학생의 특징을 발견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자소서
를 작성[에서 조언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 유대감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것 같고, 그래서 더 자발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으로 하여금.(교사 3)

다) 학부모 참여
E 고등학교에서는 30명 정도의 학부모가 학부모회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학부모 연계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매달 첫째 주 금요일 하이파이브, 시험감독, 그리고 진로 체험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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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학부모 직장을 활용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학부모회 주관으로 운영되는 하이파이브
는 매달 첫째 주 금요일 아침에 운영되는데, 그 달에 생일을 맞는 학생들의 이름을 준비
해 두고 학생들이 인증샷을 찍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생일이 아닌 학생들과도 초콜릿
을 나눠먹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학부모가 학생과 교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 이 행사는 생일을 맞은 학생들을 축하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런
행사를 통해 학부모들은 다른 맥락에서 아이들과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해하는 기회가 되고
있었다.
선생님들도 오시면 같이 이렇게 쭉 서 [계세요]. 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도 하게 되[죠]. [또 등교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유심히 보게 되죠, ‘쟤는 누구랑 다니고.’(학부모 2)

시험 감독의 경우에는 참여 가능한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서 마지막 날 마지막 교시
시험 감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후 급식 모니터링을 한 후에 종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학부모 시험 감독은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업무
를 경감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생과 학교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았다.
또한, E군에서는 다양한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군차원에
서 E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장을 열고 있었는데, 학부모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었다. 현재 학부모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 1도 진로체
험 공간으로 본인의 식당을 요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열고 있었다.
사실 OO에는 진로체험 공간이 [많지는 않아요]. 저도 식당을 해서 아이들이 진로 체험을 와요. 아이들
이 오는데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리 같은 거 직접 자기가 불을 올려서 해 보고, 김치
도 담가보고 뭐 이렇게 하긴 [해요].(학부모 1)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방문 기회가 많지 않고 또 참여 자체도 어려운 편인데, 현재
학부모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학부모 1은 그래도 E 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 참여 기회가
많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진짜 이런 일이 아니면 학부모들이 학교에 올 일이 사실 없어요. ... 진짜 뭐 교육 있다 그러면 그때
한 번 [오는 정도예요]. 교육도 학교에 와주세요, 수없이 카톡하고 밴드에 올리고 해도 사실 몇 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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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거든[요]. ... 관심 있는 분들만 이렇게 항상 [나오세요]. ...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하이파이브
도 있고 시험 감독도 있고, 급식 모니터링, 이런 게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학교에 참여할 일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주관할 때 힘들긴 하지만, 좋은 것 같아요.(학부모 1)

또한, 학교의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참여에 힘을 받는다
고 설명했다.
학교에서 너무 잘 뒷받침을 해 주셔서. ...우선은 무슨 활동을 할 때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들 그 아침 시간에 바쁘시잖아요. 아이들 챙기기에도 바쁘신데 학부모들 나와
있으면 거기서 같이 동참하려고 노력 많이 해 주시고. 저희 학교 분위기인 것 같아요.(학부모 1)

라) 지역사회 연계
E 고등학교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하려는 노력은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났다. 우선, 앞서

수업 활동의 예시로 제시되었듯이, 정규 수업 시간에 지역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운영하
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인근 초등학교의 돌봄 교실에
서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여름 방학마다 방과 후 교실을[돌봄교실] 초등학교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가서 활
동 같은 걸 준비를 해 가요. 보물찾기나, 체육대회, 영어이름 만들기,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획을 해서
그 방과 후 교실에 가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해요]. 또 남는 시간에는 그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체육활동도 같이 하고, 저희가 준비한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2주일[이나] 1주일 동안
[진행했어요].(학생 1)

학생들의 동아리를 통한 지역사회 봉사 외에도 E 고등학교에서는 마을 참여 동아리를
4개 정도 운영되고 있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분들이 같이 참여하여 운동장에

숲 가꾸기 활동을 같이 하고 있었다. 실제, E 고등학교의 벤치, 태양광 전등, 스프링클러
등은 아이들이 직접 도안하고 지역의 전문가들이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원
하는 동아리 활동이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역량이 좀 안 되실 때는 그쪽에 계시는
분들 ... 도움도 받기도 하고” 또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과 연계해서 같이 한다며, 학부모
2는 “지역적인 학교가 이제 그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동아리 활동 외에도 지역사회를 활용한 진로 체험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다. E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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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작아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가 않지만, “행복교육
지구라 해서 군청, 교육청, 우리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아이들을 위해
서, ‘아이들을 같이 키우자’라는 취지” 하에 같이 협력하고 있었다(학부모 1). 해당 지역
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행정기관과 지역사회가 같이 협력해서 지역의 학생
들이 진로 관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장을 열고 있었다.
보건소도 그렇고 여기 병원들이 이렇게 직업 체험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MOU, 업무 협약이 다 돼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물리치료나 간호사나 의사[를] 하겠다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병원에
가서 체험도 하고,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물리치료 선생님한테 직접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여기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또
E군은 지역이다 보니까 취업센터, 일자리창출센터 이런 데서도 학교하고 업무 협약이 돼 있어[서 같이
협력하고 있어요].(학부모 2)

6

결과 종합 분석

결과 종합 분석에는 사례 조사 결과 드러난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전체적인 특성
을 분석하였다. 결과 종합 분석은 학교별 사례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1) 역량의 개념과
역량교육의 필요성, (2) 교육과정 및 학습 설계와 실행, (3)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에
서 두드러진 특징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가. 역량의 개념과 역량교육의 필요성
1) 역량의 개념 및 역량교육의 중점

역량의 개념 및 역량교육의 중점과 관련하여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반 역량에 가까운 해당 학교 교육의 목표, 비전, 또
는 이념을 갖고 있었고, 그것들의 성격(예: 세움·나눔, 자율·참여·상생, 더불어 성장하고
나누는 사람)이 OECD 교육 2030 학습나침반에서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는 개인적·사회
적 웰빙과 맞닿아 있었다.
둘째,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갈등과 딜레마 조정하기, 책임감 갖기 등 OECD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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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프로젝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변혁적 역량과 하위 요인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A 중학교에서는 책임감 갖기, 자기주도성, 자신과 다른 의
견을 가진 타인에 대한 공감, 존중하는 태도(갈등과 딜레마 조정하기)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모둠활동을 통해 공동체 속에서 학습하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또
는 모둠)에게 가져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며, 학생자치회 활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 자기인식, 자기규율, 자율과 책임을 학습할 기회를 통해 실행되고
있었다.
셋째,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 자기주도성, 참여, 자율성(자치역량), 책임 등 학생 행위
주체성과 관련된 역량들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 참여와
책임을 장려하고,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힘, 나아가 사회적으
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다만, 학교 수준에서 강조하는 역량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학교 수준
역량 또는 면담에 참여한 교사, 학생, 학부모들은 역량을 기능과 태도 및 가치와 보다
관련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즉, 인지적·메타인지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력, 창의적 사고력, 자기조절, 성찰이나 사회·정서적 기능인 공감, 존중, 배려, 책임감,
협동, 자기 관리, 그리고 실용적·신체적 기능도 학교에서 지향하는 역량으로 또는 교육활
동을 통해 활발하게 드러났다. 태도와 가치의 경우에도 인간 및 생명의 존엄성, 존중, 평
등, 정의, 책임감, 관용, 민주주의 등이 직·간접적으로 잘 드러났다. 하지만 지식에 대한
부분, 교과 간 연계/통합을 통해 드러난 간학문적 지식을 제외한 학문적 지식, 인식론적
지식, 절차적 지식에 대한 강조는 상대적으로 덜 드러났다.
2) 역량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와 공감

역량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이해와 관련하여, 첫째, 사례연구에 참여한 학교들
은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과 비전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역량교육을
포함하는) 그 학교의 비전 또는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에 대해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
으로 공감대 형성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예외인 경우는 E 고등학교였다. E 고등학교
의 경우, 시작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구성원들은 학교의 비전과 방향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기 보다는 “학교의 문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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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이한 점은 E 고등학교 교육개혁의 지속가능성에 학생(선후배)들 간의 전수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E 고등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입시와 연결된다는
인식과 이를 지켜본 경험(성과 확인)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둘째, 대부분의 학교에서 신규 교사, 신입생, 그리고 신입 학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또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었다. 신입생과 신입생의 학부모가 같이 모여 학교의 철학을
공유하고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함으로써 해당 학교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얻는 예(D 고등학교)도 있었다. 또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
(수업 세우기, 새 학기 맞이 주간)을 1주일 정도 진행하는 학교(A 중학교, C 중학교)도

있었는데, 이는 역량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학습’의 시간이 되고 있었다.
셋째, 기존 멤버들과는 협의(교사), 학부모의 경우 연수, 교육 등 학교 행사 참여가 공
감대 형성 및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었다. 또한 학생의 변화에 대한 경험(E 고등학교,
A 중학교), 입시와의 연결(E 고등학교), 학생을 통한 전수(E 고등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이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의 방향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확보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
었다.
넷째, 대부분의 학교에서 역량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과 이해는 일회적인
행사로 인해 얻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학생 변화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 결과를 경험하거
나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 참여하면서 학교의 비전과 역량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계속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양
한 전략들이 교육과정 운영의 여러 영역에 전략적으로 포진되어 있었고, 그 전략들은 학
교의 비전과 일관성을 가질수록 진정성을 갖는 경향이 있었다. 사례 조사에 참여한 학교
에서 사용하고 있던 전략을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서의 주요 이슈인 (1) 공감대 형성, (2)
실행방법 구체화, (3) 여건 및 지원 체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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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다양한 전략
구분

공감대
형성

A 중학교

B 중학교

C 중학교

D 고등학교

E 고등학교

비전 명료화 및 공유

○

○

○

○

-

바른 유인 노력

-

-

-

○

-

새 멤버 교육

○

○

○

신학기 맞이 주간

○

-

○

-

-

(구성원의) 다양한
참여기회

○

○

○

○

○

교육과정 학교 차원의
자유학년제
자유학년제
자유학년제
무계열 선택형 무계열 (진로별)
활동 및 행사
(학년 프로젝트) (학년 프로젝트) (학년 프로젝트)
교육과정
선택형 교육과정
수업과 평가
(수행평가비율 높음)

실행
방법

모둠학습
(○)

활발

활발

활발

활발

활발

학부모 및 지역사회
연계

A장터
(월 1회)
대보름 행사

다양한 학부모
동아리

마을 축제

교과 및
프로젝트
(TGAL)

진로체험
(지역사회
MOU)

학교 문화
(소통, 참여강조)

○

○

○

○

○

기타

학생
자발성기반
프로그램운영
(예: 힘나세)

학교
내

기타

노작, 졸업논문, ∙ 학생 요청형
환경, 과제연구, 방과 후 프로
젝트 운영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사상 ∙ 학생 요청형
동아리 운영
등을 학교지정
활발
과목으로 운영

○
○

교사 간
업무조정,
조직 개편 새로운 업무에
및 업무분장 대해서는 TF
구성을 통한
업무 분담
교사 협의
시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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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학습
(○)

학생자치 활동

3주체 참여
회의
의결형
교무회의

여건
및
지원
체계

모둠학습
모둠학습
모둠학습
(배움의 공동체) (배움의 공동체) (배움의 공동체)
(○)
(○)
(○)

○
∙ 가정방문
∙ 혁신학교

○

○

○

○

○

○

학년체제

학년중심
교무실

비담임 교사가
행정업무 전담

행정업무지원
팀을 중심으로
업무 지원

○

○

○

○

혁신학교

∙ 수업솔루션 ∙ 고정된 학급
∙ 다양한
자치 시간
비공식 모임 ∙ 학급당 학생
∙ 혁신학교
수 적음

농어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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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과정 및 학습 설계와 실행
교육과정 및 학습 설계와 실행 영역에서는 학교 별 편차가 있는 편이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의 차이도 일부 드러났다.
1) 교육과정 개념, 내용, 주제 설계: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조직

내용 선정 및 조직과 관련된 개념, 내용, 주제 설계 원리와 관련하여 드러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 선정 및 조직에서 학생 중심과 선택 원리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강하게 드러났다. 즉, 대부분의 학교에서 내용 선정 및 조직 시 학생들의 관심과 학생들
의 사전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고려하고 있었고, 선택의 수준(제안 기회, 선택지
제공,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학생의 선택을 허용 및 장려하
고 있었다. 중학교에서는 교과 학습뿐만 아니라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비교과 활동 모두
에서 이런 경향이 강하게 드러났다.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 두 학교가 차이가 있었다.
E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생 중심과 선택이 동아리 활동과 방과 후 활동을 통해 강하게

드러났으나, 수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D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 영역에서도 학생 중심과 선택 원리가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사례조사에 참여한 모든 학교에서 수행평가 비율이 아주 높았으며, 수업과 평가
의 정합성이 높았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수업과 입시의 괴리로 인한 불안이나 평가
와의 정합성 부재의 문제점이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E 고등학교에서는 선행연구 결과
와 비슷하게 수행평가 결과는 주관적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상대적인 성적산출은 “객관적
인” 지필평가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갈등이 발견되었다. 반면, D 고등학교
에서는 수행평가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크게 이슈화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교
사-학생 간 신뢰를 바탕으로 누가기록하는 평가방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수행평가 관련 여러 이슈들이 드러났다(이 부분은 도전과제에서 다시 논의함).
셋째, 학생들에게 도전적인 주제나 깊은 사고와 성찰을 요구하는 엄격성은 일부 드러
났다(A 중학교, C 중학교). 특히, A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년 프로젝
트의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과 간 연계를 통해 교육과정 과부
하를 방지하고 보다 깊은 사고와 성찰이 수반되는 교육과정을 설계, 운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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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중학교에서도 정답을 가르치기보다 깊은 사고와 성찰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와

개념을 이해하고 이런 개념들이 실제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발견하도록 하는 수업
에 대한 고민이 드러났다. 반면, 엄격성을 학생 중심과 같이 가져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과 그로 인한 교사의 갈등과 좌절(B 중학교)도 발견되었다.
넷째, 일부 중학교의 학년 프로젝트 주제 선정 및 내용 조직의 과정에서 초점(비교적
적은 수의 주제를 소개)은 드러났다. 하지만 현재 행해지고 있는 주제 중심 학년 프로젝
트는 주제와 관련된 영역은 내용의 통합 및 삭제, 조정되지만 주제 외의 영역은 그대로
학습되므로 초점을 둘 수 있는 적은 주제를 중심으로 한다는 의미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현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중등단계에서 초점 원리를 제대로 실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학습량의 과다는 역량교육 실행의 도전과제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언급되었다.
다섯째, 학문의 논리를 반영하도록 계열화함으로써 기초적인 개념에서 보다 심화된 개
념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연계성 원리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
2) 과정 설계: 학습 과정

