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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최근 ‘학습자’는 교육과정 개발에서 단지 중요한 고려대상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는 고등학교에서의 ‘선택교육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현하고자 노력

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인 장벽과 이에 관한 제한적인 논의로 인하여 단위학교들은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려는 본래의 취지에 따라 이를 구현할 수 없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영국, 뉴질랜드, 일본의 국가 및 단위학교 교육과정 문서

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일반고등학교에서의 학생선택권의 현황을 이해하고 우리나

라의 선택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에 따른 연구문

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와 비교대상국의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 문서에서 학생의 교육과

정 선택권은 어떻게 구현되었는가?

둘째, 비교대상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일반고등학교에

서 학생선택권을 교육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선택의 중요한 측면인 자율성, 다양성,

목적성을 선행연구와 수집된 자료로부터 도출해내었다. 그리고 문서의 내용을 분석

하기 위하여 이 세 가지 측면을 나타내는 분석준거(선택의 양, 폭, 결과)를 개발하

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교육과정 문서에 드러난 학생선택의 실태에 관한 세 가지 주요한 연구결

과가 있는데 이 중 한 가지는 선택과목의 수와 이에 배당된 단위수의 비율에 의하

여 규명된 학생선택의 양에 관한 것이다. 선택과목의 구성 비율은 우리나라에서 가

장 낮은 반면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범주의 구분방식에 따

라 달라지는 실질적인 선택의 양도 비율에 따른 분석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는 하나의 단위학교에서 개설된 과정과 교과의 종류에 의하여 결정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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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폭’을 보여주었는데 우리나라가 비교대상국에 비하여 그 폭이 상당히 제한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고등학교들이 두 종류의 과정만 설

치하고 주로 주요 교과에 선택과목을 개설하는 반면에 비교대상국의 학교에는 과

정이 세 종류 이상이거나 전혀 없으며 다양한 교과에 더 많은 선택과목이 개설되

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선택과목들의 분류체계는 뉴질랜드와 영국

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일부 일본의 고교들은 새로운 과목을 개발하거나 국가교육과정의 과

목들을 세분화하기 위하여 학교가 자체적으로 분류체계를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선택의 결과는 한국의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대학입학시험

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선택과목의 이수가 시험대비의 일부분일 경

우에만 의미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비교대상국, 특히 영국과

뉴질랜드의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대학 전공 또는 직업분야를 위한 추천과

목이나 필수과목들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각 교과를 이수하고 결

국에는 해당 교과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이수체계를 학생들

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위에 언급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의 선택교육과정을 위

한 몇 가지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학생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지침을 작성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교육과정의

기저에 있는 철학 또는 근본 원리들을 설명해야 한다. 또 지나치게 분절된 선택의

범주는 학생선택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축소하기 때문에 단위학교 수준에서는 선택

범주의 크기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이 연구는 학생선택의 다양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위학교가 과정이나 이수경로를 다양화하고 과정 간의 경계

를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단위학교는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 걸쳐 선택과목

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단위학교의 이러한 실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교육

과정은 교과 분류체계를 체계화하는 것은 물론 일반고교의 교과 영역의 개념과 범

위를 확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선택의 목적성을 더욱 명료화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그 중 한 가지는 선택과목들과 개별 학생의 진로를

장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현재의 대입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 자격제도’

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각 교과의 이수체계가 개별적으로 학생들에게 안내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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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학생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의 의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교육적인 관점에서 학생선택에 초점을 둠

으로써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선택권의 문제를 중요한 주제로서 제기

하였다. 둘째, 외국의 실제 사례들을 통하여 학생선택권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셋째, 학생선택의 중요한 측면들을 포괄할 수 있

는 분석준거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제한점이 남아있으며 다음의 주제들

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연구할 것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학교와

교사가 교육과정 문서를 실행하는 실천적인 맥락에서도 학생의 선택을 관찰 조사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각각의 주요 제안들을 구체화함으로써 단위학교들에서 활용

할 수 있는 학생선택권을 위한 하나의 온전한 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교과 외 활동이나 학교선택 등 다른 맥락에서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

선택이 추후 연구에서 탐색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선택 실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각 국의 사례수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역사

적・문화적 배경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 주요어: 학생선택권, 교육과정 선택, 선택교육과정,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

외국사례연구, 국제비교연구

* 학 번: 2011-2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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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학습자’는 ‘사회’와 ‘학문’과 더불어 교육과정 개발의 중요한 고려대상으로서 간

주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 필요는 교사나 학교에 의하여 반드

시 파악되어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원칙 도입, 아동 및 청소년

학습자의 인권 존중, 자아실현 및 진로탐색의 기회제공, 자기진실성 실현 등을 근

거로 학습자를 교육과정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김인식, 최성호, 최병옥 1998; 소경희, 2002; 김성훈, 2006;

Marsh, 1992; Rudduck & Flutter, 2000). 그러나 실제 교육의 현실은 학생들의 인

격적 성숙에 대한 불신과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통념,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 개발

과 상명하달식의 의사결정 방식, 공통교육에 대한 과도한 강조로 인하여 학생들이

주체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였다(황규호, 1996; Rudduck & Flutter,

2000; 허숙 외, 2010). 그 결과 학생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결정된 획일적인 교

육과정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학생의 자아의 형성과 개성의 발달 및 진로

탐색의 어려움, 학습내용으로부터의 소외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 외에도

개인의 자율성과 자발성의 저해, 창의성과 책임감 발달의 기회 상실 등이 우려되었

다(길형석, 2002; Bonnett, 1976). 특히 우리나라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일반고등

학교의 경우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문제

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었다(정광희, 2006). 한편 교육과정 개발과정의 민주

화에 대한 요구로 인하여 교육과정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에 대한 관심은 점차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단위학교에 부

여하고 그 결과 학교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변화를 모색하였다. 제 5차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내세워

처음으로 국가 이외의 주체에게 교육과정 관련 의사결정 권한을 일부 위임하였다

(김재춘 외, 2010). 의사결정 참여주체가 국가, 지역, 학교로 점차 확대되다가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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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7차 교육과정부터는 학생에게까지 그 권한이 부여되었고 고등학교 2, 3학년에

한하여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 7차 교육과정은 앞선 5, 6

차 교육과정의 분권화를 계승하는 한편, 학습자(혹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 21세기

사회에 맞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의 변화, 교육과정에서의 다양성 존중 등을 표

방하는 것이었다(김재춘 외, 2010). 이후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

에서도 학생의 선택권은 확대·발전되었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전

학년에 선택교육과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이에 발맞추어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도

보다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학생들의 자유롭고 의미 있는 선택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가교육

과정이 거듭하여 수정・보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의 도입과 적용은 여

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점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통계 및 설문조사, 면담조사 등을 통하여 선택교육과정의 운영 실태를 연구한

결과들은 현재 학교여건으로는 선택교육과정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드러내었다(류방란, 박상철, 백선희, 2004; 허봉규, 2004; 홍원표, 2011).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순회교사, 학교 간 협력, 진로지도 자료집, 진로결정 안내 자료,

다양하고 흥미로운 과목 개설 확대, 교과나 교육방법, 과정의 특성화와 다양화, 소

수 학생의 희망 배려를 위한 운영, 입시제도의 다양화 등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다

른 여러 가지 요인 이외에도 우리나라 문화와 사회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선택교육

과정의 실행의 어려움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으며(강창동, 2004), 질적 연구를 통하

여 살펴본 결과 선택교육과정 운영이 학교현장의 관행이나 문화, 주체들의 대응방

식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와 장애를 직면하게 된 점도 규명되었다(류방란,

2005; 이혜숙, 2006; 홍미영, 2010).

한편 선택교육과정의 핵심이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것(소경희, 2002)에 있음

에 주목하면서 학생선택권의 의미를 고찰하거나 학생선택권의 관점에서 그 구현방

식에 대해 논의한 연구들도 있다. 김성훈(2006)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에 대

한 존중, 개성의 발달과 창의성 증진 등 학생에게 선택의 자유를 부여한 것의 의미

와 가치를 철학적으로 규명하였다. 또 홍후조(2000, 2001)는 교육과정 맥락에서 학

생의 선택권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마련하는 한편 선택권의 행사를 통한

교육적인 목적 달성에 보다 중점을 둔 선택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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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마지막으로 소경희(2002)는 선택교육과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생선택권의

본래적인 의미를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교육과

정 및 실제 단위학교 교육과정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편제방식이나 이수규

정에 의해 학생들은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선택권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밝혀내었

다.

이러한 논의들은 학생선택권의 본질적인 문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

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학생선택권의 부분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문제인식과 해결방안이 우리나라 실태만을 근거로 한다는

면에서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반면에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선택 교육과정의 새

로운 구현방안을 모색한 연구들은 학생선택권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적용이 가

능한 해결책들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허경철, 1990; 강현석, 2003). 또는 하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양상이나

비교적인 특성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정영근, 2004; 이주연,

2005). 이에 따라 학생선택권의 의미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현할 수 있는 선택교육과정을 모색하되 우리나라 사례에 국한되지 않

고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그 구현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일반고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교육과정의 결정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

때 비로소 개별 학생들에게 보다 적합하고 의미 있는 교육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전제하에 현재 우리나라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선택권 구현방식의 문제

를 명료화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학생선택권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주요쟁점과 개념을

종합하고 실제 국가 및 단위학교교육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론적인 관점과 그에

따른 분석준거를 수립한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및 비교대상국의 일반

고등학교의 국가 및 단위학교 수준 교육과정문서에 드러난 학생선택권의 구현실태

를 비교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일반고 선택 교육과정에서의 학생선택권

구현의 특징과 문제점을 명료화하는 한편 보다 나은 구현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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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이 연구는 우리나라 및 비교대상국의 일반고등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이 국가

및 단위학교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를 학생선택의 양, 폭, 결과의 측면

에서 국가별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그 결과 비교대상국의 구현실태가 주는 시사점

을 도출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구

현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와 비교대상국의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 문서에서 학생의 교

육과정 선택권은 어떻게 구현되었는가?

1-1. 각 국의 국가 및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드러난 학생선택의 양은 어떠한

가?

1-2. 각 국의 국가 및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드러난 학생선택의 폭은 어떠한

가?

1-3. 각 국의 국가 및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드러난 학생선택의 결과는 어떠

한가?

둘째, 비교대상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일반고등학

교에서 학생선택권의 교육적 구현방안은 무엇인가?

2-1. 비교대상국의 국가 및 단위학교교육과정과의 문서비교 결과가 주는 시사점

은 무엇인가?

2-2. 위의 시사점을 토대로 할 때 우리나라의 일반고등학교에서 학생선택권을

교육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각 나라별로 국가교육과정과 일반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에서 학생선택권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 국가 간 비교를 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영국, 뉴질랜드, 일본 등 각국의 학생선택권 구현실

태를 선택의 양, 선택의 폭, 선택의 결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이후 분석결과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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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 세 가지 분석유목에 따라 재구성하여 국가 간의 교차비교를 한다. 이를 통하

여 교육과정 문서에 드러난 각 국의 학생선택권 구현실태와 그 특성이 보다 명료

해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 살펴본 비교대상국의 일반고등학교에

서의 교육과정 학생선택권 구현실태가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학생선택

권을 교육적인 방향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먼

저 구현실태의 국가별 특징에 따른 유형이나 이를 나타낼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

을 발견하고 학생선택의 본래적인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각각이 학생선택권과 갖는

관계를 규명한다. 이러한 논의가 우리나라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에 줄 수 있는 시

사점을 도출한다. 이후 각 시사점을 토대로 국가 및 단위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학생

선택권 구현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문제는 분석준거에 따라 각국의 실태를 분석

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것에 충실하였다면 두 번째 문제는 이 연구의 문제의식

에 기반을 두고 대안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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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학생선택은 단위학교 교육과정이라는 특정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맥락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에 그 맥락으로서 선택교육과정

의 도입배경을 교육적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

고 우리나라에서 선택교육과정이 국가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어떻게 수정 보완되

어 왔는가, 즉 그 발달과정을 되짚어본다. 그 후 선택의 본래적인 의미에 대하여

간략히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되 선택교육과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주된 논

의에 근거하여 학교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학생선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자 한다.

1. 선택교육과정의 도입배경과 발달과정

‘선택교육과정’은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방침을 의미하

는 용어이나 이 절에서 그 도입배경에 관한 논의는 국내외 학자의 이론이나 실태

분석결과를 모두 포함한다. 즉, 우리나라의 선택교육과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편성된 학교교

육과정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살펴볼 도입배경에서는 어떤 이

유로 학생을 주체로서 인식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에 초점을 두는데 교육의 내적・
외적 요인들을 주로 살펴봄으로써 학생의 선택의 필요성과 중요성 또는 당위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한편 발달과정의 경우 이 연구의 문제의식과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나라 선택교

육과정의 개선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례로 제한을 두었다. 이 절의 발달과정

은 앞서 살펴본 학생의 참여와 결정 권한이라는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제도로서 어

떤 양상을 나타내었는지 보여준다. 선택교육과정의 지난 몇 년간의 변화를 정리함

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선택교육과정의 특성을 통시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그 성과 및 과제를 대략적으로 평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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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택교육과정의 도입배경

선택교육과정이 도입된 배경은 크게 교육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교육적 당위성과 교육현실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습자는 사회, 학

문과 더불어 교육과정 개발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 왔다. 이는 아동중심주의에 의해

오래전부터 이루어져왔는데 듀이는 <나의 교육신조(My Pedagogic Creed)>(1897)

와 <아동과 교육과정>(1902) 등에서 아동의 지적 발달은 아동의 흥미에 대한 이해

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박휴용, 2012). 또한 교육과정 개발의 대표적인

학자 타일러 역시 학습자를 교과와 사회와 더불어 교육의 목표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원천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교육과정 개발에서 관심을 학습자에게 향

하도록 만들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학습자의 생각이나 흥미, 관심사 등은 교사에 의

해 파악되어야 하거나 과학적인 교육과정 개발 절차에서 여러 가지 요구 가운데

하나로서 분석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학습자가 주체로서 교육과정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

고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소경희, 2002). 이와 같이 국내외의 여러 학

자와 이론가들은 공통적으로 학생의 결정과 참여에 대한 당위성과 중요성을 주창

하였는데 이들은 각기 다른 관심과 근거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먼저, ‘수요자 중

심’의 교육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고객, 수요자, 소비자인 학생의 요구를 보다 직

접적으로 수용하여 학생의 교육만족도를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네스

코의 ‘학습 인권 선언(1985)’(정광희, 2006) 등 아동과 청소년을 인격과 사회 참여

능력이 있는 완전한 인간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에서도 교육과정 의사결

정을 주도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정광희, 2006; 정

혜영, 2009; Marsh, 1992; Rudduck & Flutter, 2000).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 관점에

서도 자아실현과 자의식의 성장을 위해 학생의 자기결정 경험의 중요성을 제기하

였는데 자신의 다양한 의미와 자기 삶의 여러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는 교육환

경의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McNeil,1985). 더 나아가 현대문화의 도덕적 이

상으로서 ‘자기 진실성’의 실현을 위해서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적 본성과의 접촉, 본연성), 외부의 압력이나 시선들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Taylo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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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교육적인 이상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실에서는 아동기, 청소년기의 학습

자들은 미성숙하고, 의존적이고, 제멋대로라는 식의 학생에 대한 통념으로 인해 학

생을 ‘자기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주역’으로 보지 않았고(Rudduck & Flutter, 2000),

그들의 결정을 신뢰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부터 내려오는 상명하달식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 인하여 학생이 교육과정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

한 루트가 거의 없었다. 결국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한은 국가

적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결정되었고, 학교교육과정 결정은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교과 전문가들의 목소리와 교과 이기주의적 힘겨루기에 의

해 크게 좌우된 것이었다(허숙 외, 2010). 더욱이 교과의 결정권한을 학생이나 교사

개개인의 취사선택에 맡겨둘 수 없으며, 교과는 어떤 이유에서건 모든 학생이 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황규호, 1996)함으로써 공통교육과정이 강화

혹은 비대화되는 반면 개별 학생의 요구와 권리에 대해서는 방관하게 되었다. 그

결과 획일화되고 경직된 교육과정에 의해 자신의 개성을 탐색하거나 개발할 수 있

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학습내용은 시험이나 성적이라는 외부적이고 강압적인

기제를 통하지 않고는 학생들의 삶으로부터 괴리되는 ‘소외’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에 따라 개인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저해하고, 진정한 자아가 되는 것을 방해하며,

자신의 가치에 대한 과소평가를 하게 만든다는 점이 우려되기도 하였다(Bonnett,

1976).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사회, 지식정보화와 세계화 시대에서 더욱 중요해진

자기주도성이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창의성과 책임감을 함양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닌다(길형석, 2002). 그 외에도 낮은 학습 흥미와 만족도, 진로에 따른 고

민과 방황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의 대다수

를 차지하는1) 일반고등학교에서는 맹목적인 입시준비, 경쟁의 과열 등과 맞물리면

서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학생들의 개별적인 요구와 필

요를 충족하고 자신의 진로 탐색, 자아실현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둘째, 선택교육과정이 도입된 사회제도적 배경에는 의사결정 방식이 보다 민주화

1)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고등학교 가운데 일반계 고등학교는 1,529개로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를 포함한 전체 고등학교 2,303개 가운데 약 66.4%이며, 일반계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1,381,130명으로 전체 고등학생의 약 71.9%를 차지한다.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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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사회에서 지식과 정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남

에 따라(홍후조, 2009) 지식은 양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선별하는 기준과 가

치 역시 다양화되었다. 절대적인 진리나 모두에게 필요한 교과를 상정했던 과거와

달리 교육자의 선택은 윤리적, 정치적 영향을 받는 가치 개입적인 문제가 된 것이

다. 그 결과 누구의 지식이 교육과정으로서 공식적이 되며,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것에 대해 누가 결정하는지에 관한 갈등의 장(場) 역시 교육의 일부로 인지되고 있

다(Whitty, 1985; Apple, 2000). 교육과정 개발 시 교육내용, 즉 ‘what’의 문제는 여

전히 중요하지만, 오늘날에는 의사결정의 과정, 즉,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가의 문제가 대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의사결정 대상의 절대성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으면서 이에 관한 여러 의사결정

주체 간의 합의나 논의의 과정이 점차 중요해졌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 특히 공통

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합의의 과정이며 그 절차가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에 보다 적절한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의사결정 과정에

서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은 증가하고 있다. Eggleston(1977)

은 교육과정 결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수용적 이데올로기에서 반성적 이데올로기로

옮겨왔으며, 그러한 참여는 최초 엘리트 집단의 소수 참여로부터 교사, 학부모, 학

생 등 다수의 참여 형태로 확대되어간다고 주장하였다(김인식, 최성호, 최병옥,

1998). 다시 말해 교육의 주체 세력들이 개개인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 자율적으로

구성해 가는 쪽으로 바뀐다는 것이다(김인식, 최성호, 최병옥, 1998).

요컨대 지식관의 변화로 인하여 선택해야 할 교육내용 그 자체와 더불어 선택하

는 주체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

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국가주도의 교육과정 개발이 문제시 되었으며 개발방식

의 변화와 함께 지역 교육청, 교사, 학생 등 국가 이외의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

사결정 과정에의 참여가 요청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우리나라 선택교육과정의 발달과정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미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

고 고교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고교 교육의 다양화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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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다양한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권을 존중하며, 21세기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정광희 외, 2006). 우리나라에서도 제 5차 교육과정부터 ‘교

육과정의 지역화’를 위해 지역 교육청, 학교, 학급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을 활성화

하기 시작하였다(김재춘 외, 2010). 이후 제 6차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통제를 약

화시키고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김재춘 외, 2010). 이

에 따라 국가는 국가수준의 기준을 교육과정 문서로 고시하고, 시․도 교육청은 국

가 기준을 근거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며, 각

학교는 양자를 근거로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제도

화하였다. 그 결과 지역 교육청과 학교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될 수

있게 된 것이다(김재춘 외, 2010). 고등학교의 경우, 공통 필수 10과목만 교육부가

지정하고, 과정별 필수 과목은 지역 교육청에서, 과정별 선택과목은 각 고등학교에

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선택과목도 약 두 배에 가깝게 대폭 확대되었으며, 교

과의 구분도 보통과 전문으로만 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선택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김재춘 외, 2010).

이어서 개발된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1970년대 북미와 유럽에서 정책화된 ‘수요

자중심의 교육’이 중요한 방향타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의

요구와 특성은 교육과정 개발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허혜경, 2000). 이러한 교육

적 이상 혹은 철학적인 이념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종전의 계열 구분을 없애고, 일정 단위의 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도록 한 ‘선택중심의 교육과정’(홍미영, 2010)으로 구체화되었다. 7차 교육과정은

앞선 5, 6 차 교육과정의 분권화를 계승하는 한편, 학습자(혹은 수요자) 중심의 교

육, 21세기 사회에 맞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의 변화, 교육과정에서의 다양성

존중 등을 표방하는 것이었다(김재춘 외, 2010). 그리고 마침내 단위학교 내의 교육

의 당사자들인 교사는 물론, 학생에게까지 의사결정의 권한이 주어지게 되었다. 초

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10년 동안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교육내용을 가

르치기 위하여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도입하였고, 고등학교 2, 3학년에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결과적으로 교육과정에서의 선택과

관련된 이러한 변화는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와 개별 학생의 교육과정 적합성 제

고라는 측면에서 사회 정의적, 교육적 이념과도 부합되게 되었다. 그 이후 200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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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은 더욱 확대되었고, 고

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과 관련된 기존 규정들도 수정․보완되었다. 그리고 현재

적용 중인 2009개정 교육과정은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교육과정 자율편성권을 확대

하고자 교과목군과 학년군을 도입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교육과정을 전 학년

으로 확대․적용하였으며, 학교가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교육

과정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총 이수단위 204 단위 가운데 학교자율과정에 64단위를

배당하기도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정리하면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 개발의 주체는 국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다

시 개별 학교로, 그리고 마침내 실제 가르치고 배우는 교사와 학생으로까지 단계적

으로 확대되어왔다.

2. 선택교육과정에서의 학생선택의 의미

지금까지 학생선택권이 등장한 배경과 구현되어온 맥락으로서 선택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학생선택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그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학생선택의 의미는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실태를 통해 파

악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교육에서의 이상적이고 지향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

에 따라 학생선택이 본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추구되어 왔는가

를 어원적이고 사전적인 의미를 통하여 살펴본다. 이는 다소 일반적인 접근이지만

학생선택의 근원적인 의미를 추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선택교

육과정의 본래 취지와 교육적인 지향, 그리고 관련 선행연구를 통하여 학생선택의

중요한 측면들을 규명해본다.

가. 선택의 본래적 의미

선택교육과정 또는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선택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핵심개념

인 ‘선택’이 본래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선택(選

擇)’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영어단어들의 어원과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선

택이 지닌 본래적인 의미를 탐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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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의 유래는 고대 라틴어 ‘seligere’인데 ‘떨어져서(apart)’ 또는 ‘혼자서, 자력

으로, 자기 책임 아래2)(on one’s own)’를 의미하는 ‘se-’와 ‘모으다(to gather)’ 또는

‘뽑다(pick out), 고르다(choose)’를 뜻하는 '-legere'라는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의 유의어들을 살펴보면 우선 choice의 경우, 어원의 어근인 ‘geus-’가 ‘맛보

다, 시험하다(to taste, tes, try)’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근원이 같은 고대 영어

‘cyre’는 ‘고르다(choice), 자유의지(free will)’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option의 어원 고대 라틴어 ‘optionem’은 ‘선택, 자유선택, 선택할 자유(liberty to

choose)’라는 뜻으로 그 어근인 ‘optare’는 ‘욕망 또는 갈망하다, 고르다’이고, 더 근

원적인 ‘opt-’는 ‘고르다, 선호하다’라는 뜻이다.3)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선택과 관련된 어휘들은 ‘고르다’라는 주된 의미와 더불

어 부가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책임 아래’, ‘자유의지’, ‘선택할 자유’라는 의미를 가

지며 이것이 여러 관련 어휘에서 가장 빈번하고 보편적으로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선택은 자유의 개념,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개념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선택의 기준으로서 ‘선호’나 ‘욕망’, 선택

하는 행위나 그 목적으로서 ‘시험 삼아 맛보다’, ‘시도하다’ 등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어원에 따라 무엇을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가를 정리하면, 고르는 행위를 하

되, 자신의 선호나 욕망에 따라 자유로운 방식으로 혹은 자유로운 의지와 판단에

의해 고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럿 가운데

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음’ 또는 ‘<심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수단을 의

식하고, 그 가운데서 어느 것을 골라내는 작용’이다4). 영어의 어원들과 마찬가지로

‘고르다’는 것이 주된 의미인데 그 전제로서 ‘여럿 가운데서’가 의미하듯 선택의 대

상의 다양성을 상정한다. 보다 구체화된 선택의 의미에서 ‘필요한 것’ 혹은 ‘문제해

결을 위한 수단 의식’이라는 표현은 선택이 인간의 의지나 판단과 무관하게 이루어

지는 추첨이나 당첨 등과 달리 유목적적인 행위로서,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행위라

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선택은 욕망, 선호에 따라 또는 특정 목적이

2) 네이버 영어사전(출처: YBM 올인올 영어사전)

http://endic.naver.com/enkrIdiom.nhn?idiomId=53998285abbf45d3875efae822f105b1&query=on+one

%27s+own

3) 어원과 관련된 자료들의 출처: Online Etymology Dictionary (편자: © 2001-2012 Douglas

Harper) http://www.etymonline.com/index.php

4) 네이버 국어사전(자료제공: 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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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필요를 위해 다양한 선택지들이 여럿 있는 가운데서 스스로 혹은 자유롭게 고

름을 의미한다.

나. 학생선택의 교육적 의미

선택의 근원적인 의미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은데 더 나아가 이러한 선택의

본래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학교라는 다소 한정된 제도적 맥락 속에서 선택교육과

정이 애초에 지향하고 추구했던 학생선택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

여 여러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학생선택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요하

게 다루고 있는 가치나 방향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달리 말하여 학생선택이

왜 중요하고, 학생선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학생선택에서 주체의 자유가 얼마나 허용되는가를 중시하는

경우와 여러 가지 선택지의 제시를 통한 다양한 학생특성에의 부응에 초점을 두는

경우, 그리고 학생선택의 결과 무엇을 배우는가에 관심을 더 많이 보이는 경우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학생선

택의 교육적 의미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한다.

(1) 선택의 자율성

학생의 선택권 구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학생들이 얼마나 자유

롭게 선택할 수 있는가이다. 선택교육과정이 등장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그 동안

교육과정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의 주체적인 참여가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이었으

며,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도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서 배울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소경희, 2002). 뿐만 아니라 그 기본취지는 학생들이 교과

목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으며(이돈희 외, 1996, 재인

용), 선택교육과정은 국가, 시 도, 학교가 아닌 학생을 일차적인 주체로 부각시킨다

는 점에서 그 의의가 주목되었다(김재춘, 2001). 교육과정 논의에서뿐만 아니라 자

율적인 선택권은 학생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정혜영(2009)은 ‘학생의

교육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정신적 성장 방향을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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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넓은 범위의 여러 교육가능성들 중 능력과 적성

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유사한 맥락에서 안주열(2005)

역시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학습권에 대한 법적인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공교

육에서 학습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학생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능력에 따

라 학생의 참여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육과정

에 관한 학생선택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교육과정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중요한 점은 외부의 간섭이나 규제로부터의 자유로움, 즉

학생이 갖고 있는 결정 혹은 선택의 자유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선택권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은 곧 학생들이 가능하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교육과정 문서상에서 학생의 자유

로운 선택이 가능한 정도는 일반적으로 선택 가능한 단위수, 선택과목의 편성 방식

에 따른 선택 가능한 양(量)으로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과

정에서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와 정도, 과목이나 기타 선택대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학생의 주체적인 판단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등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실제 단위학교에서 구현된 학생선택권의 의미를 고찰

한 연구들은 국가 및 단위학교교육과정이 학생선택의 자율성을 얼마나 잘 보장하

고 있는가를 탐구하여 구현실태를 파악하였다. 소경희(2002)는 제 7차 국가교육과

정에서 학생들에게 부여한 선택권의 범위나 영역과 관련된 규정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설계된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제표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를 살펴보았

다. 그 결과 학생선택권은 애초에 국가수준과 단위학교수준에서 각각 단계적으로

좁혀진 선택의 범위 내에서 구현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처음부터 극도로 제한되었다는 지적을 하였다. 또한 단위학교 수준에서 과

정(계열)설치로 인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불가

능하고, 선택의 자유가 양적으로 확보된 반면 질적으로는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

는 점, 학교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과 필요가 반영되는 수준이 낮은

점 등을 근거로 학생선택권은 제한적이며 소극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평하였다. 이

에 따라 단위학교 수준에서는 과정과 상관없이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교육과정

을 편성하고 국가수준에서는 단위학교에 대한 규제 완화로 선택의 자유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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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제언하였다. 또 류방란, 박상철, 백선희(2004)에 의하면 학생이나 학부모는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보다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과목 선호도 조사, 이수

과목 조사, 선택과목 조사를 통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학교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불만을 토로하여 의사를 반영시키는

주체는 오히려 학생보다 학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들은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보다 많이 부여하여 선택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뜻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을 토

대로 하고 있다. 앞서 선택의 어원적 의미에 살펴보았듯이 선택에 있는 ‘스스로’,

‘혼자서’ 등 ‘자유’의 의미와 더불어 ‘자기 책임 하에’라는 ‘자율’, 즉 스스로 규율함

의 의미와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선택의 자율성은 학생선택권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율성은 학생선택권 구현의 실태와 그에 따른 실질적인 의미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2) 선택의 다양성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대상, 즉 선택지가 얼마나 다양한가 역시 학생선택권과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에서 다루어질 만큼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선

택의 폭을 넓혀주고 학습자 개개인의 다양한 학습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선택

할 수 있는 대상의 수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이들 간의 유의미한 차이

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홍후조, 2000). 이는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관련된 큰

흐름과도 일치하는데 정부는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 정책을 여러 방면에서 추진

해왔으며(정광희, 2006)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정책의 대세 가운데 하나로 자

율화를 통한 지역별 학교별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지목되기도 하였다(홍원표, 2011).

실제 자율성이 다양화를 증진하는가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다수의 논의들은 공통

적으로 학습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

다고 주장하면서(정광희, 2006; Noddings, 1983) 다양화를 교육적인 관점에서 추구

되어야 할 목표로 간주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개발의 기반이 된 ‘미래형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방향 역시 집단 교육체제 속의 획일적 교육방식을 비판하

고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추어 다양한 교육소비자의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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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의 다양성을 촉구하고 있다(허숙 외, 2010). 뿐만 아니라 ‘다양성의 사회’인

현대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교육과정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허숙

외, 2010).

한편, 정광희(2006)는 이러한 교육의 다양성 확대는 특목고 등 일부 특수조건의

학교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일반고에서도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일반고 교

육의 다양화 특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곧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선택의 다양성은 학생선택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확

대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터하여 학

생선택권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이나 교과

및 과목 등이 다양하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문서에서 다

양성의 문제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데 교육과

정 설계 이론에 따르면 먼저, 단위학교 수준에서는 전체 교사, 행정가, 학부모 대

표, 학생 대표가 참여하여 목적, 교육자료, 조직, 교수전략을 결정할 수 있다

(McNeil, 1985). 우리나라에서는 이수과정의 종류와 수, 선택과목, 교과목의 단위수

증감, 교과목의 학년, 학기 배치 등이 단위학교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인데(류방란,

박상철, 백선희, 2004). 단위학교의 의사결정 대상 범위 내에서 학생의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즉 선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참고할만한 하다.

