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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최근 지식과 정보의 양이 폭발 으로 증가하는 사회변화와 함께 고정된 

지식을 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온 학교교육에 해 보다 심각하게 문제

가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성공 인 삶을 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들을 심으로 학교교육이 재구조화되어야 한다는 교육과정에서의 역

량 심 인 근이 강조되고 있다. 역량의 기 개념은 주로 직무 수행과 

련하여 규정되어 왔지만, 삶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포 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면서 학교교육을 통해 역량을 신장할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역량 심  학교 교육은 결국 교사들의 실천에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에서 교사들의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을 이해하는 데 목

이 있다. 이를 해 역량을 학교교육과정에 반 하는 학교를 사례로 선정

하고,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네 명의 교사를 연구 참여자

로 선정하여 질  사례연구를 진행하 다. 이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역량의 의미에 하여 어떻게 이해하는가?

  둘째, 교사들의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에서 나타난 변화는 무엇인가?

  셋째, 교사들의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의 쟁 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연구 문제는 사례학교 교사들이 역량의 의미를 이해한 과정과 

재 교사들이 갖는 역량의 의미에 한 이해를 살펴보기 한 것이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교사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수업과 평가에 어떠한 변화

가 있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연구 문제는 교사들이 보여주

는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에 어떠한 쟁 이 있는지 논의해보고자 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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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네 교사들은 사례학교에 근무한 것을 계기로 역량을 하 다. 사

례학교에서는 주기 인 교사 회의와 체 교사 워크 을 열고, 경험이 있

는 교사를 모든 학년에 배정하는 등 교사들의 역량의 의미에 한 이해를 

돕기 해 노력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교육과정 실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역량의 의미에 심을 가지기 시작하 고, 자신의 교육 을 역량의 의미와 

련지으면서 역량의 의미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발견하 다.

  네 교사들은 역량의 의미를 ‘교과를 재구성하는 기반’,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교과에 배우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

견하 다. 교사들은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할 때 역량을 교과를 재구성하는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사들은 역량을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으로 이해하면서 지식을 가르치는 것과 역량을 성취하게 하는 일이 다르게 

일어나는 것으로 구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해당 

내용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역량과 련지어 설명하고, 교육과정을 이해하

는 과정에서 역량을 연결하면서, 역량의 의미를 교과를 배우는 의미를 주

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네 교사들은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면서 통합수업과 일반수

업을 구분하고 있다. 교사들은 교과를 통합하여 주제 심 교육과정으로 재

구성해 역량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운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동

학년 교사들과 극 으로 업하고 있다. 한 교사들은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운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교사

들은 역량 심 수업을 실천하면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떠한 능력을 

습득하는지에 더 많은 심을 두고 있다. 

  네 교사들은 서술형․논술형 문항으로 구성된 교과 통합형 평가로 지필

평가의 형태를 변화시켰다. 교사들은 수업 운 과 평가를 련지어야 한다

고 생각하고, 이에 평가 상황, 평가 문항 내 요소가 통합된 평가를 진행하

고 있다. 수행평가에서는 한 시 과 형태를 찾기 해 노력하면서 다

양한 평가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한 통지의 빈도를 높이면서 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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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질  기술을 함께 통지하고, 평가  통지의 방법으로 자기평가를 포함

시켰다. 

  셋째, 네 교사들은 지식을 가르치는 일과 역량을 발달시키는 일이 계

를 맺는 일이라기보다는 다른 종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수업에서 두 가지 일은 구분되기보다는 오히려 하게 련되고 

있다. 역량 심 교육과정에서 두 가지 일의 유기  련을 강조하고, 지식

을 경험 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는 을 고려할 때, 지식을 가르치는 

일과 역량을 발달시키는 일은 하나의 학습 활동에서 한 계를 맺으며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네 교사들은 역량 심 수업은 범교과 으로 교과를 운 될 필요가 있다

고 이해하고 있다. 교사들은 교과 지식에 부여한 역할을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에 역량을 연결하고 있다. 교과 지식의 치는 그 로 둔 채 

역량을 연결하는 실천은 역량 심  근의 의미에 합하지 않다는 , 

그리고 방법론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는 에서 재고될 필요

가 있다. 역량 심 수업으로의 환이 의미 있는 변화가 되기 해서는 학

생 역량의 발달이 교육과정 실천의 목 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의의는 역량 심 교육이 우리의 맥락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드러냈다는 데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역량 심 교육과정에 한 

이론 인 탐색이나 설계방안이 아닌, 교사들의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을 

살펴보았다. 한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던 교사들의 

역량의 의미에 한 이해를 드러냈으며, 그들의 이해가 실천으로 연결되는 

장면을 포착하고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  제한 과 련하여 향후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연구가 연구 상으로 하는 사례학교는 새로 

신학교로 개교하는 등학교라는 특수성을 갖는 만큼, 이 연구에서 다루

지 못한 다양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에 한 연구

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네 명의 등학교 담임교

사의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을 드러내었으므로, 이 연구의 연구 참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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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특성을 가진 교사들의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 모습에 한 탐색

이 요구된다. 한, 이 연구는 질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교사들이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면서 수업과 평가에서 어떠한 이 변화했는지 탐색

한 만큼,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측면에 해

서도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 해본다. 

주요어: 역량, 역량중심 교육과정, 역량의 의미에 대한 이해, 역량중심 교

육과정 실천,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의 쟁점, 사례연구

학  번: 2011-2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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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오늘날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반에서 격한 변화에 직면

하고 있다. 변화의 양상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식과 정

보의 양이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  지식기반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사회 변화 속에서 지식은 요한 생산 수단이 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

며 국가 발 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이근호 외, 2012).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지식을 정확히 획득하는 능력보다도 지식을 통합하고 분석하며, 공

유하고 활용하는 능력들이 강조되고 있으며, 학교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풍

부한 지식을 선별하여 응용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기회를 제

공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 히 학교교육은 고정된 지식을 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 으로 학교교육은 각각의 교과명으로 구획된 수업시간에 교과

서에 나열된 분 인 지식들을 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학교교육

에서 분과 교과의 구조는 여러 차례의 교육 개 에서의 변화 시도에도 불

구하고 변화하지 않은 부분이었다(Kliebard, 2004). 이와 같은 지식 달 

심의 학교교육은 사회에 들어서면서 보다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학문  지식의 습득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이해하는 데 문제없었던 

과거와 달리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종래의 학교교육에서 경시되어왔던, 혹은 

학교교육의 결과 자연스럽게 성취할 것으로 기 되었던 능력이 요한 것

으로 부각되고 있다(Hipkins, 2008; 이선 , 2011). 

  개별 교과의 지식과 정보를 달하는 방식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재의 

학교교육 체제가 변화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

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성공 인 삶을 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들을 심으로 학교교육이 재구조화되어야 한다는 교육과정에서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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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심 인 근이 강조되고 있다(소경희, 2007; 송경호, 박민정, 2007; 홍

원표 외, 2010; 이경호, 안선희, 2014). 역량이 교육과정의 핵심 인 으

로 제기되는 역량 심 교육과정에서는 분 으로 나열된 지식의 달과 

습득을 심으로 이루어지던 종래의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능동

으로 지식을 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강조된다.

  역량의 기개념은 주로 성공 인 직무 수행을 측하기 한 필요에서 

규명되고 주목받기 시작하 다. 그러나 OECD에서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로젝트를 통해 오늘날의 사회를 성공 으

로 살아가는 데 필수 인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을 규명하면서, 역

량의 개념은 삶을 살아가는 데 구에게나 필요한 능력으로 의미가 확장되

었다. 여기에서는 역량의 개념을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지식과 인지

․실천  기술뿐만 아니라 태도․감정․가치․동기 등과 같은 사회 ․

행동  요소를 가동시킴으로써 성공 으로 충족시키는 능력’이라고 규명하

고(Rychen, 2003, 소경희, 2007: 6 재인용), 21세기 사회에서 성공 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 인 능력이라고 본다.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역량의 개념

은 직업  소양이나 구체 인 직무 능력이라는 한정된 의미에서 벗어나 삶

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포 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

다. 역량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으로 오늘날 학교교육을 통해 

신장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여러 국가에서 교육개 의 방향을 

규정하는 개념  도구로 역량을 언 하고 있다(Jonnaert et al, 2007; 윤정

일 외, 2007).

  역량에 한 세계 인 심은 공식 인 교육과정 문서나 개 의 과정에

서 역량을 언 하는 국가 혹은 주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도 확인할 수 있다(홍원표, 이근호, 2011). 실제로 국, 독일, 만, 뉴질랜

드 등의 나라에서는 국가수 의 교육과정을 역량 기반으로 개 하 으며,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 캐나다 퀘벡 주, 호주의 빅토리아 주 등은 주 

수 의 교육과정에 역량을 반 하는 모습을 보여 다(이 우 외, 2009).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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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나라에서 역량은 통 인 지식 달 심의 교육을 개선하고 교육과정

의 개인 ․사회  합성을 제고하기 한 하나의 안으로 주목받고 있

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역량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첫째, 역량의 개념을 고찰하고 그

것이 학교교육 맥락에서 갖는 의의를 밝히는 연구(소경희, 2006, 2007, 

2009; 손민호, 2006, 2011; 송경오, 박민정, 2007; 윤정일 외, 2007; 조 연 

외, 2008; 박민정, 2009; 강 석, 유제순, 2010; 김경진, 2010; 류성창, 2012), 

둘째, 해외의 역량 심 교육과정의 설계 사례나 설계 모형을 소개하여 설

계 방안을 탐색한 연구(소경희 외 2007, 2010, 2013a; 소경희, 2012; 김문숙, 

2009; 이 우 외, 2009; 이 우, 홍원표, 2012; 이승미, 2012), 셋째, 역량의 

하  요소를 규명한 연구(윤 진 외, 2007; 이 우 외, 2008, 2009; 최유  

외, 2009), 마지막으로, 역량 심 교육과정의 실행 사례를 분석하거나 실행 

방안을 탐색한 연구(홍원표, 이근호, 2010, 2011; 최승  외, 2011; 최승 , 

황혜정, 2012; 이효성, 이용환, 2011, 소경희 외, 2013b, 홍원표, 곽은희, 

2014) 등이 있다.

  역량에 한 국내 연구물들은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역량의 필요성을 밝

 역량 심 교육과정에 한 학문 ․사회  심을 구하 고, 역량

심 교육과정 설계와 실행을 한 이론 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

다. 그러나 학교 장의 역량 심 교육과정 실행을 탐색한 연구는 해외 사

례(홍원표, 이근호, 2010, 2011, 최승  외, 2011), 국내의 외국인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최승 , 황혜정, 2012), 혹은 해외 학교와 국내 기업, 

기 , 학의 사례(이효성, 이용환, 2011)를 통해 실행 방안을 탐색하고 있

으며, 국내 교사들의 실천 사례를 드러낸 연구는 홍원표, 곽은희(2014)가 

유일하다. 교육과정 문서상의 변화를 넘어 학교 장의 실제 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역량 심 교육과정으로의 환에서 가장 요한 과정임에도

(이근호 외, 2012), 우리의 맥락에서 역량 심 교육을 한 학교교육과정 

실천의 모습이 어떠할 수 있는지에 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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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행연구는 역량 심 교육이 각  학교와 교실 수업

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한 실제 인 그림을 제시하기보

다는 역량에 한 이론 인 고찰과 역량 심 교육과정의 개 인 설계 방

안에 한 모색을 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다. 

  역량 심 인 학교교육은 교사들의 실행 속에서 실제 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한 문제라는 에서 간단한 일이 아니다(Halász & Michel, 2011). 결

국 장에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이 신장되었을 때 통 인 지식

달 심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학생들의 역량신장을 심에 두는 새로운 패

러다임으로 환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량 심 교육으로의 

환이 선언 인 구호에 그치지 않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되는 것은 각  학

교와 교실 수업과 평가에서 분 인 교과 지식의 달이 아닌 학생들의 

역량 발달이 가장 주요한 치를 차지함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을 고려해볼 때 역량 심 교육과정에 한 정당성과 설계 방안에 한 

고민과 함께 역량 심 교육과정을 학교 수업으로 실천하는 노력은 어떠한 

모습인지에 한 고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 맥락에서 역량담

론은 교실에서 이루어져 온 교과 지식 달 주로 이루어져 온 수업과 평

가가 오늘날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키워주기에 합하지 않

다는 장의 교육 실태에 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 다. 역량 심 교육과

정은 출발 에서부터 개별 교사들의 수업과 평가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

량을 개발하는 것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에서 교육과정이 역량

심으로 환될 때 수업과 평가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신장할 기회가 주어

지느냐는 요한 문제이다. 역량 심 교육과정의 구체 인 이해를 해서

는 교사들이 수업을 통해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모습을 드러낼 필

요가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모습은 교사들이 역량

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실천하는 수업의 모습은 어

떠한지를 심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역량이라는 용어는 여러 맥락

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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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에 한 합의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역량은 오히려 상황이나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그 의미에 한 혼동이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교사들이 학교에서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한다

고 했을 때 교사들이 왜 역량에 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역량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장면은 교육과정이 실 되는 가장 구체 이고 

실제 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들이 역량을 자신들이 실천하고 있

는 학교교육과정의 심에 치시키고 이를 고려하며 수업을 비하고 실

천할 때 그들이 실천하는 수업은 그 이 의 수업과는 다른 모습으로 개

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교사들이 학교에서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

하고자 할 때 수업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평가는 어떠

한 방식으로 실행하고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학교 장에서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들

이 역량의 의미에 하여 어떻게 이해하며 실제 수업과 평가모습은 어떠한

지 살펴 으로써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의 의의와 쟁 을 탐색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서는 교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개발하

려고 시도하고 있는 교사들의 실천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연구자의 문제의식이 학교에서 나타나는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해하는 데 있는 만큼, 이는 사례의 상에 집 하여 ‘어떻게’ 

혹은 ‘왜’에 한 질문에 답하는 연구에 합한 연구 방법인 사례연구(Yin, 

2008)를 통하여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한 등학교 사례

를 심으로, 교사들은 역량의 의미에 하여 어떠한 이해를 갖는지, 실제

로 수업과 평가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이들의 실천에서 

나타나는  쟁 을 드러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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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 은 학교 장에서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구체 인 실천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모습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

를 교사들이 갖고 있는 역량의 의미에 한 이해와 수업시간 내에 이루어

지는 수업과 평가모습,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의 쟁 을 심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구체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역량의 의미에 하여 어떻게 이해하는가?

  역량의 의미가 맥락이나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으

며, 역량의 의미에 한 이해에 따라 그것을 심으로 개되는 학교교육

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의 모습을 이해하기 

해서는 이들이 어떻게 역량을 해서 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재 

역량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질문은 사

례학교 교사들이 역량의 의미를 이해한 과정과 재 교사들이 갖는 역량의 

의미에 한 이해를 살펴보기 한 것이다. 

  둘째, 교사들의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에서 나타난 변화는 무엇인가?

  사례학교의 교사들이 역량을 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실천하기 하여 

노력할 때 그들의 수업과 평가는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기 이 의 수

업과 평가와는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수업과 평가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교사들의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의 쟁 은 무엇인가?

  세 번째 연구문제는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교사들이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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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수업, 평가에 어떠한 쟁 이 있는지를 논의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는 사례의 실천이 보여주는 쟁 에 한 탐색을 통하여 역량 심 교육과정

이 교육 장에서 실천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쟁 을 짐작해보고자 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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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

  1. 역량  역량 심 교육과정의 의미

  최근 역량은 교육과 련된 다양한 용어들과 결합하여 교육과정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여 히 역량과 역량 심 교육과정의 의미에 

한 서로 다른 이해와 평가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량 심 교육과정

을 용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교육과정에서도 서로 다른 역량 목록과 교육

과정을 제시하고 있어 역량의 의미는 무엇인지, 역량 심 교육과정은 무엇

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역량과 련

된 선행연구를 심으로 역량과 역량 심 교육과정의 의미를 검토하고 이 

에서 논의되는 역량  역량 심 교육과정의 의미를 드러내보고자 한다. 

먼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역량의 의미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살펴볼 것이

다. 한 역량 심 교육과정을 설계한 해외 교육과정의 공통 인 특징을 

심으로 역량 심 교육과정의 의미를 논의해볼 것이다. 

  가. 학교교육에서 역량의 의미

  역량은 최근 교육 개 의 핵심 인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역량

은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역량의 의미에 

한 합의된 정의는 없는 상황이다. 학교교육에서 역량을 논의하는 학자들

에게도 역량이 애매한 개념(Fuzzy concept)이라고 지 되고 있으며(Deist, 

Winterton, 2005; 소경희, 2013b), 혹자에게는 많은 교육의 형태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용어(catch-all term)처럼 사용되기도 한다(Klink et al. 

2007). 

  역량 개념은 본래 직업 혹은 직무와 련하여 논의되던 개념이었다. 사

회심리학자인 McClelland는 1973년 「지능보다는 역량을 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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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intelligence」)라는 로 역량이라

는 개념을 소개하 다. 여기에서 그는 기존의 성검사나 지능검사가 개인

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요한 성취를 언하지 못한다고 비 하 다. 인간

의 능력을 측정하는 타당한 검사는 특정한 자극에 반응(respondent)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 능력에 한 

검사가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왜냐하면 역량이 

상황에 자발 (operant)으로 처하는 능력으로 이는 삶 속에서 성공과 실

패를 언할 수 있고, 학습자가 배움의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

을 반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소경희, 2007). 

  McClelland의 주장 이후 역량모델은 주로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

을 측하거나 평가하는 데 합한 것으로 심받기 시작하면서 학자들은 

역량 자체의 의미를 규정하기 한 연구를 시도하 다. 컨 , Spencer와 

Spencer(1993)는 역량을 ‘ 거에 따른 효과 이고 뛰어난 수행과 인과 으

로 련되어 있는 개인 내 인 특성’(Spencer & Spencer, 1993: 9; 소경희, 

2007: 4 재인용)이라고 정의하 다. 이들에 의하면 역량에는 지식

(knowledge), 기술(skill)과 같이 가시 인 성격을 갖는 것도 있지만 동기

(motives), 특질(traits), 자아개념(self-concept)과 같은 잠재 인 성격을 갖

는 것도 있다. 가시 으로 드러나는 역량은 쉽게 개발할 수 있으나 잠재

인 성격을 갖는 역량은 개발하거나 평가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여기에

서 요한 것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의 의미를 단지 보이는 

능력이 아닌 개인의 자아개념, 특질, 동기와 같은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는 것이다.

  이처럼 역량의 개념은 본래 직업사회의 필요에 의해 등장했으나, 이 개

념은 OECD의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로젝

트를 통해 직업이나 직무와 련된 것에서 벗어나 일반 인 삶의 질과 

련한 논의로 발 하게 된다(소경희, 2007). DeSeCo 로젝트에 따르면 역

량이란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지식과 인지 ․실천  기술뿐만 아니

라 태도․감정․가치․동기 등과 같은 사회 ․행동  요소를 가동시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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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성공 으로 충족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Rychen, 2003: 3; 소경희, 

2007: 6 재인용). 이 로젝트는 역량이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 이상의 것으

로, 맥락과 무 하게 고정되어있는 능력이 아니며, 행동이나 기술의 측면을 

넘어서는 심리사회  특질을 포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한, DeSeCo 로젝트에서는 개인이 성공 으로 재와 미래사회의 도

에 처하기 해서는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을 갖출 필요가 있

다고 본다(Rychen & Salfanik, 2003). 이 로젝트에서 밝히는 핵심역량은 

크게 ‘도구를 상호 으로 사용하기, 이질 인 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 자율

으로 행동하기’ 의 세 가지로 범주화된다. 각각의 핵심역량은 맥락의 

범 한 다양성 안에서 개인이 요한 요구들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며, 특

정 문가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들에게 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DeSeCo 로젝트에서 역량이 발휘되는 맥락이 단순히 직업장면이나 

직무 수행의 장면이 아닌 삶의 복잡한 상황으로 확산되었으며, 역량의 의

미는 삶을 살아가기 해 모두에게 필요한 보편 인 능력으로 정의된 것이

다.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역량의 의미는 DeSeCo 로젝트에서 정의한 역량

의 개념과 련된다. 학교교육에서 역량이 도입된 것은 DeSeCo 로젝트

에서 역량의 개념을 규명한 것이 주요한 계기이다(소경희, 2007; 백경선, 

2007; 윤정일 외, 2007; 이흔정, 2010; 이승미, 2012). 이 로젝트에서 제시

된 핵심역량에 한 정의가 학교교육과 역량이 만나게 되는 지 이다. 

DeSeCo 로젝트는 기존의 직업 교육에 한정되어 있었던 역량에 한 논

의를 일반 인 삶의 질과 련한 논의로 확장시켰고, 이 보고서에서 천명

된 바와 같이 역량이 삶 반에서 요구되고 구에게나 요하며 인간의 

심층 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학교교육의 심사, 학교교육의 

지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역량의 개념이 DeSeCo 로젝트를 계기로 학교교육에서 화두로 등장한 

데에는 근 교육의 한계 에 한 오랜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홍원

표, 곽은희, 2014). 근 인 학교교육에서는 교과 지식에 한 교육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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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요하고 핵심 인 요소로 여겨져 왔고, 창의성, 인 계 능력, 의사소

통 능력, 포용력 등은 지식 교육에 한 결과로 자연스럽게 신장될 것으로 

기 되어왔다. 그러나 학문  지식을 심으로 하는 교육은 내용의 달과 

습득, 암기에 치 한 나머지 삶에서 필요한 많은 능력을 키울 수 없었고, 

학교에서 배운 것은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졸업장의 취

득을 한, 혹은 좋은 학에 입학하기 한 것으로만 이해되어왔다. 세계

으로 핵심 역량이 교육 개 과 련하여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학교교육과정에 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이 우, 홍원표, 2012).