우선, 학습 과정의 설계와 관련하여 사례조사에 참여한 모든 학교에서는 참여 원리가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즉, 모든 학교에서 학생참여형 수업, 프로젝트, 협력학습 등과 같
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수업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었고,
실제 그런 형태의 수업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모든 중학교에서는 디귿(‘ㄷ’)자
형 수업이 활용되고 있었는데, 이는 교사가 중심이 아니라 학생이 중심을 두겠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전달식 수업을 하지 않겠다는 상징”이라고 설명되었다.
둘째, 학습과 학생들의 삶을 연결하는 실제성은 모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강하게 나
타났다. 자유학년제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학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중학교에서는 교과 간 연계/통합을 통해 상호연관성도 강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고등학
교에서는 교과 간 연계/통합은 드러나지 않았다.(D 고등학교는 계획에 있었으나, 면담진
행시까지는 아직 계획 중이어서 실제 운영 형태는 확인하지 못함).
다만, OECD 교육 2030의 과정 설계 원리에서 없지만, 사례조사에 참여한 모든 학교
에서 “협력 학습”원리가 강하게 드러났다. 모든 학교에서 과정 설계 과정에서 모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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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간의 협력을 강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일부 학생들은 모둠활동의 한계(무임승차,
소란스러워서 학습에 방해되는 점 등)에 대해 얘기하기도 하였고(B 중학교), 일부 학교에
서는 모둠(구성원들)이 학습과 생활에서 또래와의 쌍방향 지원체계(A 중학교)가 되기도
하였다.
3) 교육과정 설계와 실행에서 나타나는 도전 과제

교육과정 설계 및 실행 과정에서의 도전과제는 중학교 1곳과 고등학교 2곳에서 주로
드러났다. 한 중학교의 경우, 현재의 도전과제보다는 역량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도전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에 대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다(A 중학교).
우선,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도전과제는 교육과정 과부하(학습량 과다, 진도대한 부
담)이다. 즉, 역량교육을 실행하기에는 현재 배워야 할 학습량이 과다하여 실질적으로 엄
격성을 갖춘(깊은 사고와 성찰이 수반된)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학
습량이 과다하다는 것은 교사들이 진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도 나타났는데, 진
도에 대한 부담은 학습량의 과다와 함께 평가 또는 입시와 관련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즉, 진도가 중요해 지는 것은 수능이나 모의고사 시험 범위를 배워야 하는 점과 관련되는
데, 이는 다시 두 번째 도전과제와 연결된다.
둘째, 배움과 입시의 분리에 대한 불안과(B 중학교, D 고등학교) 현 평가제도 및 입시
제도와의 정합성 부족에 대한 어려움(D 고등학교, E 고등학교)이 드러났다. 즉, 학생참여
형 활동중심 협동학습이 활발히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현 상대평가에 기반 한 9등
급제(고등학교)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입시에서는 결국 지식학습이 중요한데 학생
참여형 활동중심의 수업은 지식뿐만 아니라 기능과 태도 및 가치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식학습에만 초점을 두는 일반적인 학교 학생보다는 뒤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었다. 따라서 역량교육을 하는 학교에서는 즐겁게 생활하고, 지식공부는 사교육에 의
지하는 현상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셋째, 교육과정 설계에서 학생중심과 연계성·엄격성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즉, 학생들의 관심과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 내용을 선정
및 조직함으로써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고, 학생의 사전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고려
하는 것(학생중심)이 기초에서 좀 더 심화된 개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문의 논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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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도록 계열화하는 것(연계성)과 도전적인 주제를 선정함으로써 깊은 사고와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것(엄격성)을 같이 갖추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두 측면을 같이
반영하는 것은 종종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실제 ‘두 마리 토
끼를 잡는 것은 어렵고’ 학교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학부모도 있
었다. 이처럼 학생중심과 학문적 논리에 바탕을 둔 연계성·엄격성을 동시에 반영하는 것
은 앞서 언급한 교육과정 과부하, 평가와 입시제도와의 정합성 부족과 관련이 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도전과제와도 관련된다.
넷째, 교사 과부하이다. 교사들이 돌보거나 평가해야 할 학급당 학생 수가 많고 가르치
고 평가하는 일 외에 행정업무가 많다는 점, 그리고 역량교육의 실행을 위해서 많은 협의
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역량교육 실행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도전과제이다. 학
생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평가를 제대로 하기에는 30여명의 학급 당 학생 수는 너무 많
고, 수업 외 비교과 활동에서 교사 헌신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예산이 많은 학교에
서는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교사 업무도 많은 편이다. 교사 과부하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교사 과부하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과부하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에 위
치한 학교의 경우에는 조금 달랐지만, 학생들은 학교에서 역량교육을 받고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교육을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학생들의 학습 과부하가 큰 편이
었다. 학생들이 깊이 있는 사고와 성찰을 갖춘 수업을 위한 지적·물리적·정서적 여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경우가 있었다. 학생들의 학습 과부하는 사교육뿐만 아니라, 학교에
서의 수행평가와 관련되는 경우도 있었다.
여섯째, 수행평가 관련 도전과제도 많은 학교에서 드러났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행
평가비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었는데, 수행평가가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협동을 통해 다른 학생들과 같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 지필시험과 수행평가과제가 겹치는 시기의 문제, 과제가 학생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하는 과제의 적합성 문제 등이 언급되었다. 수행평가는 단순히 수행(doing)이 들어가
는 평가라는 의미보다 학습과 평가를 일치시킴으로써 수업을 학생참여형으로 개선하고,
결과물 평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과정에서 학생들을 진단하고 학생들의 학습
(수행) 과정에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평가가 학생 성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강조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통해 수업과 평가의 정합성을 높이고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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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 이후 시간까지 할애해야하는 과목별 수행평가 과제가 많고 (교사 과부하, 학급
당 학생 수 등으로 인해) 결과물 평가에 그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교사 중 일부는 10대 학생의 특성에 대한 교사, 학부모, 정책 연구자의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B 중학교에서는 성인 세대와 상이한 언어와 사고 구조를 가진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사의 고민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B 중학
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량교육 실행에서 학생의 변화를 고려하고 역량교육의 기본 전제
와 접근 방법에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 외에도 교육과정 실행과 교육의 성과 간의 시간차로 인한 교사의 좌절과 동기저하,
교사의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 입시와 평가 제도의 바탕이 되기도 하는 학벌중심
주의, 입시중심주의, 학력에 대한 개념 등 사회 인식의 개선도 도전과제로 나타났다.

다.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
1) 학생 행위주체성

사례조사에 참여한 학교에서는 학생 행위주체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교에
서 학생들의 참여와 책임,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힘을
키우고 그 힘을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
었다. 학생 행위주체성이 발현되는데 기여하는 전략이나 발현되는 맥락의 특성을 기술하
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생들에게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모든 학교에서 수업, 자치회
또는 학생회, 기타 학교 활동(동아리, 교육과정 박람회, 졸업식, 입학식, 축제 등)에 학생
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둘째, 학생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
었다. 학생들은 다양한 형태로 자신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반영되는 것을 학교에서 경험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자발성, 참여의지와 능력
을 신장해 가고 있었다.
셋째, 학생들이 학습과 다양한 학교 활동에서 성공경험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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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 모둠을 통한 또래학생들의 지원, 선후배를 통한 학습, 교사, 그리고 학부모
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A중에서는 모둠을 6개월간 유지하면서 모둠의 학생들
이 모든 교과 학습 및 학교 활동에서 협력하게 하고, 모둠원의 학부모와 함께하는 회의를
가짐으로써 모둠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지원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생들이 같이 모일 수 있도록 모둠 구성에 대해서도 교사들
간의 협의가 심층적으로 이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참여관찰지).
넷째, 학생 참여의 수준에 있어서 어른 주도형 참여인 경우가 많았지만, 학생주도형
학생 참여 사례도 발견되었다(E 고등학교, A 중학교). 교과 수업의 경우, 보다 교사 주도
로 계획되어 학생들에게 주제, 활동 등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참여가 많았다. 이에
비해, 교과 외의 영역(자치회, 학교 행사, 동아리 등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학생이 전적
으로 기획해서 운영하고 교사는 지원하는 학생 주도형 학생 참여의 형태가 발견되었다.
2) 협력적 행위주체성
OECD 교육 2030에서는 학교 문화에 대한 강조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

사례조사 결과 역량교육을 실행하는 학교에서 문화의 중요성이 강하게 드러났다. 즉, 대
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 간 소통하고 협력하는 문화,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을 장
려하는 문화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런 문화의 특성은 OECD 교육 2030의 틀에서는 협력
적 행위주체성의 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사례 조사 참여 학교에서 교
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장려되고 있었다. 학생-교사-학
부모(지역사회)의 3주체가 같이 학생들의 생활 규약과 교육과정 운영방법에 대해 논의하
고 성찰 및 평가하는 장치(3주체 평가회, 3주체가 함께하는 교육과정 설명회, 3주체 협의
회)를 대부분의 학교에서 갖추고 있었다. 이런 장치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런 이해는 학교 교육 철학에 대한 공감하고 이해하
고, 또 개선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가) 교사 행위주체성
우선, 사례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의미 있는 지적 활동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해 성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치(행사, 활동)를 갖고 있었다. 교사들이 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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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시간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 수업 공개 및 협의,
교사 동아리 등 교사들이 모이고 협의하는 기회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수업 개선을 위해 동료 교사들이 같이 진단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자체 시스템(수업 솔
루션)을 갖고 있기도 했다(C 중학교). 최근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 또는
수업 공개 등도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사례조사에 참여한 학교에서는 전문적 학습 공동
체나 수업 공개·협의가 교사들이 거쳐야 하는 형식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진정성 있게 운
영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의 목소리가 경청되고 있었고, 교사가 중요한 의사결정
자로 참여하고 있었다. 즉,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들의 전문성이 존중되는 경향이 있고,
교사 스스로도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경험을 통해서 참여 의지와 능력, 자기효능감
을 키워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모습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언급된 (업무지시 또는 안내
형태가 아니라) 협의형태의 교무회의라든지 의결형 교무회의를 통해서 드러났다.
셋째, 교사 동료들 간의 신뢰가 두텁고 소통과 협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수업이
교사 개인의 일이라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서 보다 열려 있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
같이 설계하고, 실행과정을 공유하며, 실행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같이 진단하고 해결하
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수업 공개 및 협의에서도 교사의 활동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학생
을 중심에 두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형태로 어떻게 수업 설계, 모둠 구성, 교사의 지원을
개선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비공식적 모임이
나 협의가 활성화되어 교사들 간의 소통이 활발한 편이었다.
넷째, 면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새로운 교육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기존 입시위주의 교육, 지식습득 중심의 교육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
고 있었고, 교육의 본질에 보다 가까운 “새로운 교육”에 대한 기대와 열정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좌절하는 경우도 있었
지만, 학생들의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었다.
다섯째, 학교장 역할의 중요성이다. 사례조사에 참여한 모든 학교는 공모 교장제를 운
영하고 있었고, 5곳 중 3곳에서 공모 교장을 통해 선정된 학교였다. 현재 학교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되었지만, 해당 학교 변화의 시작에는 변화에 관심과 의
지가 있었던 공모교장 또는 학교 관리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변화에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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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중요성은 선행연구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번 사례연구에서도 그대로 드
러났다.
여섯째,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성적에 대한 관심을 갖
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었다(C 중학교, D 고등학교).
반면, 한 학부모는 학생들이 추진한 활동을 간섭하고 싶은 어른들의 마음에 대해 아이들
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한 일에 대해서는 설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기다리고 지
켜봐줘야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교사의 반응을 소개하며, 교사의 신념에 자신(학부모)을
반성하게 되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입장의 차이이든, 시각의 차이이든 교사의 역할에 대
한 교사와 학부모 간의 기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나) 또래 관계
사례조사에 참여한 모든 학교에서는 모둠활동을 통해 학생들 간의 협력학습을 강조하
고 있었다. 모둠을 통한 협력학습은 장점과 단점이 모두 발견되었다. 학생들에게 모둠원
은 혼자서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되기도 하였으며, 또래와
같이 학습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친구들 간의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사회·
정서적 역량을 키워가는 모습도 발견되었다. 반면,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 또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특정 학생에게 부담이 과중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같은 학년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후배 사이에서의 또래 관계도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실제, 주로 무학년으로 운영되는 동아리 활동, 학생 자치회 활동 등에서는 선후배를 통해
서 많은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 학부모 참여, 지역사회 연계
학교 간 차이가 있기는 하였지만, 사례조사에 참여한 학교에서는 대부분 학부모 참여
가 활발하였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다양한 학부모 참여 기회
(학부모 동아리, 연수, 간담회, 시험감독, 등)가 마련되어 있었고, 그 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일정을 살핀 후에 자신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곳에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보다 적극적인 학부모 참여도 발견되
었다(A 중학교).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에서도 마을과 학교(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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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축제나 마을 장터를 기획, 논의, 운영함으로써 마을과 학교가 보다 긴밀하게 섞이는
사례도 있었다(C 중학교).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으로 동네 어르신들의 자서
전을 써 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A 중학교). 하지만, 대부분의 경
우, 학부모 참여 및 지역사회 연계는 학교 주도 또는 학교의 요청으로 학부모나 지역사회
는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다.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Ⅴ-6> 국내 사례 조사 결과 종합
구분

OECD 학습개념틀

역량개념과
역량교육의
필요성

필요성: 개인적·사회적 웰빙
∙ 지식(학문적, 간학문적,
인식론적, 절차적 지식),
기능(인지메타적, 사회·
정서적, 실체적·신체적
기능), 태도와 가치(개
인적, 사회적, 사회관
습적, 인류적)
∙ 변혁적 역량;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갈등과
딜레마 조정하기, 책임감
갖기

교육과정
및 학습
설계와
실행

국내 사례 분석
∙
∙
∙
∙

개인적·사회적 웰빙과 방향성 비슷
변혁적 역량의 요소들 나타남
학생 행위주체성 강조
역량의 범주에서 기능과 태도 및 가치는 잘 드러나지만, 지식의
요소가 상대적으로 덜 드러남