이론적으로 학생선택의 대상에는 학교선택, 교과영역(과정) 선택, 과목선택, 교사

선택 등(홍후조, 2000)처럼 비교적 다양할 수 있으나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선택교

육과정을 ‘과목선택형 교육과정’이라고 할 정도로 다수의 선행연구(이경환 외,

2002; 소경희, 2002; 정광희, 2006)와 국가교육과정에서도 학생이 선택할 대상은 ‘과

목’에 국한되어 있음을 명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학생선택의 다양성

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설치하고 있는 과정 선택과 국가 및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

제표에서 선택이 허용된 과목들로 제한되고, 다양한 정도는 그러한 과정과 과목들

간의 목표, 내용, 수준, 교육방법 등에 따른 차이에 의해서 드러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충분히 다양하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

광희(2006)에 따르면 국가수준에서는 ‘개인별 교과 선택권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

만, 현실적으로 개별 학교 수준에서 특히 소수 희망 과목에 대한 대응이 매우 제한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학교가 다양한 선택교과를 개설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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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교원 수급, 학습공간, 시설 등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교 교육과정에서 대입에 유리한 교과목 중심으로 구성하는 경우로 인해 여전히

획일적인 교육과정 설계가 나타나는 점을 지적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홍원표

(2011)도 국가 통제의 약화로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가능해질 수 있지만, 다양성을

담보하던 최소한의 기준마저 포기함으로써 교육과정이 더욱 획일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 실제 조사한 사례 학교들에서는 대부분 학교

의 유형과 관련 없이 입시 관련 과목을 증가시키고 그 외의 과목을 축소하는 등

획일적인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선택의 다양성은 학생들이 얼마나 다양한 것들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선택대상이 다양할수록 개별적인 학생들이

서로 다른 요구와 필요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다양성은 개별학생의 보

다 자유로운 선택은 물론 ‘맞춤형’ 또는 ‘개별화’ 교육과정과 같이 학생의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선택의 다

양성은 학생의 선택권의 의미와 구현된 정도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라 할 수 있

고, 학생선택권의 구현실태와 의미는 학생선택의 자율성과 더불어 선택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3) 선택의 목적성

학생선택권의 행사 결과로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즉 선택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

와 목적이 무엇인가도 학생의 선택권 구현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아무리 다양한 것들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지라도 그 선택이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선택교육과정의 ‘교육적 의미’에 대하

여 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선택의 지향점이 구체화되어야만 학생들의 다양한

필요와 욕구가 무엇인지 명확해지고, 이에 근거하여 선택된 대상 혹은 그 내용의

교육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홍후조(2000, 2001)는 선택교육과정에서

선택의 분량보다는 선택한 결과가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에 따르면 선택

은 교육적으로 의미 있으며 바람직한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나누어야 할 규범적인

문제인데 학생의 능력 또는 적성과 소질에 맞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요구 또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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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 의한 것과 같은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교육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최병옥,

최호성(1995) 역시 인본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다양한 범위의 선택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의 차별성을 발전시키고, 자기 지식의 개발하고, 타인과 관련

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사회 체제 내에서 기능하는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을 이해

할 수 있는(Gay, 1980: 103-131)’ 내용의 선택으로 귀결되어야만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강창동(2004)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 그

리고 잠재적 소질의 계발에 도움이 되는 과목의 이수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선택은 교육적으로 합리적이고 유의미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애초에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도입된 배경에도 통제가 편리한 필수 교과목 수가

많은 반면,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는 선택의 기회가 거의 없다는 문

제의식이 있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길형석, 2002). 선택교육과정은 기본적으

로 학생의 능력뿐 아니라 진로와 적성을 감안하여 학생의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도

록 한다는 것(허봉규, 2004)과 제 7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의사결정 권한을 학

생수준으로까지 확대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필요, 흥미, 적성, 수준 등에 적합한 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는 점도(소경희, 2002)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선택교육과정에서 학생선택권을 구현하는 것의 목적은 무조건적인 자

유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허용하고 학생선택의 권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모종의 교육적 목표와 기준에 따라 보다 좋은 선택을 상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이 생애의 기본 교육을 마무리하는 단계교

육이면서 진로준비교육으로서의 요구를 포함(정광희, 2006)”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

분의 논의에서 개인의 흥미, 적성, 자기성장 기회, 수월성 등 선택의 목적이자 기준

이 되는 것들이 학생의 ‘진로’와 연관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이 이러한 목적성이 뚜렷한 선택, 교육적으로 안내된 선택을 하도록

하려면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고교의 본질적인 교육기

능, 특히 진로탐색과 준비교육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해

야 한다(정광희, 2006). 학생선택권의 구체적인 구현방안도 학습의 효과나 적합성

향상하기 위하여 선택과목들의 관련성과 계열성을 확보(류방란, 박상철, 백선희,

2004)하고 학생들의 학습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합치되도록 적절한 학교교육 프

로그램 계획과 제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강현석, 2003). 이에 따르면 결국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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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의 범위보다 심도를 확보하고, 계열성 있고 집중적인 학습이 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으로(홍후조, 2000), 자신들의 진로, 소질, 적성, 흥미 등과 관련된 과목

들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학습을 유도하는 ‘소과목 심화학습’이 강조된다(소경희,

2002). 선진 외국의 경우, 고등학교교육이 적성 및 진로와 관련된 몇몇 과목만을

대학의 전공 기초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실시하는 하고 있으나(소경희, 2002) 우리

나라는 실제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과 더불어 학교현장에서 학생

의 선택이나 요구를 ‘의미 있게 반영하여 편성’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

나기도 하였다(김재춘, 박소영, 2004).

정리하면 학생선택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유롭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가와 더불어 선택의 결과가 학생들의 성장에 진정으로 의미 있는가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해 볼 때 진로, 관심

분야 탐색 등은 선택교육과정에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학생선택권을 구현할

때에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요소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

도 교육적으로 의미 있고, 그것이 장차 개인적으로나 국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즉 ‘선택한 후 그 결과의 효능성’이 학생

선택권 구현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홍후조, 2000). 이는 선택하

는 시점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결과이지만 선택한 교육과정이 끝나는 시점에

기대되는 바이고, 달리 말하면 선택 시 선택의 주체가 선택을 통해 추구하는 것,

즉 선택의 목적과도 같다. 이렇게 볼 때 선택이 지닌 목적성은 교육의 맥락에서 학

생선택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그 구현된 정도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학생의 선택권과 그 구현의 문제 대한 논의들에서 학생선택권은 얼마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가, 얼마나 다양한 것들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와 같이 세 가지 핵심적인 질문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선택의 자율성, 선택의 다양성, 선택의 목적성으로 요약될 수 있

다. 이는 ‘선택의 주체가 자신의 목적이나 필요, 선호하는 것을 위하여 스스로 여럿

가운데 고름’이라는 선택의 어원이 지닌 핵심적인 의미들과도 일치하며, 선택의 의

미를 고찰한 연구에서 제시한 ‘선택교육과정에 대해 사고하고 이를 구현하는 두 가

지 시각(홍후조, 2000)’ 혹은 ‘이해의 틀’과도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홍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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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는 누가 얼마나 선택권을 행사하느냐와 같이 선택 주체의 권한행사나 그 형

식 및 선택의 양을 강조하는 관점과 무엇을 선택하며 그 결과로 학생들의 학습의

질은 어떠한가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홍후조의 틀을 일부

참조하되 선택의 어원적인 개념과 선택교육과정 및 학생선택권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새롭게 구성하였다. 즉, 주체와 권한의 문제를 선택

의 자율성으로, 무엇을 선택하는가의 문제를 선택의 다양성으로 보고, 선택의 결과

로서 학생의 학습의 질은 선택의 목적성과 관련하여 재해석함으로써 분류기준과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어원적, 학문적 근거에 따라 이 세 가지 측면 혹은 요소

들을 통해 학생선택권의 구현실태와 그에 따른 학생선택의 의미를 고찰하는 것은

비교적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이 세 요소는 상호배타적이거나 무관하기보

다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선행연구들도 어디에

강조점을 두는가에서 차이를 보이더라도 어느 한 가지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경

우는 없었다. 즉, 세 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학생선택권이 본래의 취

지와 의미에 맞게 구현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학생선택권 문제를 세 가

지 측면으로 분리한 것은 학생선택권의 의미와 구현방식을 보다 분석적이고 체계

적으로 접근하는 데 유용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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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이 연구는 고등학생의 선택권이 본래의 교육적 의미와 취지에 맞게 구현되어야

개별 학생들에게 보다 의미 있고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나라와 비교대상국의 국가 및 단위학교 교육과정에 드러난 학생선택권의 구현

실태를 비교・분석하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의 학생선택권 구현방

안을 모색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각 국의 교육과정 문서를 체계적

으로 분석하기 위한 ‘내용분석’ 연구방법과 그 결과를 비교하고 심화된 논의를 하

기 위한 ‘비교연구 및 비교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대상, 분석방법,

분석준거, 분석절차를 정리한 바는 아래와 같다.

1. 분석대상

분석 대상은 크게 국가교육과정과 단위학교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먼저 우

리나라를 제외한 비교대상국을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 국제 교육지표에 근거하여

국가를 선정하는 과정을 정리한 후, 각국의 사례학교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과 최종

적으로 선택된 사례학교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비교대상국 선정

비교대상국가 선정 시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선택권은 일차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며, 학생선택권이 폭넓고 다양하게 구현되기 위한 선결조건

으로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권의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소경희, 2002)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와 관련된 OECD 교육지표(김창환 외, 2008)는 교육

과정의 상이한 측면들(수업 조직, 인사관리, 기획과 구조, 자원 활용)에 관한 의사

결정 수준을 ‘중앙정부 – 주정부 - 지방/지역 당국 - 하위지역 또는 시내 당국 -

지역(local) 당국 - 학교 또는 학교 위원회’와 같이 6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조사하

였다. 그에 따라 중앙정부나 주정부보다는 보다 하위 지역과 단위학교에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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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많이 부여된 나라들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단위학교 수준의 의사결정 권한

이 높은 정도는 영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의 순이었고 단위 학교 수준 바로 상

위 당국인 기초/지역(local)의 자율권이 높은 순으로 핀란드, 스코틀랜드, 일본, 노

르웨이와 덴마크 등이 있다. OECD(2010)의 PISA 2009 결과 중 단위 학교의 교육

과정 편성과 평가 실행에 있어서 높은 자율성을 보인 나라는, 일본, 네덜란드, 체

코, 영국, 뉴질랜드였다. 이 가운데 전통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허용하고 학생의 선택과 참여를 위한 제도를 오랜 기간 실행해온 두 국가,

영국과 뉴질랜드를 선정하는 한편, 교육과정 편성방식이나 구성 등 우리나라와 유

사성이 많은 일본의 경우를 참고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일본을 또

하나의 비교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더욱이 이들 국가는 인터넷 및 기타 경로를 통

하여 자료접근성이 용이한 것은 물론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필요한 연구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다. 또한 OECD 자료에서도

영국, 뉴질랜드, 일본은 두 개 이상의 지표에서 단위학교 또는 지역에 높은 자율성

이 부여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여 여러 측면에서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편, 국가별 단위학교의 경우, 우리나라의 학교선정 기준과 유사한 방식으로 학

교의 소재지와 학생수에 따른 규모를 고려하여 국가별로 4개의 학교를 살펴볼 것

이다. 또한 실제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각국 및 각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이 충분히 다양하며 서로 차별화될 수 있도록 분석대상을 선

정하고자 한다.

나. 국가별 사례학교 선정

우리나라와 비교대상국들 간의 타당한 비교를 위해서는 분석대상 간의 동등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와 외국뿐만 아니라 외국 간에도 학교교육제도 및 교

육과정 체제가 상이하다. 따라서 사례 학교들을 선정하기 전에 우리나라 고등학교

시기에 해당되는 학년과 연령과 이 시기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교급은 물론 그

중 일반고등학교의 성격을 지닌 학교 또는 교육프로그램의 유형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그 후 분석결과의 편향성을 줄이기 위하여 학교의 규모나 소재지 등의 기

준을 통하여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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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교 시기의 학교급 및 학교유형 분류

유네스코 통계연구회(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이하 UIS)의 ‘국제표준교

육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이하 ISCED)’는 국제적

수준에서 교육통계자료의 수집, 관리 및 비교를 위한 개념적인 틀인데 각국의 학제

와 학교급 및 학교유형을 연령, 학년, 교육프로그램의 특성 등을 기준에 의하여 국

제적으로 통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UIS는 ISCED가 1976년 최초 개발

된 이래 1997년 처음 개정한 ISCED-97을 직접 OECD의 모든 회원국에 적용하여

각 국의 교육시스템을 분류한 결과를 공시하였고 한국에서도 이를 적용한 연구(박

종효, 김흥주, 변기용, 2009)가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아직 공식적인 적용결과

가 없는 ISCED 20115)보다는 97년 개발된 지표를 핵심적인 준거로 활용하였다. 다

만 오늘날 교육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부분을 최근 발표된 ISCED 2011

의 분류 기준과 INCA(International Review of Curriculum and Assessment

Frameworks)6), NCIC(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7), Eurypedia8) 등

국제적인 교육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들의 자료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먼저, ISCED-97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일반고등학교는 ISCED 3A, G에 해당된

다. 즉, 숫자 3은 교육의 수준과 시기 등을 고려하여 후기 중등교육 단계(Upper

secondary level of Education)를 의미하며 A는 교육프로그램의 목적이 연구 또는

학문중심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다는 뜻이다. 한편 G는 교육과정 또는 교육프로그

램의 중점이 특정직업과 무관하고 직업이나 직무기술 관련된 내용의 비중이 25%

미만으로 적은 편에 해당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각국의 ISCED 3A, G를 살펴보면

영국은 GCE A level이고, 뉴질랜드는 중등학교(secondary school)의 11-13학년 과

5) ISCED 2011은 교육 유형의 정의(definition)를 개선하고 유아기의 확장과 고등교육의 재구조화라

는 변화에 따라 교육수준 분류에 새로운 범주를 추가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은 2014년부터 ISCED

2011 적용하여 자국의 교육 통계자료를 보고할 예정이다(UIS, 2012). 이에 따라 새로운 ISCED를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적용하여 비교대상국의 교육을 분류하기보다는 ISCED 2011의 분류기준과

교육수준에 대한 정의만 부분적으로 참고하여 OECD의 공식적인 ISCED–97 적용결과를 보완하

는 데 사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신중한 접근이라고 본다.

6) 2013년까지 Department of Education가 운영했던 국제교육과정평가 사이트

(http://www.nfer.ac.uk/what-we-do/information-and-reviews/inca.cfm)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운영하는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http://www.ncic.re.kr/)

8) Eurydice가 만든 사이트로 38개의 유럽국가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음.

(https://webgate.ec.europa.eu/fpfis/mwikis/eurydice/index.php?title=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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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고, 일본에는 고등학교의 전일제 본과과정을 포함하여 5개의 유사한 교육프로

그램이 있다.

이 분류결과를 연구목적에 맞게 적절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한편 타 국제비교 사

이트의 기준을 참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영국의 경우, 이 연구에서는

GCE A level이 아닌 KS4의 교육과정을 주로 살펴볼 것이다. 그 이유는 NCIC와

INCA에서 GCE A level은 물론 KS4(10-11학년)까지도 후기 중등교육으로 구분하

고 있으며 ISCED의 중등교육의 전기와 후기의 특징에 따르는 경우에도 KS4 단계

가 전기중등교육보다는 후기중등교육의 초기단계로 보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

단되기 때문이다. 그 특징이라 함은 평균적인 수학시기9), 학생의 진로와 관심에 따

른 선택폭의 증가 등이며 추가적으로 영국의 교육법 2002에서도 KS 1-3과 KS 4

의 구별법 제정(INCA, 2010)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일반고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비교대상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인 만큼 우리나

라와 같이 국가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에 따라 국

가교육과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는 GCE A level과, KS4 단계임에도 사립학교

(independent schools)와 같이 학교유형 상 국가교육과정 준수의 의무가 없거나 적

은 학교의 교육과정은 제외한다. 결과적으로 영국의 분석대상 학교유형은 우리나라

일반고와 가장 유사하게 국가교육과정 준수의무는 물론 통제받는 정도가 가장 큰

지역사회학교(community school)로 제한한다. 이 학교 유형은 국립학교들로 기업

이나 종교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역의회의 통제를 받는다. 참고로 국가교육과

정을 준수하지만 조금 더 자유가 많이 주어지는 파운데이션 학교(foundation

school), 종교교육을 제외하고 국가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하는 종교단체 설립학교

(voluntary aided or controlled school)가 있다.

일본은 ISCED 3A, G에 5개의 학교 또는 교육프로그램이 해당되는데 이는 일본

의 고등학교 유형이 내용에 따라 보통과, 전문과, 통합과로 구분되는 한편 수업시

간 및 시기에 따라 전일제와 정시제, 통신 수업 학교로 구분되기도 하며, 중고등학

교가 분리되지 않은 통합 중등학교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9) 일반적으로 후기중등교육은 8-11학년(만 14-16세)에 시작되고 12-13학년에 끝난다. 한편 전

기중등교육은 4-7학년에 시작되어 8-11학년에 끝난다(UIS, 2012). KS4에 진입하는 학생들은

10-11학년이고 연령은 14-16세로 후기중등을 시작하는 시기와 일치하기도 하지만 전기중등

교육이 끝나는 시기와도 겹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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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학교급 및 교육 프로그램 유형 학년10) 연령(만)

우리나라 일반고등학교의 선택교육과정 10-12학년 15-17세

비

교

대

상

국

영국
지역사회 종합학교(comprehensive

community school)의 Key Stage 4 과정
10-11학년 14-16세

뉴질

랜드

국립 또는 통합 중등학교(secondary

school)의 11-13학년 과정
11-13학년 16-18세

일본
보통 고등학교 또는 종합 고등학교의

전일제 본과 과정
10-12학년 15-17세

나라에서 보편적인 일반고와 그 특성이 가장 유사한 전일제 보통과 고등학교와 더

불어 보통과와 전문과를 통합하여 일면 유사하면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종

합과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의 경우, ‘모든 국립 및 사립학교가 국립 학교 시스템으로

변환한 통합학교는 국가 교육 안내지침과 국가교육과정의 목적, 가치, 주요기술과

학습영역을 준수해야 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07)’는 원칙을 볼 때, 이 연구

의 목적에 부합되는 분석대상은 중등학교(secondary school) 가운데서도 국립학교

(state school)와 통합학교(integrated school)이다. 한편 중등학교는 7-13학년 또는

9-13학년 중등학교와 같이 두 가지 형태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 구분이 특별

한 의미가 없으므로 모두 사례학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III-1> 국가별 고등학교 시기와 일반고등학교 프로그램

(2) 사례학교 선정

학교선정의 기준은 학생 수에 따른 대, 중, 소와 같은 학교의 규모,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지역과 같은 학교의 소재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적인 분포

도 이에 포함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구방법의 한계 상 교육과정 관련 문서가 웹사

이트에 얼마나 상세하고 풍부하게 제시되었는가도 중요한 준거로 고려되었다.

10) 초등교육에 해당되는 ISCED 1이 시작된 이후 몇 년이 지났는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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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국가 학교명 행정지명 소재지 및 규모
소계

(개)

우리나라

A 고등학교 경기

대도시/대

10

B 여자고등학교 서울

C 고등학교 부산

D 고등학교 광주

E 고등학교 전남 Y군 Y읍

중소도시/중
F 여자고등학교 충북 J시

G 고등학교 강원 K시

H 고등학교 대구 D군

I 고등학교 제주 S시
읍면/소

J 고등학교 충남 S시

비교

대상국
영국

Northfield School and

Sports College

Durham 주(州)

Billingham
읍면/대

4

Brookfield Community

School and Language

College

Hampshire 주(州)

Southampton
대도시/대

Prudhoe Community

High School

Northumberland주(州)

Prudhoe
중소도시/중

Broadwater School:

Math and Computing

Specialist School

Surrey주(州)

Godalming
중소도시/소

한편 학교선정의 절차를 보면 먼저 국가수준의 공식적인 학교검색 사이트11)를

활용하여 한 국가내의 지역적 분포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과 같이 지역적 특성

을 고려하면서 지역을 먼저 선택하였다. 그 후 일반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유형

으로 범위를 좁히고 그 가운데서 학교규모별로 가장 많은 또는 가장 적은 학교 순

으로 학교 웹사이트를 살펴보았다. 해당 학교 웹사이트의 교육과정 관련 자료의 접

근성과 풍부함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연구사례로 최종 선정하였다.

<표 III-2> 사례학교 선정 결과

11) 국가별 학교검색 사이트

- 우리나라: http://www.schoolinfo.go.kr/index.jsp)

- 영국: http://www.education.gov.uk/cgi-bin/schools/performance/group.pl?qtype=NAT&

superview=sec

- 뉴질랜드: http://www.educationcounts.govt.nz/find-a-school

- 일본: http://www.schoolnavi-jp.com/sh/sh-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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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

랜드

John Paul College
Bay of Plenty 지방

Rotorua
중소도시/대

4

Baradene College
Auckland 지방
Remuera

대도시/소도시

Carmel College
Auckland 지방

Milford
중소도시/중

Roncalli College
southern

Canterbury 지방
Timaru

중소도시/소

일본

우에노 고등학교 동경 대도시/대

4
이시카와 고등학교 오키나와 중소도시/중

이케다 고등학교 오사카 중소도시/-

난탄 고등학교 교토 중소도시/-

이와 같은 기준과 절차를 통해 선정된 결과를 보면,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본연

구의 목적에 맞게 보다 많은 사례 수를 두고 상세히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학교와 중규모 각 4개교를 선정하였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선

택 자체가 없는 학교들이 많아 2개교만 선정하여 총 10개의 학교가 분석대상이 되

었다. 비교대상국의 경우, 자료접근성 및 언어 장벽 등과 같이 연구방법 상의 한계

와 각 국가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례 수를 고려하여 국가별로 4개

사례를 선정하였다. 참고로 표에 나타난 본래 학교명은 이하 ‘~고(高)’ 또는 ‘~고교

(高敎)’, ‘~학교’로 줄여서 부른다.

다. 분석자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선택권을 행사하는 단위학교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국의 국가교육과정 문서를 수집하되 그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항목 또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한편 선정된 학교들

의 교육과정 계획서, 안내문, 핸드북 등의 다양한 문서들을 주로 수집하여 살펴보

았다. 자료를 수집한 방법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공시 사이트에 일괄적으로

탑재된 자료를 수집하였고 비교대상국의 경우는 모두 각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

여 수집하였다. 이리하여 4개국의 국가교육과정 문서 4개와 국가별 단위학교 교육

과정 문서 16개를 합하여 총 22개의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와 출처는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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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국가

분석자료

구분
분석자료 자료출처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2009 .12 ) .
2009개정 초중등학교_총론

・교육과학기술부(2012.12).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http://www.ncic.re.kr/nation.dw

n.ogf.inventoryList.do

단위학교

교육과정

A고 2013학년도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학교알리미

http://www.schoolinfo.go.kr

학교명>상세정보>교육계획 및

편성·운영

B여고 2013학년도 교육과정

단위배당표, profile

C고 2013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
D고 2013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
E고 2013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
F여고 2013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G고 2013학년도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계획

H고 2013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
I고 2013학년도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J고 2013학년도 학교교육과정

펀성 운영 평가계획

비

교

대

상

국

영

국

국가

교육과정

National Curriculum online

: Secondary curriculum Key

stages 3 & 4

http://webarchive.nationalarchi

ves.gov.uk/20110813032310/http

:/curriculum.qcda.gov.uk/key-st

ages-3-and-4/index.aspx

단위학교

교육과정

Northfield고교

KS4 Curriculum Booklet 2013

http://www.northfield.stockton.

sch.uk

Brookfield 고교

Key Stage 4 Courses

2012—2014

http://www.brookfield.hants.sch

.uk

Prudhoe 고교 Year 10 Option

Booklet (2012-2013)
http://www.pchs.org.uk

Broadwater 고교 Key Stage 4

Curriculum 2012-2014

http://www.broadwater.surrey.

sch.uk

<표 III-3> 주요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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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질

랜

드

국가

교육과정

뉴질랜드 교육부(2007). The
New Zealand Curriculum.

http://nzcurriculum.tki.org.nz/C

urriculum-documents/The-Ne

w-Zealand-Curriculum

단위학교

교육과정

John Paul 고교 2013 Senior

Option Book
http://www.jpc.co.nz

Baradene 고교

・Curriculum Booklet 2013

・Subject Recommendations
for Courses

http://www.baradene.school.nz

Carmel 고교

・Selecting_Your_Subjects_for
_Years_11-13

・University_subject_entry_re

quirements

http://www.carmel.school.nz/

Roncalli 고교 Senior Student
Handbook 2013

http://www.roncalli.school.nz

일

본

국가

교육과정

문부과학성(2009.3)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http://www.mext.go.jp

단위학교

교육과정

우에노 고교 학습계획 http://www.ueno.ed.jp/

이시카와 고교 학습계획
http://www.ishikawa-h.open.ed

.jp/

이케다 고교 학습계획
http://www.osaka-c.ed.jp/ikeda

/index.htm

난탄 고교 학습계획
http://www1.kyoto-be.ne.jp/na

ntan-hs/

2. 분석방법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 선택권을 구현하는 방식의 특징과

문제점을 명료화하고 비교대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학생선택권의 다양한 구현방

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더불어 외국의 국가교육과

정과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 사례들을 문서분석을 통해서 비교해보고자 한다. 따라

서 이 연구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크게 ‘비교연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본다면 비교교육학적 연구이므로 비교적인 방법에 의해 2개 이상

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제도 및 교육적 활동을 비교, 분석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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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유사성과 상이성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시각에서 사회과학적으로 교

육의 본질을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규환, 1990, 재인용). 한편으로는 우리

나라 및 비교대상국의 학생선택권에 관한 자료는 통계나 참여관찰 등의 방법이 아

닌 교육과정 문서를 수집하고 범주화된 개념을 통해 그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거나

해석하는 ‘내용분석’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비교연구 및 비교분석 방법과 실제

개별 자료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는 내용분석 방법은 이론적으로 보다 상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비교연구 및 비교분석

‘비교연구’란, 연구대상 간의 유사성, 상이성, 연계성을 평가하는 다소 광범위한

개념인데 공통점에 초점을 두는 경우는 보통 더욱 일반적인 이론을 적용하고 시공

과 맥락을 초월한 보편적인 규칙을 발견하는 데 목적을 둔다(Given, 2008). 반면에

Max Weber의 비교사회학에 의하면 다양성, 편차를 연구하는 것은 특수성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연구대상이 속한 맥락과 차이점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둔다. 한편 연구

대상은 인터뷰 또는 개인, 상징, 사례연구, 사회적 집단, 지리적 또는 정치적 특성,

국제적인 비교 등 다양한 것에 기반을 둘 수 있다(Given, 2008). 이 연구의 경우는

3개의 비교대상국과 국가별 4개의 학교교육과정과 같이 적은 사례수를 비교적 상

세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국제비교이면서 동시에 사례비교 연구라 볼 수 있다. 또한

상이한 국가들의 자료에 드러난 공통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비교대상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특징이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이처럼 우리와 다른 비교대상국의

사례들로부터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다양성 또는 편차를 중심으로 분

석하였다.

이처럼 연구대상들을 두드러진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분석

하는 과정을 ‘비교분석’이라 한다(Given, 2008). 이는 비교연구에 비하여 좀 더 방

법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비교분석 중 대표적인 방법인 ‘일

정한 비교분석(constant comparative analysis)’은 하나의 대상 또는 하나의 자료를

분리해 내어 다른 것과 비교하고 이를 통해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규명한다. 이와

같이 하나씩 분리하여 비교해봄으로써 다양한 연구대상들 간의 가능한 관계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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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고 이를 나타내는 개념적 유형 또는 모형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주

요 비교분석방법인 사례연구는 자주 특정 사례에 관하여 기술함으로써 비교에 관

한 지식을 수집하고 연구자는 차이점들을 부각하기 위하여 종종 특정한 사례를 분

석의 틀에 비추어 비교한다(Given, 2008). 이 연구는 이 두 가지 비교분석방법이

모두 활용하는데 먼저 사례비교분석에 의하여 각 사례에 관하여 특정한 분석의 틀

에 맞춰서 상세하게 기술한다. 그 후 모든 사례에 일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분석

의 틀을 통해 분석요목 및 분석단위를 중심으로 앞서 분석한 국가별 사례들을 종

합적으로 비교하여 분석단위별로 정리하는 것이다.

한편 비교연구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연구할 사례들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선정하고 어떤 수

준으로 분석할 것인가 의 문제인 분석대상의 선정기준과 규모, 그리고 분석의 수준

이라 할 수 있다(Given, 2008). 대상선정의 기준은 연구자가 이론적인 근거를 바탕

으로 선정하는 경우는 구조화된(constructed) 표집으로 특정한 연구문제에 답하기

에 보다 수월한 측면이 있고 이와 반대로 부여된(given) 표집은 객관적인 반면에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연구와 무관한 내용들이 많다(Given,

2008). 연구자는 후자보다는 전자와 더 가까운 방식으로 표집을 하였다. 앞서 분석

대상 선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적절한 국가선정의 기준을 먼

저 수립하고 그에 따라 보다 자율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국가와 규모,

소재지, 연구문제와 관련된 자료들의 수집 가능성에 따라 사례학교를 선정하되 연

구진행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와 연구주제와의 관련성에 따라 일차적으로 선정된

바를 일부 조정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 선정된 대상의 수는 사례수가 적

은 편으로 연구 초반에는 상세하게 분석하여 지나치게 많은 비교특성이 발견되었

고 이로 인해 국가 간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 분석대상의 규모가 작음에도 분석요목에 따라 핵심적인 분석단위들만 몇 가지

로 추려내어 각각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루었다. 두 번째는 주요 구성개념들의 동등

성의 문제인데 동등성이란 분석준거가 모든 국가를 가로질러 동일한 특성을 측정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개념들이 동등화되어야 국제적인 비교가 타당성을

갖게 된다(Given, 2008). 같은 용어나 개념이라고 하여도 어떤 사회나 문화,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주요 개념인 일반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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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해당되는 교육시기와 단계, 교육기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표준교육분

류(ISCED) 등을 참고하였다. 또한 이론적 배경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선택권의 경우 선행연구와 실제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통적으로 발

견되는 개념들을 바탕으로 정의하였다.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

이란 학교교육과정 가운데 일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되 유사한 과목들을

포괄하는 보다 상위개념인 교과에 대한 권한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일련의 과목

들을 묶어 제시한 과정도 대다수의 사례에서 설치한 것을 발견하고 과정선택권의

의미도 포함하였다. 그 외의 분석준거의 다양한 분석단위들은 위와 비슷한 절차를

통해서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내용분석

내용분석이란 일관성 있는 법칙과 주제들, 다양한 특성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질적인 문서자료를 비슷한 주제나 개념적인 범주로 범주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Given, 2008). 내용분석의 방법은 ‘무엇을?’에 관한 질문을 답하는 양적

내용분석법과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 관점을 찾아내는 질적 내용분석법으로

나뉜다. 양적 내용분석법은 연역적 방법에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 전에

선정된 범주 또는 가치들의 빈도를 조사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한다. 예를 들면 특정

메시지나 주제를 다루는 데 할애된 지면의 분량이나 문장의 수와 같은 양적 지표

가 분석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조용환, 김회목, 이희찬, 1990). 질적 내용분석은 원

자료들을 연구자가 일정한 틀을 가지고 축소하면서 이치에 맞도록 구조화하는 방

법이라 할 수 있다. 보통 귀납적이며 해석적이고 치밀한 자료 독해가 요구된다

(Given, 2008). 그리고 이를 통하여 그 안에 있는 덜 명료하거나 숨겨진 내용들을

발견해내고자 한다. 문서에 관한 해석은 주관적인 관점에 항상 열려있으므로 다의

적이고 맥락의존적이라 할 수 있는데 연구자는 이와 같은 주관적 해석의 가능성을

인식해야 한다(Given, 2008).

이 두 가지 방법을 상호보완적으로 동시에 활용할 때 내용분석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양화하기 어려운 정도의 빈약한 내용을 굳이 양적 분석할 필요는 없

으며 의미체계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데는 질적 분석이 더욱 적합하다(조용환, 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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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이희찬, 1990). 이 연구에서 분석할 교육과정 문서는 선택의 비율이나 교과의 종

류를 살펴보기 위한 교과별 선택과목 개설의 분포를 파악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양적인 방법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도 그 원인이나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등 교육과정 문서 안의 의미체계를 드러내는 작업

을 병행하였으며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기도 하여 양

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사용하되 질적인 특성이 보다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질적 분석방법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질적인 자료를 분석할 때는 모든

자료들을 걸쳐서 분석한 후 묶음이나 코드를 생산하고 그 후 이 코드를 ‘주제’로

변환한다(Given, 2008). 이러한 주제들은 문서분석 중에 발견될 수도 있고 준거를

사전에 정하여 핵심 주제들을 중심으로 자료들을 분석해 나아갈 수 있다(Given,

2008). 이처럼 주제나 범주를 발견하고 규명하는 작업은 여정과 같은 과정으로 연

구자가 자료를 여러 차례 걸쳐 문서를 분석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전에 규명한

범주를 다시 검토하고 이를 통합하거나 분화하며 모순을 해결한다(Given, 2008).