  역량의 도입 배경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학교교육에서 역량의 의미는 

DeSeCo 로젝트에서 정의한 핵심역량의 의미로 논의되고 있다. 즉, 학교

교육에서 역량은 직무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삶

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포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박민정(2009)은 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역량 

개념을 검토한 뒤 최근 논의되는 역량의 의미를 ‘과제수행 상황에 얽 있

는 복잡한 맥락  요소들을 읽어내고, 합하다고 단되는 지식, 기능, 

략, 가치 등을 선택, 활용해가는 인지 , 반성  성찰능력’으로 보았다. 이

근호 외(2012: 70)는 역량에 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에 비추어 핵심역량

을 ‘선천 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될 수 있는 것으로, 지 능력, 

인성(태도), 기술 등을 포 하는 다차원 (multidimensional) 개념으로, 향

후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의 삶에 성공 으로 처하기 해 필수 으로 

요청되는 능력’으로 규정하 다. 이처럼 학교교육에서 논의되는 역량은 개

개 학습자 혹은 사회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별화되고 독특한 능력이라기보

다는 ․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구나가 길러야 할 기본 이고 보편

이며 공통 인 능력이라는 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이 우 외, 2009; 

이근호 외, 2012).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역량은 ‘학생들이 21세기 

사회를 성공 으로 살아가기 하여 학교교육 반을 통하여 길러야 할 지

식, 기능, 태도  가치의 총체’라는 개념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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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학교교육에서의 맥락에서 역량을 논의할 때에는 특수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구체 인 기술보다는 공통 이고 보편 인 능력으로 규정될 필요

가 있다는 을 수용하고자 한다.  

  나. 역량 심 교육과정의 의미

  교육과정은 설계하는 과정에 작동하는 많은 요소들과 결합되면서 구체화

되는 만큼 역량을 구 하기 한 교육과정의 양태는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역량 심 교육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

이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역량 심 교육과정을 설계한 사례들은 공통 으

로 포함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일 성을 심으로 역량 심 교

육과정의 의미를 도출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역량 심 교육과정

을 용하는 주요국의 교육과정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심으로 

역량 심 교육과정의 의미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해외국가에서 역량 심 교육과정을 도입한 배경 측면에서 상당한 

공통 을 보여 다(송경오, 박민정, 2007; 홍원표 외, 2010; 이효성, 이용환, 

2011; 이근호 외, 2012). 즉, 해외의 역량 심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육과정

을 격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을 함양하고 비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개 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다. 홍원표 외(2010: 131)에 따르

면, 역량 심 교육과정을 도입한 부분의 국가나 지역에서 21세기에 합

한 학교교육과정의 모습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핵심역량에 주목하 다. 

컨 ,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 주나 뉴질랜드의 경우 세계화가 심화되고 사

회변화의 속도가 격하게 이루어질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그것이 학교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

민하기 시작하면서 교육과정 개  원리로서의 핵심역량에 한 심이 

증하 다. 캐나다 퀘벡 주 역시 미래 사회의 변화된 환경에서 살아가야할 

미래의 학습자들에게는 지 까지와는 다른 교육 근이 필요하며, 학교교

육에서 지식의 활용  창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 하고자 하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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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호 외, 2012: 133-134).

  둘째, 해외 많은 국가들의 역량 심 교육과정에서 역량의 의미는 총체

인 능력으로 규정되고 있다. 즉, 이들의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역량은 지식, 

기능, 태도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고 있다. 컨 , 뉴질랜드 교육과정

이 제시하는 핵심역량은 ‘ 구에게나 보편 인 것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 살아가고, 학습하고, 일하고, 공헌하는 데 필요한 능력’(Ministry of 

Education, 2007a: 12; 소경희 외, 2010: 33 재인용)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들은 역량을 지식, 기술, 태도와 가치를 포함하는 좀 더 

체 이고 복합 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소경희 외, 2010). 이

근호 외(2012: 135)는 해외의 역량 심 교육과정이 ‘훌륭한 삶, 잘 사는 삶

을 하는 데 필요한 개인  측면과 사회  측면의 능력을 아우르면서, 

동시에 사고능력으로 표되는 지성의 계발을 히 연계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을 지 한 바 있다. 이는 해외 역량 심 교육과정이 규

정하는 역량의 의미는 삶에 필요한 개인 , 사회  능력, 지  사고능력을 

포 하는 총체 인 능력으로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역량 심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의 을 교과 지식의 달로부터 

역량의 습득으로 환하고 있다. 통 인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지식을 학

습하는 것 자체가 요시되었다면, 역량 심 교육과정에서는 지식을 통하

여 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소경희 외

(2007)에 따르면, 역량 심  근을 취하는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의 궁극

인 목 을 지식을 달하는 이 아니라 학생들의 역량 발달에 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 퀘벡 주에서는 ‘지식의 습득’을 넘어 배

운 ‘지식의 실질 인 활용을 강조’하면서 역량 개발을 교육과정의 기본 방

향으로 설정하 다(이근호 외, 2013b: 13). 뉴질랜드에서도 핵심역량을 교

육과정 구성 요소로 설정하여 단편  지식습득을 넘어 한 시민으로서 그리

고 직업인으로 성공 인 삶을 하기 해 필요한 기 능력이라고 보고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조화하고 있다(이근호 외, 2013b: 21). 해외의 역량

심 교육과정 사례들은 통 인 교육과정에서 지식의 학습과 습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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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다면, 역량 심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지  능력뿐 아니라 

삶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들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자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의 역량 심 교육과정 사례들은 기존의 

교육과정을 21세기 사회에 합한 교육과정으로 개 하고자 한 도입배경을 

보여주고 있으며, 역량의 의미를 지식, 기능, 태도를 포 하는 총체 인 능

력으로 규정하고, 학교교육의 을 교과 지식의 달로부터 역량의 습득

으로 환하고 있다는 공통 을 보여 다. 이에 비추어 이 에서는 역량

심 교육과정의 의미를 ‘21세기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합한 능력을 신장

하기 해 학생들의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 인 발달을 추구하며, 학교교

육의 목 을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실천 능력의 획득을 강조하는 교육과

정’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2. 역량 심 교육과정의 특징

  교사들의 교육과정 실천에는 교사들의 교육과정 요소들에 한 이해와 

이 반 된다. 교사들이 교육과정 실천에서 교과 지식을 어떠한 에

서 바라보고 교육과정 실천에서 어떠한 역할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교수학습방식과 교과 운 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역

량 심 교육과정 실천을 이해하고자 하는 바, 여기에서는 역량 심 교육과

정이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역량 심 교육과정의 특징

은 지식 과 교수학습방법, 교과 지식과 역량의 계를 심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가. 지식 과 교수학습방법

 

  통 으로 교육과정은 합리주의  지식 을 취해왔다. 지배 인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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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통에 함의되어있는 지식에 한 은 서구 유럽 철학에 뿌리를 둔 

인간 지식에 한 합리주의  근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Reid, 2005, 소

경희, 2012: 65 재인용). 주의  지식 에서 지식은 념 이고 추상

인 개념이며, 이러한 지식을 통해 개인이나 상황에 계없이 일반화된 설

명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에 터하는 지배 인 교육과정 통에

서 교육과정은 맥락에 의존 인 지식보다는 일반화 가능한 지식을 다루고, 

학습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보다는 학문 이고 명시 인 지식을 담는 데 

심을 두어왔다. 

  지배 인 교육과정 통과 역량 심 교육과정은 서로 다른 지식 을 가

정한다(Reid, 2005; 손민호, 2011; 소경희, 2012; Byrne 외, 2013). 손민호

(2011)에 따르면, 역량이 학교교육과 련하여 강조되는 것은 지식 의 변

화와 련된다. 그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의 총체 인 개념은 

지식과 실제를 이분법 으로 구분해 온 기존의 교육과정의 지식 과는 다

른 의 지식 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학문

과 실제를 이분법 으로 구분해왔다면, 역량 련 담론의 논의의 지식 에

서는 이 양자의 경계 구분은 타당하지 못한 것이 된다. 지배 인 교육과정 

통의 지식 은 이고 학문 인 지식과 유용하고 수행성을 갖는 지

식이 서로 다르다고 보았기 때문에 학문 주의 교과에서 교육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역량 심 교육과정에서는 학문지식과 실용

지식을 경계짓기보다는 실천이 지식을 생산하는 데 필요조건이 된다고 본

다. 

  Byrne 외(2013) 역시 교과 심 교육과 역량 심 교육은 지식에 해 서

로 다른 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지 한 바 있다. 교과 심 교육에서 

다루는 지식은 통 인 학문에 의존하며, 이가능성과 일반화가능성을 

갖는 것이 요하다면, 역량 심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지식은 경험으로부

터 얻어지는 구체 인 성격의 지식으로, 삶의 장면과 련된다. 이들이 강

조한 바 있듯, 지배 인 교육과정은 상황이나 맥락에 무 한 명제 , 학문

 성격으로 지식을 바라보았다면, 역량 심 교육과정은 지식을 구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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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하에서 체험 으로 습득하는 경험 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바라본다. 

  역량 심 교육과정은 경험주의  지식 을 취한다. 경험주의  지식 에

서 지식은 인식 주체가 경험 혹은 활동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은 지식을 어느 상황에서나 보편 으로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인식 주체와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역량 심 

교육과정에서 지식은 보편 이고 일반 인 성격의 지식이기보다는 구체

이고 실천 인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인 것이다. 그

러나 역량 심 교육과정이 가정하는 지식 은 진주의  상 주의  

과는 구분된다. 진주의  상 주의  에서는 어떠한 지식도 객

일 수 없다고 간주한다면, 역량 심 교육과정에서는 지식을 공 으로 합의

된 거에 의해 잠정 이고 가설 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구

으로 불변하기보다는 변화하고 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소경희, 

2012).

  역량 심 교육과정이 가정하는 지식 은 역량 심 교육에서 지식을 가르

치기 해 이루어지는 교수학습방법의 변화를 요구한다. 역량개념에 함의

된 지식 으로 인해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학교에서 학습이 일어

나는 방식이나 학습 리 방식 등과 련하여 모종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

는 것이다(박민정, 2009). 역량 심  근에서 지식을 맥락과 경험 속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바, 역량 심  수업에서 교수학습은 보다 활동

인 과정이 된다. 즉, 역량 심 교육과정에서 지식을 인식 주체가 체험

으로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수업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실

제 이고 실천 인 경험의 기회가 된다. 역량 심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지식의 달자(transmitter of knowledge)’가 아닌, ‘ 진자, 조언자, 교육학

 문가(facilitator, coach, pedagogical expert)’가 된다(Byrne 외, 2013). 

  역량 심  근을 취할 때 교수학습활동은 경험 속에서 지식을 발 시

킬 수 있는 상황과 소재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역량 심 

교육과정을 구 한 해외 학교 사례를 다룬 연구물들은 역량 심 교육과정

을 실천하는 교사들이 교수학습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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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홍원표 외, 2010; 최승  외, 2011; 이근호 외, 2013b; 홍원표, 곽은희, 

2014; 소경희 외, 2013b). 홍원표 외(2010: 157)의 연구는 호주나 뉴질랜드

의 교사들은 수업 방법의 변화를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가장 요한 특징으

로 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 다. 역량 심 수업에서 학습자와 교

사는 지식을 구성하고 발 시키기 해 다양한 경험을 탐색하고 구성하는 

것이다(소경희, 201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배 인 교육과정에서는 지식에 해 합리주의

 을 취한다면, 역량 심 교육과정에서는 지식에 해 경험주의 인 

을 취한다. 역량 심 교육과정이 가정하는 지식 은 역량 심 교육에

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활동의 변화를 요구한다. 역량 심 교육과정이 함

의하는 지식에 한 경험주의  을 취할 때 수업은 경험 속에서 지식

을 발 시킬 수 있는 상황과 소재를 제공하는 활동을 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 교과 지식과 역량의 계

  역량 심 교육과정은 교과 지식과 역량의 역할에 해 지배 인 교육과

정과 다른 입장을 취한다. 소경희(2013)가 제시한 역량 심 교육과정 설계 

모델은 역량 심 교육과정에서 역량과 교과 지식의 치를 설명하는 데 유

용한 이론  틀을 제공한다. 소경희(2013)에 따르면, 지배 인 교육과정 모

델에서 지식과 그것의 조직은 가장 핵심 인 사항으로 고려되며, 지식으로 

조직된 교과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 자체가 교육과정의 목 이 된다. 이 경

우에도 역량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들이 포함되어왔으나 그것들은 지식 내

용과의 련 속에서만 정의되었다. 지배 인 교육과정 모델은 다음 [그림 

Ⅱ-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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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지배 인 교육과정 모델

(출처: 소경희, 2013: 15)

  한편, 역량 심 모델에서는 더 이상 지식 혹은 내용이 교육과정을 설계

하는 출발 이 되지 않는다(소경희, 2013).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교육과정

의 목 이 되며, 지식과 그것으로 조직된 교과를 가르치는 것은 역량을 개

발하기 한 수단으로 이해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Ⅱ-2]와 같

다.

[그림 Ⅱ-2] 역량 심 교육과정 모델

(출처: 소경희, 2013: 15)

  역량 심 교육에서 역량은 교과 지식의 조직을 다루는 것을 통해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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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목표로 치된다. 다시 말하면, 역량 심 교육에서는 교과 지

식  그 자체를 습득하는 것보다는 지식의 습득을 통해 역량을 성취하는 것

이 교육과정의 기본 인 목 이 된다. 역량 심 교육을 한 수업은,  모

델에서 묘사한 바 있듯, ‘역량을 한 지식을 통한 수업’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종래의 수업은 ‘교과에 한 수업’, 즉, 분과 으로 조직된 교과의 지

식을 습득하는 것이었다면, 역량 심 수업은 학생들의 사회  삶에서 필요

한 역량이 무엇인가에 수업의 우선 인 심을 둔다. 

  역량 심 교육에서 교과 지식은 역량 개발에 도움을 주는 일종의 수단으

로 이해된다(홍원표 외, 2010; 이선 , 2011; 소경희, 2013). 소경희(2007)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내용에는 사회  실제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태

도만이 아니라 종래에 다루어 온 교과 인 지식도 의미 있게 포함될 것이

라고 지 한 바 있다. 역량 심 교육에서는 교과 지식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서 습득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보다는 수업에서 

역량을 성취하기 한 소재로서 의미 있게 다루어질 것이다. 역량 심 교

육에서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과 지식을 제공하게 된다. 

  해외의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 사례들은 ‘역량을 한 지식을 통한 수

업’을 운 하는 모습을 보여 다. 컨 , 소경희 외(2013b)의 연구는, 독일

의 함부르크 주나 캐나다 앨버타 주 학교의 교사들은 역량 지표를 상세화

하여 이를 교사들의 수업 계획과 연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

에서 교사들은 역량 지표를 학교차원에서 이해, 재구성, 내면화하여 실제 

수업과 목시키기 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다. 역량 심 수업에서는 

교과 지식을 역량 기 에 도달하기 한 소재로서 수단 으로 활용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역량 심 교육에서 교과의 운 방식은 학생들의 역량 발달을 하여 교

사가 단할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하면, 역량 심  근을 취할 때 교과 

지식은 교사에 의해 때로는 분과 으로, 때로는 간학문  혹은 통합 으로 

다루어진다(이선 , 2011: 129). Reid(2005)에 따르면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학교에서 교사들은 특정한 역량을 가장 잘 개발하기 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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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이 특정 학문이나 교과와 련하여 다루어져야 하는지, 혹은 여러 학

문에 걸쳐 다루어질 내용인지를 단해야 한다(소경희, 2013). 지식 혹은 

내용을 학문의 경계 속에서 작동시킬지, 아니면 학문 경계 간에 걸쳐서 작

동시킬지에 한 단은 미리 정해질 성격의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의 맥

락에서 단되어야 할 교사의 문 인 역이기 때문이다(소경희, 2012: 

74). 이러한 맥락에서 역량 심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은 수업에서 역량

발달을 하여 교과 교육과정에 하여 통합 으로 근해야할 것인지, 혹

은 교과 내용을 심으로 구성할 것인지 단하게 된다. 

  역량 심 교육에서 가장 핵심 인 문제는 교과 지식을 다루는 이유가 무

엇인가 하는 것이다.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수업에서 교

과는 통합 으로 운 될 수도, 교과를 심으로 운 될 수도 있다. 해외의 

역량 심 수업 사례들은 통합 으로 교과를 운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홍원표 외, 2010; 소경희 외, 2010), 교과 내용을 심으로 하되 교수

학습방법 인 변화를 통해 역량을 신장하는 사례를 보여주기도 한다(최승

, 황혜정, 2012; 소경희 외, 2013b; 홍원표, 곽은희, 2014). 컨 , 소경희 

외(2010)의 연구에서, 뉴질랜드의 단 학교들은 학교교육과정에 역량을 통

합하는 데 있어서 ‘핵심 주제’를 심으로 교육과정을 조직하여 그 속에 학

습 역과 핵심역량을 통합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 다. 한편, 최승

, 황혜정(2012)의 연구는 한국 내 랑스 외국인학교에서 수학 교과를 

심으로 역량을 개발하는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이는 역량 심 수업에서 

교사들이 역량의 발달이라는 목표를 해 통합 으로 교과를 운 하는 방

식을 취할 수도 있으며, 혹은 교과 내용을 심으로 하되 지식을 달받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량 심 교육은 역량의 신장을 

교육과정의 목 으로 상정하고 이를 해서 교과 지식을 다루는 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역량 심 교육과정은 교과 지식과 역량의 역할에 해 지배 인 

교육과정과 다른 입장을 취한다. 역량 심 교육에서 수업은 ‘역량을 한 

지식을 통한 수업’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역량 심 교육에서 역량은 교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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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조직을 다루는 것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치하며, 교과 

지식은 역량 개발에 도움을 주는 일종의 수단으로 이해된다. 해외의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 사례들은 ‘역량을 한 지식을 통한 수업’을 운 하는 

모습을 보여 다. 역량 심 교육에서 교과의 운 방식은 학생들의 역량 발

달을 하여 교사가 단할 문제가 된다. 역량 심 교육에서는 역량의 신

장을 교육과정의 목 으로 상정하고 이를 해서 교과 지식이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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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질  사례연구방법(Qualitative Case Study)을 사용하 다. 

Merriam(1998)에 따르면 질  사례연구는 특정한 상황, 사건 로그램 

는 상을 풍부하고 자세하게 기술함으로써 그에 한 이해를 추구하는 연

구라고 할 수 있다. Yin(2008)은 질  사례연구를 사례에 해 심층 기술

과 분석을 통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자 할 때 합한 연구라고 기

술하고 있다. 따라서 질  사례연구는 사례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기술하여 

사례에 한 심도 있는 이해를 추구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 은 교사들이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모습을 이해

하는 것이다. 이를 하여 이 연구에서는 특정한 한 학교의 사례를 심으

로 네 명의 교사들이 가진 이해와 장 자료들을 사례의 맥락 속에서 다각

으로 탐색하는 질  사례연구방법을 선택하 다. 교사들의 역량의 의미

에 한 이해와 수업으로 역량을 개발하는 모습을 이해하는 것은 학교에서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실천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해

으로써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구체 인 연구 기

법과 과정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상

  가. 연구 사례

  질  사례연구에서는 의도 으로 연구 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Merriam, 1998).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를 고찰하기에 합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수 있는 연구 사례와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자 

하 다. 

  이 연구에서 사례를 선정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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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의식을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하며 합한 사례를 물색하 고 복수

의 잠재 인 학교 사례를 선정하 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이 연구의 

상이 되기에 합한 사례가 될 수 있는 학교에 한 정보를 최 한 많이 

얻기 해 노력하 다. 둘째, 해당 학교들을 상으로 학교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하여 하나의 학교를 이 연구의 사례로 잠정 선택하 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역량이 문서상에서 학교교육과정 반에 걸쳐 핵심 인 요소로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 다. 셋째, 선정한 하나의 학교 사례에서 근무하는 

두 명의 교사, 학교장과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사례로 합한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사례학교 교사  다수가 역량에 

심을 가지며 이를 심으로 수업을 운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 다. 

이는 이 연구가 교사들의 역량 심 교육 실천을 이해하려는 목 을 갖는 

만큼 교육과정 계획 이상으로 교사들이 이를 수업을 통해 실천하고 있는지

가 요하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연구자는 최종

으로 경서 등학교1)를 연구 사례로 선정하 고, 학교장에게 연구자의 연

구 진행에 한 승인을 얻었다. 

  나. 연구 사례학교 황

  경서 등학교는 2010년 3월 1일 개교한 신학교로 경기도 북서쪽에 

치하고 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개 학년에 2014년 3월 기  27학 으

로 학생 696명이 재학 이며, 다수 학생이 학교  아 트단지에 거주

하고 있다. 학교에는 교장 1명과 교감 1명, 부장교사 8명, 교사 27명이 근

무하고 있다.