∙ 교육의 명확한 방향성 설정, 교육 방향에 대한 교사, 학생, 학
부모 대상 공감대 형성 노력
∙ 새 멤버(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있음
∙ 기존 멤버들과는 협의(교사), 학교 행사 참여(학부모) 등으로 공
감대 형성에 기여
∙ 학교 비전에 상응하는 다양한 전략 배치 및 진정성있는 운영

개념, 내용, 주제 설계
(내용 선정 및 조직) 원
리: 학생 중심, 엄격성,
초점, 연계성, 정합성, 전
이가능성, 선택

∙ 학생중심과 선택의 원리가 강하게 드러남. 학교급에 따라 학생
중심과 선택의 원리가 강하게 드러나는 영역에 차이 있음
∙ 수업과 평가의 정합성 높음. 하지만 수업과 평가방법, 입시와의
정합성 부재가 드러남
∙ 엄격성은 드러나기도 하였으나 엄격성과 학생중심이 공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드러남
∙ 초점 원리도 일부 드러났으나, 실질적으로 국내 교육과정 구조
상 어려움
∙ 연계성 원리는 잘 드러나지 않음

과정 설계 원리: 교사 주
체성, 실제성, 상호연관성,
유연성, 참여
(지원체계)

∙ 참여 원리가 두드러지게 드러남
∙ 실제성도 공통적으로 강하게 나타남. 상호연관성은 교과 간 연
계를 통한 학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중학교에서는 나타
났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덜 나타남
∙ 협력학습 원리가 강하게 나타남

교육과정 재설계 과정의
도전과제: 교육과정 과부하,
시간차, 교육내용의 질,
교육과정의 질과 형평성

∙ 교육과정 과부하(학습량 과다, 진도에 대한 부담)
∙ 배움과 입시의 분리, 현 평가제도 및 입시와의 정합성 부족
∙ 학생중심과 연계성 및 엄격성을 같이 고려하는 것의 현실적 어
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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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OECD 학습개념틀

국내 사례 분석

간의 조화,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계획

∙ 교사 과부하
∙ 학생 과부하(사교육, 수행평가 과제 수행)
∙ 수행평가 관련 과제: 과도한 학생 부담, 무임승차, 과제의 적합성,
(교사 과부하, 학급당 학생 수 등으로 인해) 결과물 평가에 그
치는 문제
∙ 학생의 변화
∙ 기타: 실행과 성과의 시간 차, 교사 전문성 개발, 사회인식 변화
(학벌주의, 입시중심, 학력의 개념)

학생 행위주체성

∙
∙
∙
∙

다양한 학생 참여 기회 제공
권한 부여, 학생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문화
지원체계 구축: 또래, 교사, 학부모
어른 주도형 참여인 경우가 많지만 학생주도형 참여도 드러남
(학생주도형 참여는 주로 수업보다는 교과 외의 영역에서 두드러짐)

∙ 구성원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문화의 중요성
∙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치(예: 3주체 평가회 등)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
협력적 행위주체성: 교사,
또래, 학부모, 지여사회

∙ (교사)의미 있는 지적활동 및 성찰 할 수 있는 장치: 모일 수
있는 시간, 수업 모임, 전문적학습공동체, 수업솔루션 등
∙ (교사)교사의 전문성 존중, 의사결정자로 참여: 의결형 교무회의
∙ (교사)신뢰, 연대, 소통과 협의 문화
∙ (교사)새로운 형태의 교육에 대한 기대 또는 관심
∙ (교사)학교 관리자의 지원과 비전
∙ (교사)교사 역할의 범위에 대한 교사-학부모 간의 의견 차이
∙ (또래)모둠활동, 선후배를 통한 성장(동아리, 자치회 등)
∙ (학부모, 지역사회) 다양한 참여 기회 마련, 대체로 학교 주도형

7

소결 및 시사점

사례 조사에 참여한 학교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역량교육의 실행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드러났다. 첫째, 입시나 직업을 위한 준비 또는 가시적인 결과를 강조하는 결과중
심적·행동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학생의 전인적 성장, 사고과정, 인성을 강조하는 과정중
심적·인문주의적 접근에 보다 근접하다고 할 수 있다(최수진, 2018; 홍원표, 2017; 소경
희, 2009). 즉,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시적인 결과나 단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삶과 존재를
위한 교육을 지향하면서 역량교육을 실행하고 있었다. 또한, OECD 교육 2030에서 강조
하고 있는 “개인적·사회적 웰빙”, “학생 행위주체성”, “변혁적 역량”의 요소들도 포함하
고 있었다. 다만, 역량의 개념에서는 기능과 태도 및 가치에 대한 강조는 두드러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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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교육 2030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에 대한 강조는 좀 덜 드러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소통하고 참여하며 협력하는 학교 문화가 있었다. 역량교육 실행을 위해서는 “표
면적인 교육활동과 그 기저에 깔린 사고와 신념이 변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러한 새로
운 사고, 신념, 실천이 학교장, 학생들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전체와 소통되고 공유되어
야”한다(김두정, 2015: 198; 최수진 외, 2017: 190). 즉, 학교 구성원 전체가 학교가 지향
하는 교육의 방향과 실행에 대해 소통하고 참여하며, 협력하는 문화 속에서 역량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역량이 함양되고 있었다. 구성원들이 서로 존
중하고,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문화 속에서 자신의 효능감과
성취감을 경험하고, 구성원 개인의 역량과 학교 전체의 역량을 키우고 있었다.
셋째, 학교 철학과 일관된 다양한 전략이 교육과정의 전 영역에 배치함으로써 학교에
서 지향하는 가치나 방향이 일상적으로 경험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서 언급하
였듯이 모든 학교에서 지향하는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전략이나 프로그램이 역량교육 실행을 보장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
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성과는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의 기획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오
직 학교의 생태적인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만 그 결실을 맺는다”(손민호·조현영, 2016:
147). 실제, 학교의 방향성과 매칭된 다양한 실행전략을 갖추고 있는 학교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학교의 비전과 일관된 전략이 학교 운영의 다양한 영역에 배치되어 있고,
실행되는 방식과 구성원들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학교의 비
전과 방향성이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방식, 학교 풍토,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
스며들어 학생의 일상으로 체험되고 있었다. 학생들은 제법 진정성을 갖춘 공동체의 일
원으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신뢰, 참여 의지와 방법을
습득해 가는 것으로 보였다.
넷째, 교육과정 설계 및 실행에서 학생중심, 선택, 참여, 실제성, 상호연관성, 협력을
강조하고 있었다. 즉,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할 때 학생의 관심사와 사전 지식(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 그리고 학생의 선택이 고려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행평가 비
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수업과 평가의 정합성을 높이고 있었다. 과정 설계 및 실행 과정에
서는 학생 참여, 실제 삶과의 연결, 교과 간의 연계 및 주제 간 연결이 고려되고 있었으
며, 협력을 장려하고 있었다. 반면, 수행평가와 관련된 이슈(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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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과제 부담, 과제의 적합성, 결과물 평가로 그치는 문제 등)가 발견되었으며, 엄격성과
학생중심이 공존하는 형태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의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다섯째, 학생 행위주체성과 교사 행위주체성, 그리고 학생-또래-교사-학부모(지역사
회)간의 협력적 행위주체성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었다.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협력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학생-교사-학부모들이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장치를 마련
해 두고 있었다. 학생 행위주체성의 경우, 학생 참여를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권한 부여
및 학생들의 목소리 존중, 또래와 교사 들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이 학생 행위주체성 발현
을 위한 주요한 맥락으로 나타났다. 교사 행위주체성의 경우, 교사들이 같이 지적 활동
및 성찰을 할 수 있는 장치 마련, 교사 전문성 존중 및 의사 결정자로 참여, 신뢰하고
연대하는 소통과 협의 문화(협의할 수 있는 동료), 새로운 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교
사 행위주체성이 발현할 수 있는 맥락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주요 이슈사항인 역량교육에 대한 공감대 부족, 실행방법
의 모호함, 그리고 여건 미비와 지원체계의 부족을 고려할 때, 국내 사례 조사 결과에서
도출할 수 있는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향하는 교육의 비전과 철학을 명확히 하고, 설정된 교육의 비전이나 철학과
일관된 형태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례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교에
서는 명확한 교육비전을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형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학교의 비전이나 철학이 학교 운영(교육과정을 설계 및 실행뿐만 아니라,
학교 문화, 구성원과의 관계, 의사소통방법 및 의사결정 과정 등 학교 운영)에서 실질적
으로 표현되고 경험될 때 학교의 비전이나 철학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둘째, 역량교육 실행에서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 등 역량의 구성 요소를 균형적으로
조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례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
수업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 수업과 입시의 연결 부재로 인한 불안, (교과 내용) 지식교육
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언급되었다. 역량교육과 입시교육 또는 지식교육이 공존하기 어
려운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B 중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은 공통적으로 B 중학교의
학생 중심 교육, 역량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상급학교 진학과 대입을 위해
사교육이 필요함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이원화, 분리 인식은 역량교육을
실행할 때 상대적으로 지식교육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다. 이 부분은 현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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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역량교육을 실행할 때 기능이나 태도 및 가치에 비해 지식에 대한 학습이 부족한
측면과 지식교육이 부족하다고 할 때 그 비교대상은 (역량교육에 초점을 두지 않는) 일반
학교 및 입시에서 요구되는 것이 교과 내용 지식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학교와
입시에서 지나치게 교육 내용에 대한 지식교육에 매몰되어 있다는 측면이 모두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역량교육의 실행에서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를 모두 조화롭게 포함하고 학생
중심과 엄격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양질의 역량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설계와
학습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량의 개념과 역량교육 실행 방법, 역량교육 성
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과 방법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역량교육 과정 설계 및 실행 관련 전문가와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학력에 대한 이해를 교과 내용 지식(특히 일부 형
태의 지식)에 한정하기보다 학력에 대한 개념을 재검토하고, 나아가 입시 및 평가에서도
보다 다양한 형태의 지식과 역량이 고려될 수 있도록 평가 및 입시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셋째, 역량교육 실행을 위해 (교사의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와 생활지도 부담 등)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과정 설계 및 실행
에서 교사 과부하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들
은 수행평가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교육과정(수업)과 평가의 일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가 많아 실질적인 ‘과정’ 평가보다 수행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또한 정규 교과 수

업 외 교사가 지원해야 할 학생 활동이 많아지면서 정규 수업시수가 부담이 되고 있었다.
역량교육 실행을 위해서 수업과 평가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또는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 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년제 시행 학교,
학교의 수행평가 비중을 고려하여 학교별 교사 배정 기준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사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E 고등학교 교사들은 역량교육
을 실행할 때 교사 자신의 전문성 함양의 필요를 느낀다고 밝혔다. B 중학교와 C 중학교
의 경우, 학교의 교육철학이나 학생 중심 수업과 활동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교사들로
인해 갈등이 야기되거나 학교의 혁신문화를 희석시킬 수 있으므로, 신규(전보)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교육의 목표와 철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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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생 지도 방법, 학생 개인에 대한 관심을 포함한 전문적인 태도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평
가를 하고 있었지만, 수행평가에 대한 이슈 또한 많이 드러났다. 수행평가에서 평가 기준
설정 및 객관성 확보 방안, 적절한 수행평가 과제 설계, 수행평가 시 고려사항(예: 수업
이후 학생의 과제 수행 부담)에 대한 교사 전문성 함양이 필요하다.
다섯째,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학교 관리자의 의지와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서는 역량교육 실행에서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협력적 행위주체성을 이끌어갈
핵심 리더로서 교장의 의지와 역량은 상대적으로 덜 드러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혁신의 시작에 학교 변화에 관심과 의지가 있었던 학교 관리자가 있었다. 역량교육 실행의
성패는 미래지향적 학교교육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교장의 리더십과 이를 뒷
받침하는 교사들의 전문성과 열정에 좌우된다는 점은 여러 사례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소규모 학교
인 A 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교사, 학생들이 서로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부족해지고 있었다. 공간 프로젝트를 통해 일부 공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나 장기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맞게 학교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학습 공간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학교의 기본 교육시설은 학교장이 개별적으
로 노력하지 않아도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교육시설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학교장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학교시설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학
부모의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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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미래지향적 역량교육 실행 전략 도출

이번 장에서는 전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1

연구 주요 결과

본 연구는 OECD 교육 2030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 및 국내 역량교육의 실행 사례를 분석하여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OECD 교육 2030에 나타난 역
량교육 실행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고,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해외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영역별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OECD 교육 2030에 나타난 역량교육 실행의 특징 분석
OECD는 교육 2030 프로젝트를 통해 2015년부터 진행되어 온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OECD 학습 나침반 2030’을 발표하였고, 주제별로 개념 안내서(concept note)를 발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들을 중심으로 교육 2030 프로젝트에 제시된 역량교육
실행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역량 개념과 역량교육의 필요성, 교육과정 설계 및
학습 원리, 그리고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OECD 교육 2030 학습개념틀 분석을 통해 역량교육 실행의 특징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

이 나타났다.
첫째, 역량교육의 필요성을 종전의 ‘성공’이 아니라 ‘개인적·사회적 웰빙’으로 보다 포
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역량교육을 단순히 성공이나 직업을 위한 기능 습득에 초점
을 두지 않고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사회가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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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변화무쌍
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사회에서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강조하며 3가
지 변혁적 역량(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갈등과 딜레마 조정하기, 책임감 갖기)을 제시하
였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개인적·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을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참여하며, 책임감을 갖는 것을 강조하는 “학생 행위주체성”을 학습개념틀의 중
심적인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둘째, OECD 교육 2030에서는 역량의 세부영역을 구조화함으로써 역량 개념과 역량
교육 실행방법의 명료화에 기여하고 있다. OECD 교육 2030에서는 역량을 “복잡한 요구
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는 능력”(OECD, 2018, 이상은 외,
2018: 85에서 재인용)으로 정의하고, 역량이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포괄한다고 설명

한다. 더 나아가, 지식(학문적 지식, 간학문적 지식, 인식론적 지식, 절차적 지식), 기능
(인지메타적 기능, 사회정서적 기능, 실체적·신체적 기능), 태도와 가치(개인적, 사회적,