그 결과 연구자가 발견한 자료의 범주 또는 묶음은 차별화된 여러 가지 사례나 유

형들을 나타내거나 방향, 강도, 질 등과 같이 특정한 특성의 정도로 나타날 수도

있다. 내용분석에 사용한 ‘코드(codes)’ 또는 ‘주제(themes)’는 실제 이론적 배경과

원자료 분석 사이를 오가면서 계속하여 수정・보완되었다.
실제 문서를 분석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분석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분석기준 또는 분석항목인 “분석유목”과 주어진 분석유목 속에 분류하여 집계할

수 있는 메시지 내용의 최소단위인 “분석단위”이다(조용환, 김회목, 이희찬, 1990).

한편 조용한, 김회목, 이희찬(1990)에 따르면 국가 간 비교분석이라는 맥락 안에서

내용분석방법은 분석단위와 분석유목을 명료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물론 앞서 ‘구

성개념의 동질성’에서 언급하였듯이 비교연구에서 쓰이고 있는 핵심적 개념들이 국

가별로 수집된 자료에 나타나고 모든 비교 국가에서 의미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연구문제와 관련된 주요 변수들을 비교가 가능한 단위로 통일하는 ‘측정의 동질성’

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학생선택의 의미인 학생

선택의 자율성, 다양성, 목적성을 각각 구체화하여 교육과정 상에서 집계하고 분석

할 수 있도록 분석유목과 분석단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선택의 자율성은 학생이 얼마나 선택할 수 있는가, 즉 ‘선택의 양’이라는 분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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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통해서 분석될 수 있다고 보고 분석단위는 선택의 양 속에서 한 학생이 이수

하는 선택과목 수의 비율과 단위수의 비율로 정하였다. 국가마다 과목이 있고 해당

과목에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내기 위한 단위가 존재하므로 개념적 동질성을 확보

할 수 있었다. 한편 시간을 측정하는 단위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단위 그 자체의 값

이 아니라 비율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측정의 동질성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 선택의 다양성은 학생이 얼마나 넓고 다양하게 펼쳐진 선택지 가운데서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즉 ‘선택의 폭’을 분석유목으로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택의 폭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과정의 설치여부와 종류, 교과의 종류와 분류체계를

분석단위로 하였다. 일련의 과목들을 묶어서 제시하는 과정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견되었고 교과와 교과의 하위 단위인 과목들의 체계 역시 비교대상국 모두 비슷

한 개념들을 교육과정 상에서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선택의 목적

성은 학생이 선택한 과목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즉 ‘선택의 결과’를 분석

유목으로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에 관한 구체적인 지표로서 선

택과목과 진로와의 연계노력과 선택과목 이수체계를 분석단위로 설정하였다. 모든

분석대상국가가 고등학교 단계에서 진로를 중요한 목표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이

를 교육과정과 연계하고자 한 시도가 있었다.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는 분석준거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 분석준거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자율성, 다양성, 목적성은 학생선택이 바람직하게 구현

되기 위하여 지녀야 할 속성 또는 선택교육과정의 지향점 혹은 교육적 가치로서

추상적인 개념들이므로 학교라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학생선택의 구현실태나 방안

을 논하기는 어렵다. 교육과정 문서에서 다양성, 자율성, 목적성의 정도나 양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념과 관련되면서도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중립적인

개념인 선택의 양, 폭, 결과를 각각 살펴보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본다. 따라서

자율성, 다양성, 목적성을 위의 개념들과 관련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그 정의로

부터 교육과정 문서에서 분석이 가능한 유목과 단위가 무엇인지 정리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자율성’은 고등학생이 자신의 교육과정에 대해 얼마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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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데 교육과정 상에서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은 학생이 스스로 택할 수 있도록 편성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자율적

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와 같은 ‘선택의 양’이 학생선택의 자율

성을 일면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선택의 양이란 보다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규정하자면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이 이수하게 되는 과정, 교과, 과목

가운데 학생에게 강제되지 않은 것들의 양이라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하여 공통과

정이나 필수교과 등과 같이 국가나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부과한 것

과 대비되는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정도인 것이다. 이는 한 학생이 이수하게

되는 교육과정 총 과목 수 대비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이수하는 과목의 수, 또는 총

단위수 대비 선택에 의해 이수하는 단위수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학생

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 역시 교육과정 편제의 기본적인 구획 기준과 경계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필수 외의 나머지 부분을 모두 동일하게 선택의 양이라고 보

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구획된 선택의 범주에서 학생이 얼마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가, 즉 하나의 범주 내에서 선택과목의 수도 과목 수에 따른 비율의 하위

요소로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학생선택의 ‘다양성’은 학생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되는 과정,

교과, 과목들이 얼마나 넓게 펼쳐져있는가, 즉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의 폭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선택의 폭을 선택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

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하나는 국가나 단위학교가 제시한 과정의

종류를 살펴보는 것이며 과정이 전혀 없는 경우도 고려하여 과정의 설치여부도 하

나의 분석단위로 고려하였다. 또한 교과의 선택의 폭은 선택과목이 개설된 교과의

종류라는 분석단위를 살펴보되 보다 구체적으로는 교과별 개설된 선택과목의 수와

분포를 파악함으로써 그 다양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더욱 세부적으로는 과목의

종류도 함께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과목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지면상 불가하기 때문에 교과를 세분화하는 방식, 즉 교과의 분류체계에 중점을 두

고 이를 통하여 과목의 종류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의 ‘목적성’은 듀이가 목적을 ‘기대되는 혹은 예견되는 결과

(Dewey, 1916)’라고 하였듯이 선택의 시점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교육과정을 선택

하면서 향후 기대하거나 희망하는 결과와도 같다. 학생이 과정, 교과, 과목 등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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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요목 분석단위

선택의 양
교육과정 전체 과목 수 대비 선택교과/과목의 과목 수의 비율

교육과정 전체 단위수 대비 선택교과/과목의 단위수의 비율

선택의 폭
과정설치 여부와 과정의 종류

교과의 종류와 분류체계

선택의 결과
진로와 연계하려는 노력

선택교과의 이수 체계

택하여 이수한 결과란 대학진학, 직업 등 고등학생들의 미래의 진로를 의미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학생의 교과 및 과목 등의 선택 결과가 곧 진학, 진로, 직업

이라기보다는 학생이 선택한 과정, 교과, 과목이 학생자신의 진학, 진로, 직업 등으

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이에 따라 선택의 결과는

선택한 교과 및 과정 등과 후속교육, 진로 등과의 연계성 혹은 연관성을 살펴봄으

로써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각 학생들이 자신이 특정 과목을 선택한 바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택시점에서도 어떤 목

적으로 선택을 하는가를 알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각 국가 및 단위학교가 교육과정

및 선택과목 등에 관한 안내를 통해 선택 과정, 교과, 과목과 개별 학생의 진로를

어떻게 연결시키려고 하는지, 즉 진로와의 연계노력을 통해서 살펴본다.

한편 선택의 목적성은 기대하는 결과 그 자체는 물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과

정까지도 포함한다. 듀이가 의미한 유목적적인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선택의 결과

는 단순히 여러 선택들과 사건의 선후 관계가 있다거나 여러 번의 선택의 모음에

불과한 것도 아니라 앞의 사건(선택)이 뒤의 사건(선택)으로 연결되고 다음 단계에

활용되며 마지막 단계(향후 진로나 진학 등)에 도달하게 되는 것과 같이 각각의 활

동은 서로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Dewey, 1916). 학생선택에서 그 과정이란

학생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신의 선택을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것이고 이를

돕기 위하여 국가와 학교 교육과정은 교과 및 과목들 간의 계열성을 고려한 이수

체계나 이수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택교과의 이수체계를 또 하나의

분석단위로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선택의 결과의 또 다른 한 측면을 분석한다.

<표 III-4> 분석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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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절차

일반적인 비교연구방법에 따르면 연구자는 ‘기술-해석-병치-비교’와 같이 네 가

지 단계를 거쳐 각국의 자료에서 주된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가 간의 교차 분석을 함으로써 의미 있는 분석의 준거를 발견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해석과 논의를 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이 연구 역시 이와 유사

한 절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및 해석을 하였다.

가장 먼저 국가 및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문서는 각 국의 교육관련 정부기관을

통해서 수집하고 단위학교 교육과정 문서는 각 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집하였

다. 그 후 수집된 자료와 추가적인 정보를 통하여 각 국의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학제나 교육기관, 국가 및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의 구조, 최근

의 동향 등에 대하여 파악하고 국가별로 국가와 단위학교로 나누어 1차적으로 자료

들을 정리하였다. 그 후 비교연구방법에 따라 연구자의 관심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

을 중심으로 추려내어야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각 국가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기술

한 자료들 가운데 학생선택과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해내고 이것을 모아 각 항목별

로 보다 상세하게 조사하여 ‘학생선택’에 관한 전반적인 사실들을 파악하였다. 더

나아가 이와 관련된 각 국의 독특한 맥락, 즉 대학입시 형태나 학생선택을 실행하

기 위한 물리적 조건, 단위학교에 부여된 자율성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것을 바

탕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그런 다음에는 이를 토대로 국가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 과정에서 국제 비교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였다. 물론 직접적

인 자료를 보기 전에 연구자가 검토한 이론적인 배경도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다시 말하여 학생선택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다룬 주요 개념과 관점을 바

탕으로 국가별 사례들을 실제 살펴보면서 이 연구의 주요 분석개념인 학생선택의

자율성, 다양성, 목적성을 도출해낸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교육과정 문서상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한 분석유목과 분석단위는 연구계획 단계에서 교육과정 이론들을

통하여 잠정적으로 설정하였지만 원자료를 실제 분석하면서 생기는 모순이나 새롭

게 발견한 점, 자료수집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제외되거나 수정되었다. 한편으로는

지도교수와 교육과정 전공생들과 함께 분석준거를 검토하거나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이를 적용해봄으로써 각 개념의 명료성을 높이고 학생선택의 의미를 보다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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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하였다. 그리하여 선택의 양, 선택의 폭, 선택의

결과를 분석유목으로 하고, 각각을 나타내는 분석단위로서 선택과목수의 비율, 과정

및 교과의 종류, 진로와의 연계노력 등을 설정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준거를

활용하여 국가 간 학생선택권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정적인 요소들을 비교하는 작

업을 하였다. 우선은 국가별로 분석유목과 분석단위에 따라 상세히 기술을 하였지

만 마지막 실태 분석결과에는 ‘종합비교’를 통하여 각 유목별로 여러 국가들을 교차

비교하면서 각각의 특징을 보다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한편 각 국별로 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하거나 국가 간 자료를 교차 비교하는 과

정은 일관된 법칙이나 주제, 다양한 특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내용분석방

법’에 근거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분

석내용을 의미 있고 분석의 목적과 연구문제가 잘 반영되도록 범주화하여 ‘분석유

목’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이종승, 2011). 이 연구에서는 먼저 교육과정에 대

한 학생의 선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이론적인 배경지식을 가지고 각 국

별로 2-4개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교육과정 문서에

서 학생선택에 관한, 중요하고도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세 가지의 범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선택의 주체인 학생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과 관련

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에 관한 설명이었으며, 나

머지 하나는 학생선택이 추후의 결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안내였다. 그

후 다시 이론적 배경 가운데 학생선택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들을

재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앞서 정리한 대략적인 범주가 선행연구들의 주요관점

또는 주요개념과 대응이 되고 각각의 범주 가운데 어떤 것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선행연구들이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세 가지 범주와 범주를 학

문적으로 명료하게 나타내는 주요개념들을 보면, 먼저 선택의 주체에게 허용된 자

유로운 선택은 ‘자율성’과 연결이 되고, 선택과목들인 선택대상의 폭은 ‘다양성’과

연결이 되었으며, 선택의 추후 결과와의 관계는 ‘목적성’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더욱이 이는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선택의 어원에서 주요 의미들과 상통

하면서 모두 포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율성, 다양성, 목적성은 교육과

정 문서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한 항목으로 변환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각각의 개념을 명료하게 하는 한편 다시 수집한 자료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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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서 각 개념에 보다 정확하게 부합되면서도 모든 분석대상 국가에서 공통적

으로 발견이 가능한 교육과정의 구성요소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자율성은

학생에게 허용된 ‘선택의 양’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였고, 다양성은 학생에게 제시

된 선택과목의 ‘폭’을 통해 드러내려고 하였으며, 목적성은 선택과목이수가 학생들

의 진로와 관련된 ‘결과’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통해 보고자 하였다. 즉, 선택

의 양, 선택의 폭, 선택의 결과는 이 연구의 세 가지 분석유목이 되었다.

다음으로는 분석유목을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선정하는 것이 필

요하였는데 교육과정 설계이론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의 구성요소와 수집된 대부분

의 자료에 공통적으로 있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각 분석 유목별 분석단위를 가능한

많이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앞서 수집한 샘플자료들을 대상으로 대략적인

예비 조사를 실시한 후 일차적으로 연구자가 분석 단위를 다듬었다. 예비조사 결과

와 연구자가 개발한 분석유목 및 분석단위를 정리한 바를 1차적으로 교육과정 전

공 지도교수 1인과 면담을 통해서 수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집된 모든 자료를

본격적으로 분석하여 하나의 표로 나타내었다. 그 후 계속해서 2-3회에 걸친 면담

에서 분석준거에 대한 집중적인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기존의 분석

유목의 개념이 보다 명료화되는 한편 분석단위는 상호배타적이면서도 분석유목에

핵심적인 것으로 추려내었다. 또한 그 사이에 교육과정 전공 석사과정 대학원생 5

인과 1회에 걸친 토론을 통해서도 각 개념의 명료성을 확인하는 한편 분석된 결과

와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분석유목과 분석단위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

결과 앞서 살펴본 분석준거를 확정하게 되었고 확정된 분석준거를 토대로 다시 분

석결과를 검토하면서 이에 맞게 그 내용을 재구조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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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내외 일반고등학교 학생선택권의 구현실태

이 연구는 비교대상국의 사례와의 교육과정 문서비교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우

리나라 일반고등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들을 탐색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 구현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분석준거

에 따라 세 가지 분석유목과 이에 속한 여섯 가지의 분석단위로 나누어서 우리나

라와 비교대상국의 학생선택권 구현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

는 국가별로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국가별 단위학교 교육과정에 드러난 학생선택권

의 실태를 선택의 양과 폭, 그리고 목적과 각각의 하위 분석단위에 따라 정리하고

이 장의 마지막 절에서 이 세 분석유목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재구성하여 각각에

대하여 국가 간의 교차비교를 하고자 하였다.

1.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학생선택은 국가교육과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즉 전 학년에서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선택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고 명시하였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는 2009개정

교육과정은 이전보다 학생선택을 확대・적용한 것인데 학교교육과정 자율화와 함

께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보이며 선택의 결과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진로’, ‘진

학’ 등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선택의 양과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 절에서는 4개의 분석대상국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학생선택권 구현실

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교육과정과 10개의 사례학교의 교육과정

문서를 분석준거에 따라 먼저, 선택의 양에서 단위학교별 선택과목 수와 단위수의

비율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는 선택의 폭에서 모든 사례학교에 설치된 과정의 종

류와 선택과목이 개설된 교과의 종류와 과목 분류체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의 결과에서는 학생이 선택한 과정 또는 교과와 진로가 연계된 방식을 살펴보

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들의 이수체계는 과정별로 그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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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A고 B여고 C고 D고 E고 F여고 G고 H고 I고 J고

과

목

수

비

율

인

문
16.7 9.1 27.8 8.1 5.3 14.7 2.7 9.1 37.1 -

자

연
25 25 8.6 11.7

2.7

18.2 5.4 9.1 27.8 2.6
2.612)

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학생선택권 구현실태에 관한 분석결과를 선택의 양, 폭, 결

과로 나누어 정리한 바는 다음과 같다.

가. 선택의 양

학생선택의 양, 폭, 결과 가운데 전체적으로 어느 만큼의 자유가 주어지는지, 그

비율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학생선택의 양을 파악할 필요가 있

었다. 이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 이에 관하여 언급한 바를 살펴본 후 각 단위학교

에서 한 학생이 이수하게 되는 전체 과목 수, 30여 개 가운데 선택과목 수가 얼마

나 되는지, 또 3년간의 총 이수단위, 180 여 단위 가운데 선택과목으로 이수하는

단위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각각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체 과목 수 또는 단위

수 : 선택과목 수 또는 단위수’의 비율을 각각 살펴보았는데 사례별로 정리하여 구

체적으로 설명한 바는 아래와 같다.

(1) 선택과목수의 비율

우리나라의 국가교육과정은 교과영역과 교과(군)별 최소 이수단위만 제시하고 있

어 사실상 모든 과목이 학교 또는 학생에 의해 선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학

생이 몇 개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가를 국가수준에서 논하기란 어렵다. 반면에

단위학교들은 학교 자체의 필수과목을 지정하고 선택이 가능한 과목의 수를 교육

과정 편성표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한 학생이 이수하게 되는 과목수 대비

학생선택에 의해 이수하게 되는 과목 수의 비율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V-1> 우리나라 단위학교별 선택과목 수의 비율

* 단위: %,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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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이수과목 수에 의한 선택의 비율이 낮은 경우는 2.6% 또는 2.7%로 H고와

G고 등 중소규모 학교에서 나타났고, 가장 높은 순으로는 37.1%로 I고의 인문과정,

27.8%로 C고의 인문과정과 I고의 자연과정, 25%로 A고와 B여고의 자연과정이다.

F여고는 과정별로 14.7%, 18.2%를 보였고 A고의 인문과정은 16.7%로 10%대의 비

율을 보였다. 나머지는 8-9%대와 5%대의 비율은 E고, H고와 같이 중소규모의 학

교에서 많이 나타나고 B여고나 D고와 같이 대규모학교에서도 각 9.1%와 8.1%와

같이 낮은 비율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대체적으로 볼 때 선택과목 수의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10%대인 경우는 4개, 30% 또는 20% 중반

또는 후반인 경우는 5개였다. 즉, 10개의 사례학교에서 한 학생이 자신이 선택해서

이수하게 되는 과목의 수는 10%미만인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생들이 체감하게 되는 선택의 양은 다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범주 내에서 얼마나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 학생들은

사전에 구획된 선택범주 내에서 과목을 고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선

택범주 내의 선택의 양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수준에서는 하나의 선택의

범위 내에서 얼마나 선택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가 축소되는 것을 경

계하고 단위학교가 이를 확대하도록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제2외국어 과목 개설시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 개설하도록 노력한

다(교육과학기술부, 2009)”는 규정인데 이를 통해 선택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선택

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어진 선택의 영역에서 실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양을 한 영역 내에 제시

된 선택지, 즉 과목의 수라고 할 때, 2개, 3개, 4개와 같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그

리고 각각의 범주 내에서 선택의 양은 총 6가지로 나타났다. 즉, 2개 중 1개를 택

하거나 3개의 과목 중 1개 또는 2개를 택하는 경우, 4개의 과목 중 1개 또는 2개

또는 3개를 택하는 경우 등이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2 중 1택’이 모든 학교에서

적어도 한번 이상 활용할 만큼 빈번하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4개 중 1-2개를 택

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한 학교가 많지 않은 것은 물론 한 학교 내에서도 1-2번 정

도인 것을 볼 수 있었다.

12) 과학중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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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A고 B여고 C고 D고 E고 F여고 G고 H고 I고 J고

단

위

비

율

인

문
18.9 8.9 27.8 7.5 6.6 10.0 2.2 7.8 41.1 -

자

연
18.9 13.3 6.7 11.8

2.19
17.8 6.6 6.7 31.1 2.2

2.1713)

(2) 선택과목 단위수의 비율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국가수준에서 최소한 몇 단위 이상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물론 그 단위수가 지나치게 적은 점이 문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점차 규정이 보완되어 단위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선택의 구체적인 수치로서 그 비율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총 교과(목) 이수단위 중 선택과목 이수단위의 비율은 최소 180 중 4단위로

2.2%이고, 최대 180 중 74단위로 41.1%로 편차가 다소 큰 편으로 보인다. 학교와

각 학교의 과정별로 총 17개의 선택비율 값들 중 1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는 8개

이고, 11-20%는 5개이며, 20% 이상은 3개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10% 이하로 선택

의 비율이 주어지는 경우가 다수인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선택비율에 따른 순위

는 규모와 관계없이 여러 학교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은 사례 수가 적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2> 우리나라 단위학교별 선택과목 단위수의 비율

* 단위: %,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우리나라의 선택의 양은 선택과목 수와 단위수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10% 미만

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10%대가 3-4 경우에서 발견되었다. 물론 몇몇 학교의 일부

과정에서 20-30%와 같이 예외적으로 큰 편차를 보이며 높은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사례학교들의 대체적인 경향으로 볼 때 절대적인 비율로만 보더라도 우

리나라의 선택의 양은 한 학생이 이수하는 전체 교육과정에 비하여 적은 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3) 과학중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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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A고 B여고 C고 D고 E고 F여고 G고 H고 I고 J고

과정

설치
O O O O O O O O O O

과정

종류

인문

사회
인문

인문

사회

인문

과정

인문
인문 인문

인문

사회

인문

사회
인문

자연

자연

과학
자연

자연

공학

자연

과정

과학

중점
자연 자연

자연

공학

자연

이공
자연

나. 선택의 폭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학생선택의 양이 어떠한가를 파악하였는데

이어서 우리나라 국가 및 단위학교 교육과정 문서에 드러난 선택의 폭을 살펴보기

로 한다. 첫 번째 분석단위에 따라 과정의 종류나 설치에 관한 국가수준의 지침을

살펴보고 단위학교에서는 과정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였으며 단위학

교별로 설치한 과정의 종류를 파악하였다. 또 선택이 가능한 교과 및 과목의 종류

를 알기 위하여 국가에서 제세한 선택과목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본 후 각 학교가

개설한 교과가 전체 교육과정에 개설된 교과 중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각 교과는

어떤 분류체계를 가지고 개설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두 가지 분석결과는 다음

과 같이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과정설치 여부와 종류

국가수준에서는 계열이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는 없지만 과정을 특성화

하여 단위학교가 자체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진로집중과정 등에

관한 언급과 관련되는데 상세한 지침보다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예

를 들면 “학생의 진로과정을 고려하여 교과(군)별 최소 필수 이수단위수로 편성할

수 있고 일반고에서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교육과

학기술부, 2009)”는 등의 지침이다. 다음으로 단위학교에서 과정을 설치하였는지,

설치하였다면 어떤 종류의 과정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V-3> 우리나라 단위학교별 과정설치 여부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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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영역 교과(군)
과목

합
기본 일반 심화 소계

기초

국어 0 6 0 6

30수학 1 6 2 9

영어 1 8 6 15

탐구
사회 0 11 11 22

43
과학 0 9 12 21

체육・예술

체육 0 3 18 21

74예술(음악/미술) 0 4 16 20

예술 0 0 33 33

생활・교양 기술・가정/제2외국
어/한문/교양

0 29 54 83 83

총합 2 76 152 230

9개의 학교가 ‘인문사회’ 또는 ‘인문’ 한 과정과 ‘자연’, ‘자연과학’ 또는 ‘자연공학’,

‘자연이공’ 등의 이름으로 또 다른 한 과정을 설치하였다. E고의 경우에만 인문/자

연과정과 더불어 ‘과학중점’ 과정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즉, 단위학교의 세

분화된 과정은 보통 2개이고 E고의 경우만 3개의 과정을 설치하고 있으며 각 학교

별 설치된 과정명으로 보아 과정의 종류는 대체로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2) 교과의 종류와 분류체계

국가교육과정은 학교와 학생의 선택대상 중 하나인 ‘보통교과’나 ‘전문교과’를 제

시하고 있다. 일반고에서 주로 개설하게 되는 보통교과를 먼저 살펴보면 교과영역

과 교과(군)은 각각 4개, 8개로 국가교육과정의 단위배당표와 같은 구분을 따른다.

교과(군)별로 세부 과목은 과거에 비하여 점차 확대되어 왔는데 2009개정교육과정

에서는 6개에서 33개까지 제시되며 전체 과목 수는 230개에 이른다. 이는 교과내용

관련 분야들이 보다 세분화된 것뿐만 아니라 수준별로 세분화된 결과라 할 수 있

다. 더 나아가 일반고에서 선택교육과정으로 보통교과 외의 ‘직업에 관한 과정’ 개

설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선택교과의 내용을 보통교과에 국한시키지 않고 보다

실용적이거나 구체적인 직무 관련 학습도 가능하도록 한다.

<표 IV-4>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의 보통교과 종류와 분류체계

* 단위: 개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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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영역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교 과

(군)

학교명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체육 예술
기술·
가정

제2
외국어

한문 교양

A
인문 7 2 3

자연 2 2 6 2 3

B
인문 2 2 8 4 2

자연 2 6 7 2

C
인문 4 7 4 2 4

자연 2 2 2

D
인문 4 2

자연 6 2

E

인문 5

자연 2

과학 2

F
인문 2 4 1 2 2

자연 2 1 2 2

G
인문 2 5 4

자연 4 5 7 2

H
인문 4 2

자연 4 2

I
인문 4 9 4 2

자연 4 3 4 2

국가가 제시한 보통교과의 여러 과목들의 분류체계를 위의 표에서 살펴보면 우

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 제2외국어 등으로 구성되고

각 교과(군) 내에서 수준에 따라 기본/일반/심화 과목들로 분류된다.

더 나아가 교과(군)별 과목들도 I, II 또는 입문, 개론, 심화, 고급 등의 명칭을 통

해 과목의 수준이 한번 더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교과(군)이

세 수준에 해당되는 과목들로 구성된 것은 아니며 일부는 기본 과목 혹은 일반과

목, 심화과목이 없거나 1-2개로 그치는 경우도 많고 과목명에 표기된 수준과 기본/

일반/심화의 과목의 분류가 대응되거나 일관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이처럼 국가가 많은 과목들을 제시한다고 하여도 실제 학생들이 택하게

되는 맥락은 단위학교이기 때문에 이보다 학생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단위학교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사례학교들의 경우를 보면 11개의 교과(군)중에서

각 계열별 선택이 가능한 교과는 1-5개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아래의 표에서 보

는 바와 같이 1-2개인 경우가 8개이고, 3개인 경우는 2개, 4-5개인 경우는 8개 정

도로 나타났다.

<표 IV-5> 우리나라 단위학교별 선택과목의 교과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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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인문

자연 2

교과(군) 계 22 10 22 38 52 2 16 0 43 0 0

교과영역계 54 90 18 43

* 단위: 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자신의 계열과 관련된 탐구영역에서 선택의 범위가 많이

제시되고, 그 범위 내의 제시된 선택과목 수 역시 많다. 제 2외국어의 경우는 대부

분의 학교에서 적어도 2개의 과목을 제시하고 과정에 관계없이 선택권을 주는 경

우가 일반적이다. 그 외에 단위학교에서 많이 제시한 교과(군)은 예술, 자기 계열

외의 사회탐구, 국어, 과학탐구이다. 역으로 10개의 사례 중 어느 학교도 개설하지

않은 교과(군)가 기술가정, 한문, 교양으로 3개가 있다.

이처럼 사례 학교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특정 교과(군) 편중현상이 있는데 표의

하단의 교과별 선택과목 수의 합계를 보면 탐구영역에 무려 90과목이 있고 체육과

예술 영역에는 18개로 1/5 수준으로 적다. 교과(군)별 선택과목들도 과학탐구에 가

장 많이 개설되어 있고, 그 다음이 사회탐구, 국어 및 영어 교과 순이다. 아예 개설

되지 않거나 2개만 개설된 교과(군)와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교과영역 간에도

개설된 과목들의 수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선택과목으로 제시된

교과영역 및 교과(군)이 특정한 몇 개의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과목 분류체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국가수준의 보통교과의 체계를 따르고 있어

표에서 보듯 4개의 교과 영역과 11개의 교과(군)으로 구성된다. 한편 수준별 과목분

류는 기본/일반/심화의 구분이 나타나지 않고 과목명에 I, II 또는 기초, 심화 등의

표기를 통해 과목의 수준을 분류한다. 그러나 국가와 마찬가지로 모든 과목이 수준

에 따라 구분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보다 적은 교과(군)가 수준에 의해

분류되는데 가장 많은 경우부터 보면 과학탐구, 제 2외국어, 국어, 영어 순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택의 폭은 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두 종류의 과정을 설

치하고 있으며 과정의 명칭을 비교해 볼 때 사례학교들의 과정의 종류가 많지 않

음에도 학교 간의 거의 유사하여 겹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선택이 가

능한 교과의 종류는 한 학교의 한 과정에 개설된 전체 교과 중 50% 미만에 그치

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분류체계 역시 교과에 따라 다른 것은 물론 일부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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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한다면 세분화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선택의 결과

우리나라의 학생선택권 구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택의 양과 폭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선택의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이론적 배경에서 밝혔듯이 학생

이 선택한 과정 또는 교과가 미래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 즉 개별 학생의 미래

인 진로와 어떤 관련을 가지며 그러한 결과에 이르기 위한 과정은 무엇인가를 통

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국가 교육과정은 물론 각 단위학교가 개별 학생의

진로와 선택과정 또는 교과를 연계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로와

관련된 과정별 이수체계를 살펴보았다. 실제 각 사례학교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선택교과와 진로와의 연계 노력

국가 교육과정에서도 교육과정 전반에서 추구해야 할 인간상 가운데 하나로 “전

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교육과학기술부,

2012)”을 명시하고 고등학교 교육이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개척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사례학교들의 ‘진로활동’이나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계획14)을 보면 대

학학과 소개, 진학정보제공이나 직업관련 직간접적인 경험으로 대부분이 구성된 반

면에 진로활동에서 교과와 과목 선택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례가 없었

다. 다만 계열 선택과 진로를 연계하고자 하는 것은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I고에

서는 3년간의 진로활동 중에 1학년 시기에 계열선택과 관련된 자료설명과 직업세

계를 소개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그 이후 즉 1학년 여름방학부터는 대학

전형 소개에 집중되어 있고, 2, 3학년에는 대부분 대학진학준비 관련 활동으로 구

성되어 선택교육과정과의 관련이 적어진다. D고도 이와 유사하게 학생의 적성과

14) 진로탐색과 설계를 위한 과정으로 표준화된 진로검사, 학업 및 입시, 직업 정보, 입시설명

회, 진로지도와 상담, 초청강연, 진로의 날 행사, 기업 협력 직업체험 등을 제시하는 것이

보편적인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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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질에 적합한 계열을 선택하도록 한다. 한편 F여고의 경우, “나의 희망직업과 관

련된 전공계열/학과 탐색”하고 “나의 희망직업과 관련된 전공계열/학과 진로 집중

과정 및 과목 선택”하도록 하여 선택교과와 진로를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E고의 과학중점과정의 경우 특히 계열 선택 시 진로와의

관련성 강조하는데 진로 상담 실시하여 희망자 사전 수요를 확인하며 과학중점과

정의 목적을 “의학계열, 변리사, 과학전문 기자, 과학저술가, 환경전문가 등의 자질

함양”과 같이 관련 직업과 연계하여 명시한다.

(2) 선택과목의 이수체계

국가교육과정에는 선택교육과정과 학교자율과정에 배당된 단위수를 활용하여 ‘진

로집중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데 학생의 요구 및 흥미, 적성을 고

려하여 진로를 안내할 수 있도록 ‘진로집중과정’과 관련된 심화학습을 권장하였다.

앞서 살펴본 ‘과정’과도 중복이 되는 지침으로 사실 이수체계는 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각 과정에서 이수하도록 개설된 과목들이 어떻게 구성되

어 있으며 개별학생의 진로와 연관하여 어떤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과정과 무관

하게 교과들의 이수체계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함께 분석하기로 한다.