  사례학교는 2010년 신학교로 지정되어 신설되면서 교장공모를 시행하

다. 이 우 교장과 개교를 비하고 있었던 6명의 교사가 개교를 앞두고 

사례학교에 함께 부임되었다. 이 우 교장의 공모교장 학교경 계획서에는 

학교교육목표와 교육과정 기반을 핵심역량과 연결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1) 경서초등학교는 가칭이다. 이하 이 연구에서 등장하는 모든 이름은 가명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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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되어 있었다. 즉, 사례학교 교사들이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한 것은 

역량에 한 비 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우 교장이 사례학교의 공모교장으

로 부임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교  교장 공모제를 시행한 교사들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교사는 이

우 교장과 함께 개교를 비하기 한 모임을 하기로 하 다. 교사들과 

이 우 교장은 개교  약 세 달간 모임을 하면서 함께 학교의 교육철학과 

역량에 하여 토론하 다. 이들은 뉴질랜드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교교육

과정을 계획하기 이 에 역량의 의미와 내용에 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공

유하기 한 과정을 거친 것처럼(소경희 외, 2010), 사 에 의견을 나 고 

합의해가는 자리를 마련하기 해 노력한 것이다. 개교  모임에서 이

우 교장은 이 우 외(2008)의 연구를 포함하여 역량과 련된 다수의 논문

을 교사들에게 제공하 고, 교사들은 연구물들을 참고하여 학교교육목표와 

역량을 연결할 필요가 있는지를 논의하 다. 이들은 OECD의 DeSeCo 

로젝트에서 규명된 핵심역량의 성격에 공감하 으며, 이 우 외(2008)의 연

구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을 수정하여 학교교육목표와 련지어 제시할 필요

가 있다고 단하 다. 

  사례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문서2)에는 학교의 교육목표와 핵심역량에 앞

서 OECD의 DeSeCo 로젝트와 이 우 외(2008)의 연구에서 제시한 핵심

역량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학교교육과정 문서를 통하여 교사들이 역량

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실천하기로 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기 학

습능력, 정보처리능력, 자기주도  학습력, 의사소통능력, 시민의식, 범지구

소양, 진로의식, 문화 술감수성, 생태감수성 등 12가지의 핵심역량을 제

시하고 있다. 사례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문서에서는 학교의 교육목표와 핵

심역량을 련시키고 있다는 ,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핵심역

량을 기반으로 교과를 통합하여 재구성한 주제 심 교육과정을 운 한다는 

2) 사례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이 문서화된 것은 개교 다음해인 2011년부터이며, 2011년부터 현재까

지 학교교육과정에 학교의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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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고 있다.

  다. 연구 참여자

  이 연구에서는 ‘정보를 풍부하게 갖고 있는 사람’(Patton, 1990)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 다. 이는 이 연구의 목 이 교사들이 역량 심 교육과정

을 실천하는 모습을 이해하는 데 있는 만큼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려

는 의지를 갖고 실제로 학 교육과정 운 으로 옮기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

하는 것이 필수 이라고 단하 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한 구체 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 ,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사례학교에 재직 인 교사 는 교장의 추천을 

통하여 잠재 인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 다. 다음으로, 연구자는 잠재 인 

연구 참여자와의 개별 면담을 통하여 학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역량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교사들이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 반에서 심층면담과 참여 찰에 

하여 지속 으로 조가 가능한지 확인하 다. 연구자는 기존에 알고 있

던 교사가 아닌, 사례학교에서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고자하는 교사

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만큼 연구 참여자의 조를 얻는 것이 요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최종 으로 선정한 연구 참여자는 이하 네 명의 교

사이다.

  첫 번째 연구 참여자는 2014년 재 5년 차 교사인 송경혜 교사이다. 송

경혜 교사는 사례학교가 첫 번째 근무지이며, 2010년에 사례학교에 발령받

아 재까지 5년 연속으로 담임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송경혜 교사는 학생

들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해주는 데 많은 심을 두고 있으며 학

교육과정의 계획과 실천에 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연구 참여자는 2014년 재 21년 차 교사인 서진훈 교사이다. 

서진훈 교사는 개교 당시부터 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2

년까지는 업무 담부장3)을 역임하면서 학교의 역량을 규정하고 그것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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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교육과정상에 치시키는 작업에 주요하게 참여하 다. 2013년에는 학년

부장교사, 2014년에는 한 학 의 담임교사로서 역량 심의 수업을 실천하

기 하여 노력하고 있다.

  세 번째 연구 참여자는 이원경 교사이다. 이원경 교사는 2010년부터 사

례학교에서 4년 연속 6학년 부장교사로 재직하 다. 2014년 재 17년 경

력으로, 사례학교에서 자신이 해 온 교육과정 운  방식을 서 으로 정리

하여 출 하기도 할 만큼 교육과정 실천에 한 의욕이 뛰어난 교사이다. 

이원경 교사는 연구자에게 먼  자료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연구 참

여에 정 이었으며, 많은 문서자료와 지자료를 제공해주었다.

  마지막 연구 참여자는 한정은 교사이다. 한정은 교사는 2011년부터 사례

학교에 근무하 으며, 2012년부터 학년부장을 역임하며 담임교사로 재직하

고, 경력은 2014년 재 19년 차에 어들었다. 한정은 교사는 자신의 수

업은 물론 동료교사들과의 의회, 동료교사의 공개수업 등을 참 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는 등 연구자가 질  자료를 더욱 폭넓게 수집할 수 있도

록 극 으로 도움을 주었다. 

   네 교사 외에도 연구를 진행하며 교장, 다수의 교사와 면담을 진행하

고, 다른 교사들의 수업을 참여 찰 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이외의 

사람들이 제공해  자료는 사례학교의 체 인 맥락을 이해하기 한 보

조 자료로 활용하 다. 이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3) 사례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행정적인 업무를 경감해주기 위하여 주요한 부장직에 있는 부장교사

의 업무 비중을 높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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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연구 참여자 명단

  2. 자료 수집 방법

  가. 참여 찰

  사례학교 교사들의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을 이해하기 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속한 학년의 의회, 수업 등의 장면을 참여 찰하며 자료

를 수집하 다. 교사들의 역량의 의미에 한 이해와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을 이해하기 해서는 연구 참여자 각자의 교실 수업 뿐 아니라 그들

의 의회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계획  담화를 통합 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Spradley(1980: 74-78)의 참여의 유형  간 수  참여 

주로 참여 찰을 진행하 다. Spradley는 참여 찰의 유형을 연구자의 개

입 정도에 따라 수동  참여, 간 수  참여, 극  참여, 완  참여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그  간 수  참여는 참여자와 찰자의 역할이 

균형을 이루는 수 의 참여를 말한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과 

학년 의회에 간 수 의 참여 수 에서 참여 찰 하 다. 

  연구자는 약 5년의 등학교 교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바, 연구 참여자

가명
직   역할

연구 참여 기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송경혜 교사 3학년담임 6학년담임 2014년 1월～2014년 9월

서진훈 교사 3학년부장 2학년담임 2014년 1월～2014년 9월

이원경 교사 6학년부장 학습연구년 2014년 1월～2014년 9월

한정은 교사 2학년부장 5학년부장 2014년 2월～201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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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낯선 연구자에게 교실이나 의회를 공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을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참여 찰 시 연구자를 의식하거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 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 을 충분히 설

명하 고, 연구기간 동안 지속 으로 소통하 다. 한, 연구자 자신의 

등교사 경험에 한 선입견이나 고정 념을 최 한 배제하고 참여 찰 장

면에서 이들의 실천을 ‘있는 그 로’ 보려고 노력하 다(조용환, 1995, 조용

환, 2008 재인용).

  수업 참여 찰은 주로 교실에서 이루어졌으나 수업에 따라 특별실이나 

운동장,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기도 하 다. 연구자는 각 연구 참여자의 수

업을 최소 4회에서 최  10회까지 참여 찰하 다. 연구 참여자가 속한 학

년 의회 참여 찰은 장의 상황에 따라 학년의 동학년 연구실이나 연구 

참여자 혹은 연구 참여자의 동학년 교사 교실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각 연구 참여자의 학년 의회를 최소 3회에서 최  5회까지 참여 찰 하

으며, 여기에는 공식 인 의회와 비공식 인 의회가 포함된다.

  연구자는 참여 찰 과정에서 수업과 의회를 상으로 녹화  촬  자

료와 지노트 자료를 수집하여 주요한 분석 상으로 사용하 다. 수업 

녹화  촬 은 의회나 수업 참여 찰 시 참여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녹

음, 녹화, 촬 하 으며, 참여자가 원하지 않는 내용의 경우 자료로 사용하

지 않았다. 연구자가 참여 찰한 연구 참여자별 수업  학년 의회에 

한 참여 찰 횟수4)는 <표 Ⅲ-2>와 같다.

4)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은 상당수가 복수의 차시가 결합된 블록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 운영 단위에 맞추어 참여관찰을 진행하되, 차시를 단위로 횟수를 기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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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연구 참여자 별 참여 찰 횟수

  나. 심층면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을 심층 으로 이해하기 

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 다. 이 연구에서 심층면담을 통해 고찰한 질문

은 크게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연구 참여자가 역량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연구 참여자에게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에 하여 질문하 다. 둘째는 연구 참여자가 역량을 심

으로 수업과 평가를 운 하려고 할 때 수업과 평가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그러한 특징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하여 

질문하 다. 연구자는 주로 수업 혹은 의회 참여 찰 후에 심층면담을 

진행함으로써 연구자가 참여 찰에서 수집한 자료에 한 심층 인 이해를 

도모하 다.

  이 연구에서는 ‘비구조화된 면담’과 ‘반구조화된 면담’을 사용하 다. 

Merriam(1998: 99-102)은 면담을 구조화 정도에 따라 하나의 연속선으로 

도식화하여 나타내었으며, 연속선상의 한쪽, 간 지 , 다른 한쪽을 각각 

참여 찰 장면 연구 참여자 참여 찰 횟수

수업

송경혜 교사 6회

서진훈 교사 4회

이원경 교사 4회

한정은 교사 10회

연구 참여자가 속한 

학년의 의회

송경혜 교사 5회

서진훈 교사 5회

이원경 교사 3회

한정은 교사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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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구조화된 면담, 반구조화된 면담, 비구조화된 면담이라고 제시하 다. 

그  비구조화된 면담은 상에 한 충분한 지식이 없을 때 상황에 해

서 악하는 목 으로 진행되는 유연한 면담을 말하며, 반구조화된 면담은 

어느 정도 구조화된 질문들을 구성하여 상황에 반응하며 진행하는 면담을 

말한다. 연구자는 연구 기 비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 으며 면담이 진행

됨에 따라 반구조화된 면담을 시도하 다. 

  심층면담은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를 개별 으로 만나 진행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 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개별면담을 진행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경우 외 으로 집단면담을 진행하기도 하 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회당 30분에서 2시간 정도의 심층면담을 진행

하 으며, 송경혜 교사 4회, 서진훈 교사 5회, 이원경 교사 4회, 한정은 교

사 6회의 심층면담을 진행하 다. 

  다. 문서자료와 지자료

  이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합의한 역량의 의미와 수업  평가 운  방식

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문서자료를 주요한 자료로 사용하 다. 연구자는 모

든 문서자료를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수집하 고, 이 연구에서 주요하게 

사용된 문서자료에는 2010학년도의 학교운 계획서, 2011학년도부터 2014

학년도까지의 학교교육과정 문서, 연구 참여자의 서5)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서를 통하여 심층면담내용을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었고, 학교운 계획서와 학교교육과정 문서를 통하여 본조사 기간 이

의 사례학교의 실천 맥락을 이해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시로 지자료를 수집하 다. 

지자료는 연구자가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에 한 교사들의 생각과 학

5) 이 연구에 사용된 연구 참여자의 서는 총 2권이다. 서진훈, 이원경, 한정은 교사는 공동으로 사

례학교에서 2013학년도에 자신들이 실천한 수업 사례를 기술하여 서로 출 하 다. 한 이원경 

교사는 사례학교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경서 에서 4년간 실천해온 교육과정에 하여 2014년 

서로 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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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후 맥락을 이해하는 데 주요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수집한 

자료에는 의록, 연수자료, 공청회 자료와 같은 공 인 문서는 물론 연구 

참여자의 6), 학생들의 활동지  활동 결과물, 평가지, 사진 혹은 동

상 촬 자료, 홈페이지  온라인 커뮤니티7)의 기록물 등이 포함되었다.

  3. 자료의 분석과 해석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참여 찰 자료, 심층면담 자료, 문서자료와 지자

료를 심으로 자료를 분석  해석하 다. 조용환(2008: 49-50)에 따르면 

질  연구에서의 분석은 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이나 변수를 확인하고 

그것들 간의 계를 추론과 검증의 과정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이라면, 해

석은 상의 의미를 보다 거시 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작업이다. 한, 

기술, 분석, 해석은 개념상 는 방법상으로 구분되는 작업일 뿐, 실제 연

구의 맥락에서는 기술, 분석, 해석의 세 작업이 복합 , 순환 , 상호보완

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 해석을 연구 

과정 반에 걸쳐 순환 인 과정으로 진행하 다. 

  연구자는 자료수집과 함께 코딩을 진행하 으며, 반복 인 코딩을 통하

여 자료를 분석하 다. 코딩은 연구하는 상의 내면  구조를 분석하기 

하여 자료에서 반복 으로 등장하는 어휘, 주제, 장면 등을 조사하여 일

정한 코드를 부여하여 자료를 체계화하는 작업이다(조용환, 2008: 53). 연구

자는 Strauss와 Corbin(1987)이 제시한 ‘개방  코딩(open coding)’과 ‘ 추

 코딩(axial coding)’,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을 활용하 다. 개방

6) 연구 참여자들의 에는 자유로운 형식의 수업 계획  성찰에 한 기록, 수업  의 도  

작성한 메모 등이 포함된다.

7)  사례학교는 2010년부터 ‘행복한 배움의 공동체 경서 등학교’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 하고 있

다. 이 커뮤니티는 교사, 학생, 학부모  외부인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고, 교육과정과 련된 자

료를 공유하거나 교사간, 교사와 학부모간 의견을 나 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이곳에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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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딩은 분석 기에 아무런 제한 없이 카테고리들을 설정, 검토해보는 

방식이며, 추  코딩은 카테고리 하나하나를 심축에 놓고 자료들과 다

른 카테고리들을 수렴시켜 검토하는 방식, 선택  코딩은 지 까지 검토한 

모든 카테고리들을 하나의 체계 속에 정리하고 그 체계에 따라서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코딩하는 방식을 말한다(조용환, 2008: 53-54). 먼 , 연구자

는 수업과 의회에 한 참여 찰기록지와 면담, 수업, 의회에 한 

사기록지가 수집될 때마다 이를 읽으면서 연구주제와 련하여 범주를 설

정해보는 개방  코딩을 시행하 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자료가 수집됨에 

따라 축척된 자료를 상으로 반복 으로 개방  코딩을 진행하 고, 설정

한 범주들을 심으로 추  코딩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연구문제를 

보다 구체화하 다. 이후에는 선택  코딩을 통하여 자료들을 하나의 체계

로 다시 정리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해석은 분석과 함께 이루어졌다. Wolcott(1994)는 자료의 

해석은 연구자가 사실  자료와 조심스런 분석을 월하고 자료를 이룬 것

이 무엇인지 탐구할 때 일어난다고 하 다(Glesne, 2006 재인용). 연구자는 

이론을 통하여 상에서 주목할 만한 것을 발견하려고 시도하면서 왜 그것

이 요한지 이해하고자 하 으며, 동시에 상을 이해하기 한 학문 인 

논의를 찾으려고 노력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잠정 으로 도출된 해

석 결과에 하여 다른 연구자에게 자문하 다. 최종 분석  해석단계에

는 참여자 검토(member check)를 거쳤다. 참여자 검토는 자료와 잠정 인 

해석을 연구 참여자에게 보여주는 과정을 통하여 왜곡된 해석이나 편향된 

해석의 가능성을 이는 차로 활용하 다(Merriam,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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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사들이 이해하는 역량의 의미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양상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교육과정이 

실천되기 해서는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동시에 작동하며 교사는 교육과

정과 교실의 맥락 속에서 수많은 단을 한다.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데 있

어서 교사들이 무엇에 집 하고 무엇을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실천

하는 양상은 무수히 달라질 수 있으며 그들이 갖는 교육과정 요소에 한 

이해는 교실 실천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요한 요소이다.

  교사들이 실천하고 있는 역량 심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해서는 교사들

의 맥락에서 교사들이 이해하고 있는 역량의 의미를 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상으로 하는 네 명의 교사들은 사례학교에 근무하며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기 시작하 다. 교사들이 역량을 하고 역량 심 교

육과정을 실천하기 시작한 것은 사례학교가 소속된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과

정 문서를 통해 역량을 제시하기 이 이다8). 네 교사들의 경우 외부에서 

제시된 역량 심 교육과정을 용하는 상황이 아닌 교사들이 역량의 의미

에 해 나름의 이해를 구축하기 하여 학습하고, 토론하고, 합의해가는 

과정 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의미는 그들

의 실천 장면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장에서는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기 해 노력하는 네 명의 교사

들이 가진 역량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하여 교사들

이 역량의 의미를 이해한 과정은 어떠했는지, 재 교사들은 역량의 의미

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고찰해볼 것이다. 

 

  1. 교사들의 역량의 의미에 한 이해 과정

8) 네 명의 교사들이 역량을 접한 것은 사례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한 2010년 혹은 2011년부터이다. 

사례학교가 소속된 경기도 교육지원청에서는 2012년 경기도 교육과정 문서를 통하여 ‘창의지성역

량’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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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의 교사들은 재까지 역량의 의미에 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

며, 앞으로도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사들

의 실천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라기보다는 만들어져가고 있는 과정 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들의 실천 맥락 안에서 역량의 의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을 고려할 때 

교사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역량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이 에서는 네 명의 교사들이 재와 같은 역량의 의미에 한 이해를 

갖게 된 구체 인 맥락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교사들이 어

떻게 역량을 하게 된 사례학교의 맥락과, 네 교사들은 왜 심을 갖기 

시작했는지를 심으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이 역량의 의미를 

이해한 과정을 살펴 으로써 교사들이 갖는 역량의 의미에 한 이해를 보

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 교사들이 역량을 한 맥락

  네 명의 교사들이 역량을 하게 된 것은 공통 으로 사례학교에 근무하

기 시작하면서부터 다. 네 교사들이 역량을 한 계기를 구체 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 , 서진훈 교사는 경서 등학교 개교 비 모임에 소

속되어있었고, 근무를 시작하기  해당 모임에서 역량을 하고 학습하

다. 

  개교 비 모임에 소속된 11명의 교사들은 이 우 교장의 학교경 계획

서에는 “역량”이 학교교육과정의 목표와 련될 필요가 있다는 비 이 포

함된 이 우 교장의 경 계획을 통해 역량을 하게 되었다. 교사들은 교

장의 학교경 계획서를 심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운  방안을 논의하

다. 이 우 교장이 교사들에게 경 계획을 강요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

하고 개교 비 모임에 소속된 교사들은 교장의 학교 경 계획을 받아들여

야 한다고 생각했다. 개교 비 모임에 소속되어있었던 서진훈 교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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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빌면, 당시 교사들은 “원래 학교는 교장선생님의 교육철학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컸다고 한다.

서진훈: 원래 학교는 교장선생님의 교육철학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실천)

하는 곳이잖아요. 그 게 봤을 때 우리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역

량을 강조하고 몰랐던 부분을 제시해주니까 교육의 흐름이 이

게 가는구나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도 잘 모르지만 (역량이 포함

된 학교경 계획서를) 들고 오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교육과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개교 비 모임에서 교사들은 3달 동안 수차례 학교의 교육 방향과 련

된 회의를 가졌고, 역량에 해 학습하고 학교의 역량목록을 선정하 다. 

교사들의 역량에 한 학습은 주로 이 우 교장이 제공한 역량과 련된 

연구물들을 심으로 이루어졌다. 학교교육과정 목표와 역량을 련시켜야 

하느냐의 문제 한 개교 비 모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  한 가지

다. 교사들은 교장이 자료로 제시한 이 우(2008)의 연구를 참고하여 학교

의 역량 목록을 선정하 다. 

  한편, 이원경 교사가 “역량이라는 말을 여기 오기 에는  몰랐다”

고 표 했듯, 이원경 교사, 송경혜 교사, 한정은 교사를 포함한 다수의 

교사들에게 “역량”이라는 단어는 경서 등학교에 근무하기 에는 알지 못

했던 낯선 단어 다. 이원경 교사와 송경혜 교사는 2010년 개교 시  경서

에 발령받아 근무를 시작하 다. 한정은 교사는 개교 1년 뒤인 2011년 

경서 에 발령받았다. 세 교사들은 경서 에 발령받아 근무를 시작한 다른 

다수의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경서 에 근무를 시작하면서 역량이라는 용어

를 처음 하 다. 교사들이 역량을 한 주요한 경로는 학교교육과정 문

서와 학기  교내 교직원 회의 다. 해마다 경서 에서는 학기  교직원 

회의를 통해 역량 목록을 학교교육과정과 련시키고 있다는 이 개

으로 안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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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경: 역량이라는 말을 여기 오기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9) 그런 말 들

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중략)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공부 많이 

하신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DeSeCo 프로젝트가 

어쩌고저쩌고….(후략) 

  세 교사들은 발령받아서 바로 교육과정을 실천해야하는 상황이었고, 역

량에 해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실천하기 시작했던 것은 아

니었다. 컨 , 송경혜 교사는 경서 에 발령받았을 당시에는 학교교육과

정에 역량이 제시되어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에 해 특별히 심

을 두지 않았다. 송경혜 교사의 표 으로 “따라가는 입장”에 있는, 부장이

나 특별한 직책을 맡지 않은 교사들  다수는 송경혜 교사와 마찬가지로 

역량에 하여 그  학교교육과정 문서상에 선언 으로 제시되어있는 것으

로 생각하기도 하 다. 