사회관습적, 인류적 태도 및 가치)의 세부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역량개념의 재구조
화는 역량개념과 역량을 구성하는 세부요소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박휴
용, 2015), 역량교육의 실행에서 다양한 종류의 지식, 기능, 그리고 태도 및 가치를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이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교육과정 재설계에서
의 도전과제(교육과정 과부하, 시간차, 교육내용의 질, 교육과정의 질과 형평성 간의 조
화,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계획), 개념·내용·주제 설계 원리(학생 중심, 엄격성, 초점, 연
계성, 정합성, 전이가능성, 선택), 그리고 과정 설계 원리(교사 주체성, 실제성, 상호연관
성, 유연성, 참여)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 또한 역량교육 실행 분석에서 참고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에 대한 강조이다. 이전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논의에
서는 주로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던 것에 비해, OECD 교육
2030에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또래, 학부모, 지역사회의 역할과 상호협력을 강조한

다. 즉, 교육과정 실행에서 학생, 또래,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사 외의 다양한 교육과정
실행 관계자의 역할과 이들 구성원들 간의 상호협력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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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해외 사례 분석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해외 사례 분석에서는 핵심역량을 중심에 두고 교육과정을 개정
하여 실행하고 있는 홍콩,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각국의 사례를
OECD 교육 2030 학습개념틀의 주요 내용과 연관 지어 역량교육의 특징과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우선, 역량의 개념과 역량교육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해외 사례로 분석한 국가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과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학생주체성
이 강조되고, 학습방법의 학습, 그리고 가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온라인 매
체와 다양한 시각적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
로 역량 개념과 역량교육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뿐
만 아니라, 교육과정 개발 및 설계 과정에서 교사의 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짐으로
써 교육과정 실행과정에서 교사의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일관된 교육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우리나라 교사들이 역량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낮은 이유가
역량 개념의 모호함, 역량교육 실행방법의 모호함, 교육과정 설계 과정에서 교사 소외,
지나치게 빨리 변하는 교육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 사례에
서 역량 및 역량교육에 대한 개념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교육과정 설계과정에
교사의 참여를 보다 내실화하며, 보다 장기적으로 교육정책을 가져가는 것은 역량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둘째, 교육과정 및 학습 설계와 관련하여, 우선, 많은 국가에서 교과 교육과정에서 핵
심적인 내용을 구조적으로 제시하고, 일반역량과 교과의 연계성을 제시하며, 교수학습과
평가를 위한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빅 아이디어, 일반화
등을 통해 교과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제시하여 학생의 심층적 이해를 도모할 뿐만 아니
라 교사로 하여금 가르칠 내용을 명료하게 알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또한,
역량에 대한 발달 수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호주에서는 각 일반 능력에 대해 학습
연속선으로 능력 수준을 제시하고 학생의 수행 수준별로 과제 샘플을 제공함으로써, 수
업과 평가를 설계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유용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지 검토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를 위한 자료를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교과 교육과정과 수업 및 평가가 정합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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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역량에 대한
발달 스펙트럼을 구체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역량의 평가와 관련하여 호주에서는 다양한 평가방법이 활용되고 있었고,
BC주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과 함께 주정부 차원의 교과시험을 폐지하고 과정중심

평가(assessment as learning)를 교실수업에 도입하여 학생이 충분한 정보를 통해 자신의
학습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형태로 평가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다. 역량교육에서 평가에 대
해서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방법이 통일된 것은 아니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평가를 어떻게
가져갈 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의 지속적
인 개선(continuous improvement)을 위한 절차와 제도를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셋째,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해외사례에서는 여전히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에 대한 강조와 이를 위한 지원이 두드러졌다. 다만, 교사의 역할이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도 교사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 교육 연구자, 교육 정책가, 학부
모와 지역사회 등 학교 내·외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국
내에서도 교사의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 스스로 다양한 역량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역량 함양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교사 개인의
역량으로만 이해되기보다는 교사 간 그리고 학교 밖의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협
력을 통해 함께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외국의 사례에
서도 역량교육의 실행에서 교사의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가 드러났다. 교사의 업무 부담
과 피로감이 한국 교직사회의 독특한 특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역량교육의 실행 과정에
서의 교사 부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다양한 전략(싱가포르의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수업 계획 및 준비 시간 확보)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사례 조사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사례 조사에서는 역량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5개교(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질적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서의 특징과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
다. 우선, 국내 역량교육의 실행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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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입시나 직업을 위한 준비 또는 가시적인 결과를 강조하는 결과중심적·행동주의
적 접근이 아니라 학생의 전인적 성장, 사고과정, 인성을 강조하는 과정중심적·인문주의
적 접근(최수진, 2018; 홍원표, 2017; 소경희, 2009)으로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둘째, 소통하고 참여하며 협력하는 학교 문화가 있었다. 학교 구성원 전체가 학교가 지향
하는 교육의 방향과 실행에 대해 소통하고 참여하며, 협력하는 문화 속에서 역량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셋째, 학교 철학과 일관된 다양한 전략이 교육과정의
전 영역에 배치되어, 학교에서 지향하는 가치나 방향이 일상적으로 경험되고 강화되고
있었다. 특히, 학교의 방향성과 상응하는 다양한 실행전략을 갖추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되는 방식과 구성원들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었다. 소통하고 참여하며
협력하는 학교 문화(학교풍토, 구성원들 간의 관계)와 함께 학교의 비전과 방향성이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방식에 스며들어 학생(교사, 학부모)의 일상으로 체험되고 이를 통
해 구성원의 역량이 함양되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넷째, 교육과정 설계 및 실행에서 학생중심, 선택, 참여, 실제성, 상호연관성, 협력원리를
강조하고 있었다.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할 때 학생의 관심사와 사전 지식(지식, 기능, 태
도 및 가치), 그리고 학생의 선택이 고려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행평가 비율
을 높게 가져가면서 수업과 평가의 정합성을 높이고 있었다. 과정 설계 및 실행 과정에서
는 학생 참여, 실제 삶과의 연결, 교과 간의 연계 및 주제 간 연결이 고려되고 있었으며,
협력을 장려하고 있었다. 반면, 수행평가와 관련된 이슈(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 학생
과제 부담, 과제의 적합성, 결과물 평가로 그치는 문제 등)가 발견되었으며, 교육과정 설
계 및 실행에서 엄격성과 학생중심 원리를 같이 고려하는 것의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다섯째, 학생 행위주체성과 교사 행위주체성, 그리고 학생-또래-교사-학부모(지역사
회)간의 협력적 행위주체성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었다.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협력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학생-교사-학부모들이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장치를 마련
해 두고 있었다. 학생 행위주체성의 경우, 학생 참여를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권한 부여
및 학생들의 목소리 존중, 또래와 교사 들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이 학생 행위주체성 발현
을 위한 주요한 맥락으로 나타났다. 교사 행위주체성의 경우, 같이 의미 있는 지적 활동
및 성찰을 할 수 있는 장치 마련, 교사 전문성 존중 및 의사 결정자로 참여, 신뢰하고
연대하는 소통과 협의 문화(협의할 수 있는 동료), 새로운 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교
사 행위주체성이 발현할 수 있는 맥락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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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사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향하는 교육의 비전과 철학을 명확히 하고, 설정된 교육
의 비전이나 철학과 일관된 형태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례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명확한 교육비전을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형태로 교육과
정을 운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학교의 비전이나 철학이 학교 운영(교육과정
을 설계 및 실행뿐만 아니라, 학교 문화, 구성원과의 관계, 의사소통방법 및 의사결정 과
정 등 학교 운영)에서 실질적으로 표현되고 경험될 때 학교의 비전이나 철학에 대한 구성
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강화하게 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역량교육 실행에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 등 역량의 구성 요소를 균형적으로
조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례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
수업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 수업과 입시의 연결 부재로 인한 불안, 지식교육에 대한 부
족함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었다. 역량교육과 입시교육 또는 지식교육이 공존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처럼 역량교육이 지식교육 또는 입시교육과 분리된 것으로 인
식되는 것은 현재 한국에서 역량교육을 실행할 때 기능이나 태도 및 가치에 비해 지식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다는 측면과 관련될 수 있다. 또한, 지식교육이 부족하다고 할 때의
비교대상이 (역량교육에 초점을 두지 않는) 일반학교 및 입시에서 요구되는 것이 지식이
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학교와 입시가 지나치게 지식교육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
과 관련된다. 따라서 역량교육의 실행에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모두 조화롭게 포
함하고 학생중심과 엄격성과 연계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양질의 역량교육을 위한 다
양한 교육과정 설계와 학습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학력에 대한 이해를 지
식(특히 일부 형태의 지식)에 집중하기보다 그에 대한 개념을 재검토하고, 나아가 입시
및 평가에서도 지식습득능력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역량이 고려될 수 있는 형태의 평가
및 입시제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셋째, 역량교육 실행을 위해 교사의 수업 및 학생 수행평가 부담과 학생생활지도 부담
등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들은 수행평가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교육과정(수업)과 평가의 일치, 정합성을 높이
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가 많아 실질적인 ‘과정’ 평가보다
수행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또한 정규 교
과 수업 외에 교사가 지원해야 할 학생 활동이 많아지면서 정규 수업시수가 부담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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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역량교육 실행을 위해서 수업과 평가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또는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 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교사 과부하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사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교사 자신 또는 학부모 등은
교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나름의 교육철학을 갖고 학생중
심 또는 역량중심 교육을 실행하려고 하는 학교에 해당 교육철학이나 방법에 전문성이
없는 신규(전보)교사들이 이동해 올 때 구성원 간의 갈등이 야기되거나 학교의 혁신문화
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행평가에 대한
이슈 또한 많이 드러나, 수행평가에서 평가 기준 설정 및 객관성 확보 방안, 적절한 수행
평가 과제 설계, 수행평가 시 고려사항(예: 수업 이후 학생의 과제 수행 부담)에 대한 교
사 전문성 함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학교 관리자의 의지와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서는 역량교육 실행에서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협력적 행위주체성을 이끌어갈
핵심 리더로서 교장의 의지와 역량은 상대적으로 덜 드러났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혁
신의 시작에 학교 변화에 관심과 의지가 있었던 학교 관리자가 있었다. 역량교육 실행의
성패는 미래지향적 학교교육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교장의 리더십과 이를 뒷
받침하는 교사들의 전문성과 열정에 좌우된다는 점은 여러 사례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역량
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맞게 학교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학습 공간 혁신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의 기본 교육시설은 학
교장이 개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교육시설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라.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전략 도출
위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래지향적 역량교육 실행을 위해 6가지 전략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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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비전 명료화
교육 비전에 상응하는 교육 체제 구축 및 여건 마련
역량교육에서 학습과정 탐색 및 자료 공유 활성화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을 위한 맥락 탐색 및 여건 조성
학생 참여 및 자기 주도적 활동 기회 확대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확대

첫 번째 전략은 역량개념과 역량교육의 필요성 영역, 두 번째와 세 번째 전략은 교육과
정 및 학습 설계 및 실행 영역,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전략은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 영역에서 도출되었다.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서의 이슈를 고려하면 ‘1.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비전 명료화’는 역량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2. 교육 비전에
상응하는 교육 체제 구축 및 여건 마련’은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여건 및 지원체계 마련
과, 그리고 ‘3. 역량교육에서 학습과정 탐색 및 자료 공유 활성화’는 역량교육의 실행방
법의 명료화와 관련된다. 그리고 ‘4.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을 위한 맥락 탐색 및 여건
조성’, ‘5. 학생 참여 및 자기 주도적 활동 기회 확대’, ‘6.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확대’는 역량교육의 실행방법에서도 구성원의 역할과 역량교육을 위한 여건 및 지원체계
마련(학교 내 여건 마련)과 관련된다. 각 전략의 도출 배경과 주요 내용은 다음 절에 자세
히 기술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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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 연구 결과 정리
구분

OECD 교육 2030에 나타난
역량교육 실행의 특징 분석

해외 사례 분석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사례 조사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 전략

역량
개념과
역량
교육의
필요성

∙ 과정중심적·인문주의적 접근: 개인적·사회적
∙ 필요성: 개인적·사회적 웰빙
∙ 학생 행위주체성, 학습방법의 학습,
웰빙의 방향성, 변혁적 역량 요소, 학생 행위
∙ 지식(학문적 지식, 간학문적 지식, 절차적
가치 강조
주체성 드러남
지식), 기능(인지메타적 기능, 사회정서적 ∙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역량 개념
∙ 기능과 태도 및 가치는 잘 드러나지만, 지식의 1.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비전
→
기능, 실체적 신체적 기능), 태도와 가치 - 및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지원
요소가 상대적으로 덜 드러남
명료화(공감대 형성)
∙ 교육과정 개발 및 설계 과정에서 교사
(개인적, 사회적, 사회관습적, 인류적)
∙ 교육의 명확한 방향성 설정
참여가 보다 적극적
∙ 변혁적 역량;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 학교 비전에 상응하는 다양한 전략 배치 및
∙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개혁 추진
갈등과 딜레마에 조정하기, 책임감 갖기
진정성 있는 운영

교육
과정
및
학습
설계와
실행

∙ 교육과정 재설계 과정의 도전과제: 교육
∙
과정 과부하, 시간차, 교육내용의 질,
교육과정의 질과 형평성 간의 조화, 효
과적인 실행을 위한 계획
∙
∙ 개념, 내용, 주제 설계 원리: 학생 중심, ∙
엄격성, 초점, 연계성, 정합성, 전이가
능성, 선택
∙
∙ 과정 설계 원리: 교사 주체성, 실제성,
상호연관성, 유연성, 참여

∙ 학생중심, 선택, 참여, 실제성, 상호연관성, 협력
강조
교과 내용을 구조적 제시, 교수학습과 ∙ 수업과 평가의 정합성 높음. 하지만 수업과 평 2. 교육 비전에 상응하는 교육 체제
평가를 위한 자료(과제샘플, 수업
가방법, 입시와의 정합성 부재가 드러남
구축 및 여건 마련
∙ 엄격성과 학생중심이 공존하는 교육과정 설계
샘플 등) 풍부하게 제공
(여건 마련 및 지원체계 구축)
역량 발달의 수준(스펙트럼) 제시
및 운영의 어려움 드러남
→
다양한 평가방법 시도, 평가 개혁 ∙ 도전과제: 학습량 과다, 배움과 입시의 분리, 3. 역량교육에서 학습과정 탐색
진행 중
학생중심과 엄격성을 같이 고려하는 것의 현실적
및 자료 공유 활성화
교육과정의 모니터링 체제를 통해
어려움, 교사 과부하, 학생 과부하, 수행평가
(실행방법의 명료화 및 구체화)
지속적인 개선 지원
관련 과제, 학생의 변화, 기타: 실행과 성과의
시간 차, 교사 전문성 개발, 사회인식 변화(학
벌주의, 입시중심, 학력의 개념)