학교수준에서 설치한 과정별 교육과정의 특성화된 것을 살펴보면 각 과정의 특

성은 교육과정에서 어떤 영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두는가, 즉 과정별 ‘집중

이수과목’에 따라 결정된다. 대체로 인문 관련 과정은 수학과 과학탐구의 비중이

적고 국어, 사회탐구의 단위수와 개설된 과목 수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자연 관련

과정은 역으로 수학, 과학탐구가 다른 교과(군)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예

술·체육이나 생활·교양 교과영역은 과정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혹은 동일하게 편성

되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에 따라 생활·교양의 제 2외국어 과목들이 인문 과정에

보다 많이 편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한 학생이 특정 과정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결

국 특정한 교과 혹은 교과영역의 비중이 높게 구성된 일련의 교육과정 중 하나를

택한 것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교과목의 구성방식은 결국 인문과정과 자연과정의 각 수능과목들과도 일

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사례학교들은 학교자율과정에 주어진 64단위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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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4가지 교과영역에 배당하고, 이 중 많은 부분을 다시 기초과목과 탐구영역,

그 중에서도 자신의 계열과 관련된 과정에서 치르게 되는 수능영역에 집중적으로

할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학생선택은 국, 영, 수와 같은 기초영역보다는 탐구

영역에서 보다 편중되어 있는데 이는 수능과목의 선택의 범위가 기초영역보다는

탐구영역에서 비교적 넓고 다양하게 제시된다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그 결과 단

위학교별로 교과(군) 내의 개설과목을 200여개의 보통교과뿐 아니라 전문교과에서

도 선택할 수 있으며 단위학교 자체적인 개설과목도 개발할 수 있음에도 사례학교

마다 개설된 과목들의 차이가 거의 없다. 이처럼 학교마다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능과목들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

도 하다. 실제 한혜정, 민용성, 백경선(2011)의 연구에서 수능과목과 단위학교의 개

설교과 간의 일치도가 높고 대입에 반영되는가 여부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렇게 볼 때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내

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선택의 목적 역시 대학입학시험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선택의 결과와 관련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일부 학교는 과정의 선택과 과정별

교육과정 이수를 진로 및 직업 선택과 그 준비활동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선택교육과정의 목적이나 방향에서 진술한 바와는 달리 진로활동과 선택교육과정

을 연계하기보다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구성을

보았을 때 대부분 사례학교가 공통적으로 인문과 자연 과정에 따라 필요한 대학입

학시험 준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영국

영국의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선택권은 국가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단계인

KS 4(Key Stage 4), 즉 고등학교 저학년에 해당되는 시기부터 강조되기 시작하여

후속 교육기관인 식스폼(Six Form)에서 보다 확대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된다. 이

연구에서 주로 분석한 KS 4 시기의 영국 학생들은 10학년과 11학년, 2년 동안 배

우게 될 내용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된다.

이 절에서는 분석대상국 4개 가운데 두 번째로 영국의 학생선택권 구현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KS 4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영국의 국가교육과정과 4개의 단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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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사례에 드러난 선택의 양, 선택의 폭, 선택의 결과를 각각의 분석단위에 따라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선택의 양

먼저 영국 교육과정에서 전체 교육과정 가운데 선택과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

고 그것이 자치하는 단위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각각 선택과목 수의 비율과 그 단

위수의 비율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2년 간 한 학생이 이수하는 총 과목 수, 10 여

개 중 선택과목의 수와 졸업하기 위한 총 이수단위 가운데 선택과목 수의 이수단

위를 통하여 각각의 비율을 계산하였는데 학교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선택과목 수의 비율

영국은 국가수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수를 구체적인 수치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기존의 현대외국어와 디자인과 기술 교과를 필수에서 제외하는 등

2004년 9월부터 KS 4 교육과정에 대하여 단위학교에 더 확대된 융통성을 부여하

고 2008년 적용된 중등 개정교육과정 역시 학습자 개인의 요구에 따른 개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융통성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학습프로그

램에서 교과내용을 이전 교육과정보다 축소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8). 이로써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학생들에게도 더 많은 선

택의 기회가 제공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었다.

각 학교별로 교과 또는 과목 수에 의한 선택의 비율을 보면, Prudhoe 고교이 9

개 교과 중 2개를 선택교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비율이 약 22.2% 정도가

되었다. 이어서 Brookfield 학교가 11개 교과 중 3개를 선택과목으로 이수하게 하

여 27.3%의 비율을 보였고, 그 외는 Broadwater 학교와 Pruhoe 학교의 또 다른

경우가 11 교과 중 4개를 택하도록 하여 36.4%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Northfield

학교는 10과목 가운데 4-5개를 선택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40-50%의 가장 높

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는 필수 영역 내의 선택 가능한 과목들의 수를 고려

하지 않은 것이므로 실제 선택 가능한 과목 수의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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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Northfield Brookfield Prudhoe Broadwater

과목수 비율 50.0 27.3 22.2~36.4 36.4

실제 Brookfield 고교의 필수영역 내 선택과목들을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한 결과

57.1%까지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6> 영국 단위학교별 선택과목 수의 비율

* 단위: %,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편 모든 사례 학교에서 선택영역 내의 교과나 과목들을 몇 개씩 묶어 범주화

하고 이를 약 4개의 ‘선택 블록(option block)’ 또는 ‘선택 풀(option pool)’ 등으로

지정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이 범주 내에서 선택을 한다. 따라서 선택범주 내에

서 얼마나 선택할 수 있는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사례학교들은 선

택범주 내에 적게는 4-5개를 제시하고 이 중 1개를 택하도록 하거나, 많은 경우는

10-12개 중 1개를 택하도록 한다. 필수교과들 안에서도 선택이 가능한 경우도 있

는데 필수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한 범주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양이 적은 편이다.

Brookfield 고교의 경우, 영어, ICT 등의 과목들에서는 둘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

고, 현대외국어 교과 내에서는 6개의 과목들 중 1개를 택하도록 하는데 필수영역에

서는 자유로운 선택의 범주가 가장 넓은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

은 국가교육과정의 규정에 의해 과학교과에서 2-3개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의 경우

를 택하도록 한다.

(2) 선택과목 단위수의 비율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학생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할 단위에 대해 규정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별 교과나 과목의 이수단위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바

가 없다. 이에 따라 선택과목의 단위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 학교들의 몫이라고 볼

수 있다.

사례학교들에서 한 학생이 이수하게 되는 총 단위수 가운데 자신이 택한 과목에

의해 이수하게 되는 단위수의 비율은 Brookfield의 경우, 30%, Northfield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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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Northfield Brookfield Prudhoe Broadwater

단위수 비율 47.1~49.0 30.0 50 이하

47.1-49.0%인 것으로 나타났다. Broadwater의 경우 필수가 약 50%의 교육시간을

차지한다고 하여 선택교과들의 비율은 50% 이하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순수하

게 선택영역 내의 선택교과(보통 'option'으로 명시)에 의한 것만 고려했을 경우이

며, 필수영역 내에서도 일부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 선택에 의한

이수 교과의 비율은 더 높을 것이라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다. Prudhoe의 경우는

학교교육과정 문서에 단위수와 관련된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영국 단위학교별 선택과목 단위수의 비율

* 단위: %,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지금까지의 영국의 국가 및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에 드러난 학생선택의 양에 대

하여 살펴보았다. 분석한 바에 의하면 영국의 선택과목 수의 비율은 대체로 30%

내외를 나타내었고 최대 50%에 이르기도 하였다. 또 선택과목 단위수의 경우 30%

이거나 50%내외였다. 즉, 선택의 양은 전체 교육과정의 1/3 혹은 1/2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선택의 폭

학생선택권의 실태를 나타내는 두 번째 분석유목으로서 학생선택의 폭을 살펴보

기로 한다. 분석준거에 따라 영국의 단위학교에서 과정의 설치여부와 종류를 먼저

파악하고자 하였다. 과정은 종종 ‘track’으로 번역이 되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말하

는 과정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상호관련이 있는 과목들을 어떤 원리나 원칙에

따라 묶어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영국 교육과정 문서상의 ‘pathway’, 즉 ‘이수경로’

를 우리나라의 과정과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첫 번째로 영국 교육과정

에서 이수경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선택의 폭을 나타내는 또 다른 분석

단위로서 교과의 종류와 분류체계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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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Northfield Brookfield Prudhoe Broadwater

과정

설치
O O X O

과정

종류

English

Baccalaureate English

Baccalaureate

확장된(Extended)

이수경로

GCSE 과목 선택

(일반과정)

일반적인(common)

이수경로

BTEC 등 직업

자격증 과목 선택

기술 아카데미

(skill academy)

직업적(vocational)

이수경로

(1) 과정설치여부와 종류

국가 수준에서는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영어 바칼로레아(English

Baccalaureate)’에 대한 언급으로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사례를 통

하여 단위학교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과정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8> 영국 단위학교별 과정설치 여부와 종류

4개 중 3개의 사례학교에서는 국가교육과정과 달리 몇 가지 계열별로 이수교과

또는 과목들을 제시하기도 한다. Prudhoe고교를 제외한 나머지 사례 학교들은 일

련의 선택과목들을 모아서 이수할 수 있는 길, 즉 이수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Northfield고교와 Broadwater 학교는 3가지 경로를 제시하고, Brookfield고교는 2가

지 경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계열은 여러 가지 이수경로(pathway) 가운데 하

나의 예로 제시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특정한 이수경로를 택하

는 것 역시 개별 학생들의 자유이며, 설령 이수경로를 택하였다고 해도 다른 이수

경로 외의 과목들을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수경로 또는 계열이 학생선택의

범위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사례학교의 이수과정 또는 과정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학교가 영어

바칼로레아를 소개하고 이에 따른 선택과목을 안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Northfield고교의 경우, 이수경로 1은 영어 바칼로레아 과정이수를 위해 필수

과목들과 더불어 적어도 하나의 현대외국어와 한 개의 인문학과목을 택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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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Extended)

이수경로

일반적인(common)

이수경로

직업적(vocational)

이수경로

Goldalming 식스폼 학교15)의

심화 학습 시간

(GEM, Goldalming Enrichment

Modules)

미술 핵심 기술(key skills)

프로그램:

일기 쓰기와 산술능력

의사소통

정보기술(IT)

문제해결력

협동력

자기학습 개발

드라마

불어

스페인어

통계학

지리

역사

그래픽 제품

IT(Information technology)

BTEC 레벨 3 자격증

식품 공학

기타 핵심 교육과정내구성 원료

음악

IT GCSE

체육
직업관련/식스폼 학교(고교)

연계 과정
IT BTEC 레벨 2

자격증

다. 이수경로 2는 여러 분야의 GCSE 과목들을 중 4과목을 선택하는 일반적인 과

정이고, 이수경로3은 직업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으로 BTEC 코스를 택하도록 한

다. Broadwater고교는 아래의 표와 같이 보다 상세하게 ‘확장된’, ‘일반적인’, ‘직업

적인’과 같이 세 가지의 이수경로명을 제시하고 각 경로에서 주로 선택할 수 있는

교과 또는 과목들을 4개의 선택 칸(option block)으로부터 추출하여 보여주는 방식

으로 제시하였다.

<표 IV-9> Broadwater 학교의 이수경로

(2) 교과의 종류와 분류체계

영국의 국가 교육과정은 크게 필수영역과 법적으로 지정된 선택영역으로 구분된

다. 필수영역 내에는 영어, 수학, 과학의 핵심과목과 ICT, 체육, 시민성의 비핵심

15) 영국의 식스폼(sixth form)은 16세에서 18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과정 이후

후기 중등교육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다. 영국의 중등학교들은 11-16세까지 학생

들만 교육하는 학교도 있지만 많은 중등학교들이 18세 학생들까지 교육하는 추가교육

(further education) 기관을 함께 설립하여 운영한다(INC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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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영역 교과구분 교과 교과영역 교과

필수영역

핵심 필수교과

영어

선택영역

미술수학

과학

비핵심 필수교과

ICT

디자인과 기술체육

시민성

법정 필수교과

종교

인문학
진로

성

직업

현대외국어
비법정 필수교과

개인·사회·

보건교육

주요과목이 있고, 그 외에 종교, 진로, 성, 직업관련 등의 교육이 법적으로 지정되

며, 개인·사회·보건교육은 비법정 과목이지만 필수로 제시되어 있다. 한편 선택영역

에는 미술, 디자인과 기술, 인문학, 현대 외국어가 있다. 그리고 학교는 반드시 각

선택영역별로 최소한 한 가지 과목 이상씩 개설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모든 학교가

최소 4개 이상의 선택교과 영역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표 IV-10> 영국 국가교육과정의 교과 종류와 분류체계

(출처: Department of Education 홈페이지)

단위학교는 국가가 지정한 선택영역 외의 교과들에 대해서도 두 개 이상의 과목

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도 가능하므로 실상 위의 모든 교과영

역 및 교과가 선택이 가능한 영역이 될 수 있다. 선택교과 영역의 경우 교과 및 과

목들을 학교마다 조금씩 달리 분류하고 있는데 모든 사례 학교는 국가교육과정에

서 제시한 선택교과는 물론 필수영역 내의 교과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

위학교에는 선택영역 내의 4개보다 많은 교과들이 선택이 가능한 영역이 된다.

Northfield는 9개의 교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rudhoe의 경우, 필수교과를 제

외하면 총 11개로 가장 많은 교과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Brookfield와 Broad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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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영역
필수영역

선택영역
기
타핵심 필수 비핵심 필수 법정 필수

교과(군)

학교명

영

어

수

학

과

학
ICT

체
육

시
민
성

종
교

진

로

직

업

성

교

육

예

술

디자

인과

기술

인

문

학

외

국

어

미
디
어

Northfield 3 3 1 1 4 4 6 2 2

Brookfield 3 1 1 1 1 2 6 4 2 3 1

Prudhoe 2 5 2 2 2 3 7 3 2

Broadwater 1 3 2 1 7 3 5 3 2

교과(군) 계 5 2 11 7 4 1 2 15 0 16 22 10 9 1

교과영역 계 18 12 17 57 1

학교의 경우 여러 과목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지는 않고 있어 분류가 비교적 잘

이루어진 다른 학교의 사례를 참고하였는데 분석결과 아래서 보는 것과 같이 두

학교 모두 9개의 교과에 최소 1개에서 최대 7 개의 선택과목을 개설하였다.

<표 IV-11> 영국 단위학교별 선택과목의 교과별 분포

* 단위: 개

가장 많은 선택과목이 개설된 교과는 디자인과 기술로 4개교를 합하여 총 22개

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각 학교 당 4-7과목이 제시된다. 예술, 진로·직업, 과학이

각각 16, 15, 11개 과목을 제시하여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성교육에는 모든 사례학

교에서 어떤 선택과목도 제시하지 않았고 시민성, 미디어, 종교, 수학에 모든 사례

를 통틀어 각각에 1-2과목만 개설되어 있다. 교과영역의 수준에서 선택과목의 분

포는 필수영역 내의 핵심과 비핵심, 법정 필수는 고른 편으로 보이며 오히려 선택

영역의 네 가지 교과를 합한 선택과목 수가 57개로 전체 과목 수의 반 이상을 차

지하였다.

더 나아가 각 교과는 세부분야나 과목이수를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성

격과 수준에 의해 세분화되는데 보통 ‘교과-교과목(군)-교과목-수준/자격증 종류’

와 같이 여러 층위로 나누어지고 분류된다. 이로써 학생들의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

한 요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다시 말해 선택의 폭은 위

에서 살펴보았듯이 선택과목이 여러 교과에 분포하거나 새로운 교과가 선택이 가



- 58 -

교과 교과목(군) 교과목 비고

과학

핵심과학 핵심과학 핵심과학과 Additional 과학은

트리플 택하지 않는 한 필수

단, Additional 교과목군 중 1택

(응용과학의 난이도가 높음)
Additional 과학

Additional 과학

Additional 응용과학

트리플 과학

생물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선택가능화학

물리

기술

디자인과 기술

그래픽 제품

제품 디자인

내구성 원료

BTEC 건축

텍스타일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음식과 서비스업

식품

제1 어워드 BTEC

서비스업
레벨 2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GCSE ICT

GCSE 컴퓨터 과학
소수의 선발된 학생들에 한하여

선택가능

CiDA(Certification in

Digital Applications)

멀티미디어, 웹사이트 개발 등

창의적 컴퓨터 직업 관련 고급

직업 자격증

현대

외국어
-

프랑스어

독일어

인문학 -
역사

지리

창의적

예술

-
미술과 디자인

음악

드라마와 행위예술 GCSE 드라마

능한 대상으로 추가됨으로써도 넓어질 수 있지만 세분화된 교과 및 과목의 분류체

계에 의해 보다 다양해질 수 있다. 그 예로 Northfield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12> Northfield학교의 선택교과 및 교과목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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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EC 행위예술(연기)

BTEC 행위예술(댄스)

직업

건강과 사회복지

GCSE 건강과

사회복지

제 1 어워드 BTEC

건강과 사회복지

-

서비스업

두 교과목은 직업영역뿐 아니라

위에 언급한 기술영역에도

해당됨.
BTEC 건축

경영학

제1 어워드 BTEC

경영
레벨 2

경영학 GCSE

경영과 의사소통

시스템 GCSE

기타
체육

GCSE 체육

제1 어워드 BTEC

스포츠

BTEC 댄스

스포츠 리더 레벨1

종교 필수과목

위의 표는 7개의 교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 ‘기술’교과를 예로 들어 분류체

계를 상세히 살펴보면 기술교과는 서로 다른 하위분야에 따라 ‘디자인과 기술’, ‘엔

지니어링’, ‘음식과 서비스업’, ‘ICT’와 같이 4개의 교과목(군)으로 분류되며 각 교과

목(군)은 다시 보다 세부적인 하위 분야나 GCSE 또는 BTEC와 같은 자격증과 자

격증의 수준 등에 의하여 각기 다른 과목들로 세분화됨을 알 수 있다. 즉, 예를 들

어 ‘ICT’ 교과목(군)은 하위분야가 다른 GCSE 자격증 과목이나 자격증의 유형이

다른 CiDA로 나뉘게 되며, ‘디자인과 기술’의 경우, 네 개의 서로 다른 하위 분야

에 의한 과목들과 하나의 자격증 과목으로 나뉘는 것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논의한 영국 고등학교에서의 학생선택의 폭에 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과정의 종류는 3개 정도이나 그 성격이 구체적이고 엄격하기보다는 광범

위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선택과목이 개설된 교과의 종류는 국가가 필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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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으로 나누어 제시한 가운데 단위학교는 이에 대부분 선택과목을 개설하는 한

편 경우에 따라 새로운 교과를 만들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교과 및 과목의 분

류체계는 자격증 제도에 기반을 두고 교과와 하위분야뿐 아니라 자격증의 수준이

나 목적 혹은 학생의 진로에 따라 더욱 세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선택의 결과

영국의 학생선택권 구현실태의 세 번째 분석유목인 선택의 결과는 먼저 영국의

국가교육과정과 단위학교가 학생의 진로와 선택과목을 어떻게 연계하고자 하는지

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진로와 관련된 단위학교의 이수체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진로와의 연계노력

2008년 적용된 국가교육과정의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국가교육과정은 학교교육과

정 이후에 이어질 학습과 직업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일반적인 학습과 경험의 핵심

내용을 습득하도록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학생들에게 더 큰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

는 것에 목표를 둔다. 이로써 학교가 학습자의 구체적인 요구와 능력, 열망에 따라

교육과정 설계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주요 4단계에

서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을 그 다음의 학습이나 직업생활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조망(교육인적자원부, 2008)”할 수 있고 분석, 문제해결, 추리 등 일반기술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학습자들이 보다 적절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과 도전을 직면하면서 자신의 흥미와 열망을 보다 잘 충족시켜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교육인적자원부, 2008)”이라고 기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몰입하며 높은 수준의 교육에 도달할 것

으로 보았다. 학교생활의 즐거움은 물론 행동의 개선, 출석률의 향상, 무엇보다 많

은 학생들이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게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교육

인적자원부, 2008).

이러한 목적과 방향은 부분적으로 2008년부터 전문화 또는 특성화된 학위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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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 구체화되었는데 이러한 학위들은 고용주들과의 협력에 의해 설계되고, 보통

교육과 기술(skill)을 통합된 형태로 구성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8). 이미 간략

히 언급하였던 GCSE(General Certification of Secondary Education)를 비롯한 국

가공인의 여러 가지 자격제도가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주요 자격증인 GCSE는 의

무교육의 완료에 대한 최종 평가를 하는 시험을 통해 취득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는 학문적 교과에 대한 자격증이었지만 점차 더 넓은 응용 및 직업 교과 영역에

대한 자격증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졸업 이후의 여러 형태의 교육기관으로

의 진학을 가능하게 해준다(INCA, 2010).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KS 4 교육과정에 대한 성공적인 대안으로서 ‘젊은이들을

위한 견습 프로그램(Young Apprenticeships Programme)’은 대두되었고, 학생들은

국가적으로 공인된 직업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으로 매주 이틀을 직업현장

실습을 하며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엔지니어링, 경영, 자동차, 미술과 디자인, 건강

과 복지, 텍스타일, 서비스업,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의 분야에서 가능하다. 또한

2004년부터 ‘직업 관련 학습(Work-related learning)’은 KS 4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의무적인 교육이 되었다. 이로써 학생들은 직업을 통해, 직업에 대하여, 직업을 위

해 일반적인 기술, 지식, 이해, 태도 등을 함양하게 되었다(INCA, 2010).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개별 학생들의 이후의 삶과 보다 연관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교육과정이 변화되어 왔으며 KS 4 교육과정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

나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각자가 자기 삶에서 기대하

는 목적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례학교들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고자 학생들의 교과 및 교과목의 이수 결과

가 학생들의 교육과 삶에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비교적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먼저 단위학교들은 교육과정의 선택의 전반적인 안내에서 선택과목의 향후

결과를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Northfield 학교는 선택과목 자체가 KS 4 교육과

정의 상당부분을 구성하므로 이 단계에서의 교육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16세 이후 즉 졸업 후 교육과 훈련에 대한 필요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보고 학생들

이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선택할 것을 권하고 있다.

Brookfield 학교의 경우도 학교를 떠날 쯤 학생 자신이 선호하는 컬리지에서의

교육과정, 입학 가능한 대학, 그 이후 진로와 직업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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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학년 이후 기회들

  전자 제품 과목 공부를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제품 디자인 A레벨 또는 엔지니

어링 BTEC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자를 이해하는 것은 A레벨에서 물리를 공부하는 학생

들과 기술, 과학 또는 엔지니어링 공부 또는 학교 졸업 후 이와 관련된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에게도 매우 유용하다. 

들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과 선택과 이수를 안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Prudhoe 학교도 과목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로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들이

앞으로 2년 동안 공부하게 될 것임은 물론 2014년에 치르게 될 GCSE와 기타 자격

증 과목들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대부분의 선택과목은 향후 진로의

방향을 결정하고 새로운 진로를 열어주는 자격증 취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택교과목별 수업계획서를 통해서도 개별 선택교과 또는 선택과목

이 향후의 진로와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면

Broadwater 학교의 미술과 디자인 교과는 “이 GCSE 수업은 미술과 디자인 A 또

는 AS 레벨, BTEC 코스 등의 상급 교육으로 안내할 것이고 결국 그 자격증들을

통해 광고, 패션디자인, 마케팅, 건축, 웹디자인, 출판과 미디어 등의 분야로의 진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Northfield 학교는 과목별 수업계획서

에 ‘진로와의 관련(Career Links)’ 항목을 마련하여 대부분의 과목들이 이러한 연관

성을 서술하고 있다. Prudhoe 학교는 아래와 같이 여러 교과에서 ‘왜 지리를 공부

하나(Why study Geography?)’와 같이 과목의 선택이유 또는 ‘진로 잠재력(Career

Potential)’, ‘11학년 이후 기회들(Opportunities beyond year 11)’ 등에 자격증이나

후속 교육, 취업 등 진로와의 관련성을 설명한다.

[그림 IV-1] Prudhoe 학교의 GCSE 전자제품 교과목의 진로안내

위의 표는 Prudhoe고교에서 전자제품과 관련된 것들을 배우는 과목에 대한 설명

가운데 일부인데 이 과목을 이수하면 해당 분야의 GCSE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KS 4 다음 단계인 식스폼의 A 레벨 과정에서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

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졸업 후 관련 직업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선택과

목에 대한 설명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학습목표나 내용은 물론 진로와

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학생들에게 선택과목의 목적을 분명하게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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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과목의 이수체계

영국의 경우 국가수준에서 제시한 ‘영어 바칼로레아’는 영어, 수학, 과학, 현대 외

국어, 인문학(역사 또는 지리)교과와 같은 학문적인 교과들을 묶어서 이수하는 과

정을 의미한다. 한편 영국의 단위학교들은 앞서 과정에 관한 설명에서 보듯이 일련

의 과목들을 묶어서 제시하는데 이는 학생들의 임의적인 선택을 방지하고 보다 특

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의 선택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단위학교들은 국가에서 제시하는 ‘영어 바칼로레아’ 외에도 학교에서 자체

적으로 이수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영어 바칼로레아의 경우, 대학들이 바칼로레아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을 선호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명문 대학에의 입학 또는 학문적인 관심이나 연구직, 전문직 등의 진로

를 고려하는 학생들에게 권유하고 있다. 그 후 보다 구체적으로 영어 바칼로레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어, 수학, 과학, 현대외국어, 인문학(지리 또는 역사)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각 과목의 GCSE에서 높은 성적을 보여야 한다고 안내한다. 실제

이 과목들은 전통적으로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과목들로 간주되어 오던 교과분야로

서 이 과목들을 공부하는 것은 학문적인 역량이 중요한 대학교육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 과목들의 GCSE는 실제 대학입학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되는 교과목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Broadwater 학교 사례의 이수경로나 Northfield 사례에서도 알 수 있

듯이 그것의 명칭이나 구성하고 있는 과목들을 보면 보통 크게는 대학입학과 직업

준비를 위한 과정으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진로목적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일반적인 선택과정으로 규정된다. 즉, 특정한 학문분야나 특수한 직

업영역으로 제한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수경로에 따라 과

목들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 자체도 개별 학생의 선택에 맡기고 이수경로를 벗어난

과목들의 선택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단위학교들은 영어바칼로레아 과정의 경우 대학입학이라는 목적을

위해 이수해야 할 선택교과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반면 이를 제외한 과

정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떤 분야로 진출할 것인가는 언급하지 않는다. 학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엄격하게 정제된 과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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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개별 과목들이 학생들을 어떤 길로 이끌 수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한

초석이 되는지를 일일이 설명하고, 학생들이 직접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선택하도

록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과정을 상담이나 학생지도 프로그램을 통하

여 보완할 뿐이다. 즉, 각 선택과목들에 대한 정보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개별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을 통하여 목적에 맞는 교과

들을 선택하고 이를 모아서 이수하게 한다. 제시되는 과목들의 구성을 보더라도 직

업과 취업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과목들부터 전통적이고 학문적인 과목, 실용적

이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과목, 여가나 취미와 관련될 수 있는 과목들로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구성이 개별 학생의 진로나 필요에 의해 다양해질 수 있다고

본다.

요컨대 영국의 학생선택의 결과에서 진로와의 연계노력은 국가수준에서는 직업

이나 개별 학생의 미래와 연계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KS 4의 기본적인 교육방침과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GCSE 자격제도로 나타

났다. 또 단위학교의 진로와의 연계노력은 과목선택 시 선택의 중요성과 기준을 설

명하거나 선택과목의 학습하는 목표나 이유를 제시할 때 모든 사례가 공통적으로

개별 학생의 가능한 진로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국 고등학교의 이

수체계는 대학입학, 직업준비, 다양한 GCSE를 취득하는 과정으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학입학의 경우는 비교적 상세하게 필요한 과목을 나열한데 반해 나머

지 두 과정의 이수체계는 광범위하게 제시되었다. 대신 각 과목별로 전후 이수해야

할 과목들을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이수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의 선택은 주로 고등학교 시기인 11-13학년

에서 가능하다. 국가교육과정에서도 11학년부터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특성이나 필

요에 맞게 자신의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수 교육과정을 지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위학교에서도 그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한편

으로는 뉴질랜드의 교육과정은 그와 상응하는 NCEA라는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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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Baradene John Paul Carmel Roncalli

과목수 비율 66.7 63.2 ~ 65.0 61.1

기반을 두고 편성되기 때문에 학생선택도 이러한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절에서는 이와 같은 뉴질랜드의 고등학교에서의 학생선택권의 구현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뉴질랜드의 국가교육과정과 4개의 사례학교 교육과

정 문서를 크게 선택의 양과 선택의 폭, 선택의 결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분석하

였다.

가. 선택의 양

세 가지 분석유목 가운데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될 선택의 양은 고등학교 시기의

교육과정 전반에서 뉴질랜드의 고등학생들이 선택을 통해서 이수하게 되는 과목의

개수나 단위수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뉴질랜드의 고등학교에서

3년 간 이수하게 되는 20여 개의 과목들 가운데 선택과목의 비중을 살펴보고, 그

후 이러한 선택과목에 배당되는 단위수가 전체 단위수나 수업시수 가운데 어느 정

도를 차지하는가, 즉 선택과목의 단위수 비율을 보도록 한다.

(1) 선택과목 수의 비율

국가교육과정은 11학년부터 학교와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선택을 허용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학생이 얼마나 많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

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표 IV-13> 뉴질랜드 단위학교별 선택과목 수의 비율

* 단위: %,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국가와 달리 학교교육과정에서는 한 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모든 과목들 가운데

선택과목의 수를 지정하고 있는데 비율을 살펴보면 사례 학교마다 크지 않은 차이

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 학년의 총 이수과목 수가 6-7개로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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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만 아니라 이 중 학교에서 필수로 지정한 학교수준 선택과목의 수도 비슷하

기 때문이다. 다만 한 학교 내에서 학년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보통 11학

년에는 필수과목이 많은 편이고 12, 13학년에는 급격히 줄어든다. 이러한 경향마저

도 학교들 간의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Baradene 고교는 11학년에 7개 중 3과목을

택하고 12학년과 13학년에는 총 7개 중 각각 5-6개의 과목을 학생이 골라 이수하

도록 한다. 3년 간 한 학생이 이수하는 21개 과목 중 14개를 택하게 되어 66.7%의

선택비율을 나타냈다. 만약에 여기에 필수선택까지 선택과목으로 포함하는 경우

85.7%에 이르게 된다. Carmel 고교도 이와 비슷하게 11학년에는 7과목 중에서 2개

밖에 선택할 수 없다가 12, 13학년이 되어서 5-6개를 택하게 된다. Roncalli 고교도

마찬가지의 특징을 보인다. 구체적인 비율은 위의 표와 같다. 학교들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값이 60%대로 나타나 전반적인 편차가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단 John Paul 고교의 경우 학생이 택하는 과목 수가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학생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범주 내’의 선택의 양을 보면

먼저 필수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는 필수로 지정된 학습영역 내에서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범주가 다소 좁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범주 내 학생선택의 양

은 보통은 2-4개 중에 1과목을 선택하는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John

Paul 고교의 경우, 11학년에서 영어, 수학, 과학 등을 필수선택으로 하고 있는데 영

어 교과 내의 두 가지 세부과목을 제시하고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도록 하는 식이

다.

반면에 완전 자유선택의 경우 그 선택범주가 잘게 쪼개어지기보다는 하나로 제

시되기 때문에 선택지의 수가 매우 많으며, 학생들이 선택하게 되는 양 역시 1-2

개가 아니라 보통 5-6개에 이른다. Roncalli 고교 역시 11학년에는 14개 중 2개를,

12학년에는 25개 중 4개를, 13학년에는 12학년의 과목들과 추가로 7개의 과목을 합

한 것들 가운데 5개를 택하도록 한다. John Paul 고교은 11학년의 경우 20과목 중

최대 5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며, 12학년의 경우 25개의 과목 중 보통 5-6과목을 택

하도록 한다. 아래의 표에 나타난 Carmel 고교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에 관한 보

다 구체적인 예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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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학년 12학년 13학년

NCEA 레벨 1 NCEA 레벨 2 NCEA 레벨 3

종교교육 종교교육 종교교육

영어

기본 영어

학문적 목적을 위한 영어

영어

기본 영어

학문적 목적을 위한 영어

영어
영어-학문16)

통계A
통계B
수학
수학-미적분

과학
생물
화학
물리

역사
지리
관광
고대 그리스・로마 연구
기술-ICT
기술-원료
가정-음식

수학A

수학B

수리능력을 위한 수학

수학A

수학B

과학

생물

화학

물리

역사

지리

관광

기술-ICT

기술-원료

가정-음식

기술-음식

기초 과학

일반과학

역사

지리

기술-ICT

기술-원료

가정-음식

이하 생략

<표 IV-14> Carmel 학교의 선택범주

* 음영 처리된 부분은 필수교과들로 학생들은 반드시 1개의 과목을 선택해야 함.

(출처: Carmel 고등학교 ‘2013년 교육과정’ 개요 일부)

위의 표를 보면 음영처리가 된 필수선택 부분은 교과별로 구분하여 2-3가지 선

택지 중 1개씩 고르도록 하는 반면 나머지 과목들은 서로 다른 교과 또는 과목들

을 한 데 모아 제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1학년 학생들에게 필수교과인 영어

의 경우, ‘영어’, ‘기본영어’, ‘학문적 목적을 위한 영어’ 등 세 과목이라는 다소 좁은

범주 가운데 하나를 고르도록 하는 반면에 다른 과목들의 경우, 16개 중 3과목을

택하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12학년들도 필수교과를 제외한 27과목 중 5개를, 13학

년의 경우에는 그 범주가 더욱 넓어져 31과목 중 5개를 각각 택하게 된다.