송경혜: 처음에는 사실 역량에 심이 없었어요. 는 따라가는 입장이었

고 (교육과정 실천을) 처음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별로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학교교육과정에) 있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

던 것 같아요. 

  경서 에서는 학교의 역량 목록을 학교교육과정문서에 제시하 지만, 그

것 자체로 교사들이 역량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교사

들은 경서 에 근무하면서 역량이라는 용어를 처음 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의미에 해 크게 심을 두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역량의 의미에 하여 학습하고 토의하여 역량의 의미

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한 다양한 자리가 마련되고 있었다. 

  첫째, 경서 에서는 주기 인 교사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경서 에

9) 이 연구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인용하는 데 있어 연구자의 분석 및 해석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내용을 볼드체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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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교사들의 역량의 의미에 한 이해를 도모하기 해서 2주마다 한 번 

“TF”라는 이름의 교사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이는 회의에 참석한 교사들

의 역량에 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간 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다

른 교사들 한 역량의 의미를 이해할 것을 기 하는 것이었다. 교사들은 

2011년부터 학년교육과정과 역량을 련짓고 있었지만, 역량을 이해하고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2013년 체 

교직원 회의에서 역량에 한 이해를 한 정기 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

견이 제시되었다. 학교에서는 2013년부터 정기 인 회의 자리를 마련하기 

시작하여 모든 학년에서 부장교사와 희망교사가 참석하도록 하고 있었다. 

TF는 교사들이 함께 논의함으로써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과정에

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사들 사이의 이해를 공유하기 한 정기

인 토론의 장이었다. 회의에 참석하는 교사들은 2주마다 학년에서 역량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실천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해 공유하 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교사들은 참석하지 않은 동학년 교

사들에게 TF에서 이루어진 논의 내용을 “ 달연수”하여 논의된 내용을 이

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다음은 서진훈 교사의   일부를 발췌

한 것이다. 

서진훈: 2013년도에 교사회의를 통해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모임(TF)을 2

주에 한 번씩 갖기로 했다. 핵심역량을 어떻게 용하고 교육과

정을 어떻게 발 시켜나갈지 희망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

면서 논의하기로 하 다. 이 역시 자발 으로 나온 의견으로 학

교 내 자발 인 학습 조직이 구성된 것이다. 이런 학습 조직을 통

해 교육과정 문성은 더욱 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둘째, 체 교사가 함께 역량의 의미를 토론하기 한 “워크 ”을 진행

하 다. 경서  교사들은 체 교사가 한 자리에서 역량의 의미에 해 논

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2014년 2월 이루어진 워크 이 체 교사의 역량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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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 한 이해를 도모하기 한 자리 다. 워크 은 2014년부터 경서 에 

새로 발령받아 근무를 시작하게 될 교사들을 포함한  교사를 상으로 

하는 연수  토론의 장이었다. 역량의 의미와 역량 심 교육과정의 실천 

방법이 주요한 내용이었으며, 연수 자료는 서진훈 교사가 만들어 배부하고 

설명하 다. 그는 경서 등학교 교육과정에 역량을 치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이 주도 인 역할을 수행했던 만큼, 다른 교사들에게 “역량 심 교육

과정에 하여 워크 에서 설명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 다. 

그는 교사 연수에서 역량의 의미에 하여 부정 으로 이해하거나 소하

게 이해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느끼고, 다른 교사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하여 학교교육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역량의 의미

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로 수정  확 된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연수 자료를 제작하 다. 다음 [그림 Ⅳ-1]은 서진훈 교사가 교사 연수에서 

교사들에게 배부한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안내 자료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1. 핵심역량(Core competency/Key competency) 이해

- 역량은 원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핵심역량은 역

량의 개념에서 출발했지만 교육 분야에서 21세기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전인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확대 

수정하여 도입함.

핵심역량 Core competency/Key competency

다양한 현상이나 문제를 효율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

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

[그림 Ⅳ-1] 서진훈 교사가 제작한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안내 자료

(출처: 2014 경서  교내 연수 자료)

  셋째,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 하여 교사들이 역량의 의미, 역량 심 교육

과정 실천 등과 련된 자료를 공유하고 서로의 이해를 토론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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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경서 에서는 교사, 학부모, 외부인 등 구나 가입할 수 있는 온

라인 커뮤니티를 운 하고 있었다. 네 교사들은 모두 경서  온라인 커뮤

니티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역량과 련된 자료 한 

공유되고 있었다. 교사들은 역량 련 국내 연구물, OECD의 DeSeCo 로

젝트, 해외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 사례에 한 신문 기사 등 자신이 수

집한 역량과 련된 자료를 게시하여 다른 교사들에게 공유하고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교사들은 다른 교사에게 역량과 련된 자료를 요청

하기도 하 고, 학교교육과정이 역량 심이어야 하는지에 한 자신의 의

견을 개진하며 다른 교사의 의견을 묻기도 하 다. 

  넷째, 2011년부터 학교에서는 경서 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교사를 1

인 이상 학년에 배정함으로써 새로 입해 온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실천하

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공식  혹은 비공식

 동학년 의회를 통하여 역량의 의미와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에 한 

이해를 도모하 다. 교사들은 동학년 교사들에게 자신이 느끼는 어려움을 

수시로 묻고 답하고 있었고, 주제와 역량과의 련과 교수학습활동 계획은 

교사들의 담화 속에서 주요한 주제  하나로 등장하고 있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네 명의 교사들은 경서 에 근무하기 시작한 것을 계

기로 역량을 하 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네 교사들이 역량을 한 시

에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 서진훈 교사는 개교 비 모임에 참여하며 경

서 에서 교육과정을 실천하기 세 달 부터 역량을 하고 그 의미를 학

습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원경 교사, 한정은 교사, 송경혜 교사는 경서

에 발령받은 뒤 학기 에 이루어진 교직원 회의와 학교교육과정 문서를 

통해 역량을 했다. 세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시 에 

역량을 했고, 처음에는 학교교육과정 문서에 선언 으로 제시된 것으로 

여기기도 하 다. 경서 에서는 교사들의 역량의 의미에 한 이해를 돕기 

한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사들의 역량의 의미 이해를 

한 학교차원의 노력에는 주기 인 교사회의, 체 교사 워크 ,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토론의 장 마련, 모든 학년에 경서 에 근무한 경험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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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사 배정 등이 있었다.

  나. 교사들이 역량의 의미에 가치를 부여한 계기

  네 명의 교사들은 공통 으로 자신이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상황의 변화

에 따라서 역량의 의미에 심을 갖기 시작하 다. 그러나 이들이 역량의 

의미에 심을 가진 이유는 외부 인 상황 변화 때문만은 아니었다. 네 명

의 교사들은 기존의 교육 , 문제의식 등 자신이 생각했던 교육의 방향과 

역량의 의미가 모종의 련이 있다는 단 하에 역량의 의미에 가치를 부

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교사들이 역량의 의미에 가치를 부여한 구체

인 계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서진훈 교사는 학교교육과정과 역량을 련시켜면서 역량의 의미

에 심을 가졌고, 역량과 자신의 기존 교육과정 실천에 한 문제의식과

의 련을 느끼고 역량의 의미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 다. 서진훈 교

사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책임지는 교무부장으로 경서 에서 근무를 시

작하 다. 그는 개교 비 모임에서 이 우 교장의 학교경 계획서를 통해 

역량을 했고, 학교교육목표와 역량이 련되어야 한다는 학교장의 아이

디어는 자신이 “몰랐던 부분이지만 교육의 흐름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하 다. 서진훈 교사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세계  교육의 

흐름에서 강조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교육에서 한 필요하다고 생각하

다. 그는 재까지 우리의 교육이 지나치게 지식습득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 는데, 이는 지식습득이 심이 되는 교육이 미래의 삶을 

해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교육일 수 있는지에 한 의문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서진훈 교사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서진훈: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 험한 세상에 잘 응하고 살 수 있을까? 

이제 미래 교육은 스스로를 교육하는 교육, 스스로 제 앞가림

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 함께 어울려 사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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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그 힘을 다른 말로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동안 지식을 강조하다 보니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되지 못했다. 

( 략) 이제는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

  다음으로, 이원경 교사는 역량과 학년교육과정을 련지으면서 역량의 

의미가 구체 인 활동 기회를 의미있게 생각했던 자신의 교육 과 맞닿아 

있다고 단하여 역량의 의미에 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원경 교사가 경

서 에 근무를 시작할 때에는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에 한 고민보다는 

자신에게 맡겨진 학년교육과정 편성이 주된 고민이었다. 당시 이원경 교사

는 “교과서의 틀을 벗어나는”, “무엇인가 특별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방

법이 주요한 심이었다. 그는 주제 심 교육과정을 운 했을 때 학생들에

게 보다 많은 체험 기회를  수 있는 수업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하 다. 

이원경 교사는 6학년 동학년 교사들과 함께 2010년 2학기 교과를 통합하여 

주제 심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 해보기로 하 다. 경서  교사들은 

2011학년도를 시작하면서 주제 심 교육과정을 운 하면서 주제와 학교의 

역량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역량을 교육과정에 반 하자는 서진훈 교사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모든 학년에서 주제 심 교육과정을 운 하기 시작하

다.

  이원경 교사는 역량과 주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실천 맥락에서의 역량의 의미에 해 심을 갖기 시작하 고 

이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 다. 그는 기존의 교육과정 실천에서 “ 등

학교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구체화하는 활동 기회를 많이 주는 

수업이 더 의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는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면서 “오늘날의 사회 변화를 고려할 때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

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필요가 있으며 이를 역량이라고 부를 수 있겠

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즉, 그는 학년교육과정에 역량을 연결시키기 시작

한 것을 계기로 역량에 심을 가지기 시작하 고, 그 방향이 기존 자신의 

교육 과 련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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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송경혜 교사는 동학년 부장교사의 변화에 따라 역량의 의미에 보

다 심을 가졌고, 역량과 자신의 교육 을 련시키기 시작한 경우 다. 

송경혜 교사의 경우는 “처음에는 역량에 심이 없었다”면, 경서 에서의 

세 번째 해에는 한정은 교사, 네 번째 해에는 서진훈 교사와 같은 학년에

서 근무하면서 역량에 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정은 교사, 서진훈 교사와 

같은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에 심이 있는 부장교사와 동학년이 되어 교

육과정을 실천했던 상황 속에서 송경혜 교사는 역량의 의미와 역량 심 교

육과정 실천에 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면서 지식의 활용 능력이 요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가치 과 역량을 련시키기 시작하 다. 그녀는 교육과

정 실천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이 되느냐”의 문제를 

주로 고민하는 편이었다. 그녀는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면서 “지식을 

활용하거나 확장시킬 때 의미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

고, 그와 련하여 역량의 의미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정은 교사는 자신의 역할 변화에 따라 역량의 의미에 

심을 가지기 시작하 고, 학습해야 할 상황의 조성을 가치 있게 생각했던 

자신의 기존 교육 과 역량의 의미를 결부한 경우 다. 한정은 교사는 근

무를 시작한 첫해인 2011년에는 수업방법 인 측면, 특히 활동 심수업에 

주된 심이 있었다. 그런데 2012년 자신이 학년의 부장을 맡기 시작하면

서 조  더 극 으로 역량의 의미와 그것이 교육과정 실천에서 갖는 의

미에 하여 고민하게 되었다. “학년부장교사의 책임을 맡아 평교사일 때

보다 역량에 해 더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모든 학년에서는 동

학년 교사들이 공동으로 함께 학년 교육과정을 작성하 지만 부장교사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역량을 교육과정과 련시키면서 자신이 기존에 심이 있었던 

수업에 맥락을 부여하는 일이 역량의 의미와 련된다고 생각하 다. 한정

은 교사는 기존에 “학생들의 이야기를 수업 상황에 련시키는 것, 수업과 

수업을 연결하여 학습의 맥락을 만드는 것”에 심이 있었다. 그녀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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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가 학생들에게 학습의 상황을 만들어주고자 했던 자신의 기존 교육

과 련된다고 생각하 고 역량의 의미에 심을 가지기 시작하 다.

  네 교사들의 역량의 의미를 이해한 과정은 교사들이 의미에 가치를 부여

하는 것은 스스로의 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다. 네 교사들이 역량

의 의미에 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자신이 처한 교육과정 실천 상황 변

화 때문이었다.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나 역할 혹은 동학년 교사

의 감화 등을 계기로 역량의 의미에 심을 갖기 시작하 다. 그런데 교사

들이 역량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각자의 단 하에 역량의 의미에 가치

를 부여하 기 때문이었다. 즉, 이들이 역량의 의미에 보다 심을 기울인 

것은 그것이 자신이 가진 기존의 교육 과 맞닿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었다. 네 교사들은 기존에 자신이 가졌던 교육과정 실천에 한 문제의식, 

가치 있는 교육과정 실천의 방향성 등과 역량의 의미를 련지으면서 역량

에 보다 심을 기울이고 가치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 교사들의 역량의 의미에 한 이해

  앞 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 사례학교에서 근무하는 네 명의 교사들이 

역량을 하고, 역량의 의미에 심을 기울이게 된 구체 인 과정에는 교

사들 간의 차이도 존재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 교사들이 이해하는 

역량의 의미에는 비슷한 모습 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

다. 

  이 에서는 교사들이 재 갖고 있는 역량의 의미에 한 이해를 살펴

보고자 한다. 교사들은 자신이 이해하는 역량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역량의 의미와 역량을 심으로 교육과정을 실천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

인지에 하여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있었다. 교사들은 교육과정 실천 맥

락 안에서 역량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만큼 역량의 의미와 역량 심 교

육과정 실천의 의미를 복합 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연구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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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역량의 의미에 한 이해 과정과 재 이들의 실천 맥락을 고려하면

서 면담내용을 분석하여 교사들이 역량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분석하 다. 그 결과 연구자는 네 교사들이 역량을 크게 “교과를 재구성하

는 기반”,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교과에 배우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세 가지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 교과를 재구성하는 기반

  경서 등학교 네 명의 교사들은 역량을 교과를 통합하여 재구성하는 과

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이해하고 있었다. 교사들이 역량을 이와 같이 

이해하게 된 것은 교사들이 역량을 처음 한 주요한 경로가 이들의 학교

교육과정 문서와 학기  교직원 회의 기 때문이다. 경서 의 학교교육과

정 문서에서는 다음 [그림 Ⅳ-2]와 같이 역량을 교과를 재구성하는 기반으

로 소개하고 있다.

2부.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

2014학년도 경서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더불어 행복한 삶을 가꾸는 문화

인’을 위하여 국가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교과별 성취기준을 달성하되 

미래 한국인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재구성하여 내용을 지역화․
다양화하고자 한다.10)

  

[그림 Ⅳ-2] 경서  교육 내용

(출처: 2014 경서  교육과정)

  경서  교사들은 2011년 회의를 통하여 역량을 기반으로 교과를 재구성

한 교육과정을 운 하는데 합의하 고 이를 학교교육과정 문서에 제시하기

로 하 다. 경서  교육과정 문서의 2부는 [그림 Ⅳ-2] 와 같이 “무엇을 가

10) 경서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볼드체로 강조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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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치고 배울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

르면 경서 에서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교과별 성취기 을 달성하

게 하고자 하며, 그 방법으로 역량을 기반으로 교과별 교육과정을 재구성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네 명의 교사들이 역량을 교과를 재구성하는 기반으로 이해하는 모습은 

이들이 학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운 하는 데에서 드러났다. 네 교사들은 

공통 으로 역량을 범교과  학습 주제와 련짓는 방식으로 학 교육과정

에 역량을 반 하고 있었다. 서진훈 교사는 “학년  교육과정 재구성 에 

학년에서 키워야 할 역량에 해 동학년 교사들과 함께 이야기하 고, 

련 활동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 해 노력”하 다. 그가 생각하기에 “주

제 심 교육과정은 가장 핵심역량 개발에 합한 형태” 다. 다음은 서진

훈 교사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서진훈: 핵심역량과 주제 심 교육과정을 연결하여 교육과정 재구성시 핵

심역량을 염두에 두면서 편성하여 수업이 좀 더 실천 이고 체험

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 다. 주제 심 교육과정은 가장 

핵심역량 개발에 합한 형태 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 교육과정 진행시기, 학교의 행사 등과 키

워주어야 할 역량을 함께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원경 

교사의 를 들면, 그는 2013학년도 6학년 주제 심 교육과정의 첫 주제는 

“나  그리고 우리” 다. 그는 학년이 새로 시작되는 지 에서 학생들에

게 키워주어야 할 능력을 “자기 리 능력, 의사소통능력, 시민의식, 정보처

리능력, 진로의식”이라고 보았다. 다음은 이원경 교사가 학부모에게 학 교

육과정을 설명하기 해 제작한 자료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원경: 공동체에서 개인의 역할을 생각하고 성장팔 를 통해 스스로 자

신을 리하는 자기 리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다. 국어시간 논설문, 연설문과 같은 주장을 담은 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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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학년의 시작을 다짐해보고, 기 생활 습 지도를 한 모

두가 함께하는 공연 비, 산과 염기 단원에서의 차이와 차별에 

한 이야기 등을 통하여 시민의식, 의사소통능력을 충분히 키워

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회에서 경제 련 내용을 배우며 미

래사회 필요한 핵심역량에 해 공부할 것이며 이로 인해 정보처

리능력과 진로의식의 역량까지 함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한정은 교사는 주제를 계획하는 단계 뿐 아니라 교과를 통합한 학습 활

동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도 역량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컨 , 그

녀는 한정은 교사는 2014학년도 5학년 “우리 함께 가는 길”이라는 주제를 

재구성하면서 여기에 “의사소통능력, 시민의식, 자기 리능력, 생태감수성”

이라는 역량을 연결하 다. 그리고 주제의 세 번째 활동인 “우리 모두 귀

한 존재”라는 활동을 통해서 “생태감수성”이라는 역량을 키워주고자 하

고 수업의 내용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고 식물에 해 자세히 탐구”하는 

것으로 계획하 다. 이 활동을 하여 한정은 교사는 실과와 과학 교과의 

내용을 통합하 다. 

  네 교사들은 교육과정 계획단계에서 다른 교과와 통합하지 않는 교과는 

역량과 련짓지 않고 있었다. 네 교사들은 교과 담교사가 가르치는 교과

와 수학과는 다른 교과와 통합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처럼 통합하지 않은 

상태로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개별 교과의 경우에는 역량과 어떠한 련이 

있는지에 하여 특별히 고민하지 않았다. 교사들은 역량은 특정한 교과 

한 과목 내에서 신장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서진훈: 수학이 계성이 강하다 보니까 (통합을) 못하고 있어요. 수학 한 

과목을 역량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수학과와 연결하여 

어떤 창의 인 활동을, 창의성을 요구하는 활동을 계획할 때 의미

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사들은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할 때 역량을 교과를 재구성하는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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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교과 통합  주제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주

제와 련지을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모습은 실제로 역량이 교육과정 계획 수립 단계에서 고려하는 하

나의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들

은 역량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기존의 수업의 계획에서 반드시 고려되었던 

교과의 틀보다도 교과 내용들의 련성에 더 큰 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역량의 의미에 한 이해와 련하여 교사들은 개별 교과

를 역량과 연결시키는 것을 어렵게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 다. 

   나.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경서 등학교 네 명의 교사들은 역량의 의미를 지식과 구분하여 설명하

고 있었다. 컨 , 교사들이 역량의 의미를 “그냥 단순하게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이 되게 만드는 것”, “To-Know에서 To-Do까지 가는 

것”, “지식 자체도 요하지만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으로 표

하는 것은 교사들이 지식을 배우는 것과 역량을 습득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다. 교사들이 표 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

으로 역량을 자신들의 수업을 지식을 달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었다. 

이원경: 처음에는 불만이 있었는데 이제 제 나름 로 해석한 거죠. ( 략)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거라면 가능하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는 매일 아이들하고 

하는 수업이 구체화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실천이 되게 만드는 것

이 역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는 여서 “To-Know”에서 

“To-Do”까지 가는 것, 실행까지 가는 것이 역량이다(라고 생각

해요). 이 게 생각하고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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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혜: 지식은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려는 교육목표

가 문화인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식은 일부분을 차지하

는 것이고 기능도 있고 술 인 능력도 있고 창의력도 있을 거

요. 수업을 계획할 때 지식 자체도 요하지만, 지식을 어떻

게 활용할 것인지,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에 

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는 아이들에게 어떻

게 하면 의미 있는 교육이 되느냐에 해서 많이 생각하거든요.