구성
원의
역할과
상호
작용

4.
∙ 소통하고 참여, 협력하는 학교 문화
∙ 학생 행위주체성 지원: 다양한 학생 참여 기회
∙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 강조 및 지원
제공, 권한 부여 및 목소리 존중, (또래와 교사 등)
∙ 학생 행위주체성
∙ 교사 개인의 역량만으로 이해되기
지원체계
5.
∙ 협력적 행위주체성: 교사, 또래, 학부모, - 보다는 교사 간 연대, 학교 내외와 →
∙ 협력적 행위주체성 지원: 지적 활동 및 성찰할
지역사회
협력과 연계 강조
기회 제공, 교사 전문성 존중 및 의사결정자로
∙ 교사 업무 부담 문제 대두
참여, 신뢰·연대·소통·협력 분위기, 새로운 교
6.
육에 대한 기대와 관심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을 위한
맥락 탐색 및 여건 조성
(구성원의 역할, 여건 마련)
학생 참여 및 자기 주도적 활동
기회 확대
(구성원의 역할, 여건 마련)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확대(구성원의 역할, 여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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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 전략

가.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비전 명료화

가.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비전 명료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일관된 (미래지향적 역량) 교육 비전 명료화 및 공론화
내용

주요 주체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일관된 교육 비전
명료화를 위한 체계적인 기초연구 수행

교육부, 교육연구기관,
교육이해관계자

∙ 명료화된 교육 비전의 안내와 공론화: 역량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취지와 비전을 고려할 때) 역량교육의 바람직한 실행방향에 대한 논의 및 상호협력

교사, 학부모, 학생

∙ 다른 정책과 일관성 및 연계성 갖도록 추진: 다양한 교육정책은 우리 사회가 지향
하는 교육 비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라는 인식과 실행
(예: 역량교육,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교육부, 시·도교육청

국내에서도 종래의 교육과정 틀을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역량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을 변화시킨 자유학기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활성화한 고교학점제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대체
적으로 이러한 교육과정 변화는 종래의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틀을 보다 느슨하게 만들고
간학문적 접근이나 학생 참여식 수업을 강조하는 방향을 지향함으로써 학생들의 역량 발
달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말하자면, 역량교육을 추구함에 있어서 내용과
방법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교
과 지식 이외에도 실제 삶의 장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면서 기능의 측면이
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교사 주도의 수업을 넘어서 학생들에게 그
들의 진로와 관심에 따른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학생이 참여하는 활동중심 수업이 장려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의 틀을 바꾸려는 노력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기보다는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각각의 정책이 연결되지 않는 별개로 받아들
이면서 ‘또 새롭게 주어지는 무언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현상은 현재 역량교
육에 대한 현장의 공감대가 부족한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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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교육 2030 프로젝트를 통해 재고해 보아야 할 점은 역량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미래 교육의 비전을 명료화하는 일이다. 특히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문화적 측면에서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폭되어
갈 것이라는 사회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적·사회적 웰빙’을 새로운 교육 목적
으로 제시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의미 있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행동해 나가는 삶의 자세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필요
성을 설명하고 있다.
실제,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표방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이나 자유학기제,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지향하는 교육변화의 방향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입시중심주의, 지식전수
식의 교육에서 학생 중심 교육,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전인적 성장 중심 교육으로 변화
하고자 하고 있다. 경쟁이나 성과보다는 조화, 행복, 지속가능성, 공존을 지향하는 방향
으로 우리 교육을 변화시켜가려는 움직임인 것이다. 그 바탕에는 사회구조의 변화로 이
전과는 다른 능력 또는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과, 현재의 입시중심의 지식교육은 새
롭게 요구되는 능력을 함양하기에 적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
대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교육 변화가 왜 필요하며,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 교육의
비전이 무엇인지가 여전히 불분명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이 지향하는 가치)을 명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비전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일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홍보되어 사회적 공감
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정책들이 그 비전을 위해 연계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 교육의 비전을 정립
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초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우리 교육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을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 동시에, 명료화된
교육 비전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안내하여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교육
이 지향하는 바를 누구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가독성
이 높은 안내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
한 교육정책은 각각의 목적을 가진 별개의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미래교
육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으로서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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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일관성과 연계성을 지니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교육 비전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교육 정책들이 그 비전을 위해 상호보완적으로 나아간다면 그 자체
로도 그 비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과 비전이 명확할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역량교육,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등)들이 갖는 의미가 보다 분명해지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초점
을 둬야 할 점들이 보다 명료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필요
성과 의미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역량교육 실행을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가 협조하고 (원래의 취지와 비전, 가치에 비추어 생각하고 생산적으
로 비판함으로써) 상호 견제하는 건강한 교육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교육 비전에 상응하는 교육체제 구축 및 여건 마련

나. 교육비전에 상응하는 교육체제 구축 및 여건 마련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교육체제 및 여건 마련
내용

주요 주체

∙ 문서화된 교육과정 개선: 역량 개념의 명료화, 교육내용의 재구조화, 학습량
감축, 역량교육 실행방법에 대한 지침 및 기준 제시

교육부, 교육연구기관, 교사

∙ 미래지향적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여건 마련: 교사 과부하 완화, 업무(행정
업무, 생활지도 업무 등) 부담 경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수업 준비 시간
확보, 공간 혁신

교육부, 시·도교육청

∙ 평가제도와 입시제도 개선: 역량 함양과 상응하는 방향으로 개선
∙ 사회의 인식 개선: 학력관, 공부, 학습에 대한 인식에 대한 재검토 및 재정립

교육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사,
학부모, 학생, 사회 구성원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이 지향하는 교육 비전이 학교 현장의 실천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으나, 역량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진조차 기초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과 교육과정 내용의 질
적 변화 없이 역량으로 겉만 포장하는 수준에서 반영된 측면이 있다(이상은 외, 2018:
121).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교사들은 역량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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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거부감을 갖고 있고, 활동중심 수업이나 교과 간 융합수업 준비 및 과정중심 평가로
인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수진 외, 2017: 213-218).
본 연구의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사례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역
량교육을 실행하기에는 과다한 학습량(교육과정 과부하, 진도에 대한 부담), 상대평가에
기반을 둔 평가제도와 역량함양과의 괴리, 현 입시제도와 역량교육을 위한 수업과의 정
합성 부족, 교사 업무 부담 과중(교사 과부하), 교과 내용 지식(입시)을 중시하는 학부모
및 사회 인식과의 충돌 등 다양한 이슈들이 역량교육 실행의 도전과제로 언급되었다. 사
례조사에 참여한 학교에서도 역량교육(또는 해당학교의 교육의 방향)의 필요성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을 설득하고 자신들의 방향을 계속해서 증명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다른 학교에 비해 교과 내용 지식 교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노력 또는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해 회의감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즉, 국가 교육과
정이 역량기반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지만, 역량교육을 실제 실시하는 경우 다양한 측면
에서 불이익 또는 불편함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역량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및 지원체계의 구축 없이 역량교육만
을 강조하는 것은 역량교육이 그저 슬로건으로 그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
서 역량교육을 실질적으로 지향한다고 한다면, 역량교육이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는 여
건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
저, 국가 교육과정 문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 교육과정에 핵심역량이 추가되기는 하
였으나, 문서화된 국가 교육과정이 역량교육의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다. 교육목표의 체계(추구하는 인간상, 핵심역량, 교육의 목표 등)가 혼란스러워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핵심역량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핵심역
량과 교과역량(교과 내용)과의 연결도 불분명하며, 역량교육의 실행방법에 대한 지침이
나 기준(역량의 세부요소, 평가기준 및 지침)도 부족하다. 따라서 해외사례 분석에서 드
러난 것처럼 교사들이 역량의 의미를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량 개념을 구체
화하고, 일반 역량과 교과의 연계성을 보다 명료하게 제시하며, 교과 내용을 재구조화하
여 핵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습량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심층적인 이해를 장
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 설계 원리
에 비추어 현재 국내 교육과정의 어떤 점이 미흡한지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향후 교육과
정 개정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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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사들이 역량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쓸 필요가 있다. 국내 역량
교육 실행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 교사 과부하는 역량교육 실행에서의 주요한 도전과제
로 도출되었다. 교사들이 역량교육 실행에 요구되는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참여형 수업,
과정중심 평가 등을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행정업무(및 생활
지도) 부담을 경감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근무시간 내 수업 준비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업무와 수업시수를 일부 줄인다든지,
학급당 학생 수를 축소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수업과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간 혁신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셋째, 역량을 도입한 교육과정 변화가 수업 방법과 평가방법의 변화로 연결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평가제도와 대입제도가 역량교육과 상응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의 상황에서는 학교 수준에서의 미시적 측면에서
교육과정 재구성 – 학생참여형 수업 – 과정중심 평가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
가 수준의 교육 정책적 측면에서는 정책적 정합성이 부족하다. 변별을 목적으로 하는 상
대평가 위주의 평가제도와 교과 내용 지식습득을 중시하는 대입제도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평가제도, 교과 내용 지식과 함께 역량(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을 고려
할 수 있는 입시제도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런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한 후에는,
해외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의도된 교육과정의 실행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
해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 실행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지식위주의 학습에 대한 강조는 입시에서 교고 내용 지식의 강조
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의 학력, 학습, 공부에 대한 관점과도 깊
이 관련되어 있다. 미래사회에서 학력이 단순히 지식을 오래 기억하고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일 수 있는지, 공부가 반복적 암기와 시험성적을 위한 활동만인지에 대해 심층적으
로 재검토하고, 어떻게 새롭게 재정립하여 우리 아이들의 학교와 가정에서의 일상과 문
화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나윤경 외, 2018). 즉, 나윤경 외(2018:
36)에서 주장하듯, “교육청,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학생들의 삶의 맥락과 동떨어진 국영수

등의 이른바 주요 교과목에 대한 반복적 암기나 시험 준비만이 ‘공부’라고 생각하는 방식
에서 벗어나, 삶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마을에서의 협력과 상생을 배우고 실천하
는 것을 포함하는 활동을 공부라고 인식하는, 공부에 대한 전환적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공론장을 꾸준히 기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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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량교육에서 학습과정 탐색 및 자료 공유 활성화
다. 역량교육에서 학습과정 탐색 및 자료 공유 활성화
역량교육의 학습과 평가 방법에 대한 탐색 및 학습과 평가를 위한 자료 공유 활성화
내용

주요 주체

∙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탐색을 위한 연구 수행: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및 각 영역의 세부 요소)를 균형 있게 함양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에 대한 탐색, 학생중심과 엄격성이 공존하는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탐색

교육부, 교육연구기관,
교육이해관계자

∙ 교수학습 및 평가를 위한 자료 공유 시스템 마련: 교과 내용의 재구조화 및 제시,
수업샘플, 과제 샘플, 역량 발달의 스펙트럼 제시, 자료 공유 플랫폼 구축

교육부, 시·도교육청

역량교육이 현장의 공감과 이해를 얻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역량교육을 실행하는
방법, 즉 수업과 평가가 어떻게 설계되고 실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이 확실하지 않
다는 점과 연결된다. 흔히 역량교육의 실행에서 학생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가 바
람직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전의 활동중심 수업과 역량을 함양한다고 할 때 학
생참여형 수업이 어떻게 같거나 다른지가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OECD 교육 2030에서 역량의 개념을 재구조화하고 역량의 세부 구성
요소와 교육과정 설계 원리를 제시한 점은 역량교육 실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체적
으로, OECD 교육 2030에서는 역량을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식, 기능, 태도
와 가치를 동원하는 능력” 으로 정의하고(OECD, 2018, 이상은 외, 2018: 85에서 재인
용),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의 세부요소를 제시하였다. 지식은 학문적 지식, 간학문적
지식, 인식론적 지식, 절차적 지식이 포함되고, 기능은 인지적·메타인지적 기능, 사회적·
정서적 기능, 실용적·신체적 기능을 포함하며, 태도와 가치는 개인적, 사회적, 사회관습
적, 인류적 가치로 구분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설계에서 ‘개념, 내용, 주제 설계 원리’(내
용 선정 및 조직 원리)로 학생 중심, 업격성, 초점, 연계성, 정합성, 전이가능성, 선택을
제시하고, ‘과정 설계 원리’(학습 과정의 설계 원리)에서는 교사주체성, 실제성, 상호연관
성, 유연성, 참여를 제시하였다.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사례 조사 결과, 교육과정 설계 및 실행에서 학생중심, 선
택, 참여, 실제성, 상호연관성, 협력 원리가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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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학생의 관심사와 사전 지식(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 그리고 학생의 선택이 고려
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행평가 비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수업과 평가의 정합
성을 높이고 있었다. 과정 설계 및 실행 과정에서는 학생 참여, 실제 삶과의 연결, 교과
간의 연계 및 주제 간 연결이 고려되고 있었으며, 협력을 장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행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 학생 과제 부담, 과제의 적합성,
결과물 평가로 그치는 문제 등)가 발견되었으며, 지식과 엄격성과 학생중심 원리가 공존
하는 형태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례조
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 수업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 수업과 입시의 연결
부재로 인한 불안, (교과 내용) 지식교육에 부족에 대한 우려가 언급되었다.
따라서 역량교육 실행에서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 등 역량의 구성 요소를 균형적으
로 조화시키는 방법과 학생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평가 방법에 대한 탐색과 안내가
필요하다. 역량교육과 지식교육 (또는 입시교육)이 분리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일반적
인 학교와 입시에서 지나치게 지식교육에 매몰되어 있다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역량교육을 실행할 때 기능이나 태도 및 가치에 비해 교과 내용 지식에 대한 학습이 부족
한 것일 수 있다. 역량교육의 실행에서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를 모두 조화롭게 포함하
고 학생중심과 엄격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양질의 역량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동시에 역량교육의 학습 및 평가에 대한 자료 공유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해외사례
분석 결과, 역량교육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에서는 교과별 핵심적인 내용을 다양한 방식
으로 제시함으로써 교사들의 내용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 관련 평가 방법
예시, 성취기준에 따른 수업 샘플, 학생들의 과제 샘플, 그리고 역량에 대한 학생들의 발
달 스펙트럼(수준)을 제시함으로써 교사가 수업 및 평가 설계 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업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자료를 개발 및 확산
하고, 현장 교사들이 개발한 자료들이 공유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역량교육의 학
습 및 평가에 대한 자료 공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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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을 위한 맥락 탐색 및 여건 조성
라.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을 위한 맥락 탐색 및 여건 조성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을 위한 맥락 탐색 및 여건 조성
내용