16) 뉴질랜드 자격증 관리기관인 NZQA(New Zealand Qualification Authority)는 최상위 성취도

를 보이는 학생들을 위하여 NCEA 학문(Scholarship) 시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보통 학

생들은 13학년에 이를 준비한다.

(출처: http://www.nzqa.govt.nz/studying-in-new-zealand/secondary-school-and-n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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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과목 단위수의 비율

국가교육과정의 구성을 살펴보면, 실제 국가교육과정에서는 구체적인 과목별 단

위수를 일절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생이 선택과목으로 몇 단위를 이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는다.

뉴질랜드의 단위학교에서 한 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총 단위수 가운데 선택과목

이 차지하는 양은 사실상 문서만으로는 규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뉴

질랜드의 경우 선택과목에 할당된 시간보다는 각 과목을 통해서 취득하게 되는 학

점(credit)을 명시하고 있는데 학점은 과목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한 과목 내에서

도 성취기준 달성 여부에 따라 학생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상

개별 학생들의 선택과목의 목록은 물론 성취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총 이수학점

가운데 어느 정도를 선택에 의해 획득하였는가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문서분석이

라는 연구방법의 제한에 의하여 규명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부분임을 명시하는 바

이다.

이렇게 볼 때 뉴질랜드 고등학교 학생들의 선택의 양은 모든 사례에서 선택과목

수에 따른 비율이 60% 이상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전체 교육과정에

서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수에 따른 비율은 비록 구체적으로

자료에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선택과목의 수가 현저히 많기 때문에 선택

과목들을 모두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나 단위수 역시 그에 상응하여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나. 선택의 폭

다음으로는 뉴질랜드의 고등학교의 과정 설치여부와 과정의 종류는 물론 국가

및 고등학교가 제시하는 교과의 종류와 분류체계를 통하여 뉴질랜드 고등학생들의

교육과정에 관한 선택의 폭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교

과의 종류는 선택과목이 개설된 교과 혹은 뉴질랜드의 경우 ‘학습영역(Learning

Area)’들의 종류를 포함하기도 한다. 또 분류체계란 각 교과가 실제 학생들이 이수

하게 되는 과목들로 세분화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분석유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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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Baradene John Paul Carmel Roncalli

과정

설치
x x x x

과정

종류

따라 뉴질랜드의 학생선택의 폭을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과정설치여부와 종류

후기 중등학교 단계에서 학교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과 함께 자격제도의 큰 틀

(framework)에 의해 교육과정의 편성과 제공의 융통성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학교교육과정은 모든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학습 경로

를 제공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07: 41). 이처럼 교육과정에서 별도로 과정을

만들지 않더라도 자격제도에 의해 자연스럽게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경로가

만들어진다.

<표 IV-15> 뉴질랜드 단위학교별 과정설치 여부와 종류

뉴질랜드의 학교들은 자격증에 관한 설명과 더불어 대학의 학과나 전공 또는 직

업별로 이수해야 하거나 이수하면 좋은 과목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목

들의 묶음을 이수경로 또는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만약에 이를 이수

과정이나 계열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을 본다면 뉴질랜드 단위학교들에서 제시

하는 이수과정의 수는 단위학교가 제시한 학과, 전공, 직업분야의 수와 일치할 것

이다. 예를 들면 Carmel 고교의 교육과정에는 대학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학과

별 이수과정(과목들의 묶음)이 무려 42개에 이르는데 단위학교가 운영하는 과정으

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단위학교가 스스로 설치

하여 운영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이미 만들어놓은 대학입학에 관한 자료

를 학교가 학생들이 과목선택 시 참조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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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의 종류와 분류체계

뉴질랜드의 국가교육과정은 뉴질랜드 학교교육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와 그

기저에 있는 가치와 원리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1-10학년까지 의무적으로 배워야

할 영어, 예술, 건강과 체육, 수학과 통계, 과학, 사회과학, 기술 등 주요 학습영역

8가지를 언급하였다. 하지만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제시한

필수학습영역은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모든 학습영역이 학교 또는 학생의 자유

로운 선택의 범주가 될 수 있다. 단 11-13학년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우

선적으로 적절한 국가교육과정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함(Ministry of

Education, 2007: 44)으로써 위의 학습영역들은 고등학교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뉴질랜드의 고등학교수준의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에도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시피 국가자격증이나 대학입학제도 등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

다. 이에 따라 국가수준에서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교과 및 과목의 종류는 결

국 국가교육과정에서의 학습영역 8개와 대표적인 국가공인 자격증인

NCEA(National Cerification of Education Achievement)의 종류에 의해 결정된다

고 할 수 있다. NCEA는 사실상 전부 언급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시험제도가 이 연구의 중점적인 분석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

는 않는다.

사례학교들은 보통 11-13학년 동안 1-3개의 학습영역 또는 교과를 필수로 지정

하고 있는데 1-2개를 제외하고 필수 학습영역에서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한다. 이렇게 볼 때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되는 모든 교과 또는

학습영역을 보면 9-11개 정도임을 알 수 있다. Carmel 고교의 경우 영어, 수학, 과

학과 같이 11학년에는 필수선택교과였다가 12-13학년 동안은 완전 선택교과로 전

환되는 것들이 있고, 그 외에도 사회 또는 인문학, 체육, 기술, 예술, 경영(회계/경

제), 외국어, 진로, 기타 등이 있다. 전체 사례들을 볼 때 미디어, 경영, 종교를 제외

하고는 모든 학교에서 나머지 모든 교과별 선택과목을 최소 1-8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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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군)

학교명

영

어

수학

과

통계

과

학

사회

과학/

인문학

건

강

과

체

육

기

술
예술 경영 외국어

진

로

/

직

업

종

교

미

디

어

기타

Baradene 2 5 4 7 1 2 8 4 1 1

John

Paul
5 7 6 8 4 7 7 3 3

Carmel 4 7 6 4 2 5 5 2 2 2 1

Roncalli 2 5 6 3 2 5 3 2 1 1 2 1 5

교과(군)

계
13 24 22 22 9 19 23 4 10 7 2 1 7

<표 IV-16> 뉴질랜드 단위학교별 선택과목의 교과별 분포

* 단위: 개

위의 표에서 보듯이 교과별로 보면 수학과 통계, 예술, 사회과학과 과학이 각각

24, 23, 22, 22개로 가장 많은 편에 속하였으며 영어, 외국어, 기타, 진로, 체육은 10

개 내외의 선택과목이 제시되었다. 가장 적은 선택과목이 개설된 교과는 미디어,

종교, 경영으로 모든 사례학교를 통틀어 1-4개의 과목들만 개설되어 있다.

한편 지금 살펴본 각 교과 또는 학습영역 내의 선택과목들은 다시 세분화가 되

는데 이 중 학년별로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모두 합하면 30여개에서 50여

개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양이 된다. Carmel 고교는 11개의 교과와 40여개의 선택

과목들이 각각 제시되었으며 Roncalli 고교는 소규모학교임에도 13개의 교과와 38

개의 과목들을 제시하였다. 대규모인 John Paul 고교의 경우는 9개의 교과와 교과

내의 50개의 과목이 제시되어 있다. 실제 이 모든 과목이 개설되는가 여부는 시간

표상의 충돌이나 개설 기준 등에 의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이러한 과목들이 소개된 ‘선택과목 안내책’을 기준으로 과목신청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많은 수의 과목들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개설된 과목들만을 나열한 Bardene 학교의 경우도 총 10개의 학습영

역에서 35개의 선택과목들이 있다.

더욱이 뉴질랜드는 학생이 성취해야 하는 기준의 어려운 정도(수준)에 따라

NCEA의 레벨이 달라지고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역시 이 레벨을 과목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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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영역 또는 교과

교과목

비고
과목명

NCEA

레벨

언

어

영어

NCEA 영어

1/2캠브리지와 NCEA 영어

응용영어

영어 A
3

A, B는 평가방식과

학습내용의 차이영어 B

외국

어

프랑스어 프랑스어

1/2/3독일어 독일어

마오리어
마오리어

마오리 행위예술 3

수학

캠브리지IGSCE/NCEA 수학
1

응용수학

NCEA 코스A 수학
1/2

NCEA 코스B 수학

캠브리지 AS/NCEA 수학 2

미적분과 수학

3통계A와 수학

통계B와 수학

과학 심화 과학(Extesion Science) 1

적용함으로써 동일한 과목명이라도 수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다시 나누

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은 레벨1, 2, 3의 과목들은 11, 12, 13학년에 각각 대응

된다. 즉, 11학년은 NCEA 레벨1과목, 12학년은 NCEA 레벨2과목, 13학년은 NCEA

레벨3과목이 개설되고 이수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러나 12-13학년부터는 자기가

속한 학년을 넘어서 자신에게 맞는 수준의 과목을 이수할 수도 있는데 이를 ‘혼합

수준 공부(multi-level study)’라고 부른다. 이로써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과목의 수

는 위의 표에서 살펴본 것보다 더욱 많아질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살펴

보면 선택과목들은 ‘학습영역 및 교과-과목-NCEA 레벨’에 의해 분류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잘 나타내는 것이 John Paul 고교의 교육과정인데 동일한 이름

이나 수준이 다른 것까지 개별적인 과목으로 간주하면 제시되는 과목의 수는 100

여개에 이르게 된다.

<표 IV-17> John Paul 학교의 선택교과 및 교과목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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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 과학(Achievement

Science)

교내 평가 과학

지구와 우주 과학 2

생물

2/3화학

물리

예술

시각 예술 1

회화
2/3

사진

드라마

1/2/3음악

댄스

기술

기술

기계공학
1/2/3

원료 기술

디자인과 시각 커뮤니케이션 1

텍스타일 기술
1/2/3

음식과 영양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
1/2/3

컴퓨터 능력

사회과학

경제학 1/2/3

경영학 1

젊은 기업가 전략 2/3

법학 2/3

지리
1/2/3

역사

고전 2/3

사회 1/2/3

진로

프로그램

고학년

대안코스

관광
2/3

진로

직업 13학년

건강과 체육

건강 1

활동기반 학습 2/3

스포츠 과학 1/2/3

액션 체육 1/2

위의 표와 같이 John Paul 학교의 교과목 분류를 예시로 뉴질랜드의 교과 및 과

목 분류체계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뉴질랜드의 교과 분류는 교과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지만 보다 폭이 넓은 개념인 ‘학습영역’과 그 하위 개념인 ‘교과’, 교과가 보다

세분화된 ‘과목’으로 구성이 된다. 교과에서 과목으로 분화되는 원리에는 사회과학

학습영역의 하위 과목으로서 지리, 역사, 경영, 경제 등이 개설되는 것과 같이 단지

서로 다른 내용을 다루는 하위 분야상의 차이에 의한 것이 있다. 또 수학에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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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학’과 같이 실용적인 과목이 있는가하면 ‘캠브리지 IGCSE(International

GCSE)’와 같이 학문적인 성격이 강한 과목도 있으며 체육에서도 ‘액션’이나 ‘활동

기반학습’과 같이 체험중심적인 과목도 있는데 이는 학습방법이나 학습의 목적에

따른 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준에 따라 다른 과목들이 있는데 과

목의 수준은 뉴질랜드의 자격증 수준과 대응되며 같은 과목명에 여러 수준의 과목

이 보통 학년에 따라 달리 개설된다.

앞서 정리한 결과에 따르면 뉴질랜드 고등학교에서 선택의 폭은 단위학교 수준

에서 과정이 설치되 바가 없어 과정 선택의 폭과 관련하여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

다. 그러나 교과의 종류와 분류체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하고 세분화된 선택과목

들이 여러 교과 또는 학습영역에 걸쳐 고르게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심과

필요가 각기 다른 학생들이 각자 자신에게 맞는 선택지를 제공받을 수 있을 만큼

선택의 폭은 넓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선택의 결과

뉴질랜드의 학생선택권 구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세 번째 분석유목으로서 선택

의 결과는 선택의 양과 폭과 마찬가지로 해당 분석단위에 의해서 두 측면으로 살

펴볼 수 있다. 하나는 국가나 단위학교에서 선택과목과 진로를 연계하고자 하는 노

력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학생들의 진로와 연관하여 필요한 과목들을 이수하고 결

국에는 학생 개개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수체계이다. 뉴질랜드 고등

학교에서는 각각을 교육과정 편성이나 운영을 통하여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가를

다음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1) 진로와의 연계노력

뉴질랜드의 국가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개별성 인식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 설계와 실행 시 모든 학생들은 개별적인 학습자로서 학습에의 서로 다른 접

근, 서로 다른 자원, 서로 다른 목표를 필요로 해도 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07: 39). 특히 11-13학년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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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EA(National Cerification of Education Achievement)란 무엇인가?

· 11-13학년 동안 학생들은 교육성취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 즉, 이것을 취득하는 과정이 곧 고등학교 3년간의 교육과정이다.

· 이러한 NCEA는 고용주에 의해 인식되고 대학과 폴리테크닉의 학생선발에

활용된다.

·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해외 고용주들과 대학들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학교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인식하고 영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

생들의 미래의 학업과 직업을 위한 선택의 범위를 열어두고 이를 제대로 인식할

(appreciate) 수 있도록 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07: 41)”. 이처럼 국가수준에

서는 기본적으로 개별 학생들의 필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함은 물론

고등학교 시기에는 더욱더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선택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목적을 개별 학생들의 미래와 연결 지어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학교들은 모든 교과목의 선택과 이수가 일차적으로는 NCEA 자격증 취득

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자격증이 중요한 이유는 대학입학, 대

학학과 및 전공 선택과 전문분야 공부, 직업세계로의 진출, 소질과 적성 개발 등

진로탐색 등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예로 Baradene 학교는 ‘학생자신의 진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바람

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각 학습영역에 대한 학습 경로를 신중하게 살펴볼 것’을

학생들에게 당부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사례학교들도 이와 같은 자격증의 취득과

직결되는 고등학교 단계의 과목 선택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IV-2] Baradene 학교의 NCEA 자격증 안내문

학교는 이러한 점을 선택절차나 선택교과를 본격적으로 제시하기 전에 학생들에

게 충분히 설명한다. 예를 들면 위에서 보듯이 NCEA가 무엇이며 앞으로 개별 학

생들의 삶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목 선택 이전에 자연스럽게 학생의 미래에 대

해 먼저 고려하도록 한다. Carmel 학교는 4가지 진로 중 한 가지를 택하고 각 진

로별로 어떤 성격의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지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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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례학교들은 선택과목 안내하면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대학

및 학과, 직업분야별로 권장되는 이수과목들을 표로 제시하였다. Carmell 고교는

‘진로/직업분야 - 자격증/대학학위(학과명시) - (학교에서 개설하는 선택과목 중)추

천과목 - 대학의 최소입학 요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Roncalli 고교도 이와 비슷

하게 구성된 반면 나머지 두 학교는 직업분야(Career Area)와 각 학년별로 권장되

는 선택과목들을 제시하였다. 이는 선택과목의 이수체계부분에서 예시를 통해 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이 뿐만 아니라 개별 과목들도 해당과목과 진로와의 연관

성을 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자신의 목표를 고려하고 그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Baradene 고등

학교는 선택과목별로 ‘직업기회(Career Opportunities)’를 소개하는데 영어 레벨3 과

목에는 법, 신문기사, 인적자본, 교육, 출판, 홍보 등의 분야를 제시하였다.

(2) 선택과목의 이수체계

국가교육과정의 적용범위는 1-13학년으로 중등학교의 모든 학년을 포함하지만

7-10학년과 달리 “11학년부터는 학년이 올라가고 미래의 삶의 방향이 보다 분명해

짐에 따라 더 많은 선택과 전문화를 허용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07: 41)”.

학생들은 학습 영역 내에서 전문성을 개발할 수도 있고, 학습영역을 가로지르거나

그 밖의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다. 학생이 선택하여 전문화할 분

야는 학습영역과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거나 구조화되어도 상관없으나 문제는 실

제로 단위학교가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Ministry of Education, 2007: 41). 한편, 국가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된 국가수

준의 평가나 시험제도에서 국가는 ‘승인된 과목’을 지정하고, 이는 대학 입학요건

또는 직업과 진로를 위해 필요한 자격이 된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조건이 주어지는데 승인된 과목들 가운데 몇 가지를 어떤 레벨에서 몇

학점 이상 이수하라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단위학교에서는 취업이나 진로, 대학입학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교과 및 과목 이

수조건들을 비교적 상세히 학생들에게 알리고, 이를 참고하여 자신의 선택과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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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분야 대학 및 자격증 추천과목 최소입학요건

항공

(aviation)

학위 (3년)

Massey 대학
미적분학, 물리 대학입학 기준

건축

학위(3+2년)

Auckland 대학유

니텍(Unitec)

Victoria 대학(인테

리어 전공도 동일)

영어 레벨 3, 수학, 물

리와 시각 예술 교과는

학생의 좋은 포트폴리

오 준비에 도움이 됨.

・Auckland 대학: 등수+A와

B17)에서 각각 1개 이수하여

최소 16학점

・유니텍(Unitec): 대학입학

기준+포트폴리오

・Victoria 대학: 대학입학

기준+12학년 이후 선택과목

<표 IV-18> Carmel 학교의 대학입학 과목이수 요건

학생이 선택한 과목들이 이처럼 하나의 목적을 중심으로 선택되고 자신만의 시

간표를 구성한다면 선택은 임의적이지 않고 분명한 방향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보다 효과적인 과정을 설계할 수 있고, 학생들은 그 과정에

서 목표에 대한 집중력으로 자신의 학습에 더욱더 몰입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목들 간에도 수준이나 분야에 근거하여 보다 체계적인 이수과정

이 있는데 이는 한 교과 내에서 나타난다. 단위학교들은 ‘교과 이수경로(subject

pathway)’ 또는 ‘교과의 계열(subject progression)’이라고 명명하여 교과 내의 하위

과목들 간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이수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이는 특정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선 이수과목들(pre-requisites)’, ‘수강 요건

(entry requirement)’과 이 과목을 이수한 후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는 과목이나 진

로 등에 대한 안내, 즉, ‘이 과목이 이끄는 곳(this leads to)’ 부분에 의해 구체적으

로 설명된다.

Table A Table B 
Classical Studies Accounting 

English Biology 
Geography Chemistry 

History Economics 
Art History Mathematics with Calculus 

Te Reo Maori OR Te Reo Rangatira Physics 
Statistics with Modelling 

17) Auckland 대학은 NCEA 과목들을 나열하고 이 중 전공/학과에 따라 필수이수과목을 달리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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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3] Roncalli 학교 사회과학 교과 내 이수경로

위의 그림은 Roncalli 고교의 교과별 이수경로 가운데 하나로 교과 내의 선택과

목들의 이수체계를 한 눈에 보기 쉽도록 도표화하여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자

세히 보면 보통 기본 과목들은 9-10학년에 이수하게 되고 이것이 분화된 더 많은

종류의 과목들 가운데서 11학년, 즉 고등학교부터는 완전 선택에 의해 고르게 된

다. 그리고 이는 자격제도와 맞물려 있어 11학년에서는 각 과목의 NCEA 레벨 1

과목에 해당된다. 12학년에서는 11학년의 선택과목들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난이도

만 바뀌어 NCEA 레벨 2과목들로만 구성되게 되고, 13학년에서는 11-12학년 과목

들이 더욱 세분화되거나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다시 수준만 보다 높아져서

NCEA 레벨 3과목들로 구성이 된다. 이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목을 지속적으

로 심도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뉴질랜드에서 학생 선택의 결과를 정리하면, 학생이 선택한 과목은 일차적으로

NCEA라는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과 관련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개별 학생의 진로,

즉 취업이나 대학입시 등으로 연결된다. 국가와 단위학교는 상세한 정도에서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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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개별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것이 자격증 취

득과 이를 매개로 하여 자신들의 미래의 삶과 연계가 됨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단

위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전반에서 선택을 안내할 때는 물론이고 각 선택과목마다

어떤 직업이나 이후 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가를 비교적 상세히 안내한다. 또 선택

과목의 이수체계를 보면 자기 진로와 관련된 교과에 학생들이 집중적이고 깊이 있

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교과별로 체계적인 이수경로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4. 일본

일본의 경우 2003년부터 적용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표준단위제를 도입함

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완전 선택제로 운영되게 되었고 학교의 선택은 물론

학생의 선택이 상당히 확대되었다(정영근, 2004). 이처럼 중앙집중적인 교육과정에

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경향은 현행 교육과정에서도 지속되었으며 일본

고등학생들의 선택권 구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절에서는 일

본의 국가교육과정과 보통고와 종합고를 포함한 4개의 사례학교들이 학생들의 선

택구현을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또는 운영하는가를 선택의 양,

폭, 결과라는 분석준거에 의하여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가. 선택의 양

세 가지 분석유목 가운데 먼저 일본의 선택의 양은 전체 교육과정에서 학생이

선택하여 이수하게 되는 과목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를 위하여 먼저 국가교육과정에서 관련 지침은 물론 일본의 사례학교에서 한 학생

이 보통 이수하게 되는 20-30여개의 과목들 가운데 자신의 선택으로 이수하게 되

는 과목의 개수를 토대로 선택과목 수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일본의 국

가교육과정이 제시한 표준 수업시간에 따라 총 90단위 가운데 선택과목을 통하여

이수할 수 있는 단위수를 토대로 선택과목 단위수의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자세한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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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우에노 이시카와18) 이케다 난탄

과목수

비율

문과 12.9
25.9

25.7가)

48.0-61.028.2~34.4나)

이과 13.8 20.6~22.6다)

(1) 선택과목 수의 비율

국가수준에서는 필수로 지정한 과목들만 제시할 뿐 학생들이 선택해야 하는 과

목의 수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사례학교들에서 전체 이수과목 대비 선택과목의 수

의 비율은 학교와 각 학교의 계열 또는 과정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보통 한 학생은

20-30여개의 과목을 이수하게 되고 이 가운데 최소 4과목에서부터 7-9개까지 선택

하게 되기도 하며 많게는 11개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선택의 비율은 우

에노 고교가 문과 12.9%와 이과 13.8%, 이시카와 고교가 보통학급의 경우만 볼 때

25.9%, 이케다 고교가 문과 1, 2와 이과 각각 25.7%, 28.2-34.4%, 20.6-22.6%를 나

타내었다. 난탄 고교는 한 학생이 필수로 이수하는 과목수는 14과목으로 고정된 것

인데 비하여 선택과목의 경우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총 이수과목과 선

택과목의 수가 달라진다. 최소 13개에서 최대 22개를 선택하도록 하여 전체 과목

수 대비 선택과목 수는 27:13에서 36:22이므로 선택과목수의 비율은 약 48-61%이

다. 이는 다른 고교에 비하여 확연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IV-19> 일본 단위학교별 선택과목 수의 비율

* 단위: %,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가)문과1, 나)문과2, 다)이과

이에 더하여 하나의 선택범주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수를 보면 2중 1택, 3

중 1택, 4중 1택이 대부분이고 보다 많은 선택지 가운데 고를 수 있는 경우는 6중

1-2택, 7중 1택이 가능하기도 하다. 예외적으로 이케다 고등학교의 경우 각 계열별

로 한 범주에 11-15과목을 개설하고 이 중 1-5개의 과목을 택하도록 한다. 또한 난

탄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많은 경우 한 범주에서 13개의 과목 중 1-2개를 택하는 반

면 적게는 3개 중 1개를 택하도록 함으로써 선택 칸 내 선택의 양의 편차가 크다.

18) 이시카와 고교는 과정이 따로 없고 보통학급과 특진학급으로만 분류된다. 이 연구에서는 보

통학급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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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우에노 이시카와 이케다 난탄

단위수

비율

문과 9.3

21.4

25.8가)

40.9~43.0라)22.6나)

이과 15.1 22.6다)

(2) 선택과목 단위수의 비율

일본의 국가교육과정은 선택의 비율을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총 표

준이수단위수에서 필수교과 이수단위수를 제외한 것을 선택과목의 단위수로 보고자

한다. 국가교육과정이 제시한 표준 수업시간을 단위로 환산한 결과 총 이수단위는

90단위19)인 것으로 나타났고 필이수교과에 각기 배당된 단위수를 합한 값은 총

26-35단위이며 여기에 종합적 학습시간에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3-6단위를 더

하면 29-41단위가 된다. 선택과목의 단위수는 최대 90에서 29를 뺀 61단위이거나 최

소의 경우는 41을 뺀 49단위가 된다. 따라서 선택과목 단위수의 비율은 49/90-61/90

으로 약 54.4-7.8%가 된다. 물론 이 값은 필이수과목 중 제한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필수선택과목의 수를 포함하지 않은 것인데 만약 이를 포함한다면 선택과목의 수는

10-18단위가 증가하여 그 비율 역시 59/90-79/90으로 약 65.6-87.8%가 된다. 그러나

이는 ‘표준’ 단위수를 기반으로 한 결과로서 단위 학교는 교육과정 편성 시 표준단위

수에 입각하여 교과/과목별, 종합적 학습시간의 단위수를 결정하되 학생의 실태 등

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단위수 이상으로 증가시켜 배당할 수 있기(문부과학

성, 2009) 때문에 절대적이라기보다는 학교별 차이를 허용하고 있다.

<표 IV-20> 일본 단위학교별 선택과목 단위수의 비율

* 단위: %,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가) 문과1, 나) 문과2, 다) 이과

라) 과정이 여러 개이나 과정별로 선택범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단위수 비율

의 차이는 개별 학생의 선택과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

19)‘30(전일제 기준 주당 표준수업시수는 30단위시간이고 1단위시간은 50분)’ x ‘35(전일제 기준

연간 수업주수는 35주)’ x ‘3(고등학교 3년)’의 값으로 3150단위시간이 나온다. 그런데 1단위

는 35단위시간이므로 이를 다시 35로 나누면 90단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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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학교들의 총 이수단위수는 최소 84단위에서 최대 93단위이고 선택 과목의

단위수는 적게는 우에노 고교와 같이 8 또는 13단위이고, 이시카와와 이케다 고교

의 경우 21-24단위이다. 난탄고의 경우만 38-40단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위의 표에서 보듯이 선택의 비율은 우에노 고교의 문과

나 이과의 경우 9.3% 또는 15.1% 정도로 낮은 편에 속하였고, 이시카와와 이케다

고교의 과정별 선택과목 단위수의 비율은 21-25%를 나타냈다. 그 비율이 가장 높

은 경우는 난탄 고교로 과정에 상관없이 40-43%정도가 되었다.

일본 교육과정에서 학생선택의 양을 보면 우선 선택과목 수의 비율이 최소 10%

이상이며 종합고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체로 20%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택과목 단위수의 비율은 10% 내외인 학교가 한 사례이고

나머지는 역시 20%이상이었다. 전체적인 교육과정에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

목의 비중은 과목의 수나 단위수에 따른 비율로 볼 때 20% 내외가 사례학교 가운

데서는 가장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나. 선택의 폭

선택의 폭은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준거에 따르면 학생에게 얼마나 다양

한 교과 및 과목들이 선택의 대상으로서 제시되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먼저

이러한 교과 및 과목의 묶음이라 할 수 있는 과정의 종류를 살펴보고, 교과의 종류

와 과목의 분류체계가 어떠한지를 파악함으로써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국가

및 사례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과정과 교과 및 과목의 종류가 실제 어떠한지를

다음과 같이 보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다.

(1) 과정설치여부와 종류

국가수준에서는 과정을 따로 구분하지 않기보다는 단위학교가 “교육과정의 유형

을 설치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는 그 유형에서 이수하도록 하는 것 이외의 교

과/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하거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설(문부과학성,

2009)”한다는 관련규정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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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설치
o x o o

과정

종류

문과
문과1

인간사회

자연과학

문과2 스포츠건강

이과 비즈니스정보
이과 종합지적탐구

<표 IV-21> 일본 단위학교별 과정설치 여부와 종류

대부분의 단위학교들은 과정을 설치하였는데 4개교 중 이시카와 고교를 제외한

3개교이다. 과정의 종류를 보면 우에노 고교는 2-3학년부터 문과와 이과를 설치하

여 선택하도록 하고, 이케다 고교는 문과에 1, 2 로 두 개의 과정과 이과에 하나의

과정을 설치하여 총 3개의 계열이 있다. 한편 이시카와 고교는 두 개의 학급별로

각기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이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수준별 반편성 정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난탄 고교는 종합 고등학교인 만큼 과

정의 종류가 인간사회, 자연과학, 스포츠건강, 비즈니스정보, 종합지적탐구로 5개나

되어 상대적으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선택과목의 제시는 반드시 과정별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

인다. 우에노 고등학교와 이케다 고등학교의 2-3학년과 같이 각 과정마다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학교들 안에서도 일부 선택의 범주들은 계열과 무관하게

제시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우에노 학교는 2개의 선택 범주는 문·이과 공통으로,

나머지 두 범주는 계열별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난탄 고등학교는 계열

이 5개나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택의 범주가 계열과 전혀 상관없이 제시된다.

(2) 교과의 종류와 분류체계

일본 국가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학생이 자유로이 선택 이수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다양한 각 교과/과목의 개설”을 지향한다(문부과학성, 2009). 국가교육

과정은 단위학교가 개설할 수 있는 교과/과목들의 종류를 하나의 표에 제시한다.

이는 전문학과에 주로 설치되는 과목들과 달리 학과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개설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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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등 과목
표준

단위수
교과 등 과목

표준

단위수

국어

국어종합

국어표현

현대문A

현대문B

고 전A

고 전B

4

3

2

4

2

4

보건교육
체 육

보 건

7~8

2

지리역사

세계사A

세계사B

일본사A

일본사B

지  리A

지  리B

2

4

2

4

2

4

예술

음악Ⅰ

미술Ⅰ

공예Ⅰ

서예Ⅰ

음악Ⅱ

음악Ⅲ

미술Ⅱ

미술Ⅲ

공예Ⅱ

공예Ⅲ

서예Ⅱ

서예Ⅲ

2

2

2

2

2

2

2

2

2

2

2

2

공민(公民)

현대사회

윤    리

정치·경제

2

2

2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영어기초

커뮤니케이션 영어Ⅰ

커뮤니케이션 영어Ⅱ

커뮤니케이션 영어Ⅲ

영어표현Ⅰ영어표현Ⅱ

영어회화

2

3

4

4

2

4

2

수 있는 교과 및 과목들이다. 그 종류에는 국어, 지리역사, 공민, 수학, 이과, 보건

교육, 예술, 외국어, 가정, 정보로 총 10개의 교과가 있고 각 교과에는 분야와 수준

별로 구분되는 과목들이 있는데 하나의 교과에 2개에서 10개의 과목들이 있다. 이

에 더하여 일본의 국가교육과정은 학교 자체 개설 교과 및 과목을 허용하기 때문

에 원칙적으로 볼 때 학교수준의 교과와 과목의 종류는 이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표 IV-22> 일본 국가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공통 교과 종류와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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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수 학Ⅰ

수 학Ⅱ

수 학Ⅲ

수 학A

수 학B

수학활용

3

4

5

2

2

2

가정

가정기초

가정종합

생활디자인

2

4

4

이과

과학과

인간생활

물리기초

화학기초

생물기초

지학기초

물 리

화 학

생 물

지 학

이과과제연구

2

2

4

2

4

2

4

2

4

1

정보
사회와 정보

정보의 과학

2

2

종합적인

학습시간
3~6

그리고 이 가운데는 일정 범위 내에서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필수선택교과들

이 있는데 위의 표 안의 칸이 있는 교과들이 이에 해당된다. 학생들은 지리역사,

예술, 공민, 가정, 이과, 정보와 같이 총 5개의 교과 내의 칸 안에 있는 과목들 중

반드시 1-2개씩 선택해야 한다. 학교에 따라서는 이 중에서 학교가 선택하여 학교

지정 필수과목으로 할 수도 있고 학생들에게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과목으로 제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단위학교수준에서 선택이 가능한 교과는 우에노 고교의 경우 각 과정별로

3 또는 5개로 다소 적은 교과에서 선택과목들을 설치하여 선택할 수 있는 교과의

폭이 좁은 편이었고, 이시카와, 이케다, 난탄 고교는 8-11개와 같이 보다 많은 교과

들에 걸쳐 선택과목들이 분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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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과

학교명

국

어

수

학

공

민

지리

역사

이과

(과학)

외국

어

예

술

보건

교육

가

정

전문

교과
기타

우

에

노

문과 1 3 1 6 한문(1)

이과 2 3 6

이시카와 3 1 1 3 3 1 10 2 상업(1)

이

케

다

문과1 3 1 2 5 8 2 6 1 1 실용서(1)

문과2 3 1 4 5 3 2 6 1 2 실용서(1)

이과 3 3 5 7 2 5 1 실용서(1)

난탄 7 8 3 6 12 5 11

상업(13)

정보(2)

가정(4)

체육(8)

지역관련/

프레젠테이

션 등(7)

교과(군)계 16 17 13 27 36 13 50 2 6 28 11

<표 IV-23> 일본 단위학교별 선택과목의 교과별 분포

* 단위: 개

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수학과 예술 교과에는 모든 학교가 적어도 1개 이상

의 선택과목을 개설하였는데 수학은 개설된 과목수는 1-2개가 대부분으로 적은편

이지만 예술교과의 경우는 선택과목수가 최소 5개에서 최대 11개로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과와 지리역사, 외국어 교과는 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설되었

는데 이과와 지리역사의 경우 교과 내의 과목들 역시 다양하다. 반면에 가정이나

보건교육에는 이케다 또는 이케다와 이시카와 고교만 1-2과목을 개설하는 정도였

다. 직업교과의 경우 종합고인 난탄 고교가 압도적으로 많은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나 보통 고등학교인 이시카와도 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난탄

고교의 경우는 이 외에도 지역사회의 독특한 과목이나 일반직무 혹은 일반 역량관

련 과목들도 함께 개설하고 있다.