  네 교사들은 교내 연수와 학교교육과정 문서를 통해 역량의 의미를 총체

인 것으로 학습하 다. 경서  교사들은 연수를 통하여 OECD가 

DeSeCo 로젝트를 통해 제시한 역량의 의미에 하여 학습했다. 한 경

서 에서는 다음 [그림 Ⅳ-3]과 같이 학교교육과정 문서를 통하여 OECD

의 DeSeCo 로젝트에서 규명된 역량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교사들이 

학교교육과정, 연수를 통해 한 역량은 앞서 살펴본 [그림 Ⅳ-1]에서와 같

이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로 규정되고 있었다. 즉, 이들의 학교교육과정

에서 제시되는 역량의 의미는 지식과 더불어 ‘기술뿐만 아니라 태도와 감

정, 가치, 동기등과 같은 사회 ․행동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소경희, 

2007: 8)이라고 볼 수 있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OECD 보고서(2003)에 의하면 “개인의 성공적인 생활과 행복한 사회

를 위지하기 위하여, 삶의 여러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뿐 아니라, 

모든 개인들 누구에게나 중요한 역량” 을 의미한다. 즉,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역량에 해당한다.

[그림 Ⅳ-3] 경서  교육과정의 역량의 의미

(출처: 2014 경서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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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사들은 역량을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하고 있었

지만 지식을 경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교사들은 역량 심 수

업에서 지식교육은 여 히 요한 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들에게 실천에서 역량을 고려하는 것은 “지식을 더 의미 있게” 만들기 

한 노력으로 설명되었다. 즉, 교사들은 교과에 해서 여 히 ‘역량을 성취

하기 한 주요한 경로’(소경희 외, 2007; 박민정, 2009; 이선 , 2011; 이

우․홍원표, 2012; 소경희 외, 2013b)로 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서진훈: 기본 으로 성취기 과 련하여 교과 지식을 꼭 가르쳐야한다

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정도는 교사마다 달라 차이는 있

지만, 그런 부분을 가르칠 때는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게 되죠. 

왜냐면 그 정도는 해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역량이 묻어나는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기 때문에 그런 것(교과 지식

을 가르치는 것)을 할 때는 수업자료가 교과서가 될 수 있겠죠. 

한정은: 지식 달은 굉장히 요해요. (역량 심 교육과정은) 지식을 더 

의미 있게 만들기 해서 하는 거 요. 지식 자체가 요한 것

이 아니라 그것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달되어 어떻게 받아들여

지고 어떻게 삶에서 어떻게 쓰이고…. 활용만 보는 것은 아니고

요.

  교사들은 역량을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하면서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에서도 지식을 달하는 것, 교과서를 다루는 것과 역량

을 신장하는 활동을 구별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었다. 네 교사들

은 자신의 수업에서 교과 지식을 가르칠 때에는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

게” 된다면, 역량을 신장하기 해서는 그것을 드러내는 활동이 필요하다

고 생각했다. 교사들은 역량을 신장시키는 활동은 교과서로 교과 지식을 

가르치는 활동과는 다르다고 보고 있었다. 

  네 교사들은 역량의 의미를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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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들은 지식과 역량의 의미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역량의 의미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교사들

의 이해는 역량의 의미와 련하여 학생들의 성취와 발달에 심을 기울일 

수 있다는 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교사들이 역량은 총체 인 개념

이라고 이해하면서도 실천 장면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일과 역량을 신장하

는 일이 다르게 일어나는 것으로 구분하는 측면도 발견할 수 있었다. 교사

들에게 지식의 습득과 역량의 성취는 다른 종류의 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 지 에서 역량을 지식과의 련 속에서 신장시키는 데 심을 두기보다

는 기존의 지식 달식 수업에서 벗어나는 데 을 두는 것으로 보 다.

   다. 교과에 배우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

  경서  네 명의 교사들은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한다는 것은 역량을 

통하여 교과에 “배우는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면서 학생들에게 역량을 심으로 학

습 주제, 교과 내용을 배우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 으며 학습 상황에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기도 하 다. 

이원경 교사는 역량과 련지어 교과 내용을 가르치면 학생들의 교육과정

에 한 이해가 높아진다고 말하 다.

이원경: 이 교육과정을 하는 가장 주된 목 은 왜 공부하는지에 한 

이해를 높이기 한 거 요. 왜 우리가 이 주제를 배우고, 이 주

제를 배우면서 왜 문학을 배우고 있는지…. 국어시간에 국어를 배

워도 이걸 왜 배우고, 도덕시간에는 사랑이 왜 필요한지…. 배우

는 의미를 부여해주고 가르치는 거 요. 

  교사들은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면서 학생들에게 역량과 련하여 

학습하는 내용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었다. 서진훈 교사의 표 을 빌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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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자

기 생활과 어떻게 련이 있는지” 알려 으로써 “배움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한정은 교사 역시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면서 “학생

들이 배우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게 하고 있었고, 학습의 맥락을 부여함

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높아진다고 말하고 있었다.

서진훈: 교육과정 재구성의 가장 큰 원칙은 체험을 통한 학습으로 실생활

과 한 련성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있어 배움의 필요성을 훨

씬 잘 느낄 수 있게 하고 있고 이런 을 함께 고민해 가면서 만

들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자기 

생활과 어떻게 련이 있는지를 악하면서 학습을 하기 때문

에 일 성 있는 교육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게 된 것이다. 

한정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연결이 어려워요. 그런데 연결을 잡고 가면 

아이들이 배우는 것의 의미를 그 주제에서 갖고 갈 수 있어요. 

과학도 마음과 연결할 필요가 없지만 마음과 연결을 하는 거죠. 

맥락이 있어야 아이들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교사들에게 역량은 교사가 그것을 수업시간에 “ 면에 내놓고” 명시 으

로 표 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실천 “이면에 녹아있는” 형태로 공부하고 

있는 것, 학습하고 있는 것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사례학교

의 교사들이 역량을 개별 차시 수업과 련지어 학생들에게 직 으로 설

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는 이들이 역량을 개별 차시 수업

을 통하여 신장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학습 주제 반, 혹은 교육과정 

실천 반과 련지어 신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

다. 

송경혜: (역량을 고려하면서) 교육과정 짜다보면 자연스럽게 창의력이라

든지 문제해결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거기(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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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녹아들어 가게 하는 것 같아요. 는 그 게 생각이 들어요. 

(역량을) 면에 내놓고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창의력이라

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이면에 녹아있는 것으로 생

각하거든요. 를 들자면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사소통능력이 녹아서 학습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사들이 역량을 학생들에게 배우는 이유를 주는 것으로 이해한 것은 교

사들에게 역량이 교과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고

려하게 되는 요소 기 때문이었다. 네 교사들은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

한 이후로 매 학기가 시작되기 이 에 교육과정 계획과 역량을 련짓는 

작업을 해오고 있었다. 한정은 교사는 이 작업을 통하여 스스로 해당 교과

의 교육과정이 “왜 필요한지에 한 이론 인 근거”, 즉, 자신의 수업에서 

교과와 그 역들을 다루어야 하는 이유를 찾고 있다고 하 다.

한정은: 작년에 재구성할 때 제가 (동학년) 선생님들 만나기 에 궁 했

던 것을 혼자 공부해 본 거 요. 어보고 공부하고. 우리(학년) 

교과가 바  것도 어보고. 큰 그릇을 많이 죠. 국어과의 역

들, 수학에서 창의인성수학, 통합교육과정이 왜 필요한지에 한 

이론 인 근거가 에게는 더 요해요. 이 과목이 나온 배경

이 뭐냐. 아이들에게 뭘 주려고 이런 과목이 나왔느냐. 이런 것

을 어보면서. 

  네 교사들은 역량의 의미를 교과에 배우는 의미를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역량과 련하여 학생들에게 왜 해당 내용을 배워야 하

는지, 배우는 내용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작업은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교육과정에 

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모습에 비추어볼 

때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면서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이들의 실천 맥

락에서 극 으로 의미가 탐색되고 재해석되어야 할 상으로 여기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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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은 결국 교사가 어떻게 교육과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잠재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에서(Deng, 2011), 교

사들은 역량과 련하여 교육과정을 다양하고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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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교사들의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에서 나타난 

변화

  네 명의 교사들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실천 장면에서 역량을 

하고 그 의미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나름의 이해를 형성해가고 있었다. 교

사들은 역량의 의미를 그들의 실천 장면에서 역량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 역량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실천에서 어떠한 변화를 주고자 하는지와 

련짓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교사들이 이해하는 역량의 의미는 실제로 그

들의 실천 장면에서 역량의 역할에 가까웠다.

  네 교사들의 역량의 의미에 한 이해는 그들의 실천 장면의 변화와 

하게 련되고 있었다. 이들은 역량을 교육과정에서 구 하기 해 노력

하면서 수업과 평가 장면을 변화시켜가고 있었다. 물론 교사들은 스스로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던 만큼 변화시키고자 하나 

실천으로 옮기기 어려워하는 모습, 혹은 어떻게 실천해야할지 방향성을 찾

기 어려워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네 교사들은 공통 으로 

역량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특정한 방향으로 실천을 변화시키기도 하

고, 이 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수업과 평가를 시도하기도 하 다. 

  이 장에서는 네 교사들이 역량을 학 교육과정 실천에서 구 하기 해 

어떠한 변화를 추구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하여 교사들의 수업과 

평가에 기존의 실천과 구분되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다루어볼 것이다. 

  1. 교사들의 역량 심 교육과정 수업에서 나타난 변화

  경서 등학교 네 명의 교사들은 자신들이 “교육과정의 신을 통해 추구

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 수업 신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었다. 호주

나 뉴질랜드의 교사들이 수업 방법의 변화를 역량 심 교육과정의 가장 

요한 특징으로 본 것과 유사하게(홍원표 외, 2010: 157), 네 명의 교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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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도 가장 큰 심사는 수업 방법의 변화에 있었다. 네 교사들은 통합수업

과 일반수업을 구분하여 주제 심 교육과정을 편성․운 하고, 수업을 활

동 심으로 계획하며, 표   공유의 기회를 증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 에서는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네 명의 교사

들이 구체 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 통합수업과 일반수업의 구분

  경서 의 수업에서 가장 먼  에 띈 부분은 수업이 통합수업과 “일반

수업”이라고 불리는 교과 수업으로 구분되고 있다는 이었다. 교사들은 

부분의 교과를 주제를 심으로 통합하여 교육과정을 운 하고 있었다. 

통합수업의 경우 주제와 활동을 심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있었고, 학생들

과 진행하고 있는 수업시간에도 주제명, 활동명으로 수업시간을 부르고 있

었다. 그리고 교사들은 다른 교과와 통합하지 않은 일반수업은 주제 심 

교육과정과는 별개로 계획하고 있었고, 교과서에서 제시된 순서에 따르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경서  교사들이 통합수업과 일반수업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계획

하기 시작한 것은 2학기 이원경 교사의 시도가 계기가 되었다.

  

이원경: 사실 2010년부터 교육과정 재구성 이야기는 있었어요. 근데 우리

도 해본 이 없으니까. 가 해놓은 거 갖다 쓰고 그런 건 해본 

 있죠. 어떻게 해볼 엄두도 안 나고 그랬는데. 제가 혼자 집에

서 만들다가 우연히 찾은 거죠. 이 게 교육과정 재구성 하는 게 

주제 심인지도 는 몰랐어요. 그냥 짰는데, 짜서 가져와서 보

여줬더니 공부를 많이 하신 선생님들께서 주제 심 교육과정이

라고 말 하시더라고요. 정말  몰랐어요. 확신도 없었죠. 

2010년도 2학기를 이 게 운 을 하는 데 일단 무 반응이 다

른 거 요. 아이들도 반응이 다르고, 부모님들도 다르게 반응하시

고, 무 좋아하시는 거 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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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들은 2011학년도부터  학년에서 통합수업과 일반수업을 구분하여 

학년교육과정을 계획하여 운 하는 데 합의하 다. 경서 에서는 보다 융

통성 있는 통합수업 운 을 하여 수업의 기본 인 시간 구획을 80분 블

록으로 하기로 하 다. 그리고 수업의 시간 운  단 는 학년과 학 의 교

육과정 운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 할 수 있도록 열어두기로 하

다. 경서  학교교육과정 문서에는 일일 시간 운 을 “학 교육과정 운

상 조정하여 자율 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교사들이 학 교육과정 

진행 상황에 따라 수업 시간을 단하여 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교사들이 시간 운 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기 해서 경서 에서는 수업

시간과 쉬는시간, 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지 않고 있었다. 

  네 교사들은 교과를 주제 심으로 통합하여 역량과 련짓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동학년 교사들과 계속 으로 토의하고 력했다. 기존과는 다른 

교과 운  방식은 교사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

다. 네 교사들은 실제로 자신의 수업을 표 하는 데 있어 “내 수업”보다는 

“우리 학년 수업”이라는 표 을 자주 사용하 고, 수시로 모여 수업을 의

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교사들은 수업을 계획단계에서는 물론 실

천 과정 에도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었다. 

  네 교사들이 역량과 교과를 련짓는 구체 인 방식은 약간의 차이가 있

었지만 공통된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Ⅴ-1]과 같다. 

[그림 Ⅴ-1] 교사들이 교과와 역량을 련짓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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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교사들은 동학년 교사들과 의하여 통합수업으로 다룰 교과와 일

반수업으로 다룰 교과를 선정하 다. 경서  교사들이 통합수업과 일반수

업으로 다루는 교과는 학년에 따라 조 씩 차이가 있었다.11) 네 명의 교사

들은 공통 으로 수학과와 교과 담교사가 다루는 교과를 제외한 모든 교

과를 통합수업으로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네 교사들이 일반수업으로 

진행하는 교과를 정한 주된 기 은 교과의 계열성이었다.

송경혜: 과목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희가 주제에서 제외한 과

목은 계열성이나 계가 요하다고 생각해서, 순서를 바꾸거나 

하기에는 계열성이 무 요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둘째, 네 교사들은 교과의 내용지식 혹은 교과 성취기 의 련을 고려

하여 주제를 도출하 다. 이들은 교과에서 한 학기에 다루어야 할 것으로 

제시된 단원의 주요내용들을 학기당 3～5개의 주제로 통합하 다. 교과 내

용간 련을 고려할 때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원경 교사와 한

정은 교사는 교과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그려 연결하는 방식, 서진훈 교사, 

송경혜 교사는 교과 내용을 착메모지에 고 그것들을 옮겨 연결하는 방

식을 선호하 다. 통합하는 교과들 에서 몇 개 교과의 내용의 련을 통

해 먼  주제를 도출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하 다.

  셋째, 주제에서 다룰 교과 내용을 구체화하 다. 교사들은 만든 주제와 

련 있는 교과의 단원들을 어 주제 심 교육과정 안에서 교과의 내용이 

제외되거나 첩되지 않도록 각 주제에서 다룰 교과의 단원과 내용들을 구

체화하 다. 교사들은 이 과정을 통해 통합하여 다루기로 한 교과에서 다

루는 모든 내용을 주제와 련시켰다. 때로는 주제와 련성을 찾기 힘든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교사들은 동학년 교사들과 함께 련지을 수 

있는 이유를 찾기 해 노력하 다.

11) 2014학년도의 경우 1학년은 국어, 수학, 2학년은 수학, 3학년은 수학, 체육, 영어, 4학년은 수학, 

과학, 체육, 음악, 영어, 5학년과 6학년은 수학, 음악, 영어 교과가 일반수업으로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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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한정은 교사의 2014학년도 5학년 교육과정 운  계획

지도기간 주제 핵심 역량

3.3~4.4

5주
우리 함께 가는 길

의사소통  시민의식

자기관리  생태감수성

통합

일반

국

어

도

덕

사

회

수

학

과

학

실

과

체

육

음

악

미

술

영

어

창

체
12)

계

통합 27 6 1 16 10 15 14 7 96

일반 17 9 14 3 43

지도기간 주제 핵심 역량

4.4-5.14

5주

미지의 세계로 가는 

대화

문화예술  생태감수성

의사소통  창의력

통합

일반

국

어

도

덕

사

회

수

학

과

학

실

과

체

육

음

악

미

술

영

어

창

체
계

통합 27 6 1 16 10 15 14 7 96

일반 17 9 14 3 43

지도기간 주제 핵심 역량

5.14~6.19

5주
함께 꽃피우기

문화예술  시민의식

의사소통  문제해결

통합

일반

국

어

도

덕

사

회

수

학

과

학

실

과

체

육

음

악

미

술

영

어

창

체
계

통합 27 6 1 16 10 15 14 7 96

일반 17 9 14 3 43

지도기간 주제 핵심 역량

6.19~7.25

5주
Up 스타일

문화예술  창의력

문제해결  진로의식

통합

일반

국

어

도

덕

사

회

수

학

과

학

실

과

체

육

음

악

미

술

영

어

창

체
계

통합 27 6 1 16 10 15 14 7 96

일반 17 9 14 3 43

12) 창의적체험활동의 줄임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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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만들어진 주제에서 다루어야 할 교과의 내용들을 고려했을 때 신

장할 수 있는, 혹은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핵심역량과 연결하여 교수학

습 활동으로 구체화하 다. 를 들자면, <표 Ⅴ-1>에서 볼 수 있듯, 2014

학년도에 한정은 교사는 동학년 교사들과 함께 “우리 함께 가는 길”이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주제를 계획하여 운 하 다. 그녀는 이 주제에 “의사소

통, 시민의식, 자기 리, 생태감수성” 등 네 개의 핵심역량을 연결하 다. 

교사들은 주제와 핵심역량을 연결할 때 주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성취기

과 련된 것, 학생들의 발달상황 등을 고려하여 역량을 배치하 다. 교사

들은 역량 목록에서 특정 역량을 여러 주제에 걸쳐 다루기도 하 고 특정 

역량을 제외하기도 하 다. 

  한편, 네 명의 교사들이 진행하는 수업에서 수학과와 교과 담교사가 담

당하는 교과 수업은 “일반수업”으로 계획되어 개별 교과 수업으로 진행되

었다. 일반수업은 통합수업과는 별개로 수업과 평가가 계획되어 운 되고 

있었다. 교사들은 수학과는 계성이 분명하여 학습의 순서를 바꾸었을 때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 교과 담교사가 담당하는 

교과는 교과 담교사와 함께 주제를 편성하기 용이하지 않고, 교과 담시

간이 고정되어 있어 주제의 융통성 있는 운 이 어렵고 시기를 맞추기 어

렵기 때문에 주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반수업은 40분 단 를 기본으로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경우에 따라 80분 블록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네 교사들은 일반수업은 역량과 련짓지는 않고 있었다. 교사들은 공통

으로 역량과 교육과정을 연결할 때 개별 교과보다는 통합된 주제와 연결

하고 있었고, 통합하지 않는 교과에서 신장할 수 있는 역량에는 크게 심

을 두지 않았다. 다만, 한정은 교사는 통합하는 교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교

과 내용과 역량을 련시키는 모습이 특징 이었다. 그녀는 개별 교과의 

내용이 어떠한 역량과 련될 수 있을지, 개별 교과가 련되는 역량들이 

통합된 주제 활동 내에서도 련되는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컨

, 그녀는 5학년 도덕, 국어, 체육, 실과, 과학 교과의 내용지식을 포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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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통합하여 ‘우리 모두 귀한 존재’라는 활동을 계획하 다. 이 때 각각의 

교과에서 포함되는 내용지식과 련될 역량이 활동으로 통합되었을 때도 

련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서 교육과정을 계획하 다. 그러나 그녀 

역시도 통합하지 않는 교과들이 역량과 어떻게 계를 맺을 수 있을지에 

해서는 특별히 고민하지 않았다. 

  네 교사들은 주제를 심으로 교과를 통합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운 해

보면서 이것이 학생들의 “역량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의 방향이라

고 생각하고 있었다. 해외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 사례에서 교사들이 주

제 심 근, 범교과  근을 역량을 신장하는 수업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홍원표 외, 2010; 최승  외, 2011), 경서  교사들은 주제

를 심으로 교과를 통합 으로 운 하고 있었다. 서진훈 교사는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면서 “필수 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

고 말했다. 다음은 서진훈 교사의 을 발췌한 것이다.

서진훈: 교실의 장을 벗어나 아이들의 삶과 생활에 한 련이 있는 

수업, 몸으로 느끼고 알게 하는 수업을 하기 해 필수 으로 교

육과정 재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실생활과 한 내용으로 참

여 인 수업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교사들은 통합수업과 일반수업을 구분하고, 통합수업을 역량과 련짓는 

방식으로 역량을 수업에 반 하고 있었다. 이원경 교사가 시도했던 주제

심 교육과정은 경서  교사들이 역량을 교육과정에 반 하는 방식이 되었

다. 교사들의 이러한 방식은 교사들이 분과 인 교과의 틀을 벗어나 통합

으로 근하는 방식으로 실천을 변화시켰다는 , 역량이라는 요소를 교

육과정에 반 하는 새로운 종류의 고민 속에서 교사들은 동학년 교사들과 

극 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업하고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었다. 