주요 주체

∙ 교사 전문성 함양 지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회 변화 및 새로운
교육 비전에 대한 연수

교육부, 시·도교육청

∙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을 위한 학교 내 구조적·문화적 여건 조성: 교사 전문성 존
중, 의사결정 참여 구조 조성, 모일 수 있는 시간(기회) 확보, 신뢰하고 소통하는
학교 문화 조성

시·도교육청, 학교

∙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 맥락과 유형에 대한 추후 연구 추진

교육부, 교육연구기관,
교육이해관계자

교사 행위주체성은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교사
는 학생들의 학교 내·외의 학습 경험을 지원하는 주체로서, 학생 행위주체성을 발현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수학
습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과 공동 행위자(co-creator)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며, 교사에게
는 “전문성 발달을 위해 목적 지향적이고 건설적으로 행위하는 능력과 학생과 동료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교사 행위주체성)이 요구된다(OECD, 2019h: 6-7).
이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해외 역량교육 실행 사례에서도 공통적으로 교사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다. 호주와 캐나다 BC주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었으며, 홍콩
에서는 학교단위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교사들이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국내 사례 조사에서도 교사들은 개별 학교의 상황과 맥락
에 맞게 역량(교육)을 재해석하고, 학생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수학습과
평가 방법을 구안하고 실행하는 주체로 나타났다. 즉, 교사는 역량 중심으로 개정된 국가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하여 개별 수업에서 실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국가 교육과정의 수용과 재해석, 상부 행정기관의 요
구 등 상부로부터 시작되어 학교로 확대되는 top-down 방식의 성격이 강하고, 교사는
학교 내외로부터 시작되는 변화 요구를 받아들이고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다. 그 결과, 교사가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시작하지 않는 이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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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중심 교육은 형식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또한 외부로부터 시작된 변화
는 책임의 윤리(the ethics of responsibility)를 강조하게 되어(Fullan & Hargreaves,
1996), 변화의 결과를 확인하고 그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교사에게 성과와 책임에 대

한 압력을 준다. 이 과정에서 주체적인 역할에 대한 보상보다는 성과를 중요시함으로써
자신의 교육적인 소신을 보이거나 개방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는 등 행위주체성을 발현
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류방란, 이혜영, 2002).
사례조사에 참여한 학교의 경우, 교사들의 행위주체성이 발현되는 맥락으로 교사들이
같이 의미 있는 지적활동과 성찰을 할 수 있는 장치(활동, 시간) 마련, 교사 전문성 존중
및 의사 결정자로 참여, 신뢰하고 연대하는 소통과 협의 문화(협의할 수 있는 동료), 그리
고 교사 개인의 새로운 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로 분석되었다. 즉, 사례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상부에서 주어진 변화 요구’를 단순히 주어진 요구로 인식하기보다는 교육이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인식하고 그 방향성에 대한 개인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교육적 신념을 가진 동료와의 협력과 계속적인 논의를 통한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을 설계하고 같이 의사 결정함으로써, 수업이나 교육활동의 결과를 개
인의 책임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모두의 책임 또는 모두의 성과로 인식하는 문화를 형성하
고 있었다. 그 바탕에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고, 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수업이나
교육에 대해 논의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었다.
따라서 개별 교사가 역량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
록, 첫째, 교사 전문성 함양 지원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역량교육을 실행할 수 있기 위해
서는 역량교육의 실행방법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역량교육 또는 교육 변화의 필요성
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들이 사회변화 경향이나 학생들의
변화를 이해하고, 입시중심 및 지식 전수식 교육의 한계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교육 변화
의 필요성과 변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교사들이 행위주체성을 발현하
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동시에, 새로운 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갖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는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전문성 함양 기회
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 행위주체성이 발현될 수 있는 학교 내 구조적·문화적 여건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교사를 학교 운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자로 참여시
킴으로써 책임과 성과가 모두의 것이라는 학교 풍토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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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수업이나 교육에 대해 논의하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
를 확보하고, 교사들 간의 비공식적 모임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
라, 교사들이 동료 간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수업을 공개하고 허심탄회하게 어려움
을 공유하고 같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 맥락과 유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본 연구의 국내 사례조사에서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 맥락이 일부 드러나기는 하였
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교사 행위주체성에 초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 행위주체성
을 발현하게 하는 다양한 요인들과 맥락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교
사 행위주체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교사 행위주체성이 어떠한 상황과
맥락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가 드러난다면, 교사 행위주체성이 발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 학생 참여 및 자기 주도적 활동 기회 확대
마. 학생 참여 및 자기 주도적 활동 기회 확대
학생 참여 및 자기 주도적 활동 기회 확대
내용

주요 주체

∙ 학생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개선: 수업의 공동 행위자로서의 학생의
역할 재정립 및 책임에 대한 강조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 학생에게 수업을 참관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전략

학생, 교사

∙ 학생 행위주체성 발현을 위한 학교 내 구조적·문화적 여건 마련: 학생
참여 기회 제공, 학생 목소리 경청 및 의견 존중 문화 형성, 성공경험
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학교, 교사, 학생

∙ 학생 행위주체성, 학생 참여 유형 및 방법에 대한 연구 추진

교육부, 교육연구기관,
교육이해관계자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에 있어 가장 핵심은 ‘학생’이다. 하지만 ‘학생’을 중심에
둔다는 것이 단순히 학생들의 선택, (책임이 따르지 않은) 자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
중을 담보하지 않는 배타적) 학생중심을 강조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 ‘학생 행위주체성’은 자율, 선택과 함께 목적의식(목적지향적),
투자(노력), 책임을 핵심 요소로 한다. 즉, 목적의식과 노력,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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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율과 자기 주도적 활동은 ‘학생 행위주체성(student agency)’이라 말하기 어렵다.
즉, “학생 참여 및 자기 주도적 활동 기회 확대”는 ‘학생 행위주체성’의 개념과 요소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기본적인 구체
적인 실행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역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학생의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 개선
은 다양한 의미를 포괄한다. 우선, 학생이 단순히 교사들이 이끄는 수업이나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교사(때로는 학부모, 지역사회, 또래)와 함께 수업
을 같이 만들어가는 공동 행위자(co-creator)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교사나 학부모가 학
생들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학생 스스로 자신과 또래 친구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져야 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학생 참여 및 자기 주도적 활동에서 목적의식, 학생의 노력
과 책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내 역량교육 실행 사례 조사에
서 학부모도 강조한 바 있듯이, 학생 선택과 자율에서 책임과 노력이 수반되고 학생 중심
활동이 학력신장, 성적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
생들을 학습과 수업의 공동 행위자로 인정할 때, 수업 개선을 위해 학생들의 성찰과 변화
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수업 설계 과정에서 학생들과의 협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평생학습시대에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에 대한 책
임감을 갖는 것은 평생학습자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자질이 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학생들
이 다른 학급, 또래 학생의 수업을 참관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모둠활동, 학생 간 멘토-멘티 활동은 교과수업에서 학생 참여와 자기 주도성을 개
발하는 기회가 된다. 학생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해주는 수업, 배움 중심 수업은 학생 행위
주체성을 개발하는 과정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업,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수업행동을 반성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또래 학생의 수업 환경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국내 역량교육 사례에서 ‘수업 솔루션’을 통
해 학생들이 수업에서의 자신의 행동을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행동과 역할을 새롭게 인식
하도록 한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 학생의 학습과정으로
제안하고 있는 A(예측)-A(행동)-R(성찰) 사이클은 수업행동을 반성하는 모델로도 활용될
수 있다.
셋째, 학생 행위주체성 발현을 위한 학교 내 구조적·문화적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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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제공(교과 및 비교과
활동), 학생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는 문화 형성, 학습과 다
양한 활동에서 성공경험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또래, 선배, 교사, 학부모)이 학생
행위주체성이 발현하고 개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맥락으로 분석되었다. 즉, 학
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문화를 조
성하며, 또래와 선배, 교사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학생들이 학습과 활동에서 성공경험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또래와 선후배의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
가 있다. 선후배를 통해 학생주도형 학생참여 활동이 전수되고 있었던 E 고등학교의 사
례는 학생(선후배)을 통한 전수가 학교 변화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음으로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학생 행위주체성 또는 학생 참여의 유형 및 방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이 학생들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역할을 다소 소극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OECD 교육 2030에서는 학생을 교육의 중심에 둠으로써 교육의
과정에서도 학생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학생 행위주체성
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 그 유형과 발현 맥락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
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의 행위주체성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바.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협력 확대
바.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협력 확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및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확대
내용

주요 주체

∙ 인식 개선: 학부모의 인식 개선,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교육의 주체로 적극적으로 인정

교사, 학교,
교육관계자, 학부모,
지역사회

∙ 다양한 참여 및 협력 기회 제공: 학부모 학교 참여 통로 마련 및 강화, 지역사회
협력 기회 확대 및 협력 체제 구축

학교, 시·도교육청

∙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에 대한 탐색 연구 수행: 학부모 교육 참여, 학부
모 및 지역사회의 역할과 상호작용, 학부모 및 지역사회 주도 교육 참여에 대한 심
층적인 탐색 연구 추진

교육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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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더욱 복잡하고 불확실해짐에 따라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을
하고 있으며, 학교를 학교 밖의 다양한 기관과 연결하고 확장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
다. OECD 교육 2030에서도 학생의 행위주체성을 함양하는 것이 학생 개인 또는 교사만
의 노력이 아니라 학생(또래)-교사-학부모-지역사회의 협력적인 상호작용(협력적 행위주
체성)이 필요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내 사례조사에 참여한 학교에서도 학부모 참여,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
과 사례가 드러났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의견
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생활규율을 선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 교사와 함께 학부모가 참여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부모
동아리가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그 동아리가 학생들의 학교활동뿐만 아
니라 지역사회 봉사(또는 기부)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장
터를 마련하거나 축제를 기획하고 주관하는 학교도 있었고, 지역의 연로한 어른들의 자
서전을 써 주는 동아리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즉,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고, 자기 자녀의 이익에 초점을 둔 다분히
이기적인 목적의 참여라기보다는 입시중심의 교육 모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모든)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참여하는 학부모의 행위주체성도 발견되었다. 다만,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연계가 아직 일부 관심 있는 학부모에 의해 주도되거나 학교의 요구에 따라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역량교육에 대한 다수의 학부모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는 학생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학교 출석률을 높이며, 학교 교육에 대한 가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친구들과
보내게 되는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정서적 특징은 또래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Salmela-Aro, 2017). 학생들이 또래 학생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학부모의 관심은 내 아이 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의 안녕과 성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는 지역사회의 일부로 존재하므로, 지역사회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지역
사회 인적 물적 자원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해, 학생은 미래 역량을
학습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배우며, 지역사회 속 구성원으로 역할을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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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육(또는 학습)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주요한 주체로 인정하고, 학부모와
지여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고려와 협력 확대는 필수적이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는 학부
모와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도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학교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즉, ‘학생들의 성장’이라
는 공통된 목적을 갖고 학부모, 지역사회, 학교, 그리고 학생들과 협력하고 그 속에서 모
든 구성원이 성장해 갈 때 마을 전체가 (학생뿐만 아리나 모두를 위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를 중심에 두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탐색하였기 때문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교육 참여에 대해서는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이번 연구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학
교 친화적이지 못한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
부모 입장에서의 학부모 교육 참여에 대한 이해와 실태 파악,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역할
과 상호작용, 그리고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가 보다 주도적으로 학생 성장 또는 학교 교육
에 참여하는 움직임(예: 마을 중심의 마을교육)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보다 심층적으
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3

결어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교육 변화에 대한 요구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
니라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대부분의 국가에서 같이 일어나고 있다. 그
흐름에서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는 다양한 국가,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
리를 모으고 많은 국가에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미래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과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초기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는 참여자(국)들 간의 신뢰와 공감대
형성과 함께 잦아들고 있고, 교육 2030 프로젝트는 새로운 교육의 방향과 실행방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논의의 장이 되고 있다.
국내 사례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교육은 이미 바뀌고 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여전
히 현장 선생님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변화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일부 학교, 일부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주류의 흐름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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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가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우리 교육의 큰 물줄기가 그 방향으로 흘러
가기 때문에 약간의 의지가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는 그 큰 물줄기를 타기만
하면 되도록 우리 교육 생태계를 변화시켜 가야 한다.
그런 바람으로 앞서 논의되었던 전략을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생태학적 시스템 접근을
활용하여 재구조화하면 다음 도식과 같다.