한편 국가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단위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선택과목이 분포하는

교과들의 다양성 외에도 각 교과들이 어떻게 선택과목으로 분류가 되고 분류된 결

과가 얼마나 세분화되고 다양한 지를 통하여 선택의 폭에 대하여 논의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일본의 사례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과 및 과목의 분류체계를 살펴보

면 국가가 제시한 보통과와 전문과와 같이 학과나 단위학교 자체 개설 교과인지

여부에 따라 교과영역으로 우선 나뉠 수 있다. 또 10여개의 교과는 각각 하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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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영역(학과) 교과
교과목

국가 교육과정 학교설정

보통학과

국어 고전

국어 표현 II

고전 강독

현대 연구사상과 인간

지리

역사

일본사Ａ/B

지리Ａ/B

세계사B

공민
윤리

종합사회
정치・경제

수학
수학B 수학 II · B 연습

수학 종합 연습

수학III 수학 I A 연습

이과

물리I/II

생물I/II

지구과학I/II

화학I/II

보건
교육

라이프 스포츠

예술 예술 I/II/III

미술 실기연습

생활 디자인

예술 감상연습

영어 문법 · 작문 연습
외국어

영어 독해 연습

가정 가정종합

전문학과 가정 푸드디자인

학교설정 기타
실용서

현대 연구

과목의 수준, 같은 분야임에도 다루는 학습내용의 범위, 학습방법 등에 의하여 분

류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교과영역-교과-과목’의 틀은 다른 국가와 유사하지만 국

가 수준에서도 구체적인 필수 및 선택가능한 과목들을 제시하고 단위학교에서 자

체적으로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성에 따라, 앞서 살펴본 분석대상국들

과는 달리 국가교육과정과 학교설정 과목으로 나누어서 정리하였다.

<표 IV-24> 이케다 고교의 선택교과 및 교과목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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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는 일본의 보통고등학교인 이케다 고등학교의 교과 및 과목 분류체계인

데 기본적으로 하위 분야에 따라 분류되는 예를 보면 지리역사 교과에 일본사, 지

리 등이 있으며 더 세부적으로는 각 과목이 포함하는 학습내용의 범위에 따라 지

리A, 지리B로 구분이 된다. 한편, I, II 등 로마자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게

같은 과목 내의 수준별 차이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예술교과의 경우, 세 수준으

로 세분화되어 3개의 선택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이과(과학) 교과 내의 네 가지 하

위 분야에 따라 구분되는 과목들이 각각 두 수준으로 분류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처럼 다양하게 세분화되는 교과들은 국가수준에서 제시한 것뿐만 아니라 단위학교

자체 개설과목들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국가교육과정은 50여개의 과목

들을 제시하였으나 단위학교는 여기서 더 나아가 ‘수학 종합연습’이나 ‘미술 실기

연습’과 같이 과목의 보다 구체적인 목적이나 학습방법에 따라 단위학교가 교과를

더욱 세분화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통고에서도 대학입학과

관련된 학문적인 교과 외에도 실용적인 과목이나 직업관련 과목들을 개설하여 더

욱 폭넓은 분류체계를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과정의 종류는 모든 학교가 획일적으로 과

정을 반드시 나누려고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정이 없는 학교도 있고 문

과와 이과가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3개로 보다 세분화된 학교도 있으며

종합고의 경우는 더욱 전문화 및 세분화가 된 과정을 설치한 것을 볼 수 있다. 한

편 교과의 종류는 한 사례를 제외하고 나머지 단위학교들은 비교적 다양한 교과에

분포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을 개설함으로써 대체적으로 폭넓은 과목 제시를 한 것

으로 보인다. 또 교과 및 과목의 분류체계는 학교는 물론 교과마다 다르게 나타났

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준, 하위분야, 학과(보통/전문)별 목적, 학습방법 등과 같이

비교적 다양한 기준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선택의 결과

일본의 고등학교 학생의 선택권 구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마지막 분석유목으로

선택의 양과 폭에 이어 선택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택의 결과란 앞서 설명

하였듯이 학생이 선택한 교과 및 과목, 혹은 이들의 묶음인 과정이 이후 학생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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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어떤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국가 및

단위학교교육과정에 드러난 진로와의 연계노력과 선택과목의 이수체계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분석단위에 따라 일본의 국가교육과정과 네

개의 사례학교 교육과정을 분석한 바는 다음과 같다.

(1) 진로와의 연계노력

일본의 국가교육과정, 즉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근거가 되는 학교교육법에 따

르면 고등학교는 중학교 교육의 기초 위에 심신의 발달과 진로에 따라 고급보통

교육과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

해, 사회에서 완수해야 할 사명의 자각에 따라 개성에 따라 장래의 진로를 결정하

도록 한다. 또한 일반적인 교양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기술을 습득하

도록 하는 한편, 개성의 확립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에 널리 깊은 이해와

건전한 비판력을 길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문부과학성, 2009). 구체적으로는 “선택이수의 취지를 살린 적절한 교육과정

편성. 학생의 특성, 진로 등에 대응한 적절한 각 교과/과목의 이수가 가능하도록

한다(문부과학성, 2009)”고 보았다. 즉,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보통교육의 역할을 하

면서도 개별 학생들의 진로와 개성에 맞도록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단위학교 수준에서 학생이 교과 및 과목 또는 과정을 선택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이케다 고교와 같이 “자신의 진

로를 개척하고 튼튼한 기초학력과 실용적인 자기결정능력을 육성하는 것을 교육정

책의 한 가지 방향”으로 한다는 다소 일반적인 교육목표를 통해서 유추될 수도 있

다. 우에노 고교의 경우 생활지도와 학력향상과 더불어 대학진학실적 향상을 금년

도 교육 목표로 둘 만큼 대학진학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국공립대, 명문 사립대, 4

년제 대학의 합격자가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통해 연도별 진학실적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우에노 고등학교 진로지도부는 대학진학을 강력하게 지원합니다."라고 명

시하고 ‘진로간담회’에서 ‘입시까지의 대처’, ‘대학선택(학과나 전공이 아닌)에 관한

것’ 등을 다루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을 거의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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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물론 대학합격 이외에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대학, 전문학교

선생님 초빙해서 각 학교의 수업을 체험하도록 하는 ‘대학모의 수업’, 대학생활과

학과 공부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졸업생 간담회’, 각계의 유명인들의 특

강, 바람직한 직업관 함양하는 ‘프론티어 강좌’ 등을 통해 자신에 맞는 학과와 직업

등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방식의 진로지도에서 개별 학

생의 진로와 선택교과 및 과목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난탄 고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희망과 학문에 흥미, 관심에 따라 과목

을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선택과목을 많이 설치하고 있

는 것을 학교의 특징이자 목표로 설명한다. 그 목적이란 구체적으로 대학진학, 사

업의 지식, 기술과 자격 취득 등으로 다양한 진로희망을 포함하고, 이러한 개별학

생들의 목적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진로에 대한 생각과 진학

및 대학 졸업 후 미래의 인생계획을 수립을 배우고 돕는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고민을 바탕으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이는 국가수준에서

종합과에 의무적으로 규정한 과목이기도 하다.

이처럼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의 선택을 통해 결과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

가는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진학에 방점을 두는 학교들도

있고 대학진학은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진로개발이나 직업준비 등에 중점을 두는

학교도 있었다.

(2) 선택과목의 이수체계

선택 교과 이수의 체계성과 관련하여 국가수준의 운영지침에는 여러 부분에서

개별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미래를 계획하도록 하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과정을 조직적으로 제공하거나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아래와 같이 국가교육과정은 선택에 관한 규제들을 통하여

과목들 간의 체계적인 이수 또는 연계를 돕고 그러한 과목 선택을 통해 기대하는

결과에 보다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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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교육활동전체를 통하여, 개개 학생들의 특성 등의 적확한 파악에 힘쓰며, 그

신장을 꾀할 것

· 학생이 적절한 각 교과/과목과 유형을 선택하여 학교와 홈룸에서의 활동에 의해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과 함께, 현재 및 장래에 살아갈 방법을 사고하며 행동하는

태도와 능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가이던스(guidance, 생활지도)의 기능의 충실을 꾀

할 것

· 학생이 자기의 존재, 살아갈 방법을 사고하며, 주체적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활동전체를 통해, 계획적, 조직적인 진로지도를 행하여, 캐리어(직업) 교

육을 추진할 것

· 자유선택으로 부기를 선택한 자는 특별선택으로 부기연습을 선택한다.

· A칸 좌측에서 생물기초를 선택한 경우는 우측에서 지학기초 또는 물리기초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한다.

A칸 좌측에서 과학과 인간생활을 선택한 경우는, 우측에서 정보처리를 선택한다.

· 물리 선택자는 물리특강을 선택한다.

종합지적탐구계열의 이과계열 선택자는 F칸과 G칸 좌측에서 수학Ⅲ을 선택한다.

F칸 우측의 패션조형기초와 H칸 좌측의 식품과 조리는 C칸 우측의 생활실천을 이수한 자만이

선택가능.

G칸 우측의 재무회계Ⅱ는 D칸의 재무회계Ⅰ을 이수한 자만 선택가능.

H칸 좌측의 비즈니스정보는 A칸 우측의 정보처리를 이수한 자만 선택가능.

I칸의 물리와 H칸 우측의 물리특강은 2개를 세트로 하여 선택한다.

[그림 IV-4] 일본 국가교육과정의 선택과목 이수체계에 관한 지침

단위학교들도 학생들에게 선택지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수과정이나 계열을

설치하여 학생이 선택한 과정 또는 계열과 관련된 분야의 교과들을 보다 집중적으

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에노 고교와 이케다 고교에서는 과정별 교육과정의

특성에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과의 경우 대체로 수학과 과학 관련 선택과목을

많이 개설하고 그 단위수 또한 많은 반면 문과의 경우 지리역사나 공민 등 그 외

의 교과에서 선택과목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선택교과나

과목들의 위계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함께 이수하도록 하거나 지정된 순서에 따라

이수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난탄 고교가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5] 난탄 고교의 선택과목 체계성 관련 이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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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에서 나타났듯이 난탄 고교는 학생들이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수

하도록 하거나 일단 학생이 특정 과목을 선택하면 해당 분야를 보다 집중적으로

또는 깊이 있게 학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무회계 II’의 경우 ‘재무회

계 I’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위계적인 이수체계에 해당이 되

고, 때로는 ‘물리’를 선택하면 무조건 ‘물리특강’을 택해야 한다거나 이과계열은 반

드시 ‘수학 III’를 선택해야 하는 등의 규제들이 있는데 이는 집중심화이수를 가능

하도록 하기 위한 이수체계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일본의 경우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의 선택을 통해 결과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는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크게 대학진학과 대

학진학은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진로개발이나 직업준비 등에 중점을 두는 학교로

나뉘었다. 구체적인 연계방식은 전체적인 교육과정 목표를 설명하거나 개별 학생의

진로를 고려하였다는 등의 다양한 과정 및 선택과목 개설의 취지를 밝히는 것이었

다. 과정 및 과목 선택의 안내와 각기 다른 진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안내하거

나 설명하는 것은 자료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수체계의 경우 국가수준에서 개별 학

생의 진로에 부합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단위학교가 조직적으로 제공하도록 명시

하였으나 구체적인 이수체계는 개별학교에 위임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선택과목

의 이수체계는 크게 과정별로 특정 교과에 집중된 교육과정을 편성함으로써 제공

되거나 개별 과목들에 대한 이수지침 혹은 이수규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

인다.

5. 종합비교

지금까지 우리나라, 영국, 뉴질랜드, 일본과 같이 네 개의 분석대상국가의 교육과

정 분석을 통하여 고등학생의 교육과정에 대한 선택권의 구현실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국가별로 분석준거에 따라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 절에서는 ‘국가별’이

아닌 ‘분석유목’과 ‘분석단위’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결과를 재구성하였는데 이를 통

하여 각 분석준거에 대한 각국의 분석결과를 교차 비교하고 상호 비교한 결과로서

각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비교대상국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더욱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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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내용은 이에 따라 학생선택권의 구현실태를 선택의 양, 폭, 결과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한 바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가. 선택의 양

먼저 선택과목수의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10%이하가 6개교에서 10개의 과정

에서 나타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10%대의 비율은 3개교에서 4개의 과정에, 20%

대가 4개교에서 4개의 과정에, 30%대가 1개교에서 1개의 과정에 각각 나타났다.

최소비율은 2.6% 또는 2.7%이고 최대비율은 27.8% 또는 37.1%로 나타나 학교 간

의 편차도 큰 편인 것으로 보인다.

비교대상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비율을 보인 것은 일본인데 10%대

가 2개의 사례에서, 20%와 30%대가 각각 1-2개의 사례에서 나타나 우리나라에 비

하여 높은 비율을 보였다. 영국의 경우는 이보다 더욱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4개의

사례학교에서 각각 대체로 20-30%대를 보이고 최대 50%인 경우도 있었다. 이 중

비율이 제일 낮은 사례는 22.2%로 우리나라에서는 상위권에 속하는 비율이었다.

더 나아가 뉴질랜드는 모든 사례학교가 60%대라는 비교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뉴질랜드의 학생들이 이수하는 전체 과목 중 반 이상을 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든 비교대상국가들은 학교의 규모나 소재지에 관계없이 10%이상의 비율을 나

타내었고 20-30%가 가장 빈도가 높은 가운데 뉴질랜드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현

저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렇게 볼 때 10% 이하가 사례의 과반수를 차지한 우

리나라의 경우 선택과목수의 비율이 4개국 중 가장 낮다고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소값인 2%보다 적게는 약 10배에서 많게는 약 30배나 높은

비율을 나타낸 영국이나 뉴질랜드와 비교할 경우 그 차이 또한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실질적인 선택의 양, 즉 하나의 선택범주 내에서 택하게 되는 양을 보면 우

리나라는 2개 중에 1개를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장 선택의 양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은 4개 중에 1개를 택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이 역시 일본과 가장 비슷

했는데 2중 1택, 3중 1택, 4중 1택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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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주는 11-15개 중 1-5개를 택하는 방식으로 영국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기도

하였다. 영국은 필수선택의 경우 2-6 중 1택으로 비슷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9-11

개 중 최소 2개에서 5개를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뉴질랜드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

게 필수선택에서는 하나의 교과 또는 학습영역 내에서 2-4개의 과목 중 1개를 택

하는 반면 그 비중이 더 높은 일반선택에서는 적게는 14-16개 중 2-5개를 택하도

록 하고 12, 13학년에는 각각 20-30여개의 과목 가운데 5-6개를 택하도록 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었다. 10개 이상의 과목들 중 택하는 경우는 영국이나 뉴질랜드에서

일반적이고 일본에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례에서는 발견되

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2-4중 1개를 택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3-4중 2-3개를 택하도록 하여 결국 학생들은 1-2개를 제외하고 모두 골라야 하는

상황도 있다. 이처럼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사례는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과목수의 비

율이 낮은 것은 물론 하나의 범주 내에서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정

도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단위수에 따른 선택의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최소 2.2%에서 최대 41.1%로 편

차가 크지만 대부분의 경우, 즉 8개는 10% 이하로 나타났고, 11-20%의 비율은 5

개이며, 20%이상인 경우는 3개였다. 과목수의 비율과 비슷하게 단위수 역시 10%

이하와 같이 낮은 비율이 가장 빈번히 나타났으며 높은 비율에 속하는 경우는 상

대적으로 적었다. 상대적으로 비교대상국은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영국은 대체로

30-50%의 비율을 보였고 일본은 낮은 순으로 9.3%, 15.1%, 21-25%, 40-43%를 나

타냈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10%미만의 낮은 비율은 비교대상국에서 나타나지 않

았다. 한편 뉴질랜드의 경우 단위수 계산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분석할 수는 없지만

과목수의 비율로 유추해볼 때 제일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전체 교육과정과 대비하여 본 선택의 비율이나 하나의 범주 내에서 선택

의 양 모두 우리나라가 비교대상국에 비하여 가장 낮거나 적게 나타났다. 교육과정

전반에서도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양이 적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체감하는 개

별 선택범주 내에서의 양 역시 매우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

학교에서 학생선택과목의 비율이 10% 미만 경우가 다수라는 점은 결국 학생이 선

택이 거의 불가능한 교육과정임을 반증하는 것이고 선택의 근본적인 취지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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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이 되었던 선택의 자율성의 보장과 확대와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양적인 수치의 높다고 하여 반드시 자율성이 확보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

만 선택의 양이 학생선택의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요건이라는 점

을 고려해볼 때 이는 타당한 문제제기라고 본다. 따라서 현실적인 장벽을 떠나 근

본적으로 이러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과연 국가에서 명명한대로 선택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와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자신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학생이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나. 선택의 폭

국가별로 과정설치여부와 종류를 살펴본 결과 우선 우리나라는 모든 사례학교가

과정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종류는 다소 획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칭에만 조금

씩 다를 뿐 크게 보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두 가지 과정을 설치한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다만 자율학교 중 하나인 E고만 예외적으로 과학 교과를 집중적으로

편성하여 ‘과학중점과정’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또한 모든 학교가 이러한 과

정에 따라 선택지를 달리 제시하는데 이러한 제시방식에 의하여 개별 학생들의 선

택의 폭도 일차적으로 자신이 택한 과정에 의해 제한이 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인문과 자연 과정과 유사하게 문과와 이과과정이 설치

된 사례학교가 2개 있으나 과정을 세분화하는 방식이나 과정별로 선택지를 부여하

는 방식이 달랐다. 나머지 두 학교 가운데 하나는 과정이 없고 또 다른 한 학교는

종합고로서 5개의 과정을 설치한 하기도 하였다. 한 학교만 과정에 따라 완전히 구

분된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선택의 범주 역시 과정별로 달리 주어지나 나머지 학교

들은 과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분적으로만 과정별 선택과목을 제시할 뿐 대부분의

경우 모든 과정에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영국도 1개교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에서 과정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종류를 살

펴보면 대학진학 과정, 직업준비 과정, 진학과 취업 외의 다양한 GCSE 자격증 취

득과정으로 다소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성격을 띠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나 일본

처럼 특정 분야나 계열을 중심으로 과정을 편성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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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특정 분야, 예를 들면 IT 관련 자격증을 심화 이수하는 과정도 있고, 직업

과정을 직업관련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핵심기술(skill)을 강조하는 과정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다른 점은 이 과정들은 학생들이 참고해서 따라할 수 있는

이수경로일 뿐 과정을 선택할지 여부도 필수적이지 않으며 과정을 선택한 후에도

과목선택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질랜드의 경우는 학교가 자체

적으로 설치하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선

택과목들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선택의 폭을 결정짓는 또 다른 요인인 선택교과영역 및 교과(군)의 종류와

분류체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우리나라는 국가 수준에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과 같이 11개의 교과

(군)을 제시하고 있고 단위학교는 각 교과(군)에 적합한 과목들을 개설함으로써 교

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각 학교들은 이 가운데서 1-5개의 교과(군)에 최소 1개에

서 최대 9개의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는 과학탐구와 사회탐구,

제2외국어 교과에서 선택과목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제 2외국어에는 대개의 경우

각 과정마다 2-4개의 과목이 개설된 반면 탐구영역의 경우는 각 교과에 개설된 선

택과목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체육이나 수학의 경우는 1-2개

교에서만 선택과목을 개설하였고 기술, 한문, 교양 교과(군)의 경우는 어떤 학교도

개설하지 않았다. 이처럼 교과(군)의 종류와 각 교과(군)별 과목의 종류는 교과(군)

별로 그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택과목의 종류는 우선 국가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기초/탐구/체육·예

술, 생활·교양 등 4개의 교과영역과 각 교과영역 내에 11개의 교과(군)으로 분류되

고 각 교과(군)의 하위 분야나 수준에 따라 세분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선택과

목이 많은 교과 중 하나인 사회탐구는 수준보다는 주로 여러 하위분야에 의해 세

분화된 반면 과학탐구, 제2외국어, 국어, 영어는 세부분야는 물론 I, II 나 기초, 심

화 등의 수준에 의해서도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사례학교들은 9-11개의 교과마다 최소 1개 이상 최대 7개까지의 선택과

목을 개설하고 있다. 국가에서 제시한 영어, 수학, 과학, ICT, 체육, 시민성, 종교,

진로, 성, 직업, 개인·사회·보건교육 등 11개의 교과 가운데 사례학교 전체를 통틀

어 볼 때 성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과에 선택과목이 제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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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같이 새로운 교과를 개설하기도 하였다. 체육, 진로직업, 예술, 디자인과

기술, 인문학, 외국어는 모든 학교가 적어도 1개 이상의 선택과목을 제시한 반면

시민성은 단 한 학교만 1개의 과목을 제시하였고, 영어와 수학, 종교교과 역시 각

각 2개교에서 1-3개의 과목들을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과별 개설한 과목

의 종류를 보면 디자인과 기술에 가장 많았고 예술과 진로 및 직업 교과군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만큼 해당 교과 내에서 과목선택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처럼 교과 내의 과목선택이 다양할 수 있는 것은 수준과 세부분야, 자격증의

종류에 의해 수많은 과목으로 세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은 ‘교과-

교과목(군)- 교과목- 자격증의 종류 또는 과목의 난이도’와 같은 분류체계를 가지

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는 10학년까지 의무적으로 배워야 할 영어, 예술, 건강과 체육, 언어학

습, 수학과 통계, 과학, 사회과학, 기술 등 총 8가지의 학습영역과 더불어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국가공인 자격증인 NCEA의 종류가 더해져 사실상 국가수준에서 제시

하는 교과의 종류는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단위학교들은 국가교육과정이

제시한 8개의 학습영역을 더욱 발전시켜 그에서 파생된 교과를 만들기도 하고 다

른 국가에서 보이지 않는 야외활동, 통합교과 등의 새로운 교과를 제시하기도 하였

다. 그리고 영국과 마찬가지로 9-11개의 교과 또는 학습영역마다 최소 1개에서 최

대 8개까지 선택과목을 개설하였다. 경영, 종교, 미디어 교과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모든 사례학교들이 나머지 모든 학습영역에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주요교과인

영어, 수학, 과학에도 보통 5-7개의 선택과목을 제시함으로써 주요교과 내의 선택

의 폭도 넓히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 학교가 하나의 교과 내에 5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한 경우가 5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각 교과별

선택과목의 종류가 많았다. 이처럼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된 배경에는 NCEA를 기

반으로 한 선택과목의 개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NCEA는 각 학습영역 또는 교

과는 기본적으로 세부영역이나 학습내용, 평가방식 또는 직업, 학문, 예술 및 체육,

생활 관련 등 과목의 성격에 의하여 세분화된다. 그리고 이렇게 개설된 대부분의

과목들은 NCEA의 세 가지 레벨에 의해 다시 세분화된다. 본래 학습영역이나 교과

들이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것은 물론 하나의 과목명에 수준이 다른 2-3개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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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전체적으로 볼 때 선택과목

의 폭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사례 학교들은 국가에서 제시한 국어, 지리역사, 공민, 수학,

이과, 보건교육, 예술, 외국어, 가정, 정보 등 총 10개의 교과 가운데 3-9개의 교과

에 최소 1개에서 12개의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수학과 예술의 경우 모든 학교

가 선택과목을 개설하였고 지리역사, 외국어도 단 한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학교의

모든 과정에 개설되어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선택과목이 적은 교과는 보건교육

과 가정이었다. 한편 학과공통교과 이외에도 상업 등의 전문교과와 지역관련 교과,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교과 등을 학교가 자체적으로 개설하고 있다.

각 교과에 속한 과목들의 종류는 예술교과가 유난히 많았는데 한 학교에 적어도

5개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최대 11개의 선택과목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리역사나 과학 교과에도 그 다음으로 많은 선택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선택과목들은 수준에 따라 I, II,　III 로 더욱 세분화되거나 ‘실기연

습’이나 ‘감상연습’과 같이 특정한 학습방식에서의 차이를 부각하는 방식으로 세분

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실생활과 보다 연결되거나 조금 더 특수한 하

위분야 과목을 개설한 것들이었다. 이와 같은 선택과목의 다양성은 일본의 단위학

교들이 국가수준에서 ‘교과-하위분야-과목의 수준’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다소 일

반적이고 평이한 10개의 교과와 56개의 과목들과 더불어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분야를 새로운 선택과목으로 만들기도 하고 학습내용이나 방식에 따라 보다 세분

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 단위학교들은 모든 경우 과정을 설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단 2개일 뿐만 아니라 종류도 획일적이다. 과정도 과목과 같이 학생들이 선택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본다면 일본과 영국의 일부 학교들과 비교해 볼 때 과

정선택의 폭은 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과정별로 선택과목을 제시하고

과정 간의 구분을 엄격히 하는 편인데 비하여 영국과 일본은 과정 간의 선택과목

제시의 구분이 없거나 있더라도 극히 일부과목에 한하여 구분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뉴질랜드의 모든 사례학교나 일본의 일부 보통 고등학교와 같이 과정의 구분

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국가의 사례와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

라는 크게 두 가지 분야에 과정을 2개 설치하고 각 과정별로 선택과목을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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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매우 보편적이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즉 한 학생에게 제시되

는 선택과목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교과의 종류와 분류체

계를 보면 비교대상국들은 국가수준에서 제시한 교과 또는 학습영역 또는 교과들

중 1-2개를 제외한 대부분에 선택과목을 최소 1개 이상 제시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학습영역 또는 교과들 가운데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교과 또는

학습영역은 전통교과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생활, 직업,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예술

분야, 지역특수 분야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으며 교과별로 자격증의 종류나 수준에

의해 보다 세분화된 선택과목들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각 교과 내의 선택과목의

종류 역시 매우 다양해짐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국가교육과정이

제시한 교과 종류의 반 정도에 해당되는 교과에만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이 가운데

서도 탐구교과에 집중적으로 많은 선택과목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다른 국

가도 유난히 많은 종류의 선택과목을 제시한 교과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편중된 정

도에 비하면 그 양상이 두드러지지 않은 편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선

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교과(군)이 절반이나 될 뿐만 아니라 선택이 가능한 교과

(군) 가운데서도 어떤 교과는 1-2개 중 택해야 하는 반면에 어떤 교과는 7-9개의

많은 교과 중 택할 수 있게 되어 선택의 폭과 다양성이 특정 교과(군)에서만 실현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결국 일부 교과에 한해서만 분야별 또는 수준별로 세

분화가 많이 이루어진 반면에 일부 교과에서는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

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교과별 선택과목의 세분화된 방식, 즉 과목의 분류

체계도 비교적 단조롭고 체계적이지 못한 편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준이나

목적별로 다양화된 선택과목이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다. 선택의 결과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개별 과목을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진로와 연계

하여 안내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 학생들이 과정을 선택할 때

희망하는 대학학과 및 직업과 연계하여 생각해보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로활동이나 진로지도에서도 선택과목에 대한 안내보다

는 진로관련 심리검사나 직업체험, 학업 및 입시관련 정보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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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교육과정 전반과 관련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영국은 국가수준에서

KS 4 의 교육목표 가운데 하나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통해

각자 자기 삶에서 기대하는 목적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

이 자신의 교육과정이 앞으로 자신의 후속 교육이나 직업생활과 어떤 관련을 갖게

되는가를 충분히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단위학교수준에서는 이 점

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소개하기 전에 선택과목과 대학진학, 직업준비, 관심분야

탐색 등 다양한 목적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선택과목별로도 해당 선택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열리게 되는 직업 및 교육기회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도 국가수준에서 단지 학생선택의 권리만 강

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부여하는 목적을 개별 학생들의 미래와 연결하여 언

급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07). 이에 따라 단위학교는 일차적으로는 선택

과목의 이수가 NCEA의 취득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이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학생들이 희망하는 미래의 목적을 실현가능하도록 하기 위

해서이다. 자격증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입학 가능한 또는 입학이 보다 수월해지는

대학학과와 전공이 달라지고 그 결과 향후의 직업 또한 달라질 것이다. 학생들에게

이와 같이 선택과목이 향후 개별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나 활용가능성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신중한 선택을 할 것을 당부한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각 과목별로도 관련된 직업분야나 전공을 설명하고 역으로 각 직업분

야나 대학의 전공별로 추천되거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선택과목들을 소개한다. 일

본의 경우 국가수준에서는 학생 개성의 발달과 진로와 직업에 적합한 교육과정 편

성을 강조하였으나 구체성이 부족하였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일부 고등학교에서

는 대학진학을 우선적이거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였다. 대학진학이 실제 과목선택

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가 되는가는 직접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으나 교육과정 전

반에 대학진학 실적에 강조점을 두고 개설 과목자체를 일본의 수능과목들 중심으

로 한다는 점 등을 명시하였다. 반면에 명문대학 진학이나 진학실적을 높이는 것

이외에도 개별 학생이 희망하는 직업, 대학입학 또는 순수한 학문적 관심과 개인적

인 흥미를 충분히 개발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을 보다 다양하게 개설하는

고등학교도 있었다. 선택의 목적을 협소하게 하는 전자에 비하여 후자의 경우 보

다 많은 선택과목들을 개설한 것은 물론 선택과목들이 학문과 직업 모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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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들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였다.

한편 선택과목의 이수체계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과목마다 제시되기보다는 과

정별로 특정 교과나 과목을 집중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선택과목이

인문과정인 경우는 사회탐구 교과에 많이 개설되고 자연과정은 과학탐구 교과에

많이 개설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선택과목들이 많은 교과영역들을 중심으로 보면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즉 탐구영역이 가장 많고 국어, 수학, 영어가 속한 기초교과

영역이 다음으로 많은 교과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들 과목수의 합은 모든 사례학교

에 개설된 총 선택과목수의 약 70%를 차지한다. 그 다음은 생활·교양에 많은 선택

과목이 있는데 전부 제2외국어 교과에 개설된 것들이다. 이는 모두 일반고 학생들

이 주로 선택하는 수능과목과도 일치한다.

영국은 학문적인 관심이나 연구직, 전문직의 진로를 고려하는 학생 또는 높은 학

업능력을 요구하는 대학을 희망하는 경우 영어 바칼로레아 과정을 제안하는데 이

과정은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인문학과 같이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과목들을 중

심으로 이수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한편 그 외에도 직업준비와 관련된 과정은

BTEC 등의 자격증을 집중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관련 과목들을 제안한다. 이처럼

과정에 따른 이수체계는 크게 대학과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두 가지 경우로 분류

될 수 있고 두 가지 목적 이외에 GCSE를 다양하게 취득하는 과정이 있다. 영국의

과정은 특정 분야별로 이수체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개별 선택과

목들과 진로와의 관계를 충분히 알리고 스스로 자기 목적에 맞는 과목들을 모아

이수하도록 한다. 이때 학생에게 제시된 선택과목은 학문적인 것에만 편중되기보다

실용적이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과목, 여가와 취미 혹은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과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이수체계는 개별 학생의 목적

과 관심, 판단에 따라 매우 다양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학교는 이와 같은 방식으

로 학생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선택과정에서보다 효과적인 이수과정이 될 수 있도

록 상담과 조언의 시간을 별도의 행사를 통해서나 학교 일과 중 마련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영국과 상당부분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학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과정을 통해서 이수체계를 제시하기보다는 대학학과 선택이나 일반적인 대학진학

요건 충족, 특정 직업분야와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선택과목의 이수

체계를 선택과목 안내 시 중요한 자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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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영국의 KS4와 달리 뉴질랜드이 12, 13학년은 고등교육 또는 취업 직전의 학

년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과목선택과 관련된 안내책에서는 학과별 또

는 직업분야별로 ‘추천’ 또는 ‘필수’ 이수과목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학교에 따라서는 이러한 과목들을 각 학년마다 배분하여 학생들이 자신

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매 학년 어떤 과목들을 선택하여 이수해야 하는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영국과 다른 점은 한 학생의 3년간의 전반적인 이수체

계 외에도 개별과목마다 이수체계가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사례가 많

았다는 것이다. 해당 과목의 이전과 이후에 각각 어떤 분야와 어느 정도 수준의 과

목들을 이수해야만 하거나 앞으로 이수할 수 있게 되는지를 각 과목에 대한 간단

한 안내를 제시한다.