  하지만, 교사들의 실천에는 방법 인 한계들도 드러나고 있었다. 주제

심 교육과정 외의 교과와 역량이 연계될 수 있는 방식을 시도하지는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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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일반수업으로 진행되는 개별 교과가 역량과 맺는 계에 해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은 이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교사들은 역량 심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우선 으로 고

려할 필요가 있는지 재고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재 교사들이 교과와 

역량을 연결짓는 방식에서는 교과의 내용들이 우선 으로 고려된 뒤 교수

학습활동으로 구체화할 때 련될 수 있는 역량을 연결한다는 에서 여

히 교과의 내용지식이 우선 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비 이 가능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나. 학생들의 역량을 드러내는 수업 활동

  네 교사들은 공통 으로 학생들이 역량을 드러낼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

하고 운 하고 있었다. 교사들이 생각할 때 역량 심 수업은 기존의 활동

심 수업과 활동을 많이 한다는 에서는 공통 도 있지만 분명히 변화한 

지 이 있다고 강조하 다. 교사들이 생각할 때 역량을 심에 둔 수업에

서의 활동은 계획하고 운 하는 방향이 달랐다. 역량을 고려하기  활동

은 “그냥 재미있으면 되는” 것이었다면, 역량을 신장하기 해 활동을 계

획하면서 교사들은 “같은 활동이라도 역량 목표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방향

을 연결해주려고 노력하고 발문도 바꾸게 되었다”고 이야기하 다. 즉, 교

사들이 계획하는 활동은 학생의 흥미를 끌기 한 것이 아닌 그 자체로 역

량을 발휘하는 기회인 셈이었다. 네 교사들은 교사들이 역량 심으로 수업

을 실천하면서 극 으로 사용하는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볼 수 

있다. 하나는 실천하는 활동, 다른 하나는 표   공유활동이다.

  먼 , 교사들은 역량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만큼 

수업 활동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한 활동을 계획하고 운 하

고 있었다. 교사들은 역량 심 수업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표 하

다. 다음은 이원경 교사의 서와 송경혜 교사의 면담내용에서 일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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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한 것이다.

이원경: 무엇인가 그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

닌 그것을 실제 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핵심

역량의 요한 포인트라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을 실 하는 것이 

어쩌면 ‘실 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태도와 잘 일치한다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은 To Do만이 아닌 To Know와 

함께했을 때 진정 필요한 역량이 키워질 것이라는 입니다. 

( 략) 실제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다

는 취지와 잘 맞아 들어간 것이 역량을 심으로 하는 교육과

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역량들이 다양한 주제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고려하 고 그것이 아이들의 배움에 새로움으

로 작용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죠.

송경혜: 국가성취기 을 보고 수업을 짜거든요. 그래서 지식 인 부분도 

제재가 다를 뿐이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과서에는 흥부

와 놀부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은 같은 거

잖아요. 좀 더 아이들의 생활과 하고 좀 더 주제와 하나로 

연결돼서 아이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희는 그런 식으로 생각

하고 있어요. 교과서에 소홀하다는 생각보다는 더 실생활에 연

을 지어서 아이들이랑 더 가깝고 의미 있는 부분을 알려주려

고 하는 것 같아요. 

  경서  교사들이 역량 심 수업을 해 학생의 실천 기회를 늘린 것은 

역량은 교사가 “주는 식”으로는 키우기 힘들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었다. 

교사들은 ‘자신이나 사회에 한 실질 이고 구체 인 로젝트나 실천 기

회를 갖도록 하는 수업’(Boyd & Watson, 2006; 최승  외, 2011: 53 재인

용)이 역량을 신장에 합하다고 보고 있었다. 서진훈 교사는 “지식 인 

달을 이고 학생들 활동을 더” 하는 방식으로, 한정은 교사는 교사가 

역량에 하여 “주는 식”으로는 근하면 “한정된 아웃풋(output)밖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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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고 자신의 역량에 한 믿음이 사그라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서진훈: 는 선생님들에게 “역량기반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옛날에 지

식 주로 하던 것을 아이들에게 시간을 더 많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식 인 달을 이고 학생들 활동을 더 하

라는 거죠. 

 

한정은: 교사가 주는 식으로 자료를 잘못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한정

된 아웃풋(output)밖에 안 나오고 자신의 역량에 한 믿음이 

사그라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잘하는 것을 보여주면 나

는 항상 뭘 해도  정도는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 학생들은 

모둠활동을 할 때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친구를 비난하게 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비난하게 돼요. 지  제가 하는 것

은 오히려 아날로그 이에요. 아이들이 가슴안에 있는 것을 꺼내

는데 그 안에서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요. 발산 인 것을 

많이 하면서 선생님이 그것을 수렴해줘요. 그 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꺼내는 것을 주 하는 것이 어지는 느낌이에요. 

  실천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역량 심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사들은 자신의 

역할이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학생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수업의 변화를 통하여 수업시

간에 “교과서 진도를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시간을 주고” 기다리는 역할, 학생들이 필요할 때 “건드

려주는” 역할을 하 다. 교사들은 실천 활동 심 수업에서 학생들이 달성

해야 할 목표를 스스로 달성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 다. 

이원경: 아이들을 기다려   알아야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상태

로 흐르는지 볼  알아야 해요. 아이들을 찰하다가 막히거나 

살짝 가려워할 때 그것을 건드려주는 거 요. 그것을 어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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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혹은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나오거나…. 이러한 역할을 하려

면 아이들을 조  더 기다리면서 야 해요. 어려운 이 뭐냐

면 교과서 진도를 나가야 하니까 아이들을 쪼면서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진도라는 것이, 차시목표가, 성취기 을 달성하기 한 것

이지 그 자체가 목 은 아니거든요. 

서진훈: 오늘 우리가 화정역에 답사를 갔거든요. 심지에 사람들이 모이

는 이유를 인터뷰하는데 그것을 아이들이 할 때까지 계속 기다렸

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쑥스러워서…. 그런데 시간을 주고 기다

리니까 결국에는 조 씩 해내더라고요. 그러한 시간들이 아이

들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그동안의 교육은 그 지 않았잖아요. 

지 은 지식을 좀 이고. 애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역량기반교육이라고 

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일단 좋아하고, 즐겁게 

참여하고 활발한 수업이 돼요.

  네 교사들이 역량 심 수업에서 자주 활용하는 활동   다른 한 가지

는 표 하고 공유하는 활동이었다. 교사들은 역량 심 수업을 진행하며 학

생들이 발화, 토론, 기록하여 이를 공유하는 기회를 최 한 많이 주기 해 

노력하고 있었다. 경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활발히 발화, 표 하는 가운데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요하게 생각하 다. 이들의 교실에는 ‘상호 의견이 

소통되는 유연한 분 기’가 조성되어 있었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반응에 

맞추어 계획을 수정하고 변형’(최승  외, 2011: 48)하는 모습을 보여주었

다.

  교사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표 하고 공유

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첫째,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하는 표   공유 

활동을 학교의 역량  한 가지인 “자기주도학습력”을 신장할 수 있는 하

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수업시간을 통하여 “정보들을 

취합, 선택하고 연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을 쓰는 활동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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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었다. 교사들이 하는 “자기주도 쓰기”는 캐나다 퀘백 주의 

교육과정 문서에서 역량 심 교육과정에 합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제시

하고 있는 ‘특정 상을 심으로 정보를 조직’하는 방법, ‘맥락에 합한 

정보 수집 략을 활용’하는 방법(Minstire of Quebec, 2013, 이근호 외, 

2013a: 199 재인용)과 유사한 방식이었다. 다음은 이원경 교사의 서  

일부분이다.

이원경: 자기주도학습(력)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한 부분이 ‘자기주

도 쓰기’같은 부분입니다. ( 략) 여기서는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 선택하고 연결하는 과정을 거쳐 그것을 다시 자신만의 

이나 이유를 들어 을 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자기생각쓰기라고 생각했고, 등학교 6학년 국어교육과정 

속에 이라는 요한 내용이 핵심 교과내용으로 반 되어 있

어서 용하기에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둘째, 교사들은 하나의 표   공유 활동을 다음 수업의 소재나 상황으

로 사용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표 한 내용을 상으로 

하여 수업이 진행될 때 학습에 보다 쉽게 몰입하고 활발하게 교우들과 의

견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 다고 이야기하 다. 연구자가 참여 찰했던 

수업 에서 하나의 를 들자면, 한정은 교사는 이  수업에서 이루어진 

미  표  활동의 결과물을 상으로 하여 감상문을 쓰고 발표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표   공유하기를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으

로 사용하기도 하 다. 연구자에게 인상 이었던 것은 교사들이 학생들에

게 “단편 으로” 배운 내용을 나열하거나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보다는 학

생들이 “자신이 이해한 로” 쓸 것, “나름의 용어로 풀어” 쓸 것을 강조하

고 있다는 이었다. 경서  교사의 수업에서 쓰기를 통하여 배운 내용

을 정리하는 활동은 그 자체로  하나의 학습활동이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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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은: 다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배운 것을 자기 나름의 용어로 풀어 

써요. 우리 반 학생들 공책 보면 이주도 안 되었는데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스 치북 많이 썼어요. 고학년이니까 생각쓰기를 주로 

해요. 학생들은 나 에는 아는 것을 자꾸 쓰게 하고 아이들은 자

신이 아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아이들이라서. 

이원경: 경제를 배웠으면 이 게 경제에 해서 쭉 쓸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이 제 생각인 거죠. 그래야 배운 거다. 

연구자: 배운 것을 엄마에게 설명해주는 거네요.

이원경: 단편 으로 배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  

말해서 시험을 해서 아는 것이지 쓸데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경제를 배웠는데 우리나

라 경제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 발 해왔고 

이런 것을 자기가 쭉 소개할 수 있으면 조 이라도 더 자기 것이 

될 것이고, 더 기억에 남아있지 않을까? 경제를 고등학교 가면 

 배울 텐데 자기가 했던 말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실제로 학

생 된 아이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수업을 듣다 보면 

등학교 때 선생님과 했던 말이 그 로 떠오른 요. 신기하 요.

  이처럼 네 교사들은 공통 으로 학생들이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들

을 계획하여 수업을 운 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

회를 주기 한 활동들을 계획하면서 활동을 계획하는 자신들의 목표를 변

화시켰다. 이 의 교사들의 수업에서 활동을 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게 하는 데 있었다면, 재 교사들이 계획하고 운 하는 활동은 학생

이 역량을 드러내고 발 시킬 수 있는 실천 기회를 주는 데 있었다. 한정

은 교사의 표 을 빌면 교사들은 역량 심으로 수업을 변화시키면서 “진짜 

달되어야 할 것이 달되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교사들의 역량 심 수

업은 학습자들이 궁극 으로 무엇을 배우고 어떠한 능력을 습득하는지에 

강조 을 둔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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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사들의 역량 심 교육과정 평가에서 나타난 변화

  경서  교사들이 하고 있는 평가는 다른 학교의 교사들이 하고 있는 평

가와 마찬가지로 크게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실천하는 평가의 구체 인 장면에서 몇 가지 특징

인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교사들은 지필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서술형․논술형 문항으로 구성된 교과 통합형 평가를 시행하고 있었다. 수

행평가는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해 활동 과정 혹은 결과물을 찰하여 기

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즉각 으로 양 ․질  평가 결과를 통지하

고 있었다. 교사들은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기 해 노력하기 시작하

면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통지 방식 모두에 있어 이 에는 시도해보지 

않았던 다양한 형태의 학생 평가를 시도해보고 있었다. 이근호 외(2013a: 

25)의 연구에서 역량에 한 교육평가는 근원 으로 다원 인 양상으로 나

타난다고 주장하 듯, 교사들은 다양한 형태의 학생 평가를 통해서 수업에

서 다루는 교육과정 요소들을 복합 으로 측정하기 하여 노력하고 있었

다.

  가. 교과 통합형 평가

  

  네 교사들은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면서 서술형․논술형 문항으로 

구성된 교과 통합형 평가로 지필평가의 형태를 변화시켰다. 통합수업과 교

과 수업으로 구분되는 경서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  방식은 그들의 학생 

평가 장면으로도 연결되고 있었다. 네 교사들은 평가를 통해 지식의 습득 

정도를 확인 하는 것을 넘어 “고등정신능력, 문제해결능력, 용능력”등이 

요구되는 서술형․논술형 심의 문항을 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수업에서 교과를 통합하고 있듯이 평가에서도 교

과를 통합하여 복합 인 문항으로 평가를 진행할 때 학생 역량의 발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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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주제평가”에서 평가 상황, 평가 문항 내 내용 요소 등의 측면

에서 교과를 통합한 지필평가를 시도하고 있었다. 먼 , 교사들은 평가 상

황 측면에서 교과의 틀에 의한 구분이 없는 주제평가를 활용하 다. 경서

 교사들은 주제를 마칠 때마다 해당 주제에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기 

한 주제평가를 시행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주제평가를 참여 찰하면서 

평가 시간, 평가지 등의 평가 상황 측면에서 교과에 따른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을 발견할 수 있었다.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체의 문항

을 해결하는 시간이 하나의 블록으로 운 되고 있었다. 교사들은 수업시간

에 다룬 여러 교과의 내용들이 혼재되어있는 하나의 시험지를 작성하여 사

용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교사들은 하나의 평가 문항이 포함하고 있는 평가 내용 요소 

측면에서도 교과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었다. 경서  교사들의 평가에서 문

항 내에서의 교과 통합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활용되고 있었다. 첫째, 하

나의 교과 내용을 소재로 사용하여 다른 교과의 내용을 묻는 형태이다. 다

음 [그림 Ⅴ-2]의 문항 1은 다시 두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항

에서 1-①은 국어 교과의 내용 요소를 평가하기 한 문항, 이에 연결되는 

1-②는 1-①의 이야기에서 나온 “생활 도구”, 즉 사회 교과의 내용 요소를 

평가하기 한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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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메모하며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팥죽할멈과 호랑이>

① 이야기를 잘 듣고 독서 감상문을 써 보세요.

② 이야기에서 나오는 생활도구를 찾아 쓰고 그려보세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3학년   반   번 이름(       )

[그림 Ⅴ-2] 송경혜 교사의 2013학년도 3학년 주제평가지

  둘째, 한 문항 내에서 두 가지 이상의 교과 내용을 동시에 평가하는 형

태이다. 다음 [그림 Ⅴ-3]은 과학과 국어 교과의 요소를 동시에 평가하는 

문항의 시를 보여 다. 교사들은 문항 내에서 여러 교과의 내용을 평가

하는 문항을 활용할 때에는 교과별 내용 요소를 고려한 채  기 을 마련

함으로써 측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평상시 수업이 운 되

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 문항이 출제되고 있어, 교과 통합형 문항에 

한 부담이나 어려움은 느끼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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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함께 가는 길

5학년   반   번 이름(       )

* 교과서와 스케치북, 주제공책을 참고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1. 여러분은 과학기자입니다. 식물의 뿌리, 줄기, 잎, 꽃, 열매의 구조 및 기능

과 서로 간의 관계를 조사하고, 주위 식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다양성과 소중함

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아래 제시된 조건에 맞추어 

기사문을 써 보시오. 

조건 1.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을 사용하여 쓰기

조건 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 정리하기

조건 3. 사건이 일어난 원인-결과가 나타나도록 쓰기

[그림 Ⅴ-3] 한정은 교사의 2014학년도 5학년 주제평가지

  네 교사들은 수업에서의 통합 인 교과 운  방식은 평가에서도 일 되

게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 다. 경서  교사들은 수업에서 교과를 어떻게 

운 할 것인가의 문제는 학생 평가에서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원경 교사는 자신들의 수업 운 방식을 고려할 때 교

과가 통합된 형태의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의 성장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하 다. 송경혜 교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수업 운  방식과 

학생 평가 방식에서 교과에 한 통합  근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학

생들의 수업 집 력이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 다.

 

이원경: 우리가 지  하고 있는 교육과정 자체가 혼합된 형태를 하고 

있는. 융합형교육과정 운 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평가 문제 

자체도 (교과가) 섞여서 나오는 거 요. 그리고 평가의 모습도 

서술형 논술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 를 들자면) 과학 시간에 

일기도를 배우고 국어 시간에 기행문을 배웠어요. 그럼 두 가지를 

합쳐서 문제를 내는 거 요. 그리고 문제에 일기도 기호를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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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요. 그다음 장소를 나열한 다음, ‘기호와 장소를 참고하고 여

정과 경로는 스스로 생각하여 가상의 기행문을 쓰시오.’ 이 게 내

면 기호를 해석을 못 하면 날씨를 모르니까 못 쓰는 거 요. 이런 

식으로. 이건 과학문제도 아니고 국어문제도 아니잖아요. 

송경혜: 욕심 있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과학 문제집 같은 것을 풀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 풀이 같은 것들이 이 시험에 직 으

로 도움이 된다고는 말 드릴 수가 없어요. 희는 (교과를) 섞

어서 내거나 합쳐서 내거나 이런 식이기 때문에. 과목 자체의 

내용이 문제가 아닌 문제니까요. 수업시간에 더 열심히 할 수

밖에 없어요. 

  네 교사들이 서술형․논술형 심의 교과 통합  평가를 시도해보는 것

은 평가의 목 은 서열화가 아닌 학생 역량의 발달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면서 기존에 

이루어져 온 수를 기 으로 학생들을 비교하는 것, 지식 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에 해 재고하 고 극 으로 안을 탐색해 온 것이다. 

서진훈: 역량 평가를 그동안에 지식 위주로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교육과정 내용을 성취기준을 평가할 때 역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수행평가를 활용해서 아이들

에게 직접 해보게 하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겠죠. (중략) 비교를 

목 으로 하는 것이 없는 거죠.

  교사들은 수업이 변화하기 해서는 “평가를 바꾸어야”한다고 생각하

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 으로 지필평가에서 지식의 암기를 확인하는 단

답형 문항보다는 생각을 묻는 서술형․논술형 문항을 출제하기 해 노력

하고 있었다. 경서  교사들은 서술형․논술형으로 지필평가를 실시함으로

써 자신들이 하고 있는 수업방식과 평가가 유기 으로 연결되는 것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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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고, 역량 심 교육과정에서 “지식만을 묻는 평가를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은 송경혜 교사의 면담 내

용과 서진훈 교사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송경혜: 따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업 시간에 공부를 잘 

했다면 다 쓸 수 있는 문제 요. 생각을 물어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날 잠을 못자거나 크게 부담을 느끼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서진훈: (수업의 변화는) 평가를 바꾸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냥 지식만

을 묻는 평가를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자기가 

학습한 것을 스스로 풀어쓰게 하는 평가라면 모든 지역의 특징을 

단편 으로 외운 아이들보다 훨씬 깊은 사고의 답을 쓸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평가가 자신들의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에서 가장 어

려운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실천에서 “역량

을 평가하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이 가장 큰 한계”라고 자평하고 있었다. 

실로 이들이 평가의 상으로 하는 것은 궁극 으로는 개별 교과의 성취기

이었다. 네 교사들은 역량과 련하여 교사들은 평가 지표를 만들고 역

량의 발달 과정을 확인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를 구체화하는 작

업을 시도하지는 못하는 단계 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평가의 

방향이 역량을 확인하는 데 합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구체 으로 어떻게 

역량을 확인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교사들은 역

량을 평가하는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은 교사 차원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

이 있었다고 고백하기도 하 다. 

  한 통합수업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은 평가에서도 다른 교과들과 별개

로 계획되고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 수학과는 일부 서술형 문항들을 

교과 통합형 지필평가에 포함시켰지만 매 단원을 마칠 때마다 단원평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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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다. 교과 담교사가 담당하는 교과의 경우는 

교과 통합형 지필평가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었고, 교과 시간 내에 담교

사가 자율 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교사들은 일반수업으로 다루어지는 교

과는 평가도 독립 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처럼 네 교사들의 평가는 서술형․논술형 심의 교과 통합형 문항을 

출제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교사들은 평가가 수업

의 운 과 유기 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평가에서도 평가 상황, 

평가 문항 내 내용 요소 등의 측면에서 교과를 통합한 평가를 시도하고 있

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평가는 교사들이 평가를 수업과 깊게 련시켰다는 

, 지식만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학습

자의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을 심으로 평가를 시도한다는 에서 정

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들은 역량과 련된 평가 지표를 마련할 필요는 느끼고 있었

지만 이를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들이 평가에서 학생의 역량의 발

달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에서 역량 심 평가라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통합하지 않는 교과의 평가계획이 반 인 평가

계획과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도 이들의 실천에서 재고해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다양한 평가  통지 방식의 활용

  경서  교사들은 학기  수행평가의 내용과 시기에 한 계획을 세우

고, 주제 활동 계획을 작성할 때 활동의 계획과 함께 평가 계획을 구체화

했다. 교사들은 수행평가를 진행하면서 평가를 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

여 평가하는 방식이나 수행평가지를 활용하는 방식보다는 활동하는 모습을 

교사가 찰하면서 가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역량 심 교

육과정의 평가에서 진정성 있는 실습장면에서의 직 인 찰을 통해 다

양한 시 에서 평가가 실시될 것이 강조되듯(최승  외, 2011: 67),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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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활동과정  찰을 통해 수행평가가 이루어질 때 실제로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네 교사들이 수행평가를 해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컨 , 

한정은 교사는 2014학년도 1학기 수행평가에서 “서술형, 보고서, 포트폴리

오, 면 , 토론, 찰, 체크리스트, 상호평가, 실기평가를 평가방법으로 활

용”하 다. 교사들은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를 가장 하게 찰할 수 있

는 평가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하다고 단한 방법을 극 으로 

활용하 다. 교사들은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면서 기존의 실천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평가의 방식들을 극 으로 탐색하고,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었다. 네 교사들은 공통 으로 평가가 획일 인 방식으로 이루

어지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학생들의 성취를 보다 잘 확인

할 수 있다고 생각하 다. 연구자가 참 한 평가 장면에서 네 명의 교사들

은 보고서, 포트폴리오, 토론 등의 활동을 하면서 사 에 계획한 체크리스

트에 찰하여 가기록하는 방식을 주요한 수행평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 련하여 한정은 교사는 “객 이고 정량 인 평가를 하는 

것도 요하지만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 평가한 내용을 교육활동에 반 ”

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하는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획일 인 평가보다는 여러 형태의 평가를 통한 다

각 인 정보 수집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

었다. 