[그림 Ⅵ-1] 미래지향적 역량교육 실행 전략

교육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인 합의와 선택이 필요하다. 사회적·국가적 차
원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포괄할 수 있는 교육(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비전
을 명료화하고, 명료화된 비전을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논의
해야 한다. 또한 정책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여건
과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
에 교사들의 헌신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와 학교의 구성원(학
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은 교육의 주체로서 각자의 행위주체성을 발현할 수 있는 기
회를 마련하고, 학생 성장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위해 같이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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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정책과 현장, 그리고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해야 한다. 의미 있는 연구를 추
진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의 실행과정을 연구함으로써 개선점
을 현장과 정책으로 다시 환류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본 연구는 OECD 교육 2030에 나타난 역량교육 실행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분석틀
로 삼아 해외 및 국내 역량교육 실행 사례를 분석하여 미래지향적 역량교육 실행 전략을
도출하였다. 특히, 5개 학교를 대상으로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함
으로써, 국내 역량교육과 관련된 이슈와 실행 모습을 보다 심층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은
의의가 크다. 또한, OECD 교육 2030에서 강조하는 학생 행위주체성과 협력적 행위주체
성 개념을 바탕으로 역량교육의 실행에서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고려
한 점은 이후 역량교육 실행에 새로운 초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
로,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 전략은 2015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와 같이
미래 역량 함양을 지향하는 교육개혁정책의 실행에 대한 정책적·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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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 stage of the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project (the
OECD Education 2030 project, henceforth) aims to explore educational systems
that help students develop competencies (knowledge, skills, attitudes and values)
required for future society. And as part of the OECD Education 2030 project, this
study identified global trends how schools are implementing competency-based
education (CBE) and analyzed CBE cases in and out of South Korea, and finally
explored the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CBE. The main research methods were
literature review, qualitative case study, participation in OECD IWG meetings,
and expert consultation meetings. To be specific, the study is comprised of three
sections: (a) analysis on the implementation features of CBE in the OECD
Education 2030 project; (b) analysis on the overseas cases of implementing CBE;
and (c) case studies on the implementation of CBE in South Korea. The findings
and results are summarized as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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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alysis on the implementation features of CBE in the OECD Education
2030 project
Since its launch in 2015, the OECD Education 2030 project developed an
evolving learning framework, OECD Learning Compass 2030, as a product to set
out an aspirational vision for the future of education. The components of the
learning compass include core foundations, knowledge, skills, attitudes and
values, transformative competencies and a cycle of anticipation, action and
reflection. The study examined published concept notes on each of those
components to address key implementation features of CBE. The findings are
categorized into three areas: (1) concepts of competencies and need for CBE, (2)
curriculum design and learning principles, and (3) role of stakeholders and their
interactions. The learning framework gives insights how CBE can be better
implemented, and its features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 as following.
First, the learning framework addresses how CBE enables students to find their
way towards individual and societal (or collective) well-being, rather towards
social or economic success of an individual. This means that CBE does not simply
focus on acquiring skills for getting a good job and a high income but
emphasizes the growth of students as individuals who can live a happy life and
contribute to building a more just and sustainable society. Likewise, the
framework highlights the need for fostering competencies in “shaping” students’
lives and the future of society and suggests three elements of transformative
competencies (creating new value, reconciling tensions and dilemmas, and taking
responsibility). Also, the framework sets out its core value in “student-agency”
which implies a sense of responsibility to actively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process

for

their

well-being.

This

indicates

that

learning

process

and

environment need to support students to exercise their agency so that they can
“learn how to learn”.
Second, the learning framework tries to clarify the concept of competencie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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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as the implementation methods of CBE by structuring sub-domains of
competencies. In the project, it defines the concept of competencies as “the
mobilization of knowledge, skills, attitudes and values to meet complex demands
(OECD, 2018: 5; Lee et al., 2018)”. To elaborate more, the project recognizes four
different types of knowledge (disciplinary, interdisciplinary, epistemic and
procedural), distinguishes between three different types of skills (cognitive and
meta-cognitive skills; social and emotional skills; and physical and practical
skills), and classifies values into four categories (personal, social, societal, and
human values). Although there are critics on the ambiguous definition of those
constructs (Park, 2015), the learning framework is a meaningful product because
it offers an idea of mobilizing these competencies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and values) interdependently in the implementation of CBE. Moreover,
the learning framework addresses challenges with curriculum redesign process
(curriculum overload, time lags, quality of content, balance between quality and
equity in curriculum, and planning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reforms) and
suggests “design principles” such as concept/content/topic design (student
agency, rigour, focus, coherence, alignment, transferability, and choice), and
process design (teacher agency, authenticity, inter-relation, flexibility, and
engagement). These explanations aid different countries to implement CBE in the
context of their countries.
Third, the learning framework also focuses attention on the role of various
education stakeholders (students, teachers, peers, families, and communities) and
their interactions. The project is aware of the shift in education paradigm from
teacher-centric learning to learner-centred approach. The importance of those
stakeholders in the implementation of CBE can be explained by an underlying
concept of the framework, “co-agency”. Co-agency is the interactive, mutually
supportive relationships that help student agency to progress towards their valued
goals along with other agencies. Understanding the lack of interest in the role of
students, peers, parents, and communities in Korean education system,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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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of the learning framework leaves a message that we need to enable all
stakeholders (not only teachers) to cooperate and interact one another and
exercise their agency in the implementation of CBE.

B. Analysis on the overseas cases of implementing CBE
The study analyzed cases of the countries that have reformed its curriculum to
adopt and implement CBE. Those countries (States) include Australia, Canada
(British Columbia), Hong Kong and Singapore. The features of CBE in each
country are analyzed in relation to the key features of the learning framework
of the OECD Education 2030 project. The findings have several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implementing CBE in South Korea.
In relation to ‘concepts of competencies and need for CBE’, CBE in those
countries revealed that student-agency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education
to help students to have responsibilitie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learning and
their lives. At the same time, learning how to learn and values are emphasized
in their education systems. Moreover, various online media channel and visual
resources are highly used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eachers and parents on
the concept of competencies and CBE approach. Furthermore, teachers are
actively engaged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nd designing the curriculum to
create a strong shared vision and responsibilities which in turn increase interests
of teachers in CBE approach and keep education policies sustainable in
long-term. These features are different from the case of Korea. Korean teachers’
low interest in CBE can be attributed to the ambiguity of its concept, unfamiliar
implementation methods, lack of engagement of teachers in curriculum design,
and rapid changes in education policies. Therefore, those features found in other
countries can be considered to increase teachers’ interest in competencies.
In relation to ‘curriculum and learning design principles’, the countries had
many similarities. First, syllabus indicates overall structure of the key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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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escribes relations between general competencies and the subject. Also, a
variety of educational resources about instruction and assessment are provided to
assist students and teachers. As a result, students can deepen their understanding
on the course content and its goal while teachers are clear with what they need
to teach. Second, development stages of competencies are illustrated. For example,
Australian curriculum identifies seven general capabilities and a learning
continuum. This learning continuum further addresses stages of development into
6 levels to present a sequence of learning. The learning continuum aids students
and teachers to personalize learning by providing appropriate task samples to
each level and cases in designing instructions and assessment. Therefore, Korea
also needs to review national curriculum to have an alignment in its course
content and assessment. Development of learning spectrum needs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assess students’ competencies more effectively. However, it is
noteworthy that assessment method in CBE is not agreed to one method at the
international level, so the Korean society needs to have a vibrant discussion and
come up with consensus on how to integrate assessment in CBE approach.
In relation to ‘role of stakeholders and their interactions’, the countries tend
to emphasize not only the role and professionalism of an individual teacher, but
also their interactions with stakeholders within and out of school boundary such
as colleague teachers, researchers, policy makers, parents, and communities.
Thus, in order to better implement CBE in schools of South Korea, its education
system needs to aid development of teachers’ competencies and support for
building solidarity and collaboration among those stakeholders. Moreover,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re confronted with challenges such as work
overload by teachers. The study findings suggest examining strategies to remove
teachers’ burden in the implementation of CBE (e.g. benchmarking Singapore’s
strategy to secure time for planning and preparing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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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ase studies on the implementation of CBE in South Korea
In this section, a qualitative case study approach was used to explore features
of CBE in five schools (three middle schools and two high schools) in South
Korea. Then, implications are derived from the findings to better implement CBE
in the context of South Korea.
First, most schools support the wider goals of education and provide points of
orientation towards pursuing life and being. This means that CBE avoids
result-oriented or behaviorism approaches in learning but focuses on process-oriented
and humanistic approaches which help every learner develop as a whole person
and consider thinking process and human values in their learning (Choi, 2018;
Hong, 2017; So, 2009).
Second,

the

schools

had

a

culture

of

inclusivity,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 All school staffs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of school vision and
ways to implement CBE. As a result, they come to have a shared vision on CBE.
Also, students and parents are not only informed but have an active voice in their
school community.
Third, the philosophy of education is regularly revisited and reflected upon
throughout the curriculum to ensure the school and its members are genuinely
living the school vision. To be specific, the school vision is integrated in the
curriculum and classes with various implementation strategies along with the
culture of inclusivity,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 Thus, this contributes to
building competencies of the members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Fourth, the schools emphasized on student agency, choice, participation,
inter-relations, and cooperation in designing and implementing CBE. In the
process

of

content

design,

students’

interests,

their

prior

competencies

(knowledge, skills, attitudes and values), and their preferences are carefully
revisited. Also, most schools carried out more of formative assessment (projects
and tasks, etc.) to increase alignment between teaching and assessment.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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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of curriculum design and implementation, the ideas of student participation,
authenticity, inter-relations between topics within and across disciplines and
collaboration are carefully revisited. However, several challenges in implementing
formative assessment were revealed such as subjectivity in evaluation, work
overload by students, inappropriate assessment tasks, and evaluation on outputs
(not process). Moreover, there were difficulties of balancing between rigour and
student-centered approach in curriculum design and its implementation.
Fifth, the schools have high interests in the concept of agencies (student
agency, teacher agency, and co-agency) and support school members (students,
peers, teachers, parents, and communities) to exercise their agency in
cooperation. The findings show that students can exercise their agency through
various opportunities and support to participate in school community. Teachers
can exercise their agency when they are empowered to use their professional
knowledge,

skills

and

expertise

in

decision-making

and

provided

with

opportunities to study and communicate with other teachers.
Implications for implementing CBE in the context of South Korea are derived
from the findings. First, schools need to clearly set out a philosophy of education
and school vision by active participation of school members. And the school
vision should be sustainable throughout the school management and curriculum.
As discussed earlier, this will further develop a shared vision and responsibilities
of the members.
Second, a broader set of knowledge, skills, attitudes and values need to be
included in school curriculum with equal importance of each component. In
most schools, it is understood that CBE cannot be well-aligned with knowledgebased curriculum or entrance examination in South Korea. Other general schools
which is yet to integrate CBE approach into practice more focus on fostering
knowledge of students so that they can get better scores in the entrance
examination for universities. This makes schools implementing CBE to find
themselves that their competency-based curriculum and teaching ar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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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ed on skills, attitudes and values (or absence of knowled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lore various ways to cover a broader set of knowledge, skills,
attitudes and values in a harmonized manner for a quity of CBE. At the same
time, the Korean society will need to revisit the concept of academic
achievement and assessment methods.
Third,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factors that prevent teachers to exercise their
agency. These factors include teachers’ work overload such as designing and
performing formative assessment and student guidance. In most schools, teachers
increased the rate of formative assessment in order to align the curriculum with
teaching and assessment practices. However, number of students who a teacher
should care in a class is still high and it becomes difficult to carry out ongoing
assessment during the learning process. Moreover, teachers are now supposed to
support and provide students with opportunities for various activities beyond the
subject learning. This results in overburdening teachers with additional
instructional time. Thus, to better implement CBE in schools, the student-teacher
ratio needs to be lower and teachers’ workload needs to be lightened.
Fourth, it is also important to strengthen types of support for teachers to
develop their competencies and professionalism. The importance of teacher
professionalism is greatly discussed especially when a new teacher joins the
school without having a prior knowledge on how to integrate CBE approach in
his/her teaching and assessment practices. This lack of understanding on CBE
can increase argument among teachers and become barriers for expanding the
creative school culture. Also, there should be support for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eachers especially about assessment methods.
Fif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will of school leaders and develop their
competencies to adopt CBE. The case studies revealed that school principals
played a vital role in the early stage of school innovation. This means that a
success or failure of implementing CBE is highly related with principal’s
leadership in setting the future-oriented school vision and educational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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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but not the least, support system is required to secure learning spaces. The
learning spaces in school should be flexible enough to carry out teaching and
learning practices. So, innovation in learning spaces that allow students to
enhance their competencies is essential.

D. Strategies to better implement future-oriented competency-based curriculum
Based on the above findings of the research, six strategies are derived for
implementing future-oriented, competency-based curriculum as follows:

1.
2.
3.
4.
5.
6.

Clearly set out a vision for the future-oriented competency-based curriculum
Establish instructional system that corresponds to the vision and education goal
Explore learning processes and increase accesses to educational resources
Explore and support for factors of developing teacher agency
Provide students with greater opportunities for engagement and self-directed activities
Encourage greater collaboration among parents and communities

The first strategy is related to the concept of competencies and the need for
competency-based curriculum; the second and third strategies are related to
curriculum/learning design and implementation; and the fourth, fifth and sixth
strategies are related to roles of education stake-holders and their interactions.
Considering the issues of CBE implementation in Korea, the strategies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sharing vision on competency-based curriculum (strategy 1),
clarifying ways of implementing CBE (strategies 3, 4, 5, 6), and creating support
system for the implementation of CBE (strategies 2). Especially, the fourth, fifth
and sixth strategies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roles of various
stake-holders and establishing support systems in school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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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질적 사례 조사 설계를 위한 분석틀 초안
구분
이슈사항

영역

-

OECD 학습틀 요소

-

공감대
형성

역량교육
실행
방법의
명료화

분석 내용(안)

E2030에서 지향하는 방향

∙ 역량의 개념과 역량교육(필요성, 접근법)이 어떻게 이해
되고 있는가?
∙ 역량 및 역량교육에 대해 교원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 교원 외의 교육 공동체의 일원(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은
역량과 역량교육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

∙
∙
∙
∙
∙
∙

개인과 사회의 웰빙(not 경제성장을 위한 교육)
공공성, 학생 행위주체성, 책임감 있고 참여하는 시민 양성
전인교육
평생학습자
성과/결과 보다 과정 중시
(교사, 학부모, 행정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

교육의
지향점
(비전,
목적)

∙ 교육의 지향점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 학습이 어떻게 이뤄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 학습/배움/공부/학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학생상

∙ 학생은 어떤 역할/경험을 하고 있는가?
∙ 성장 중심(not 결핍)
∙ 학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 행위 주체성, 평생학습자
∙ 학생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 책임감 있고 참여하는 시민
있는가?