요약하면 비교대상국은 개별 선택과목과 진로를 연계하고자 노력하는 반면 우리

나라는 과정선택과 진로를 연계하려는 노력만 보였다. 앞으로 자신의 진로를 인문

계열로 할 것인가 또는 자연계열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과정을 택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 두 가지 과정으로 학생들의 개별화되고 구체

적인 목표와 연계하기에는 막연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과

정을 선택한 후에는 각각의 선택과목에 대해서 진로와 관련하여 학생이 고민을 계

속하도록 안내하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하나하나의 과목을 선택할 때 각 과목자체

에 대한 설명은 물론 과목과 진로의 관계를 안내하고 일정 기간 동안 부모, 교사,

선배와의 충분한 상담과 조언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는 영국이나 뉴질랜드

의 경우와는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수체계에 관한 분석결과 우리나라

는 선택과목 중 수능관련 과목의 비중이 매우 높은 점으로 미루어보아 각 과정별

로 필요한 수능과목들을 모아 입시를 더욱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고안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선택의 결과와 목적성의 관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을 이수하는 목적, 즉 기대하는 결과

는 대학입시준비로 분명하고 선택과목의 구성이나 이수체계도 그 실질적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애초에 선택교육과정에서 의

도한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교육목표는 입시준비 그 자체가 아니라 개별 학생의 개

성발달과 진로개척 등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학생선택의 목적성에 문제

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비교대상국의 사례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 점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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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료하게 드러나는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선택과목의 목적은 대학진학이 진로에 포

함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협소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수체계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만 구분된 결과 개별 학생의 진로와의 관계도 막연할 것이다. 이로써 학생들

에게 대학입학시험과 더불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분명한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단순히 시험관련 과목들을 묶어

놓은 수능시험 중심의 이수체계는 각 과목의 수준과 내용의 특성에 충실하여 실제

해당 과목을 이수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일련의 과목들을 제시하고 안내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각 과목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돕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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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우리나라 일반고등학교 학생선택권의 교육적

구현을 위한 논의

우리나라의 국가교육과정과 선행연구들은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의 기본취지와

관련하여 학생선택의 자율성, 다양성, 목적성 등 세 가지 측면을 주로 강조하여 왔

다. 이에 따라 학생의 선택권을 구현하는 방안 역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어

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살펴본 비교대상국의 사례를 바탕

으로 볼 때 교육적인 학생선택권 구현방안이란 학생들이 보다 자유롭고 다양하며

유목적적인 선택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이라고 보았으며 이 장

에서는 각각이 무엇인지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 국가 및 단위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하여 고찰해본다.

1. 학생선택의 자율성 확대

선택의 자율성은 학생에게 교육과정 선택에 대한 자유를 얼마나 많이 부여하는

가의 문제로 선택교육과정 도입 시기부터 강조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교

육과정에서 학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단위수를 확보하고 이를 점차 증대함으

로써 학생선택의 자율성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볼 때 학생선택의 자율성은

교육과정 편성의 측면에서 보면 전체 교육과정에서 필수교육과정과 대비되는, 즉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정도나 비중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이나 사례 학교들의 교육과정에 드러난 학생선택의 자율

성을 한 학생이 고등학교 교육 기간 동안 이수하게 되는 모든 과목 중 선택과목의

개수나 이수단위의 비율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 절에서는 학생선택의 자율성 확

대방안을 단위학교와 국가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는데 먼저 각 방안과 관련된

분석결과를 재검토하고 여기에 나타난 특징이나 유형을 발견한다. 그 후 이 특징

또는 유형이 학생선택의 자율성 확대와 갖는 관련성을 규명하여 우리나라 고등학

교 학생선택권 구현방안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낸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

로 하여 우리나라의 맥락에 적합한 구현방안들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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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과정 뉴질랜드 영국 일본 우리나라

 교과/과목 

지정여부
X O O O

교과/과목별 

단위수 

지정여부

X X O O

↓ ↓ ↓ ↓

단위학교자율성 가장 많음 많음 보통 적음

↓ ↓ ↓ ↓

학생선택의 

양/비율
가장 많음 많음 보통 적음

가. 국가교육과정의 실무적 지침의 간략화

학생선택의 양이 가장 많은 뉴질랜드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국가수준의

필수지정 교과나 과목이 없지만 주요 학습영역에 과목을 편성하는 경우 국가가 제

시한 뉴질랜드 교육과정과 각 학습영역별 목표나 가치, 구조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영국의 경우는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를 구분하여 지정하지

만 각 교과별 단위수나 하위 과목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다. 일본은 우리나라

와 비슷하게 필수 교과나 과목을 지정하고 이에 일정 단위수 이상을 배당하고 이

를 제외한 나머지는 학교의 완전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단위수나

교과 등에 관한 별도의 언급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단위학교의 완전 자율에

의해 편성되는 교육과정의 비중은 50% 내외로서 30%정도인 우리나라에 비하여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이수단위를 제시하고 이 중 최소필수 교과를

제시하는 한편 일본과 달리 학교자율과정의 단위수를 명시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

안에 대한 지침 등을 제시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 참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지정여부는 같으나 지정된 필수 교육과정의 비중

에서 차이가 있음.

[그림 V-1] 단위학교 및 학생선택의 자율성에 영향을 주는 국가교육과정의 특징



- 106 -

이처럼 비교대상국의 국가교육과정은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즉 학습내용으로서 ‘교과’나 ‘과목’이고 다른 한

가지는 얼마나 배워야 하는가, 즉 각 교과나 과목에 배당되는 ‘단위수’ 혹은 전체

이수단위수이다. 이에 따라 비교대상국들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

는 것으로 보인다.

앞의 표에서 보듯이 한 가지 유형은 뉴질랜드의 경우로 국가에서 필수교과나 과

목, 또는 단위수를 전혀 제시하지 않으며 국가가 단위학교에 가장 많은 자율성을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영국과 같이 필수교과나 선택교과, 즉 무

엇을 배워야 하는가만 언급하는 경우로 단위 수 지정이나 교과 내의 과목 선택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많은 편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셋째는 일본의 경우

로 필수교과 또는 과목은 물론 각각의 표준이수단위를 모두 명시하지만 그 비중을

전체 교육과정에서 반 정도로 제한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경우와

같은 정도의 자율성을 허용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필수교과와

각 교과별 이수단위 모두 제약함과 더불어 그 비중이 높고, 나머지 자율영역에 대

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거나 지침을 명시하여 가장 낮은 자율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국가교육과정의 단위학교 자율성의 부여정도와

방식에 따라 학생선택의 양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학생선택의 양

이 가장 많은 뉴질랜드는 이 두 가지에 대하여 별도의 제약을 두지 않으며 이보다

는 낮은 학생선택의 비율을 나타낸 영국은 필수 또는 선택 교과만을 제시하고 각

각에 대한 단위수나 지침을 거의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학생선택의

양이 많은 일본은 교과는 물론 일부의 경우 과목을 지정하기도 하고 각 과목과 교

과별로 표준 이수단위를 명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국가 가운데 학생선택의

양이 가장 적었던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비슷하게 교과와 단위수를 지정하고 있

지만 그 비중이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단위학교의 선택이나 자

율의 비중은 적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수준에서 필수나 구체적인 규정이 적

어 단위학교에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여된 국가의 경우 학생선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필수의 비중이나 규정이 점차 증가할수록 학생선택의 비율

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선행연구(소경희, 2002)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국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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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제약이 적을수록 단위학교에서 학생에게 주는 선택의 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선택의 자율성은 학생선택권이 구현되는 맥락인 단위학교 교육

과정에 부여된 자율성의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는 국가교육과정의 필수 및

선택과목의 지정이나 단위수 배당 제시 여부 등에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 결국 학

생선택의 자율성은 일면 국가교육과정이 단위학교에 부여한 자율성의 정도에 의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볼 때 한 학생이 고등학교 3년 간 이수하게 되는 교육과정

에서 학생선택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에서 필수교과 및 과목의 지

정과 단위수 배당을 줄이거나 없앨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학생선택

의 양이 많은 사례들은 국가교육과정에서 단위학교에 주는 자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 이때 자율성이 높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국가수준에서 필수 교과 및 과목과

각각에 배당하는 단위수에 대한 제시가 없거나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사례의 특징은 필수로 지정된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교과 및 과목별 단위수를 규정하고 자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제나 지침

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수준에서 학생선택의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학생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수로 지정된 부분의 비율을 줄

이고 완전 자율적인 부분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비슷한 관점에서 소경희

(2008)은 고등교육이나 취업을 목전에 둔 고등학생들에게 단위학교가 개별화된 학

습경험을 제공하고 학생이 필요한 것을 다룰 수 있도록 하려면 공통필수에 해당되

는 것, 국가교육과정 수준의 처방적인 기술내용을 과감히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

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가교육과정도 근래에는 지속적으로 분권화를 지향해왔고 그

결과 단위학교에 점차적으로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비교대상국인 영국, 뉴질랜드, 일본의 사례에 비하여 여전히 우리나라의 경

우 전체 교육과정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결정이 가능한 부분이 가장 적고 단위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구현이 되는 학생선택의 자율성 역시 가장 적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는 국가수준에서 학교의 완전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

이 가능한 부분을 양적으로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일본

의 경우는 고등학교 3년간의 총 단위수 가운데 약 54-67% 정도까지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영국과 뉴질랜드의 경우는 이 조차도 명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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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이들 국가의 국가교육과정은 왜 그것을 배워야하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각각의 교과나 교육활동이 전체적인 구조와 틀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상호 조화를

이루는지 등 국가교육과정의 기저에 있는 교육철학, 가치와 목적, 구조 등을 충분

히 설명하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뉴질랜드의 국가교육과정

을 보다 구체적인 예로 살펴보면 교육과정 전체 구조, 비전, 원칙, 가치, 핵심역량,

학습영역, 성취목표와 교육과정의 목적과 범위, 그리고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을 돕는 ‘설계와 리뷰’ 등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각 부분에서 국가교육과정은 학교

의 자율성을 단위수나 과목수와 같은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하기보다는 모든 학교

교육과정에 녹아들어가야 할 핵심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표면적인 교과의 단위수나

비중, 세부적인 학습내용보다는 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할 핵심적인 역량을 설명한

다. 학습영역에 대한 소개에서도 각각이 어떤 교과인지, 왜 해당 교가를 배워야 하

는지, 어떻게 구조화될 수 있는지, 핵심적인 하위 교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1-2페이지 정도로 기술하고 시수, 세부적인 운영방침, 수업방식 등은 다루지 않는

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이 어떻게 단위학교교육과정으로 전환이

되는가를 비교적 상세히 다루나 실무적인 지침이라기보다는 방향제시와 원칙에 대

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의 방향과 학교급별

교육목표가 네 문장 정도로 정리된 우리나라에 비하면 매우 상세한 수준이고 세부

적인 지침과 실무적이고 행정적인 규정은 반대로 매우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대상국의 사례를 볼 때 자율성의 양적인 확대에서 더 나아가 단위학

교가 실제 자율권을 충분히 잘 행사하도록 필수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 역시 각 교

과별 단위수, 하위과목 나열 등 선택교육과정에 대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지침보

다는 학생의 선택권이 어떤 이유에서 교육적인 가치가 있으며 구현되기 위한 방향

은 무엇인지 단위학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리와 틀을 제시하는 것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보다 적절하다고 본

다. 교육과정 실무에 관하여서는 학교현장에서 직접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신뢰해야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각 학교마다 구성원이나 환경,

여건, 교육철학, 학생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례분석결과에

서 드러나듯이 국가 수준에서 200여개의 보통교과를 제시하였음에도 단위학교는

이 중 극히 일부만을 개설하였으며 학교는 구체적인 지침만 형식적으로 준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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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편의대로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선택교육과정의

본래 취지와 동떨어진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많았다. 예를 들면 제 2외국어에

서는 2개의 과목 이상 개설하여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은 대부분의

학교가 준수하였으나 과반수가 단 두 과목을 개설하였고 나머지 교과는 선택과목

을 소극적으로 적은 수를 개설하거나 전혀 개설하지 않았다. 이는 학생선택의 자율

성이라는 선택교육과정의 근본적인 지향을 염두에 둔 편성이라기보다는 국가교육

과정의 지침 준수에 초점이 맞춰진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선택교육과정

운영 시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나열하거나 학교와 학생이 필요로 하는 과목들을

모두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오히려 최소한의 필수 교과나 학습내용만을 제

시하고 선택교육과정의 기저에 있는 교육적 가치와 단위학교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나. 단위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선택범주 확대

실제 학생들이 체감하는 선택의 자율성 또는 선택의 양은 앞서 살펴본 선택과목

의 비율이 아니라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선택과목의 범주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생선택의 자율성은 단위학교교육과

정에 제시된 각 선택범주 내에서의 선택의 양을 통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이때 학생의 자율성은 선택의 범주가 넓고 실제 학생이 선택하게 되는 양이 적을

수록 더욱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선택의 범주가 4개로 동일하다고

할 때 이 중에서 1가지를 택하는 경우가 3가지를 택하는 경우보다 선택의 자율성

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실제 학생이 택

하는 과목의 수는 국가별로 1-5개로 편차가 적은데 비하여 하나의 선택범주에 제

시되는 과목의 수는 2-30여 가지로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학생의 자율성에 영

향을 더 많이 미치는 변수는 선택범주의 크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택범주

의 크기에 초점을 두고 학생선택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국가별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뉴질랜드의 사례학교들은 모두 과정이 없고 학년별로만 서로 구분되는 선택의

범주를 제시하는데 하나의 선택의 범주에 20-30여개의 다양한 과목들이 한 데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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섞여 제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매년 이 정도크기의 선택범주 내에

서 3-5개 정도의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게 된다. 영국의 경우 과정은 있으나 이

자체가 경계가 되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즉, 하나의 과정을 택하였

다고 해서 다른 과정의 과목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

우 한 과목을 고등학교 2년 간 배우기 때문에 선택범주는 학년에 의한 구분도 없

다. 다만 학교가 4개의 선택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에 여러 교과에 속하는 과목들을

혼합하여 10개 내외로 제시하며 학생들은 각 범주에서 보통 1개의 과목씩 택할 수

있다. 일본의 고등학교들은 선택범주를 제시하는 방식이 사례마다 조금씩 다른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일단 과정에 의해서 교육과정을 별도로 제시하는 학교는 과정에

의해 선택범주를 나누는 한편 모든 학교에서는 학년에 따라 선택범주를 달리 제시

한다. 그러나 교과별로 구분된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한 선택범주 내의 다양

한 교과의 과목들이 제시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사례학교는 우리나라

와 비슷하게 각 과정 내에서 2-5개 정도의 다양한 과목들을 묶어 하나의 선택범주

로 제시하지만 한 학교 내에서도 이와 같은 작은 선택의 범주뿐만 아니라 중간크

기 또는 10개 과목 이상을 묶은 선택범주를 함께 제시하기도 하는 등의 차이를 보

이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단위학교들은 대체로 과정은 물론 학년과

교과에 따라 선택범주를 분할하고 있다. 그리고 각 범주에는 2-4개 과목들이 주어

지며 학생들은 이 중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를 선택하게 된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국가들은 과정 또는 학년 또는 교과 등에 의해

서 선택과목의 범주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얼마나

잘게 구분하는가는 국가마다 각기 다른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하여 지금까지 살펴

본 각국의 단위학교 수준에서 제시되는 선택범주는 무엇에 의하여 얼마나 크게 혹

은 잘게 구획하였는가에 따라 특징이 구분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보통 선택의 범

주를 구분하는 기준이 많을수록 선택범주의 크기는 작아지고 역으로 선택의 범주

를 구분하는 기준이 적을수록 선택범주의 크기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

은 특징에 따라 학생선택의 자율성에 영향을 주는 단위학교의 선택범주를 국가별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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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영국 일본 우리나라

[그림 V-2] 학생선택의 자율성에 영향을 주는 단위학교수준의 선택범주 제시방식

위의 그림은 선택범주를 제시하는 방식에만 초점을 두고 그 특징을 더욱 명료하

게 드러내기 위하여 만약 동일한 수의 선택과목을 단위학교가 학생들에게 제시한

다고 할 때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모형과 관련해서

국가별 특징을 정리하면 먼저, 뉴질랜드의 경우 과정 또는 교과에 의한 구분이 없

이 각 학년마다 모든 선택과목들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제시하고 학생들이 각자

이 가운데서 학교가 규정한 선택의 양만큼 고르도록 한다. 또 영국의 사례학교들은

대체로 크게 4가지 정도로 범주를 나누고 각 범주에 여러 교과에 속하는 다양한

과목들을 혼합하여 제시하며 학생들이 이 가운데 1-2개 정도씩 고르도록 한다. 그

리고 일본은 학교마다도 선택범주 제시방식의 차이가 큰 편이고 한 학교 내에서도

여러 크기의 선택범주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선택범주는 대체로 작게 여러 개로 나누어져 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선

택범주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교대상국에 나타난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은 수준의 편차를 보여 그림에서는 각 선택범주를 작고 동일한 크기의

사각형으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국가별 선택범주의 특징과 학생선택의 자율성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선택범주가 덜 구분되고 크게 제시될수록 학생이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아주 좁은 틀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경우보다는 넓은

틀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자유롭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소경희(2002)는 과정의 구분에 의해 학생들의 선택의 자유가 제약된다고

보았다. 특히 우리나라 단위학교의 경우는 주어진 환경의 제약으로, 즉 학교 제반

여건에 의하여 정해진 범위와 계열(과정) 안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목을 선택하

도록 하는데 이는 학생들의 선호에 따른 과목선택에 장애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

다(고채영, 손민호, 2008). 이러한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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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학생선택의 자유는 과정뿐 아니라 학년 또는 교과 등에 의하여 구분하는 선택

범주로 인해 더욱 줄어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에 근거하여 볼 때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과정과 교과 중심의 선택

과목 편성에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학생선택의 범주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

다. 각 과정과 각 교과별로 지나치게 작게 구획하는 것을 지양하여 학생선택의 자

율성이 지나치게 축소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대상국은 하나의 범주

에 10개가 넘는 과목들을 다 같이 제시하는데 이 범주에는 여러 교과의 과목들이

혼합되어 있다. 여러 여건이 제한적인 우리나라에서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은 일본이

나 영국 같이 전체 선택교육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교과나 과정, 학년에 의해 구분되

지 않은 통합적인 선택범주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본다. 물론 실현가능하기만 하다

면 뉴질랜드의 사례와 같이 하나의 큰 선택범주에 모든 선택과목을 한꺼번에 제시

하는 것이 학생선택의 자율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의 시간표

조정, 교사 수급, 교실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실행상의 어려움이 많을 수 있고 학생

들의 혼란이나 비교육적인 선택 등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에 대한 재정

적, 물리적 지원과 뉴질랜드와 같이 진로와 교육과정에 모두 전문성을 지닌 상담교

사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충분하다면 이러한 문제는 심각하게 부각되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2. 학생선택의 다양성 확보

학생선택의 다양성은 학생선택권을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한 선결조건이자 개별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는 교육적인 당

위성에 근거하여 추구되어 왔다. 이때 선택의 다양성이란 학생들이 자신의 교육과

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즉 학교, 교사, 과정, 과목 등이 양적으

로 많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홍후조,

2000).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대상들의 다양성 문제는 교육과정 편제상 학생이 선

택할 수 있는 것들의 폭이 얼마나 넓은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학생이 이수해야 할 일련의 과목들을 묶어놓은 과정과 교과

및 과목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학생선택의 폭을 살펴보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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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과 교과의 종류 및 분류체계를 분석단위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결과와

더불어 각 국의 특징을 정리하고 이것이 선택의 다양성과 갖는 관계를 규명함으로

써 다양성을 확보 또는 증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한다.

가. 단위학교의 과정종류 다양화와 과정 간 경계 완화

4장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1개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비슷한 명

칭의 과정들을 설치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다소 획일적인 경향을 보이는 한편 각

학교 내의 과정의 종류는 광범위한 계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 정도에 그쳤다.

두 개의 과정에는 서로 분명히 구분되는 교육과정이 각각 편성되어 있으며 과정마

다 강조되는 교과목들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일본은 학교마다 차이를 보였는데 과

정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도 있고 과정이 2개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3 또는 5개

로 우리나라보다 많은 사례도 있었다. 그 종류를 살펴보면 크게 문과와 이과로 나

뉘고 여기서 문과를 다시 둘로 나누는 사례도 있었다. 또 종합고의 경우 문・이과
를 보다 세분화하여 교육과정이 보다 집중하는 분야에 따라 인간사회, 스포츠건강,

비즈니스정보 등 5개의 계열을 제시하였다.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사례학교들이 직

업, 대학준비, 일반과 같이 세 개의 과정을 설치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별도의 과정

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선택의 다양성과 관련된 특징이나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과정의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하

나는 우리나라와 일본학교들과 같이 교육과정에서 보다 집중할 교과목이나 분야에

따라 과정을 설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의 대부분의 사례들처럼 진로나 목

적에 따라 직업, 대학진학, 일반 과정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때 과정은 좀 더 일반

적이고 광범위한 성격을 띤다. 또한 과정의 종류가 아니라 과정의 역할이나 성격에

의해서도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일부 사례와 같

이 각 과정별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다. 이때 과정은 서로 다른 과정

을 선택한 학생들의 교육과정 사이에 분명한 경계로서 작용한다. 즉, 학생이 하나

의 과정을 택하면 다른 과정에서 제시되는 선택과목들을 택할 수 없다. 반면에 다

른 하나는 영국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과정을 선택한다고 하여도 선택과목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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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보다는 한 가지 예시로서 제시된 것이다. 단위학교는 각 과정에서 주로 어떤

과목들을 이수하게 되는가, 즉 이수경로를 소개하지만 학교가 제시한 과정을 선택

하여 따를지 여부도 학생의 판단과 선택에 맡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과정이 한 학

생의 선택의 폭을 결정하거나 제한하는 엄격한 틀로 작용하기보다는 다소 느슨한

형태로 운영되며 단지 하나의 모델로서 학생들의 이수경로를 안내하는 기능을 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과 학생선택의 다양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선택의

다양성은 앞서 살펴본 과정의 설치여부와 종류의 특징과 관련하여 세 가지 측면에

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설치된 과정의 종류가 많을수록 과정 선택의 폭은 늘어나

는 것이며 학생의 과정선택의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정도 일련의

과목들을 묶어 이수하도록 편성한 것이므로 과정 역시 선택과목과 마찬가지로 학

생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볼 때 이 또한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선택의

폭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선택의 폭이 가장 넓은 경우

는 과정을 5개나 설치한 일본의 종합고라 할 수 있으며 3개를 설치한 우리나라의

자율학교와 영국의 두 학교가 다음으로 폭넓은 선택을 가능하게 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과정이 없는 뉴질랜드의 경우를 논외로 한다면 2개의 과정을 설치한 대부

분의 우리나라 고등학교들은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다. 더욱이 과정의 종류 역

시 상당히 획일적인 특성을 보여 양적으로 다양성이 적은 것은 물론 내용적으로도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과정의 종류가 무엇에 의하여

구분되는가에 따라 학생선택의 다양성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야를 기준으

로 종류가 나뉘는 경우는 특정 분야에 보다 집중적으로 선택과목들을 개설하여 제

시하며 이에 따라 자연히 다른 교과나 분야에서의 과목들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한편 다소 일반적인 진로를 기준으로 과정을 세분화하는 경우는 선택과목이 개설

되는 교과나 분야의 폭이 보다 넓어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다만 크게는 학문적

인 과목들과 직업 및 실습 과목들로 나뉘어 편향될 가능성도 있으나 특정분야로

제한하는 경우보다는 그 다양성이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정 선택이 아닌 과목

선택의 측면에서 볼 때 과정의 다양성이 오히려 과목선택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으나 이는 과정에 의한 경계가 엄격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례학교들과 일본의 일부 고교와 같이 과정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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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이 제시되고 자신이 선택한 과정 내에서만 선택이 가능한 경우, 앞서 언급

하였던 선택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선택의 다양성도 축소될 수 있다. 반면 영국과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의 나머지 학교들은 과정에 의해 선택과목을 엄격히 제한하

지 않거나 애초에 과정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지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논의에 따르면 학생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은 과정의 종류를 증가시키

는 것인데 이때 세부적인 분야보다도 진로에 따른 광범위한 구분을 지향하며, 과정

에 따라 교육과정이 엄격하게 구분되기보다는 하나의 예시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과정의 종류를 보다 다양하게 설치하는 한편 과정선택이 과목선

택의 폭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정의 경계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언급한, 진로에 의한 과정 구분은 크게 의미가 없게

되는데 무엇에 의하여 과정을 세분화하든 학생선택의 폭이나 다양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현방안들을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현재 국가교육과정은 과정설치나 종류에 관하여 상세하게 언급은 하지

않지만 진로에 따라 과목들을 묶어서 과정을 설치한다는 정도의 방향만 제시하고

있다. 그 이상의 상세한 조치는 단위학교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

는데 앞서 언급한 세 가지를 고려한다면 먼저, 단위학교에서는 지금의 두 개의 획

일적인 과정이 아닌, 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과정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

다. 또한 이들 과정 간의 교육과정 편제상 엄격한 구분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교차이수가 가능하게 하거나 과정의 성격이나 역할 자체

를 변화시켜 과정이 이수해야 할 과목들이나 선택범주를 일부로 규정해버리도록

하는 것은 지양할 것이다. 즉, 과정은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거나 진로를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학교의 제안이라는 성격을 띠는 것이다. 또는 학생 자신이 선택

한 과정을 대체적으로 따르도록 하되 일면의 융통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

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본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의 일부 학교에서는 과

정을 제시하지만 그 선택 역시 학생의 몫이며 학생의 필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

다는 점은 이를 잘 반영한 과정 설치 및 운영방식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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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위학교의 균형 있는 선택과목 개설

학생들에게 과정선택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학생의 선택은 과목

선택의 측면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선택 가능한 과목들이 얼

마나 폭넓게 제시되는가의 문제 역시 학생선택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

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과목선택의 폭은 직접적으로 과목의 종류

를 파악할 수도 있으나 과목보다는 한 단계 상위수준의 개념인 ‘교과’를 통해서 먼

저 살펴보는 것이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고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는 분석내용

을 단순화하는 데 적합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각 국의 단위학교들에서 선택과목

들이 얼마나 다양한 교과에 걸쳐 개설이 되어 있는가, 즉 선택과목의 교과별 분포

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수준에서 제시한 교과(군) 11가지 가운데 학교들은 1-5개

의 교과에 선택과목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많은 선택교과들이 여러 학교에 걸쳐

가장 빈번하게 개설된 교과들은 제2외국어, 과학탐구, 사회탐구, 예술 등이었다. 반

면 선택과목이 전혀 개설되지 않은 교과는 각 학교에서 과반수가 넘었고 이는 주

로 수학, 체육, 기술가정, 한문, 교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 간의 선택과목 수의

편차를 보면 많은 경우 7-9개의 선택과목이 개설되고 적은 경우 1-2개의 선택과목

이 개설되는데 전자는 주로 탐구교과로 한 학교에 1-2개 경우만 찾아볼 수 있었

다. 영국의 각 단위학교들은 국가수준에서 제시한 필수교과와 선택교과 13개 중

9-11개의 교과에 선택과목을 개설하였다. 모든 단위학교들은 체육, 진로・직업, 예
술, 디자인과 기술, 인문학, 외국어에 선택과목들을 1가지 이상 제시하고 한 학교

내에서 선택과목이 전혀 없는 교과가 3-4개 정도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영국의 사

례학교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한 교과를 제외하고 적어도 하나의 학교에서 선택과

목을 1가지 이상 개설하고 있었다. 한편 교과별 개설된 선택과목 수의 편차는 우리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5-7개의 선택과목이 개설된 교과는 디

자인과 기술, 예술, 진로・직업, 과학 등으로 학교별로 1-2개의 경우에 그쳤고 1-3

개 과목이 제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뉴질랜드의 단위학교는 국가가 제시한 8개

의 학습영역들과 단위학교가 자체적으로 개설한 교과들을 포함하여 각 학교별로

9-11개의 교과에 최소 1개 이상의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이 중 3-6개의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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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각각 5-8개의 선택과목을 제시하고 나머지 교과에는 1-4개의 과목을 개설하

고 있다. 영국보다 하나의 교과에 개설된 선택과목 수가 많은 편으로 이런 현상은

주로 영어, 수학과 통계, 과학, 사회과학, 기술, 예술, 기타 등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특정한 교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사례들

과 비슷한 한 사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2개의 교과만 제외하고 모든 교

과에 선택과목을 개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의 모든 학교와 각 학교의 과정

에서 예술에 많은 선택과목을 개설하였고, 그다음으로는 지리・역사, 수학, 국어 순

으로 개설되어 있다. 한 학교 내에서 가장 많은 선택과목이 개설되는 경우는 7-11

개 정도로 나타났고 적은 경우는 1-4개로 분포가 다양하였는데 적은 경우라도 3-4

개 과목들이 한 교과에 개설된 경우가 있다.

분석한 비교대상국의 사례들은 상대적으로 선택과목을 많이 개설하는 교과들이

일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교과에만 편중되는 현상이 보다 두드러진 것으

로 보인다. 물론 비교대상국 또는 사례학교들 간의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특별

히 강조하는 교과 이외의 나머지 교과들에도 2-3가지 이상의 선택교과를 개설하며

국가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교과에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

라는 모든 사례학교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과학탐구, 사회탐구, 제2외국어에 지나

치게 많은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으며 가장 적게 개설된 교과의 20여 배에 이를 정

도로 그 차이가 크다. 이처럼 “특정 교과만 중시되고 일부교과는 부당하게 위축된

(홍후조, 2002)” 우리나라의 실태는 이미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지적된 바이기도

하다(홍후조, 2002; 고채영, 손민호, 2008; 한혜정, 민용성, 백경선, 2011). 이러한 분

석결과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을 ‘집중’과 ‘편중’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보

다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집중은 “한곳을 중심으로 하여 모임. 또는 그

렇게 모음.”을 의미하고 ‘몰입’과 유의어 관계에 있으며 편중은 “한쪽으로 치우침.”