한정은: 아이들의 활동에 해 교사가 객 이고 정량 인 평가를 하는 

것도 요하지만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 평가한 내용을 교육

활동에 반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학년이지만 자기평가, 상

호평가와 모둠활동 평가를 이용하는 방법에 해 검토해보기로 

하 다. 그리고 평가 자체도 교육과정에 반 되도록 고민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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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사들이 하는 수행평가의 내용은 각 교과에서 제시되는 성취기 에 

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컨 , 서진훈 교사는 다음 <표 Ⅴ

-2>와 같이 ‘서정 행주 문화제 비하기’ 활동에서 국어과의 성취기  두 

가지, 사회과의 성취기  한 가지를 도달했는지 평가하 다. 다음 <표 Ⅴ

-2>는 2013학년도 서진훈 교사가 작성한 주제 활동 계획  일부를 발췌

한 것이다.

<표 Ⅴ-2> 서진훈 교사의 2013학년도 3학년 주제 활동 계획

활동 및 활동내용
시

수
학습 목표

관

련

교

과

평가계획

* 소주제 1. 서정 행주 문화제 

준비하기

 ● 고양 알리미 부스 준비하기

- 자료 조사, 발표 방법 익히기

- 고양시 지명 유래 나누어 다양

하게 표현하기

- 고양시 인물과 자랑거리 신문 

만들기

- 고양시 인물 관련 이야기 읽고 

깨달은 점 말하기

- 고양시티투어 

- 고양시 유적지 안내 표지판 보

고 중심내용과 세부내용 파악하

기

- 고양 알리미 부스 안내 자료 

만들기

38

- 사회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

하고 발표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 고양시 지명 유래의 특징을 파악

하고 모둠별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 고양시 인물과 자랑거리를 조사하

고 신문으로 만들어 표현한다.

- 고양시 인물 이야기를 읽고 흐름

을 파악하고 깨달은 점을 말한다.

- 고양시티투어를 통해 고양시 인물

과 유적지를 파악하고 보고서를 쓴다.

- 고양시 유적지의 안내 표지판을 보

고 중심내용과 세부내용을 파악한다.

- 고양 알리미 부스에 안내할 자료

를 모둠별로 내용을 선택하고 다양

하게 만든다.

창2

사3

사3

국7

사9

국7

국7

[국어] 문단

의 중심내용

과 세부 내

용 구별하며 

설명하는 글 

읽기 (관찰

지필)

[사회] 근거

를 들어 고

장의 자랑거

리를 말하기

(구술)

[국어] 정확

하고 알기 

쉽게 안내하

는 말 하기

(지필)

  경서  네 교사들의 수행평가는 상당히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수업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사들은 수행평가를 주간 학습 안내를 통하여 

사 에 안내하고, 수업의 도입 부분에 구두로 재차 안내하는 경우가 많았

다. 그 지만 평가는 수업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학생들은 평가 상황을 의식하기보다는 수업의 활동에 집 하는 모습을 보

여주었다. 교사들의 평가는 그 자체로 학생들이 교과에서 학습해야 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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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배울 수 있는 하나의 활동이었다. 컨 , 서진훈 교사는 2013학년도 

3학년에서 국어과의 수행평가를 다음 [그림 Ⅴ-4]과 같은 모습으로 진행하

다. 학생들은 교실에 시된 다른 모둠의 학생들이 작성한 고양시 유

지의 안내표지 을 보고 심내용과 세부내용을 악하여 기록하 다. 교

사는 학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되, 진지하게 수

행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조언하 다. 

[그림 Ⅴ-4] 서진훈 교사의 2013학년도 3학년 국어 수행평가 장면

  네 교사들은 교과의 성취기 을 평가하되 “역량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평

가”하기 해 노력하 다. 컨 , 한정은 교사는 즐거운생활의 성취기 을 

평가하되 “자기 리능력, 진로개발능력”이라는 역량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평가를 구상하 다. 그녀는 2013학년도 2학년의 주제  ‘꿈의 당’이라는 

주제에서는 “나의 책 만들기” 활동이 진행하 는데, 자신의 꿈을 설명하는 

을 써서 책으로 만드는 활동을 통해 교과 성취기 을 확인하면서 학생들

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하 다. 다음 <표 Ⅴ-3>은 한정은 교사

의 활동 계획, [그림 Ⅴ-5]은 학생들의 학습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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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한정은 교사의 2013학년도 2학년 주제 활동 계획

[그림 Ⅴ-5] 한정은 교사의 2013학년도 2학년 즐거운생활 수행평가 장면

  네 교사들의 통지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

여주고 있었다. 첫째, 네 교사들은 통지의 시 을 변화시켰다. 교사들은 학

습 결과에 한 통지를 교육과정 진행상황에 맞추어 하기 해 노력하고 있

  재구성 배움 활동 및 내용  ◆ 내 꿈을 지켜요

학습목표
(핵심역량)

➡내 꿈을 생각하며 노랫말을 바꾸어 부르고 목표물을 향하여 던질 수 있다.➡나의 꿈을 지키려는 마음을 갖는다.➡중요한 내용이 잘 드러나게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다.➡공부한 것을 되돌아보며 나의 책을 만들 수 있다.                (자기 관리, 진로개발)

수행평가 내용 방법 시기
(날짜)

[즐:나타내기]
나의 꿈을 책으로 만들어 표현하기

수행
관찰

4월4주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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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들은 수행평가와 지필평가의 결과를 학기당 3～5회 안내하고 있었

다. 교사들은 평가의 결과를 통지하는 시 을 주제의 진행 상황과 같게 하

다. 학생과 학부모는 매 주제가 끝날 때마다 이루어지는 학습결과 통지

를 통하여 학습의 내용과 학생의 성취 정도를 주제 진행상황에 맞게 확인

할 수 있었다. 교사들은 2013학년도까지는 “주제별 달 이”라는 이름으로, 

2014학년도부터는 “학교생활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통지하 다. 

  둘째, 네 교사들은 통지에 정량 인 평가 결과와 질 인 기술을 포함시

켰다. 교사들의 통지에는 교과의 성취기 에 한 5단계 평가 결과와 함께 

학업성취와 직․간 으로 련되는 학생들의 기질, 태도, 성향 등을 찰

하여 기술한 내용을 포함되어 있었다. 교과 학업성취와 련된 학생들의 

성향은 “생활모습”란에 서술되었다. 교사들이 기록하는 “생활모습”은 단순

한 생활모습이라기보다는 교과 학습과 련된 학생의 개인 인 특성에 가

까웠다. 컨 , 이원경 교사는 국어과의 평가와 련하여 “평소 연설문에

서는 자신의 생각을 제 로 표 할 수 있었지만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야 

하는 평가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의 모습을 기술하 다. 이러한 교사

의 기술에는 교사가 학생이 재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는 부족한 부분 뿐 

아니라 평소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찰하고 있다는 이 드러난다. 교사들

은 이러한 기술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학생의 성장을 해 무엇을 노

력해야할지 구체 으로 도움을 주기 해 노력하고 있었다. 뉴질랜드 교육

부가 핵심역량교육과정에서 ‘평가’보다 ‘모니터링’(최승  외, 2011) 측면에

서 평가를 근할 것을 강조하듯, 교사들은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면

서 통지의 빈도를 높이고 통지의 내용에 질 인 정보를 포함시키고 있었

다. 교사들의 통지 양식은 다음 [그림 Ⅴ-6]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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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6] 이원경 교사의 2013학년도 평가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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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네 교사들은 학생들의 자기평가를 하나의 통지 방식으로 활용하

다. 이원경 교사는 자기평가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이야기하 다. 국, 뉴질랜드의 학

교에서 역량 평가 방안으로 자기평가가 사용되고 있듯(최승  외, 2011), 

이들의 평가 장면에서 교사 뿐 아니라 학생들도 학습의 정도를 단하는 

주체가 되고 있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자기평가결과가 학생과 학부모가 

교과의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하

다. 다음 <표 Ⅴ-4>는 2014학년도 한정은 교사가 5학년 평가에서 활용

한 자기평가지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표 Ⅴ-4> 한정은 교사의 2014학년도 5학년 주제 1 자기평가지

주
제

성취기준
자기평가
(◎, ○, △)

하고 싶은 말
5학년 ( )반 (      )

주

제

1

우

리

함

께

가

는

길

3/3

~

4/4

문학 작품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듣고, 찾아보
며, 그렇게 표현한 까닭을 이해한다. 어떤 활동이 가장 재미

있었나요?여러 가지 유물, 유적, 인물, 사건 등을 통해 역
사에 대해 생각한다.

뿌리, 줄기, 잎, 꽃, 열매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그 관련성을 안다. 현미경 조작 방법을 알고 식
물을 관찰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

했던 점은 무엇이 있나

요?

다양한 감정의 발생 원인을 알고 자신의 감정표
현결과를 적절히 예측하여 바람직하게 감정을 
표출한다.

참된 아름다움의 의미와 중요성을 명확하게 이해
하고, 생활 속 아름다운 마음과 바람직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대상을 관찰하고 여러 가지 발상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주제를 발견하고 표현한다.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

이나 담임선생님께 하

고 싶은 말

전강과 체력의 관계를 이해하고, 체력운동을 꾸
준히 실천한다.

식물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꽃과 채소를 가
꾸어본다

시와 무용으로 내 마음과 내 자신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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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사들은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면서 다양한 평가 방식을 시도

하면서 동시에 통지의 방식도 변화시키는 모습은 학생의 성취와 발달에 더 

많은 심을 부여한다는 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교사들은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며 학생들의 수행을 평가하기 한 시 과 

상황을 찾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교사들은 자연스러운 

수업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성취를 실제 으로 찰할 수 있다고 생각하

고 있었다. 교사들은 통지 한 빈도를 높이고, 양  평가와 함께 질  기

술을 통지하고, 자기평가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교사들이 수행평가에서 측

정하는 것은 결국 교과의 성취기 이라는 에서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교사들의 변화는 평가 상을 환

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와 통지의 방식만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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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교사들의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의 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기 해 노력하고 있

는 네 명의 교사들은 그들의 실천 맥락 안에서 역량의 의미를 이해해가고 

있었고, 그들 나름 로 역량 심 수업과 평가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

다. 이들은 역량 심 교육과정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의 교사들이 

회의를 통해 역량을 학교교육과정에 반 하기로 하 고, 그 실천 방법도 

교사들이 찾았던 만큼, 교사들의 고민도 컸고, 어려움과 실천상의 한계  

한 있었다. 

  교사들이 실천하고 있는 모습 에서는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했기 

때문에 나타난 정 인 변화도 있지만, 교사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으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도 있었다. 연구자는 네 명의 교사들이 역

량 심 교육과정 실천에 비추어, 학교에서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한다

고 했을 때 쟁 이 될 수 있는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하 다.

  여기에서는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의 쟁 을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심

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하나는 지식을 가르치는 일과 역량을 발달시키는 

일의 계이며 다른 하나는 역량 심 수업에서 교과 지식의 치이다. 각

각의 문제에 해 어떠한 입장이 있으며 각 입장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논의해볼 것이다.

  1. 지식을 가르치는 일과 역량을 발달시키는 일의 계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한다는 것은 곧 학 교육과정을 통해서 역량을 

발달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에서 교사들이 역

량을 발달시키는 일을 어떻게 규정하고 실천하는가는 면 히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 에서는 네 교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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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역량을 발휘하게 하고 발달시키는 일을 어떠한 계로 이해하고 실천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지식을 가르치는 일과 역량을 발달시키는 일의 

계는 어떠할 수 있을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네 교사들은 지식을 가르치는 일과 역량을 발달시키는 일을 다른 종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교사들이 통합수업을 통해 역량을 신장시키

는 , 지식 계가 강한 교과에서 역량을 발달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는 에서 드러났다.

  먼 , 네 교사들은 공통 으로 일반수업보다는 통합수업을 통해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교사들은 먼  통합할 교과를 선정하고 

교과간 련성을 고려하여 주제를 심으로 교과들을 련시킨 뒤 주제에 

포함된 교과 내용들을 통해 신장할 수 있는 역량을 연결 지었다. 교사들은 

통합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수업이 좀 더 실천 이고 체험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다음 서진훈 교사의 표 에서 볼 수 있듯, 

교사들은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교과 지식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하 고, 역량을 발휘하게 하는 활동은 교과서를 사용해서 교과 지식을 

가르치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었다. 

서진훈: 기본 으로 성취기 과 련하여 교과 지식을 꼭 가르쳐야한다

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정도는 교사마다 달라 차이는 있

지만. 그런 부분을 가르칠 때는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게 되죠. 

왜냐면 그 정도는 해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역량이 묻어나는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기 때문에 그런 것(교과 지식

을 가르치는 것)을 할 때는 수업자료가 교과서가 될 수 있겠죠. 

  교사들이 통합수업과 역량을 련짓는 것은 실로는 삶과 한, 학생들

이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수업장면과 역량을 신장시키는 일을 련짓고 있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사들은 교과를 통합 으로 근하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이들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참여하고 몰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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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서 역량을 신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

천하면서 교사들은 수업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맥락을 조성하기 해 

노력하고 있었고, 교사들이 생각할 때 교과가 통합 으로 활용된 수업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 장면을 만들고 있었다.

  다음으로, 네 교사들은 교과 지식의 계가 강한 교과에서 역량을 발달

시키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네 교사들은 공통 으로 역량

심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데 있어 수학과의 경우에는 역량과 특별히 련

짓지 않고 있었다. 교사들이 통합수업으로 운 하는 교과와 일반수업으로 

운 하는 교과를 선정하는 기 은 교과 지식의 계성 정도 다.

송경혜: 과목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희가 주제에서 제외한 과

목은 계열성이나 계가 요하다고 생각해서, 순서를 바꾸거나 

하기에는 계열성이 무 요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송경혜 교사가 표 했듯, 네 교사들은 교과에 따라 내용 지식의 계가 

요한 과목이 있고 덜 요한 과목이 있다고 생각하 다. 교사들은 지식

의 계가 강한 교과의 경우는 그 계의 순서를 따라 수업하는 것이 요

하다고 생각하 다. 지식을 배우는 순서가 요한 교과는 통합수업으로 운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 고, 해당 교과의 경우 역량을 발달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서진훈: 수학이 계성이 강하다 보니까 (통합을) 못하고 있어요. 수학 한 

과목을 역량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수학과와 연결하여 

어떤 창의 인 활동을, 창의성을 요구하는 활동을 계획할 때 의미

가 있을 것 같아요.

  서진훈 교사의 표 은 지식을 계에 맞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교과 내

에서 역량을 신장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교사들의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네 교사들은 교과의 지식이 다루어질 때 하나의 교과만으로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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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련시키지 않고 있었고, 련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사들

이 생각하기에 수학과는 지식의 계가 강한 교과인 만큼, 지식의 계에 

따라 수업을 진행해야하는 교과이며, 역량과 련시키기 어려운 교과 다.

  교사들의 와 같은 두 가지 이해 양상은 공통 으로 네 교사들이 교과 

지식을 다루는 일과 역량을 신장하는 일을 서로 다른 장면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의 실천 장면에서 역

량을 신장시키려고 하는 수업에서는 지식을 가르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

는가? 그리고 지식을 다루는 일과 역량을 신장하는 일을 실천 장면에서 따

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가?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실천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활동과 역량을 신

장시키는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 장면을 자주 포착할 수 있

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교사들이 역량 심 수업에서 하고 있는 주된 

활동은 실천해보는 활동과 표   공유활동이었다. 먼 , 네 교사들은 역

량 심 수업에서 학생들이 체험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교과에서 배워야 할 

내용들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네 교사들의 역량 심 수업

에서 교과의 지식은 충분히 가르치고 있었지만, 기존의 수업에서 교사들이 

달하는 역할을 했다면 역량 심 수업에서는 “시간을 더 많이 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으로 변화한 것이었다. 교사들은 교과의 내용들을 소재로 

하여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었다.

  한 네 교사들이 역량 심 수업에서 하고 있는 표   공유활동은 교

과 지식을 자신의 용어로 풀어서 쓰는 활동이었다. 교사들은 역량 심 수

업에서 학생들에게 스스로 이해한 내용을 쓰고 발화할 기회를 최 한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쓰고 발화하는 내용은 결국에는 교과에

서 달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이원경 교사는 역량 심 수업의 시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이원경: 우리나라 경제를 배웠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 발 해왔고 이런 것을 자기가 쭉 소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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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조 이라도 더 자기 것이 될 것이고, 더 기억에 남아있지 

않을까?

  이원경 교사는 경제 발 에 해 소개하는 편지를 쓰고 이를 공유하게 

하는 활동으로 수업을 운 하 다. 이 활동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이 

학생들이 다루어야 할 내용이 될 수밖에 없었다. 네 교사들의 수업에서 교

과의 지식들은 역량을 발휘하기 한 소재로 극 으로 다루어지고 있었

다. 교사들은 역량을 발휘할 만한 상황과 기회를 최 한 많이 주기 해서 

기존의 수업을 계획할 때보다 교과의 내용에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인지에 더 많은 심을 기울 다. 

  요하자면 네 교사들의 지식을 가르치는 일과 역량을 발달시키는 일을 

계 맺는 모습에서 두 가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네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계획하는 장면에서는 지식을 가르치

는 일과 역량을 발달시키는 일이 련되지 않는 일로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실제로 연구자는 네 명의 교사들은 실천 장면 속에서 

이 두 가지 일은 분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 다. 이들의 역량 심 

수업에서 두 가지 일은 구분되기보다는 오히려 하게 련되고 있었다. 

교사들은 역량을 발달시키는 수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결코 지식

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학생들은 실천

하기 해서, 표 하기 해서 소재로 등장하는 내용에 보다 집 하고 

심을 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교사들 역시 역량 심 수업을 계획하

고 운 하기 해서 교과의 내용들에 해 보다 심을 갖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네 교사들은 역량을 발달시키는 수업을 

하고자 하고 있었지만 실로 지식을 제 로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그 다면 역량 심 교육과정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일과 역량을 발달시키

는 일의 계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 

  교사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지식을 가르치는 일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

을 그 로 가르치는 일, 지식의 계에 따라 가르치는 일, 교사가 설명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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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일로 여겨지고 다루어져왔다. 교사들이 일반수업에서 역량을 

련시키기보다는 통합수업과 역량을 련짓고, 계성이 강한 교과에서 역

량을 신장시키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은 지식을 가르치는 

일이 지식을 달하는 일로 취 되어온 기존의 교육과정 통을 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교육과정 통에서 교사와 학습자는 의미의 

극 인 구성자라기보다는 지식/내용의 수동 인 소비자로 간주되었고, 

교사는 달하는 사람이며 학생은 수용하는 사람으로 여겨져 왔다(소경희, 

2012: 65). 지식을 가르치는 일이 보편 인 진리를 수용하게 하는 일로 본

다면, 역량을 신장시키는 일은 지식을 가르치는 일과는 무 한 일,  다

른 작업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량 심 교육과 련하여 지식을 가르치는 일과 역량을 발달시

키는 일은 유기 으로 련되는 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을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 먼 , 역량 심으로 교육과정을 개 한 많은 국가의 교육과정에

서는 교육과정 구성요소의 계를 드러내기 해 노력하고 있다. 해외 역

량 심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교육과정 목표, 역량, 교과 

역 등 교육과정 요소들의 계를 형상화하고(소경희, 2013b: 12), 내용지식

과 역량이 유기  련 속에서 가르쳐져야 한다고 기술함으로써(박민정, 

2009), 역량을 발달시키는 일과 지식을 가르치는 일은 유기 인 련을 맺

는 일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역량 심 교육과정에서 역량은 교과의 내용과 

함께 주요 구성요소로 설정되며, 교육과정 구성요소간의 련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한 역량 심 교육과정에서 정의되고 강조하는 역량이 ‘앎을 

바탕으로 하는 실천능력’(최승  외, 2011; 이근호 외, 2012, 2013)이라고 할 

때, 역량을 신장하는 일은 ‘앎’과 분리하여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역량 심 교육과정에서 역량을 신장시키는 일은 지식을 배우

는 일과 유기 으로 계를 맺으며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한, 역량 심 교육과정은 지식을 가르치는 일에 하여 다른 을 

취한다는 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경희(2012: 65)는 역량 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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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식은 고정 이고 구 인 것이라기보다는 임시 이고 잠정 인 것

이라고 간주되며 그에 따라 교사와 학습자가 지식을 다루는 방식에 해서

도 다른 가정을 한다는 것을 지 한 바 있다. Byrne et al(2013)의 연구에

서도 교과 심 교육에서 다루는 지식이 명제 , 학문  성격이라면, 역량

심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지식은 체험 으로 습득하는 경험 인 성격의 것

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 다. 지식을 고정된 것이 아닌 감각과 경험을 

통해 획득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을 취했을 때, 교육에서 교사가 학생에

게 지식을 가르치는 일은 달하는 일이라기보다는 교사와 학습자가 교실 

학습 경험 속에서 구성해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역량 심 교

육이 가정하는 경험주의  지식 을 고려할 때, 지식을 가르치는 일과 역

량을 발달시키는 일은 하나의 학습장면 속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로 설명

될 수 있다. 