교육의 지향점
학생 행위주체성
교사 행위주체성
교사상

학교문화/
학교상

∙ 교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 조력자로서의 교사
∙ 교사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학생들과 함께 배울 수 있는 역량, 학생들이 전인적 인
∙ 교사의 경험/의사결정/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간, 행위주체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설계·조
무엇인가?
력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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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학교 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 학교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떤 과정으로 결정되는가?
의사결정과정에 누가 참여하는가? 학생은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가?
∙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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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슈사항

영역

학습내용
및 방법

OECD 학습틀 요소

-

여건마련
및
지원체계
구축

공동 행위주체성

(학교 내)
(공동 행위주체성)
(학교 외)

E2030에서 지향하는 방향

∙ 지식, 기능, 태도 & 가치
∙ (지식) 특정 학문의 세부 지식보다 학문 내 및 여러 학
문을 아우르는 핵심개념, 패턴 이해 &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와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
∙ (교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변혁적 역량
∙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적응력, 창의성, 호기심, 열린 마음),
기초 기능/리터러시 ∙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시스템 사고, 디자인 사고, 협동,
∙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역량의 범주
주체적 사고), 책임감 갖기
∙ 학습방법의 학습(A-A-R)
∙ 기초다지기: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학생 행위주체성
역량개발 싸이클

학교
밖과의
관계

분석 내용(안)

∙ 학생들은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
∙ 교사들은 수업(학습 활동)을 어떻게 설계, 실행하고
있는가?
∙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 학습의 과정과 결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 평가의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 실생활과 연계된 학습
∙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not 많은 내용 배우기)
∙ 행위주체성, 협동을 발휘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학습 프
로젝트를 설계 및 경험할 수 있도록 학습의 장 마련
-

∙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 학부모, 지역사회, 교사(학교)는 학생의 교육을 위해
∙ co-agency 필요
∙ 학생 행위주체성 함양 그리고 나아가 개인과 사회의 웰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
∙ 교사(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의 역할(또는 상호작용)은
빙을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협력 필요
어떠해야 한다고 인식하는가?
∙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는 (어떻게) 장려되고 지원되는가?

-

∙ 역량교육 실행을 위해 필요한 여건 및 지원체계는 무엇
인가?

-

부 록

[부록 2]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사례 연구: 면담 질문지(교사)
유효기간: 2019. 06. 18. ~ 2019. 12. 31.

IRB No. 2019-13-04T-N
구분
소개

1.1. 교육의
지향점

1. 공감대
형성

질문 내용(안)


본인 및 학교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특징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1. OO 학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의 목적 또는 방향성은 무엇
인가요? 교육의 방향성이 설정된 배경과 과정이 있다면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1.2.1. OO 학교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1.2.
교육공동체
인식 및 공감대

1.2.2. OO 학교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교사들의
공감대는 어떻게 형성하셨나요?
1.2.3. (OECD 교육 2030에서는 Co-agency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
사 외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런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2.1.1. (교육의 실행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OO 학교에서 목표로 하
는 교육의 방향성은 학교 및 교사수준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나요?
(교육과정 편성·운영[과목 개설, 시간표 작성], 학생 역할, 교사 역할, 학습
내용, 수업 방법, 평가 방법, 학교 문화/학교상)
2.1.2. OO 학교에서 목표로 하는 교육의 방향성을 실현하기 위한 학
교차원의 활동이나 수업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어요?(학습내용, 학습
방법)

2. 역량교육
실행 방법의
명료화

2.1. 역량교육
실행 방법

2.1.3. OECD 교육 2030에서는 학생 행위주체성(자기주도성, 개인
및 사회적 책임감, 성찰,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 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생 참여/자치 활동이나 다른 학생과의 협력 활동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2.1.4. (수업 설계 과정)말씀하신 활동이나 수업을 어떤 식으로 기획
하고 준비하시나요?
2.1.5. OO 학교에서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가능하면] 사
례, 평가의 활용)
2.1.6. (평가 설계 방법)말씀하신 평가방법은 어떻게 설계하고 준비하
시나요?
2.1.7. OO 학교에서 학교 문화 또는 학교 조직과 관련하여 강조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학교 관리자의 역할, 의사결정과정, 학생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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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문 내용(안)

2.2. 학교
밖과의 관계

3. 여건마련
및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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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학교
내·외

2.2.1. OO 학교에서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활발한 편인
가요? 학부모 참여나 지역사회 연계 활동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
겠어요?(사례, 어려움, 지원 방법)
3.1.1. OO 학교에서 목표로 하는 교육을 실행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학교 내·외적 환경이나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3.1.2. OO 학교에서 목표로 하는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학교 내·외
적으로 필요한 여건과 지원체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부 록

[부록 3]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사례 연구: 면담 질문지(학부모)
유효기간: 2019. 06. 18. ~ 2019. 12. 31.

IRB No. 2019-13-04T-N
구분

질문 내용(안)


소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면담은 OO학교에 재학하
는 자녀의 학부모로 참석하신 것이니, 자녀의 학년과 자녀가 이
학교에 진학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1.1.1. 자녀가 이 학교에 다닌 후로 혹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일
까요? 이전 학교(또는 다른 학교)와 좀 다른 것 같다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1.2. 말씀하신 달라진 점은 학교의 어떤 면 때문이라고 생각하세
요? (개설 과목, 수업 및 평가 방법, 학교 수준의 활동, 학교 운영
방법, 학생의 역할 등)

1. 역량교육
실행 방법의
명료화

1.1. 역량교육
실행 방법

1.1.3.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는 학생들의 주체성(자기주도
성, 개인 및 사회적 책임감, 성찰,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의 주체성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는 학교(수업)의 활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1.4. 그 외에 혹시 OO 학교에서 자녀가 겪은 활동/수업/경험 중
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1.1.5. 학교에서 진행되는 일 중에서 좀 우려된다는 점이 혹시 있으
세요?

1.2. 학교
밖과의 관계

2.1. 교육의
지향점
2. 공감대
형성

2.1.1. 학교 교육이 우리 아이에게 해줬으면 하는 역할(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배웠으면 하는 지식/자질/기능/태도·가치)이 있다면 무엇
일까요?
2.1.2. 어머님께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학교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어떤 모습인가요?

2.2.
교육공동체
인식 및 공감대
3. 여건마련
및 지원체계
구축

1.2.1. OO 학교 운영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학부모 참여나 지역사회 연계 활동 사례가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겠어요?(사례, 어려움, 지원 방법)

3.1. 학교
내·외

2.2.1. 어머님께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학교의 모습을 고려할 때,
OO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 교육(목적 및 실행모습)은 적합하
다고 생각하시나요?
3.1.1. 어머님께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학교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어
렵게 하는 학교 내·외적 환경이나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3.1.2. 어머님께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학교가 되기 위해서 학교 내·
외적으로 필요한 여건과 지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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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사례 연구: 면담 질문지(학생)
유효기간: 2019. 06. 18. ~ 2019. 12. 31.

IRB No. 2019-13-04T-N

구분

질문 내용(안)


소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 주세요. 자신의 학년과 본인이 이 학교에 진
학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같이 설명해 주세요.

1.1.1. 먼저, OO 학교에 다니는 것 어떤가요?
10점이 최대점이라고 하면 OO 학교는 몇 점 정도를 주고 싶어요?
그 점수를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1.2. OO 학교에서 학생이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수업
이나 활동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겠어요? 그 수업이나 활동이 인상
적이었던 이유와 같이 말해주세요.

1. 역량교육
실행 방법의
명료화

1.1. 역량교육
실행 방법

1.1.3. OO 학교에서 생활이나 과목 선택과 수업(과목 개설 요구, 학습
내용, 수업 및 평가 방법 등)과 같이 학습과 관련된 부분에서 학생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1.1.4. OO 학교에서 실시한 수업이나 활동 중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하면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한 경험이나 ‘다른 친구
와 같이 뭔가를 하는 것이 즐겁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한 경험이 있다
면 말해 줄래요?
1.1.5. OO 학교에서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뤄져요?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1.2. 학교
밖과의 관계

1.2.1. OO 학교에서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와 함께한 활동이나 수업,
경험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소개해 주겠어요? 그 경험이
인상적이었던 이유도 같이 말해주세요.
2.1.1. 학생이 생각하기에, 학교는 학생들에게 어떤 곳이어야 한다고

2.1. 교육의
지향점
2.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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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본인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학교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어떤
모습인가요?

2.2. 교육
공동체 인식
및 공감대
3. 여건마련
및 지원체계
구축

생각해요?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주면 또는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3.1. 학교
내·외

2.2.1. 본인의 바람에 비추어, OO 학교는 어떤 것 같아요?

3.1.1. 학생이 원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 (학교 내·외적으로) ‘이런
점이 바뀌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부록 5]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사례 연구: 참여 관찰지
유효기간: 2019. 06. 18. ~ 2019. 12. 31.

IRB No. 2019-13-04T-N
구분
1. 공감대
형성

분석 내용
1.1.
교육의
지향점
2.1.
학생상
2.2.
교사상

2.
역량교육
실행
방법의
명료화

2.3.
학교문화/
학교상

2.4.
학습내용
및 방법

2.5. 학교
밖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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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건
마련 및
지원 체계
구축

3.1. 학교
내
3.2. 학교
외

∙ 교육의 지향점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 학습이 어떻게 이뤄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는) 학습/배움/공부/학교를 어떻게 이
해하고 있는가?
∙ 학생은 어떤 역할/경험을 하고 있는가?
∙ 학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 학생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 교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 교사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교사의 경험/의사결정/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 학교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학교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떤 과정으로 결정되는가? 의사결정과정에
누가 참여하는가? 학생은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가?
∙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교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 학생들은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
∙ 교사들은 수업(학습 활동)을 어떻게 설계, 실행하고 있는가?
∙ (학생과 교사는)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 학부모, 지역사회, 교사(학교)는 학생의 성장을 위해 어떻게 상호작
용하고 있는가?
∙ 교사(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의 역할(또는 학생 성장을 위한 상호
작용)은 어떠해야 한다고 인식하는가?
∙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는 (어떻게) 장려되고 지원되는가?
∙ 역량교육의 실행을 위해 요구되는 지원은 무엇인가(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관찰 내용
학교 수준의 활동
∙ 활동의 목적
∙ 활동의 목적이 결정되고 안내되는 과정
또는 방법
∙ 활동 현장의 분위기
∙ 활동에서 구성원이 하는 일(말, 행동)
∙ 학생 역할이나 학생에 대한 이해가
드러나는 행동, 말, 에피소드
∙ 교사/학교 관리자의 역할이나 교사/
학교 관리자에 대한 이해가 드러나는
행동, 말, 에피소드
∙ 구성원 간의 관계가 드러나는 에피소드·
말·행동

수업
∙ 수업의 목적
∙ 수업의 목적이 결정되고 안내되는
과정 또는 방법
∙ 수업의 분위기(학생과 교사의 태도)
∙ 수업에서 학생이 하는 일(말, 행동)
∙ 학생 역할이나 학생에 대한 이해가
드러나는 행동, 말, 에피소드
∙ 수업에서 교사가 하는 일(말, 행동)
∙ 교사 역할이나 교사에 대한 이해가
드러나는 행동, 말, 에피소드
∙ 학습/평가 내용 및 방법을 결정하
는데 학생의 참여(방법 및 정도)
∙ 구성원 간의 관계가 드러나는 에
피소드·말·행동

∙ 활동 내용과 진행 과정
∙ 활동에서 강조되는 지식/기능/태도·
가치

∙ 수업의 내용과 진행 과정
∙ (비형식적 면담) 수업 및 평가의
설계 방법 및 과정
∙ 수업에서 강조되는 지식/기능/태도·
가치

∙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역할 및 이들
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말, 행동, 에
피소드

∙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역할 및 이
들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말, 행동,
에피소드

∙ 활동이 이뤄지는 장소의 환경 및 시설
∙ 구성원의 역량 강화 지원이 드러나는 말,
행동, 에피소드

∙ 교실 환경 및 시설
∙ 수업에서 활용되는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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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사례 조사 참여자 명단
학교급

학교

면담자

교원

A중

학생

학부모

교원

중학교

B중

학생

학부모

교원

C중

학생

학부모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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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고

교원

배경정보

교사 1

15년(3년), 1학년부장(자유학년제), 영어

교사 2

3년(3년), 2학년부장, 역사

교사 3

11년(4년), 교무부장, 과학

교사 4

16년(10년41)), 연구(혁신)부장, 수학

학생 1

1학년

학생 2

3학년

학생 3

2학년

학생 4

2학년

학부모 1

2학년, 1학년, 졸업생(고 1) 자녀, 운영위원회

학부모 2

2학년 자녀, 학부모 회장

학부모 3

1학년 자녀

학부모 4

3학년, 1학년 자녀

교사 1

19년(3년), 학생자치부장, 역사

교사 2

28년(10년), 교무부장, 수학

교사 3

3년(3년), 음악

교사 4

19년(5년), 생활인권부장, 사회, 역사

학생 1

3학년, 수석부회장

학생 2

3학년, 전교 회장

학생 3

3학년, 교내소통부장

학생 4

3학년, 복지부 부원

학부모 1

2학년 및 졸업생(2명) 자녀

학부모 2

3학년 자녀

학부모 3

2학년 및 졸업생(1명) 자녀

교사 1

15년(6년), 교육혁신부장, 수학

교사 2

13년(6년), 인권자치부장, 과학

교사 3

21년(8년), 1학년부장, 국어

교사 4

28년(7년), 2학년부장, 한문

학생 1

3학년, 전교 회장

학생 2

2학년, 학생회 임원

학생 3

2학년, 전교 부회장

학생 4

1학년

학부모 1

2학년 및 졸업생(1명) 자녀

학부모 2

2학년 및 졸업생(1명) 자녀

학부모 3

3학년 자녀

교사 1

10년 이상(3년), 전 연구부장(’17-’18), 영어

교사 2

33년(3년), 교무학사부장, 지구과학

부 록

학교급

학교

면담자

학생

학부모

교사 3

29년(1년), 교육과정혁신부장, 국어

교사 4

31년(3년), 지역사회협력부장, 국어

학생 1

2학년, 신문부 편집장

학생 2

2학년, 신문부

학생 3

3학년, 학생회장

학생 4

2학년, 학년회장

학부모 1

2학년 자녀, 학부모회 총무, 협동조합 학부모 이사

학부모 2

3학년 자녀, 학부모회 회장

학부모 3

교원

E고
학생

1학년 자녀, 학부모회 1학년 총무

교사 1

4년(4년), 영어, 첫 학교

교사 2

20년(4년), 수학, 방과 후 부장

교사 3

11년(2년), 수학, 고등학교 2년차

교사 4

2년(2년), 정보, 첫 학교

학생 1

2학년, Tworld 동아리

학생 2

2학년, 자치부회장, Tworld 동아리

학생 3

1학년, Tworld 동아리

학생 4
학부모

배경정보

1학년, Tworld 동아리

학부모 1

3학년 자녀, 학부모회 회장

학부모 2

1학년 자녀, 기숙사 학부모 대표

학부모 3

3학년, 2학년 자녀

41) 전체 근무연수 12년 중 휴직 기간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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