  지식을 가르치는 일과 역량을 발달시키는 일은 결국 지식과 역량을 어떻

게 정의내리느냐에 따라  다른 종류의 작업, 혹은 별개의 장면에서 이

루어지는 일로 이해될 수도 있으며, 유기 인 련을 맺는 일, 혹은 하나의 

학습장면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될 수도 있다. 역량 심 교육

과정이 기 하는 역량의 의미, 토 하고 있는 지식 을 고려할 때, 지식을 

가르치는 일과 역량을 발달시키는 일은 교실에서 유기  련을 맺으며 하

나의 학습 경험을 구성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2. 역량 심 수업에서 교과 지식의 치

  네 교사들의 역량 심 수업 실천은 범교과 인 교과 운 에 고착화될 우

려가 있었다. 교사들은 교과 지식의 조직 문제가 교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

라고 보기보다는 통합수업으로 진행해야한다고 상정하고 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교사들에게는 교과 지식을 조직하는 방식을 고정한 상태에서 

역량은 그 이후에 연결하는 요소 다. 그러나 역량 심 모델에서 지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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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조직은 교수 방법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된다는 지

을 고려할 때(소경희, 2013), 교사들의 교과 운 에 한 이해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 에서는 이들의 수업에서 교과 지식의 치를 살펴보고,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에서 교과 지식과 역량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

을지 논의해볼 것이다. 

  네 교사들은 수업을 계획할 때 역량을 우선으로 할지, 교과 지식을 우선

으로 할지 혼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역량 심 수업 계획과 운

에서 네 교사들은 역량보다는 교과 지식에 요한 치를 부여하고 있다. 

교사들의 수업에서 교과 지식과 역량, 성취기 의 치는 다음 [그림 Ⅵ-1]

과 같이 도식화해볼 수 있다.

[그림 Ⅵ-1] 교사들의 수업에서 교과 지식, 역량, 성취기 의 치

  먼 , 교사들에게 역량은 교육과정 실천의 목표로 여겨지기 보다는 교과 

지식들을 연결하는 걸쇠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 다. 교사들은 학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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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계획할 때 교과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먼  분석하 다. 교사들은 

교과의 내용지식들 간의 련성을 심으로 범교과  학습주제를 구안하

다. 이후 도출한 주제를 통해 키울 수 있을 역량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교

과와 역량을 련짓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가장 우선 으로 교과

의 내용들 간의 련성을 살펴보았고, 이를 연결하여 주제를 도출하 고, 

이후 역량을 주제와 련시킴으로써 역량을 반 하고 있었다. 교사들이 역

량의 의미를 “교과를 재구성하는 기반”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들의 교육

과정 계획 방식과도 상통하는 부분이었다.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계획할 때 

교과 지식을 최우선 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고 있었다. 

  다음으로, 네 교사들이 수업의 목표를 학생들이 개별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 을 도달하는 것과 련짓는 면에서 ‘역량을 한 수업’보다는 ‘교

과에 한 수업’(소경희, 2013: 15)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경서  교

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듯, 교사들은 “국가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교과별 

성취기 을 달성하되, 미래 한국인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재구

성”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었다. 국가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교과별 

성취기 은 교사들이 수업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로 치하고 있었다. 이는 

네 교사들의 평가에서도 잘 드러났다. 교사들이 평가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각 교과의 성취기  달성 여부 다. 교사들이 생각하기에 역량

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에도 학 교육과정을 성공 으로 운

하는 것은 학생들이 교과의 성취기 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결국 교사들은 역량과 교과 지식의 치를 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수업은 교과의 내용을 통해 교과의 성취기 을 

달성하고자한다는 에서 ‘역량을 한 수업’이라기보다는 ‘교과에 한 수

업’에 가깝다는 에서 교사들의 사고방식은 여 히 ‘지배 인 교육과정 모

델’(소경희, 2013: 15)에 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교사들은 역

량 심 수업을 실천하고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 교육과정 실천의 

목표를 환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국가 교육과정 성취기 을 달

성하는 것을 학 교육과정 실천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었다. 네 교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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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만, 성취기  달성이 수업의 목표라는 에서 교과에 한 수업에 가깝다

고 할 수 있었다.

  그 다면 교과 지식에 부여한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은 채 역량을 수업에 

반 한다고 했을 때 이는 한 근일 수 있는가? 교과 지식을 심으로 

하는 수업에서 역량을 신장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먼 , 교과에 한 수업에 역량을 반 하는 형태의 실천이 개념 으로 

역량 심  근을 취한다고 할 수 있는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역량 

심  근을 취하는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의 궁극 인 목 을 지식을 달

하는 이 아니라 학생들의 역량 개발에 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소경희 외, 2007). 역량 심 교육과정은 역량의 개발이 교육과정의 기본

인 방향으로서 역할을 할 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교사들의 실천 모습에서는 교육과정 실천을 계획하는 데 가장 우선 으로 

교과의 내용지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에서 이들 실천의 이 실제로 교

과 지식의 달로부터 역량의 습득으로 환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교사들의 교육과정 계획 방식을 엄 히 살펴보면 역량이 하나의 주요한 요

소로 고려되고 있지만 여 히 교과 지식은 역량에 앞서 고민되어야 할 것

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교과 지식의 치를 환하지 

않은 채 역량을 부가하는 형태의 실천에서는 역량에 해 제한 인 치와 

역할을 부여하게 될 수밖에 없다. 역량은 교과 내용들을 연결하는 기반으

로 활용되는 것은 역량이 수업에서 제한 인 치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역량 심 교육과정의 의미를 고려해볼 때 교

사들의 교육과정 실천에서 역량의 치는 이들의 교육과정 실천이 역량

심 교육과정인가의 문제와 연결되는 가장 근본 인 문제라는 에서 신

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과 지식의 조직에 한 고려 이후에 역량이 연결되는 수업

은 방법론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는 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사들은 역량을 심으로 교과 지식의 근 방식을 고민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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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지식은 통합 으로 근할 것을 사 에 상정하고 역량을 연결하 기 

때문에 교과 내용에 맞춰 역량을 연결할 우려도 있었다. 교사들은 교과를 

통합하여 역량 심 수업을 운 하는 이들의 실천 맥락이 교사들의 능동

인 단과 융통성 있는 교과 운 을 해하는 새로운 벽이 될 수 있다는 

을 인지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학교에서의 획일 인 주제 심 교육과정 

운 으로 인해 오히려 일부 교과의 내용은 련성을 찾기 해 고심해서 

연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고백하 다. 획일 으로 교

과를 통합 으로 운 하는 이들의 맥락에 의해 일부 교과 내용이 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역량을 신장하는 데에도 실패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두 문제를 생각할 때 역량 심 수업으로의 환이 의미 있는 변화가 

되기 해서는 국가 교육과정 설계 차원과 교사차원 모두에서 역량의 신장

을 수업의 목 으로 치시키기 한 방법을 극 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

다. 교사들의 혼란과 사고방식 환의 어려움은 국가 교육과정에서 교과 

지식이 차지하는 치에서 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역량의 신장이 국

가 교육과정 목 으로 제시되지 않은 교과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수업 실천 맥락에서, 교사들이 교과 지식과 역량의 치에 혼란을 느끼고 

사고방식을 환하기 힘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교사차원에서 교과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성취기 으로 제시되어있는 국가 교육과정을 무

시하고 학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교사들은 역량을 학 교육과정 실천 목표로 구체화시키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컨 , 교사들은 학교에서 각각의 역량과 련된 발달 지표를 

개발하고 그것을 심으로 학 교육과정을 구성한다거나, 교과별 역량 성

취수 을 마련한 뒤 각각의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탐색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소경희 외(2013b: 135)의 연구에서 독일의 

함부르크 주나 캐나다 앨버타 주 학교에서 교사들이 역량 지표 혹은 역량

에 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수업  평가를 한 틀로 활용하는 모습은 

역량 발달을 해 수업을 운 하는 하나의 시를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는 역량 심 수업이 범교과 인 교과 운 과 동일시되는 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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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지식이 어떻게 조직되는가에 최우선 인 심을 두고 있는 데에서 원

인을 찾았다. 그리고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변화시키지 않은 채 역량을 

부가하는 방식은 역량 심  근의 의미에 합하지 않으며 방법론  변

화 이상의 의미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역량

심  실천이 의미 있게 이루어지기 해서는 국가 교육과정과 학 교육

과정 모두에서 학생의 역량 발달과 교육과정 목 을 련짓기 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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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요약  결론

  1. 요약

  이 연구의 목 은 학교 장에서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구체 인 실천 모습을 드러내는 데 있었다. 이 연구의 목 을 달

성하기 해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한 등학교의 사례에서 네 

명의 교사들을 상으로 질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 다. 첫째, 교사들은 역량의 의미에 하여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았

다. 둘째, 교사들이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수업과 

평가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교사들의 역량 심 교육과

정 실천에서 나타나는 쟁 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첫 번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네 교사들은 사례학교에 근무한 것을 계기

로 역량을 하 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역량의 의미에 한 이해를 돕

기 해 주기 인 교사 회의, 체 교사 워크 을 열고, 경험이 있는 교사

를 모든 학년에 배정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사들은 자신

의 교육과정 실천 상황 변화를 계기로 역량의 의미에 심을 가지기 시작

하 고, 자신이 가진 교육과정 실천에 한 문제의식, 가치 있는 교육과정 

실천의 방향성 등과 역량의 의미를 련지으면서 역량의 의미에 가치를 부

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교사들이 이해하는 역량의 의미는 교과를 재구성하는 기반,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교과에 배우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교사들은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할 때 역량을 교과를 재구성하는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량을 이해하면서 지식을 

가르치는 것과 역량을 성취하게 하는 일을 구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해당 내용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역량과 련지어 설

명하고, 역량과 련하여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등 역량의 의미를 교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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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의미를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은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면서 

통합수업과 일반수업을 구분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교과를 통합하여 주제

심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해 역량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동학년 교사들과 극 으로 업하고 있었다. 한 교사들은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활동과 표

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계획하여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

으로 수업을 운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교사들은 역량 심 수업을 실천

하면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떠한 능력을 습득하는지에 더 많은 심

을 두고 있었다. 

  교사들은 서술형․논술형 문항으로 구성된 교과 통합형 평가로 지필평가

의 형태를 변화시켰다. 교사들은 수업 운 과 평가를 련지어야 한다고 

생각하 고, 이에 평가 상황, 평가 문항 내 요소가 통합된 평가를 진행하고 

있었다. 수행평가에서는 한 시 과 형태를 찾기 해 노력하면서 다양

한 평가 방식을 시도하고 있었다. 한 통지의 빈도를 높이면서 양  평가

와 질  기술을 함께 통지하고, 평가  통지의 방법으로 자기평가를 포함

시키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세 번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에서 지식을 가르

치는 일과 역량을 발달시키는 일의 계가 하나의 쟁 으로 등장한다. 교

사들은 지식을 가르치는 일과 역량을 발달시키는 일이 다른 종류의 일이라

고 생각하 다. 그러나 그들의 수업에서 두 가지 일은 구분되기보다는 오

히려 하게 련되고 있었다. 역량 심 교육과정에서 두 가지 일의 유

기  련을 강조하고 있고, 지식을 경험 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는 

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일과 역량을 발달시키는 일은 한 계를 맺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역량 심 수업에서 교과 지식의 치가 요한 쟁 으로 등장한다. 네 

교사들은 역량 심 수업은 범교과 으로 교과를 운 될 필요가 있다고 이

해하고 있다. 이는 수업에서 교과 지식의 역할을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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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업에 역량을 연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과 지식의 치는 그

로 둔 채 역량을 연결하는 실천은 역량 심  근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

는다는 , 방법론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는 에서 비 될 

수 있다. 역량 심 수업으로의 환이 의미 있는 변화가 되기 해서는 역

량의 발달이 교육과정의 목 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결론

  이 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으로서 이 연구가 어떠한 의의를 지니며 어

떠한 제한 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언

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역량 심 교육이 우리의 맥락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드러냈다는 에 있다. 세계 으로 역량 심 교육과

정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역량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

루어져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는 역량의 의미에 한 이론 인 고찰과 

역량 심 교육과정의 설계방안에 한 모색이 심이 되어왔으며 역량 심 

교육에 한 실제 인 그림을 제시하는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우리의 학교 장에서 교사가 역량 심 교육과정

을 실천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교사들이 역량에 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수업과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을지 드러내보고자 하 다. 다시 말하면 이 연

구는 역량 심 교육과정에 한 이론 인 탐색이나 설계방안이 아닌, 교사

들의 역량 심 교육과정에 한 이해와 실천을 살펴보았다는 에서 의미

가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던 교사들의 

역량의 의미에 한 이해를 드러냈으며, 그들의 이해가 실천으로 연결되는 

장면을 포착하고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역량의 개념

을 고찰하고 그것이 학교교육에서 어떠한 의의가 있을 수 있는지 논의해왔



- 97 -

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교육에서 역량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이론 인 수 에서 탐색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맥락에 따라 역량

의 의미가 다르게 이해될 수 있으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사들이 역량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는 심을 가지지 않

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실천하는 그들의 맥락에서 

역량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들여다 으로써 역량이라는 용어가 교사

들의 장에서 갖는 의미를 탐색하 다. 한 이들의 역량의 의미에 한 

이해를 실천에 한 분석과 함께 탐색함으로써 역량이 교사들의 실천 장면

에서 실제로 어떠한 치에 있는지 드러내고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는 을 지 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첫째, 이 연구는 연구의 상으로 하는 사례학교의 특수성으로 인한 한

계를 갖는다. 이 연구에서는 하나의 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네 명의 교사

의 실천을 고찰하고 있다. 이 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는 등학교이며, 새

로 개교하는 신학교 다. 학교는 학교 에 따라 맥락이 다를 수밖에 없

다. 한 이들의 학교는 기존의 교육과정 실천이 이루어지던 맥락이 아닌 

새롭게 개교하는 학교 다는 , 신학교이자 동시에 업무를 담하는 교

사가 따로 있어 네 교사들이 역량 심 교육을 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는 에서 상당히 특수한 학교라고도 볼 수 있다. 교사들

의 실천 맥락에 따라 교사들이 역량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모습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학교 , 

신학교가 아닌 일반 인 학교 등 다양한 맥락에서의 역량 심 교육과정 실

천에 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네 명의 교사만을 연구 참여자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모든 등교사의 실천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험한 측면

이 있다. 특히 이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역량 심 교육에 해 정 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공통 이 있다. 연구자는 역량

심 교육과정에 심을 갖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갖는 이해와 

실천을 드러내는 데 심이 있었던 만큼 연구자의 문제의식에 합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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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구의 상으로 하 다. 네 교사들은 사례학교의 교사들 에서도 역

량의 의미 이해, 역량을 심으로 하는 실천의 변화에 극 인 교사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 에는 이러한 교사들 뿐 아니라 역

량의 의미에 무 심하거나 다르게 이해하는 교사, 역량 심 교육을 다른 

방식으로 실천하거나 반 하는 교사 한 있을 수 있다. 한 연구 참여자

들이 특정한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가 아닌 다양한 교과를 다루는 등학교 

담임교사의 맥락에서 실천하고 있으며, 이들이 교과를 다루는 교과 담교

사의 맥락에 터했을 때에는 다른 실천이 가능하다는 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연구자는 장에서 리자와의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 고, 교과

담교사를 포함한 연구 참여자 외의 여러 교사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수업을 참 하기도 하 다. 그러나 연구의 윤리  차와 연구자의 

문제의식과의 련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 외의 다양한 사람들의 목

소리는 장 맥락을 이해하기 한 보조자료로 사용하 다. 역량 심 교육

과정의 경험 인 토 를 풍성하게 하기 해서는 이 연구의 연구 참여자와

는 다른 특성을 가진 교사들을 다루는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가 진행한 연구 방법과 연구 진행 기간에 의한 한계를 갖

는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을 고찰하기 하

여 재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을 상으로 자료를 수

집하고 연구를 진행하 다. 그런데 연구 참여자가 역량 심 교육을 실천하

기 이 의 모습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는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내용

에 의존하여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연구자는 지자료, 면담자료를 최 한 

다양하게 수집하여 재 그들의 실천 모습 에서 역량 심 교육과정을 실

천하면서 나타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악하 다. 그러나 

네 교사들의 이 의 실천은 간 으로 이해한 만큼,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의 변화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 혹은 심층 으로 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교사

들의 역량 심 교육과정 실천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한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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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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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adays, along with social changes brought by the explosion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issues have being further raised up about 

the school education in the form relaying fixed knowledge. For one to 

have a successful life in today’s society, there is a growing emphasis 

on competence-centered approach in curriculum that school education 

ought to be restructured by focusing on vital abilities. Though an initial 

concept of competence has been defined as being mainly related to job 

execution, as to expand the concept into concluding knowledge, function, 

attitude to lead their life, it has become in demand that the necessity to 

raise competence by school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racti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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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e-centered curriculum of teachers, in respect that school 

education is possible by teachers’s practice. For that purpose, this study 

has proceeded the qualitative case study by selecting a school reflecting 

competence in their curriculum as a case and four teachers practicing 

competence-centered curriculum as study participants. Study questions 

set to achieve a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how do teachers understand about the meaning of competence?

  Second, how things change through practicing competence-centered 

curriculum?

  Third, what are the issues of practicing competence-centered 

curriculum for teachers?

  The first question addresses the inspection of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competence for teachers in the case 

school. It also deals with the teacher’s current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competence. The second question is to understand how 

teachers change their lesson plans and assessment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competence centered curriculum.  The third question 

is to discuss what issues are brought about by practicing 

competence-centered curriculum given by teachers.

  In brief,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our teachers have heard the word “competence” by 

working in the case school. There have been several effort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competence for teachers, through periodic 

teacher meetings, the whole teacher workshop and assigning 

experimented teachers to every grade. This researcher discovered that 

teachers pay attention to the meaning of competence according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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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of practice conditions of curriculum, and give value to the 

meaning of competence relating to their own view of education.

  And also it was found that the four teachers understand the meaning 

of competence as “the base to restructure the subject”, “the ability to 

practice” and “giving the meaning of education to the subject”. 

Teachers have utilized competence as the base to restructure the 

subject when they devise a curriculum plan. By understanding 

competence as the ability to practice what students learned, they have 

shown the result of separation between giving the knowledge and 

helping to achieve competence. It came out that teacher understand the 

meaning of competence as what gives the meaning to learn subject, by 

explaining the reason to learn specific contents to student via relation 

with competence, and connecting that to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curriculum.

  Secondly, the four teachers have differentiated between inclusive 

lessons and normal lessons by practicing competence-centered 

curriculum. They have instructed the lessons in a way of reconstructing 

subjects into the thematic curriculum and positively cooperated with 

colleague teachers in the process. And they are showed how their 

lessons give the way of chance to reveal competence. Teachers have 

practiced competence-centered lesson and they are more concerned with 

what students learn and what ability they get. 

  The four teachers changed the form of standardized test to the 

subject integrated test consisting of descriptive and essay-type 

questions. They have thought that lessons operating should be in 

relation to test, so they have proceeded the integrated test of points in 

its questions and situation. In performance test, teachers have attempted 

various test forms trying to find a proper point of time and form.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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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also they have noticed both quantitative evaluation and qualitative 

description in higher frequency, this includes the self-evaluation as a 

way of assessment and notice.

  Thirdly, the four teachers think that teaching knowledge, and 

developing competence are other types of work as opposed to related 

work. Actually, however, the two things are closely related, rather than 

being separated in their lessons. In consideration of emphasizing close 

relationship of the two works and having a notion of composing 

knowledge from experience in competence-centered curriculum, it needs 

to be understood it occurs relating closely between teaching knowledge 

and developing competence in one learning activity.

  The four teachers understand that they should manage 

competence-centered lessons subject throughout cross-curricula. 

Teachers connect competence in a class without changing a given role 

in subject knowledge. It needs to be reconsidered in terms of not 

appropriating a meaning of competence-centered approach in a practice 

connecting an ability without considering a position of subject 

knowledge, and being difficult to having more meaning of change of 

methodology. It needs a development of student competence in order to 

be an object of curriculum practice in order to be signigicant change 

for switching competence-centered less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it shows how competence-centered 

education can be realized in our content. This study looks into not 

theoretical investigation or design method concerning 

competence-centered curriculum but a practice of competence-centered 

curriculum. Also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hows an 

understanding of teachers regarding the meaning of competence which 

was not dealt with existing study, and it grasps that instance in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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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understanding was connected to a practice.

  In terms of a result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it needs additional 

study hereafter as follows. First of all, more study regarding 

competence-centered curriculum needs to be conducted with additional 

and varied contents which were not dealt with in this study. Since this 

case school has a specialty which is a newly opened innovation 

elementary school, the study was limited in scope. Secondly, 

investigation needs to continue concerning the practice of 

competence-centered curriculum of teachers with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this study’s participants, since this study only shows the practices 

of competence-centered curriculum demonstrated by the four elementary 

school teachers. Also, this study investigates teachers conduct 

competence-centered curriculum throughout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and how it changes in class and evaluation. Therefore, I expect 

abundant discussion regarding untreated aspects of this study 

throughout various study methods.

keywords : Competence, Competence-centered curriculum, 

Understanding about the meaning of competence, 

Practice of competence-centered curriculum, Issue of 

the practice of competence-centered curriculum

Student Number : 2011-2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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