을 의미하고 유의어로 ‘불균형’이 있다20). 기본적으로 양자는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

들이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음, 즉 그 비중이 균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교

육적인 논의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이 분명한 차이는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먼저,

20) 네이버 국어사전(국립국어원 제공)

http://krdic.naver.com/search.nhn?kind=all&scBtn=true&query=%ED%8E%B8%EC%A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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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은 긍정적 또는 중립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특

정한 것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것이 교육적 효과를 보다 극대화하거나 교육적 가

치와 의미를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에 부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에 ‘편

중’은 특정 부분에 모여 있다는 점은 같지만 이로 인해 학생의 전인적인 발달을 방

해할 수 있거나 학생선택의 관점에서 볼 때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개별 학생에게

보다 적합한 교육과정이 제공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교과나 과목들이 불균형하게

편성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교육과정 편성에서 엄밀하게 편중과 집중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없지만 그 교육적 효과나 가치에 따라서 개념적으로 구분

이 가능하며, 이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편향된 정도가 심하여 학생선택

의 폭을 제한하거나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편

중’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비교대상국들의 경우 특정 교과

에 선택과목이 모여있는 정도가 교과별 편차로 볼 때 상대적으로 적고 1-2개가 아

닌 보다 다양한 교과에 일정한 수 이상의 선택과목들을 개설하여 학생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집중’이라고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러한 선택과목의 집중 또는 편중이 학생선택의 폭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결과

적으로 선택의 다양성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우선 한 학교 내에서 선택과목이 여러 교과에 고르게 분포되어 개설되지 않으

면 자연히 학생이 선택할 과목들의 다양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학생의 선택은

결국 단위학교 교육과정이 제시한 선택과목들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

에 애초에 학교가 일부 교과에만 선택과목을 편중되도록 개설한다면 학생의 선택

역시 편중될 수밖에 없다. 이때 학생선택의 다양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

교가 제공하는 선택과목들이 개별 학생들의 각기 다른 요구나 필요를 충족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선택교육과정에서의 개별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또는 교육과

정의 개별화라는 지향과도 부합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한 학교 내의

선택과목 대부분이 1-2개의 교과에 집중된다면 그 외의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

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전통적인 도구

및 주지교과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하는 경우 “다른 진로를 가진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중등학교의 기초적인 진로탐색과

정을 접할 기회를 부여하기 어려워진다(홍후조, 2002). 그리고 사회적으로 볼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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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분화된 직업세계에 필요한 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서로 다른 특성과 적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각을 발달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선

택지를 제시하는 교육과정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미있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선택교육과정 역시 학생들의 다양성만큼 다양화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어

야 하며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게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개별화를 통

한 개개인의 성장이라는 선택교육과정의 본래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까지 보았듯이 단위학교가 제공하는 선택과목의 폭이 학생선택의 다양성과 개별학

생에게 적절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다음에서는 학생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선택교육과정 상의 편중현상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한 학교 내에서 여러 교과에

걸쳐 선택과목이 고르게 분포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학교 목표나 특성

화 전략에 따라 집중을 하더라도 지나친 집중은 ‘편중’이라 할 수 있는데 한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 간의 편차가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는 보다 다양한 것들 가운데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

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교과에 선택과목들을 개설하고 전혀 개설되지 않은 교과

가 없는 것을 지향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가운데 특정한 교과의 비중을 상대적으

로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별도의 지침에

따라 제 2외국어에 대부분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경우 탐

구교과에 많은 과목들을 개설하는 한편 모든 학교에서 전혀 개설하지 않은 교과들

이 3개에 이르렀다. 따라서 학생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은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편

중이 아닌 집중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는 곧 집중되어 있는 교과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들 간의 차이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줄어들 필요가 있음을 의미

한다.

그러나 하나의 단위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을 만큼 광범

위한 범위에 걸쳐 교과 및 과목을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홍후조(2002)는 “현실적으로 개별 학교는 한정된 자원을 지니고 있으므

로,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과와 과정을 모두 제공하는 다양성을 갖추는 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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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일정 지역 학교들의 상호협조나 역할분담을 통

해 개별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함으로써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만들어 제공할 것

을 주장하였다. 물론 비교대상국들의 사례 가운데 일본의 종합고의 경우 대규모라

는 여건과 종합고의 특성을 살린다는 목표 하에 여러 가지 교과에 여러 개의 선택

과목들을 개설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건상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영국의 다수의 사

례학교와 같이 각 학교의 특성화 전략이나 목표에 맞게 특정 교과에 집중적으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학교명에 명시할 수도 있다. 다만 교육과정 특성화에서

도 여전히 중요한 점은 교육과정 편성의 ‘편중’이 아닌 ‘집중’이 되도록 특성화한

교과 외의 나머지 교과를 완전히 도외시하지는 않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사례학교

들이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학교들보다

선택과목 개설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다는 것을 보면 이 점을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등학교 간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학

생들이 애초에 자신에게 필요하거나 관심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학교를 선택

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단위학교가 선택과목들을 보다 균형적으로

개설하고 학교 간의 교육과정을 특성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단위학교의

의식적인 노력과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나 보다 궁극적으로는 학교들이 획일적으

로 특정 교과들을 중심으로 선택과목을 개설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책

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대학입학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의 비중이 여전히 많

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한혜정, 민용성, 백경선, 2011)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나 적성보다는 더 높은 성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교과목을 선택”하

게 된다는 현실의 문제를 도외시하기는 어렵다(고채영, 손민호, 2008). 또한 이 때

문에 대부분의 단위학교들 역시 대학입시에서 필요한 최소 필수 또는 공통되는 교

과들을 중심으로 과목들을 개설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홍후조,

2002). 이와 관련한 방안에 대해서는 선택의 목적성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에서 보

다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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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택교과의 분류 체계화와 범위 확대

지금까지 선택과목이 개설된 교과의 종류를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에게 대략 어떤

분야 또는 교과가 선택지로 제시되는가를 살펴보았다. 한편 선택 교과 및 과목선택

의 폭을 알기 위해서는 선택과목의 분포와 더불어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교과와

과목이 있는가를 비교분석해야 할 것이다. 달리 말하여 선택과목들은 각 교과가 과

목들로 분류되거나 교과 간의 분류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종류가 결정될 것이고 이

것이 학생의 선택지의 폭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다양한

종류의 과목들이 제시되거나 개발되는 배경 혹은 원리로서 그 분류체계를 파악하

였고 이를 간략히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국가별로 분석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국가수준에서 ‘교과영역-교과

(군)-기본/일반/심화와 같이 수준에 따른 과목-하위과목’으로 구분하여 보통교과의

과목들을 제시하며 학교수준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의 체계를 따르되 보다 간단하게

‘교과(군) - 교과의 하위분야나 과목의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국가

수준에서 ‘교과영역 – 교과구분 – 교과’까지 제시하여 과목 수준까지는 명시한

바가 없다. 그러나 단위학교의 경우 ‘교과 – 교과목(군) – 자격증의 종류나 과목

의 난이도’와 같이 여러 단계에 걸쳐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뉴질랜드

의 국가교육과정은 ‘학습영역’을 명시하며 단위학교교육과정은 ‘학습영역 – 하위분

야/평가방식/목적에 따른 과목 – NCEA 자격증 레벨(수준)’과 같이 분류한다. 마

지막으로 일본은 국가수준에서 ‘교과 – 하위분야/과목의 수준’으로 교과와 과목을

분류하고 단위학교도 유사한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단위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주된

학습방법이나 교육의 목표가 보다 명시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과목명을 지정한 경우

도 볼 수 있었다.

분류체계만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각 국의 교과 및 과목 분류기준은 공통적으

로 교과의 하위분야, 과목수준(레벨), 과목의 학습방법이나 목적과 같이 크게 세 가

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차이점 또는 특징은 각 분류기준에 따라 얼마나

상세하고 다양하게 분류하였느냐에 따라 드러났다. 먼저 교과의 하위분야에는 어떤

과목들이 포함되며 주로 어떤 교과들이 이에 따라 분류되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우

리나라의 경우는 사회탐구교과에서 유난히 하위분야에 의한 선택과목들이 많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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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국과 뉴질랜드는 디자인, 건축, 관광 등 각 교과별

로 하위분야가 매우 다양하며 선택과목에 전통교과 이외의 실생활이나 직업 특수

한 분야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종합고나 보통고 가운데 일부 사례에서는 영국과 뉴질랜드와 비슷하게 보다 세분

화된 분야들과 관련된 과목들이 제시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비교대상국의 이러

한 특징을 정리하면 전통 교과의 범주를 넘어서는 분야 또는 기존의 분야를 보다

특수하고 세분화된 것으로 나누어 그것을 선택교과로 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과목의 수준(레벨)에 따라 과목을 분류하는 것인데 몇 가지 수준으로

나뉘는지, 어떤 교과에서 주로 수준에 의해 분류를 하는지 등을 살펴본 결과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우리나라나 일본의 학교들과 같이 특

정 교과에서만 수준에 의한 분류를 많이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뉴질랜드와

같이 수준에 의한 과목 세분화를 거의 모든 교과에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국가수준에서는 자격제도에 따라 거의 모든 과목을 1-3레벨로 분류하고 단위학교

는 여건이나 필요를 고려하여 대부분 과목에 1-2레벨 또는 1-3레벨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의 목적에 따른 분류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나 탐구와 같이 일

부 교과 영역 수준, 즉 교과보다 상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기초영역의 모든 과목들이 기초를 다지기 위한 과목들로만 구성이 되는가 여

부는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예술・체육 교과영역과 같은 경우는 목적이라기

보다는 분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교과영역이 일관되게 모두 선택과목의 목적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영국과 뉴질랜드의 선택과목들의 목적은

대체로 직업, 학문, 실생활 등으로 나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해당 과목이수를 통

하여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의 종류와도 대응된다. 예를 들면 외국어 교과에서 프

랑스어 과목이 실용적인 과목과 학문적인 접근을 중시하는 과목으로 나뉘며 각각

을 이수하는 경우, 같은 분야이지만 각기 다른 종류의 자격증이 수여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목적을 하나의 분류기준이라고 추론할 만한 분류체계상의 개념은

국가나 단위학교교육과정에서 모두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목적을 수준과 하

위분야와 더불어 하나의 분류기준으로 간주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다만

전문고등학교에 주로 개설되는 과목들이 선택과목으로 제시된 경우, 그 목적을 직

업능력 개발에 있는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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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류체계상의 특성이 선택의 다양성과 갖는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단위학교가 하위분야나 수준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교과를 분류하는

경우보다는 뉴질랜드와 영국과 같이 교과의 세분화나 분류방식이 체계적이고 다양

한 교과에 일관되게 적용될 때 더 다양한 과목들이 학생들에게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학생들은 보다 많은 종류의 선택과목 중에서 고를

수 있게 되어 교육과정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개

별 학생들과 교육과정 사이의 적합성은 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같

은 교과에서 자신의 수준이나 과목을 듣는 목적, 보다 구체적인 자신의 관심분야

등에 더욱 적합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선택의 다양성은 다양한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될 수 있는 교육과

정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 즉 개별 학생을 위한 맞춤식 교육과정을 지향함을 나타

내는 것이고 이러한 분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개별화된 교육과정이 실제 편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교과에 걸쳐 고르게 선택과목들이 개설되는 것도 중요하지

만 이러한 분류체계의 확충은 학생선택의 폭을 더욱 체계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

로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우선 기존의 교과들을 보다 세분화하거나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본래 있던 ‘수준’에 의한 분류를 특정 교과

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과에 적용하여 분류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확

보해야 할 것이다. 뉴질랜드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가수준에서는 전 교과에 걸쳐 세

가지 수준에 따른 선택과목들을 제시한다면 비교적 일관된 분류체계가 나타날 것

이라고 본다. 물론 우리나라는 국가교육과정에서 과목 자체의 수준이 기본-일반-

심화로 나누어지지만 다시 각 수준 내에 속하는 일부과목을 I, II 또는 III로 분류하

기도 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과목의 수준별 분류가 이중적이거나 부분적이다. 또

단위학교에서는 이러한 수준별 과목 분류체계도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는 분류방식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단

위학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시 말하

여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수준에서 보다 많은 교과와 과목을 전부 나열하는

것보다는 개발 및 분류 원리와 기본적인 틀을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개발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우리나라의 1/2도 안 되는 과목들을 국가가 제시한 일본이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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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우리나라보다 단위학교의 과목종류가 더욱 다양하였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단위학교들은 국가수준에서 제시한 과목들도 극히 일부만 그대로 개설한 것은 물

론 국가가 단위학교의 선택과목 자체개설을 허용함을 명시하였음에도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본의 선택과목 종류를 자세히 들여다보

면 전혀 새로운 교과를 만들기도 하지만 주로 국가가 기존에 제시한 교과나 과목

에서 파생되어 나온 과목들이 많았다. 학교가 자신들의 지역특성에 맞게 혹은 특정

한 학습방법이나 목표에 보다 초점을 두고 과목을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본 국가교육과정에서 학교자체개설 교과 및 과목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

가를 상세히 다루지는 않는다. 그러나 학생선택의 자율성 구현방안 부분에서 언급

한 뉴질랜드와 영국의 국가교육과정 구성방식과 일본의 학교단위의 과목개발을 접

목시켜보면 수많은 과목들을 나열하기보다 기존의 교과를 세분화하여 다양화하는

기본원리를 기술하는 방법을 제안해볼 수 있다. 수준은 어떤 방식으로 몇 가지 정

도로 나누어질 수 있는지, 학습내용은 어떤 식으로 분화될 수 있는지, 교과나 과목

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요구조건이 무엇인지 등 분류체계나 과목 개발의 원리

를 제시하는 것도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실제 그 자율성이 선택의 다양

성의 구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 가지 구현방안은 새로운 분야를 교과로 개발하거나 우리나라의 경우 없

는 ‘선택과목의 목적’을 새로운 분류기준으로 도입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종류의 선

택과목들이 개설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이처럼 선택과목들의 영역을 확대함으로

써 새로운 과목들을 개발하려면 뉴질랜드와 영국과 같이 학문적인 것과 직업적인

것을 동시에 제시하거나 전통적인 교과와 실생활 관련 활동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

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분석결

과에서 드러났듯이 학문적인 교과들 중 수능관련 교과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보편

적이다. 물론 일반고의 역할은 전문고등학교와 달리 대학입학 희망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직업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

서 중요해짐에 따라 전문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반고등학교에서도 다루어질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소경희, 2008).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을 통하여 일반고등학

교 학생들에게도 학문적 또는 직업적 관심분야에 대하여 충분히 탐색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소경희, 2008). 지금과 같이 선택교과를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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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학문적 교과에 집중시키는 것은 지양하는 한편 직업, 실생활, 여가활동, 예술 분

야 등 보다 여러 영역에 걸친 선택과목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

와 영국에서는 관광, 등산과 같은 야외활동, 제품디자인 등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수많은 교과와 과목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종합고는 물론, 보

통 고등학교에서도 아직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직업적인 성격을 띠는 과목을 개설

하기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은 교과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를 먼

저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뉴질랜드와 영국은 자격제도를 통해서

이미 다양한 성격의 교과와 과목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인식과 사고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교과라는 분명한 경계를 허물어 교

과에 대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관점의 전환은 국가에서 먼저 그

개념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보

통교과와 직업교과를 엄격하게 구분한다거나 학문이 곧 교과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과 관습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여 교과는 전통적으로

학문에 기반을 둔 몇 가지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교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학생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선택의 다양성

을 증대하는 구현방안은 기존의 교과와 과목의 분류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선택과

목의 종류를 유의미하게 확대하는 한편 ‘목적’이라는 새로운 분류기준을 도입하거

나 기존의 선택교과나 과목의 경계를 넓혀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학생선택의 목적성 강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학생에게 얼마나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가, 혹은 얼마나 다

양한 것들을 선택의 대상으로 제시하여 학생선택의 폭을 넓히는가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자유롭고 폭넓은 선택이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선택의 시점에서는 선택의 목적과

상통하는 것인데 듀이의 ‘목적’과 ‘유목적성’의 개념에 따르면 교육과정에 대한 학

생선택을 통하여 기대되는 결과이자 그 결과에 이르기 위한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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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볼 수 있다(Dewey, 1916). 그리고 이때 학생들이 교육과정 이수를 통하여

기대하는 것이란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대체로 자신의 미래의 진로나 삶과 연결이

된다(정광희, 2006). 이는 교육과정상에서 교육과정의 목표나 내용, 구성방식, 체계

등이 진로와 연계되는 방식과 진로와 연계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편성을 의

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문서에 드러난 ‘진로와의 연계노력’과 개별 학생의

진로를 고려한 ‘선택과목의 이수체계’라는 두 가지 분석단위를 통하여 국가 및 단

위학교 교육과정에서 의도한 학생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분석결과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로부터 국가별 유형이나 특징을 도출한 뒤 그 특징

혹은 유형이 학생선택의 목적성과 갖는 관계를 규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

여 학생선택의 결과를 명료하게 하는, 즉 선택의 목적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가. 선택과목별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학생선택의 결과와 관련된 4장 분석결과에 의하면 교육과정과 진로의 연계 노력

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사례에서 나타났으나 그 양상은 각 국별로 차

이를 보였다. 먼저 영국은 국가수준에서 학생이 교육과정과 자신의 후속 교육이나

직업을 연계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단위학교는 선택과목이수를 통해

취득가능한 자격증과 이과 관련된 직업과 교육기회가 무엇인지를 교과 및 과목별

로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KS 4 선택과목-> GCSE/BTEC 등 자격증 -> 식스

폼 선택과목 -> A- level 자격증 -> (대학전공 ->) 직업’과 같이 선택과목과 진

로가 연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뉴질랜드는 영국과 유사하게 국가교육과정에서

개별학생의 미래와 연결된 학생선택을 권고하고 단위학교는 대학전공과 이 전공과

연결되는 향후의 직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격증을 제시하며 이 자격증을 취득하

기 위하여 이수해야 하는 선택과목을 안내한다. 이러한 정보와 개별 상담을 바탕으

로 학생들의 과목선택을 도우며 선택과목의 이수목적을 보다 명료하게 한다. 이처

럼 ‘선택과목-> NCEA 자격증-> (대학전공->) 직업’과 같이 학생들의 과목 선택

은 이후 자격증 취득과 대학전공 및 직업 선택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일부 학교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고득점을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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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수능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자료에 의한

다면 학교가 의도한 선택과목과 진로와의 연계는 ‘선택과목 -> 대학입학시험과목’

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일본의 종합고의 경우, 다소 추상적인 수

준이지만 학생들의 선택과 다양한 진로를 연결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사례에서

대체로 학교들은 학생이 택한 개별 ‘과목’이 아니라 ‘과정’이 향후 학생의 대학전공

이나 관심 분야와 어떤 관련이 되는가를 안내하면서 학생들의 과정 선택을 돕고

있다. 이에 따라 ‘과정선택-> 대학전공 또는 계열 선택’과 같이 진로와의 연계노력

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은 과정별 교육과정에서 수능교과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또한 선택과목 역시 주로 수능시험의 선택과목 또는 주

요과목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

모두 수능시험과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과정선택 -> 과정별 선택과목

-> 대학입학시험 선택 및 주요 과목’과 같이 진로와 연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진로와 선택과목과의 연계노력은 주로 과정선택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는데 과정의 종류가 두 가지에 불과하며 과정 내에서의 과목 선택 역시 그 비

중이 높지 않고 과정에 의해 대부분의 이수과목들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따라 개별 학생들의 각기 다른 진로와 관련된 필요와 요구를 세밀하게 반영하

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의 진로와의 연계노력의 특징 가운

데 하나는 선택과목과 개별 학생의 진로가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고 모호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정별 선택과목이 곧 수능에서의 선택 또는 주요과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택과목은 수능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진로와 상관이 없

게 된다. 물론 과정에 의해 대학의 문・이과 계열 지원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고 이

것이 이후 진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른 국가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연계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단기적이

고 일회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일부 학교는 대학시험과 연결이

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사례의 특징과 부분적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또 다른 사례의 경우 직업이나 관심분야와 연결하기도 하여 단위학교별

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영국과 뉴질랜드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과목으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대학에 진학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대학교육과정에서 특정 교육과정을 수강할 때나 사회에서 취업 시에도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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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택과목은 단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나 대학시험

과목으로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미래 진로와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

으로 관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별 선택과목별로 진로와 연계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과목 하나하나에 따라 자신의 진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여 더욱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학생의 진로와 선택과목이 관련을 맺게 된다. 정리하면 이러

한 국가별 특징에 따라 진로와의 연계노력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으로 보

인다. 하나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일부 사례와 같이 대학시험 위주로 선택과목들이

편성됨으로써 학생선택이 자신의 진로와 단기적으로 연관성을 지니고 과정선택과

진로를 연계하도록 안내하여 선택과목과 진로의 관계가 다소 막연하다고 볼 수 있

다. 또 다른 경우는 영국과 뉴질랜드와 같이 자격증을 매개로 하여 진로와 고등학

교 시기의 학생선택에 의한 과목이수가 구체적이고 장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들은 학생선택의 목적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전자의 경우처럼 막연하고 단기적인 연관성을 가질 때 학생선택의 목적성은 눈앞

에 있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선택이 되므로 근시안적이고 협소한 목표를 가질 확

률이 높다. 이에 따라 삶에서의 목표의식과 관련하여 보다 넒은 시야로 자신이 받

는 교육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선택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적지 않은 학생들이 진로나 삶과 무관한 선택도 할 수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자

신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생각해 볼 기회가 적어지며 학생들

은 자신이 이수하고 있는 교육과정과는 시험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관련을 맺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삶 전체에서 볼 때 시험이라는

주된 목표 이외에는 전체적인 삶과 깊게 연결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고등

학교 이후 삶의 목표에 대해 충분한 고찰이 없이 중요한 진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 역시 이와 관련된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후자의 경

우 개별 학생이 특정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목적은 단지 시험에서의 높은 성적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 또는 대학의 전공과 같이 자기 삶의 보다 장기적인 계획과 연

관을 맺을 확률이 높다. 이때 학생선택의 목적은 일회적인 시험을 넘어서 자신의

삶과 더욱 깊이 연관되어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이 되며 과목선택이 자신의 삶에서

직업이나 대학 교육과정 등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선택의 목적성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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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볼 때 선택의 목적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란 곧 학생의 선택이 고등학생들

의 진로와 장기적이고 구체적으로 관련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앞서 보았듯이 영국

과 뉴질랜드 사례에서 이러한 점이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

이 가능하였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선택과목의 결과가 졸업이나 대학입학을 위한

일회적인 시험이 아니라 평생 유효하게 남을 자격증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러 과목들의 묶음인 과정이 아니라 개별 과목에 따라 각기 다른 자격증을

수여하기 때문에 개별 학생의 구체적인 진로와 선택과목이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선택의 기대되는 결과를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며 이것

이 장기적으로 학생에게 유의미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세분화되

고 장기적으로 유효한 자격증을 매개로 하여 선택과목과 진로를 연계할 것을 제안

하는 바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용하여 생각해보면 현재와 같이 일부 주요 교과

들을 중심으로 수능과목을 다양화하고 개별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현재의 평가제도는 보다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취업이나 평생교육에서

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 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물론

지금의 수능제도에서도 학생이 학교에서 이수한 선택과목들 중 일부를 수능과목으

로 택하여 시험을 볼 수 있으나 이는 대입시기가 지나고 나면 학생의 삶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은 진로와의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연계성을 나타낸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뉴질랜드와 영국의 경우와 같이 학교교육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택한 과목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하거나 몇 가지 과목

을 수강하고 난 후 졸업시점에 과목별 국가공인 시험을 보고 나면 각 선택과목마

다 국가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이다. 이들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자격증은 학생이 특

정 분야에서 특정 수준의 지식과 태도, 경험 등을 가지고 있고 어느 수준으로 성취

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대학이나 후속 교육기관이 선발 시 또는 입학 이후

특정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준비도를 확인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취업 시 고

용주들에 의해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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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과목중심의 이수체계 마련과 과정 종류의 분화

개별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단위학

교가 마련한 이수체계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영국은 진로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과정을 설치하기도 하나 과정 선택은 강제적이지 않으며 과정에

따라 개별 학생의 교과 및 과목 이수체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수체계는

오히려 개별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는 학

생 개개인의 진로나 목표와 연계하여 상담을 하거나 선택과목 안내 행사를 통하여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각 학생에게 필요와 요구에 맞는 과목들을 함께 찾아봄으로

써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뉴질랜드는 과정을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대학

전공 및 직업분야별로 관련 선택과목들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선택과목별로 같이

듣거나 수준에 근거하여 일정한 순서에 따라 듣는 것을 권장하거나 의무로 규정하

기도 한다. 주로 한 교과 내에서 다양한 과목들을 수준에 따라 각 학년별로 이수하

는 것을 권장하기도 하고 이전 단계에서 필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과 이후에 이수

하도록 추천되는 과목을 언급하여 이수과정을 보여준다. 또는 함께 이수하는 경우

학습효과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른 교과의 과목들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

처럼 개별 학생의 진로에 따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과목들을 이수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교과목 수준에서 이수체계를 안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은

종합고의 경우 5개의 과정이 있음에도 이수체계가 일부 교과별로 제시되었는데 학

습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학습단계나 수준을 고려하기도 하고 특정교과나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부 관련 교과를 연계하여 선택하도록 하거나 반대로 넓은 분

야를 고루 접할 수 있도록 중복되는 선택을 제한하는 경우였다. 일본의 보통고의

경우에는 우리와 비슷하게 2-3개의 과정을 중심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각각 편성

하는 사례도 있고 과정이 단일한 가운데 극히 일부의 선택과목에서만 과정별로 달

리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사례학교들에 개설된 선택과목

들을 보면 대학입학시험의 과정별 선택교과와 공통으로 적용되는 주요교과들임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두 개의 과정별로 사회 또는 과학교과에 집중된 이

수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때 하나의 과정 내에서 개별 학생들의 이수과목들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그 비율이 낮아 이수체계가 개별학생의 진로만큼 다양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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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또한 진로나 학습효과와 관련하여 학생이 택하는 여러 과목들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상호 연관이 되도록 하기보다는 일부 선택과목에 한하여 두 수준 정도로

만 분류하여 계열을 명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정리한 분석결과를 바

탕으로 각 국의 특징은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과

정별 이수체계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여부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우리나라나 일본의 일부 사례에서와 같

이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각기 달리 편성하여 학생이 택한 과정이 곧 그 학

생의 이수체계가 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과 뉴질랜드의 모든 학교들과 일

본의 나머지 일부 사례에서와 같이 과정의 구애를 받지 않고 개별 학생들이 자신

에 맞는 선택과목들을 모아서 이수하여 자신만의 이수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데 민용성, 백경선, 한혜정(2012)에 따르면 ‘교육과정 이수방식’, 즉 이 연구에서 말

하는 ‘이수체계’는 그것이 얼마나 세분화되고 다양한가에 따라 단일과정, 2개 과정

(문과와 이과), 4개 과정(인문, 자연, 예술, 체육), 다(多)과정(인문, 사회, 자연, 공

학, 의학 등), 개별과정(개인맞춤형)과 같이 I-V 수준으로 나뉜다. 이러한 논의에

의한다면 앞서 둘로만 구분한 국가별 유형은 보다 세분화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례와 일본의 일부 사례는 II 수준에 해당되고 일본의 종합고는 5개의

과정을 설치하여 다과정인 것으로 보이나 실제 이수체계를 확정하지는 않으므로

다소 유연한 다과정이 되거나 혹은 개별과정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일부 일본 사례 가운데는 단일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었다. 한편 영국은 과

정이 있으나 진로에 따라 광범위하고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실제 이수체계는 개인

에 따라 달라지고 뉴질랜드는 과정이 전혀 없이 학생 각자가 이수체계를 만들기

때문에 모두 개별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국의 특징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선택과목 간의 계열성이나 관련성이 명시되어 있는가, 혹은 이를 고려하여 교

육과정을 편성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나뉠 수 있다. 과목의 계열성

이 명시된 경우는 양상은 조금 다르지만 일본의 종합고와 영국, 뉴질랜드의 대부분

의 사례인데 이 경우 대체로 교과 또는 과목별로 이수 순서나 방식에 대하여 학

교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그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이 과정에 따라 이

수해야 할 과목들만을 나열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나머지 일부 사례들로

서 선택과목들 간의 관계나 과정 내의 개설된 과목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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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수체계 특성과 학생선택의 목적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과정에 따른 이수체계가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는가에 따라 목적성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진로를 택하느냐에 따라 적합하고 필요한 선택과목이 달라지며 하나

의 과정은 일련의 과목들을 묶어서 제시한 것, 즉 이수체계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할 때 결국 과정별 이수체계의 다양성을 결정짓는 과정의 종류가 학생선택의 목적

성과 모종의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과정의 종류는 다양성에서도 다루었으나

여기서는 목적성을 강화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생

의 진로, 즉 대학의 학과 및 전공은 언제나 고등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과정보다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학과나 전공분야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각자의

진로를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교육과정이란 각각의 진로에 적합한 이수체계이며

이것이 가급적 다양해야 함을 의미한다(민용성, 백경선, 한혜정, 2012). 직업이나 관

심분야를 대학의 전공 및 학과의 자리에 놓아도 이러한 논리에는 변함이 없을 것

이다. 달리 말하여 개별 학생들의 목적은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동일할 수 없기 때

문에 학생들의 각기 다른 목적 달성을 돕는 이수체계는 민용성 외(2012)의 연구에

서 ‘교육과정 이수방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과정의 종류가 적은 경우는 특정 진로를 준비하기에는 과정별 이

수체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하나의 과정 내에서 집중된 분야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목적별로 이수체계가 구체적이지 못하게 되고 학생들의 입장에

서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준비한다는 생각을 하

기 힘들게 되어 효과적인 진로개발은 물론 학습의 목적이 모호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한편 진로라는 목적에 효과적으로 이르기 위하여 이수체계가 본래의 의미에 맞

게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가, 즉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

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21)”라고 볼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같은 교과 내의 과목들이라도 상호 연계성을 드러내지 않고 ‘과정’을 중심으

로 제시하는 경우와 교과나 과목 간의 연계성을 나타내어 교과 및 과목별 이수체

21) 네이버 국어사전(국립국어원 제공) ‘체계’의 정의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7462000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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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제시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사례분석에 의하면 전자의 경우, 해당 과정과

관련된 분야의 과목들을 모아둔 과정 그 자체를 체계라고 간주하기 때문인지 분명

히 알 수는 없으나 과정별 선택과목 간의 계열성이나 관계에 관한 별도의 설명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과목에 대하여 수준별 위계를 나타내는 정도여서 단

조롭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목적 또는 핵심이 얕고 넓게 퍼져 있기 때

문에 과목들 간의 연계성이 낮아지게 되고 여러 과목들을 두루두루 배울 수는 있

지만 제한된 시간과 여건으로 인해 모두를 깊이 있게 혹은 효과적으로 학습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특히 적은 수의 과정을 중심으로 이수체계가 마련된 경우 이처

럼 이수방식의 짜임새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슷한 맥락에

서 이 경우에는 여러 과목을 피상적으로 학습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

다(소경희, 2002). 반면에 교과나 과목수준까지 내려와서 이수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유형은 각 교과 내에서 선택과목들 간의 이수순서나 다른 교과와의 연계방식도 드

러내고 있으며 잘 정리된 경우는 교과별 이수체계를 도식으로 나타내어 선택과목

간의 계열성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고 있었다. 즉,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해당 교

과 및 과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각 과목의 난이도와 인접 분야를 고려하여 이수체

계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하여 특정 교과나 분야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고

집중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이수과정이 보다 명료하게 제시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

다. 뿐만 아니라 이는 앞서 언급한 교육과정 이수체계의 개별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제공과 안내, 즉 교육적인 개입을 할 필요가 있

기 때문이다. 학생개인의 목적과 과목의 성격에 비추어보았을 때 어떤 과목이 더

적합한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은 선택과목과 전체적인 교육과정

이 자신의 진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방식으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야 하

는가를 충분히 앎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비교대상국과 우리나라의 사례 비교를 통하여 도출해낸 선택과목 이수체계의 유

형과 선택의 결과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택의 목적성을 강화하기 위

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정에 의한 교과목 이수체계에 융통성을 부여하

고 교과목을 중심으로 각각의 이수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

존의 과정중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과정 간의 교차이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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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과정의 성격이나 역할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 해결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영국과 같이 과정은 이수해야 할 과목들이나 선

택범주를 규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과목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 의한 제안 또는 보편적인 모델 정도로 제시하는 것이다. 영국의 일부 학교

에서는 과정을 제시하지만 그 선택 역시 학생의 몫이며 학생의 필요에 따라 조정

이 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과정별로 이수체계를 제시하더라도 학생의 개별적인 목

적이 학교가 제시한 이수체계보다 우선 시 되기 때문에 이수체계는 고정적이기보

다는 융통성을 갖는다. 각 과정별 교육과정의 경계는 엄격하지 않고 학생마다 달리

적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변형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정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은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들 가운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골라 적합한 방식으로 이수해 나아갈 수 있

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보다 많은 자율이 허용된 가운데 의미 있는 것들을 선

택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 하나하나가 학생개인의 목적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이수할 경우 보다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가를 안내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필요한 것은 각 교과별로 자격증의 수준과 학습내용의 관련성 등으로 구

성되는 과목별 이수체계라 할 수 있다. 학생은 각 과목별 이수체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자기의 과정을 선택하거나 변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영국이나 뉴질랜드의 이수체계를 더욱 자세히 보면 모든 과

목들이 선이수 과목들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전 단계에서 관

련 과목을 이수한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위계적인 이수과정은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이어져오는데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보다 집중적으로 자신이 택한 하

위 분야를 지속적으로 공부하여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뉴질랜드는 학년에 따라

과목의 수준이 높아지도록 세 학년에 동일한 분야지만 다른 수준의 과목을 학교가

개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생이 매년 해당 과목을 택하는 경우 고등

학교 기간 동안 한 분야에 대한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교과

분야의 세분화나 수준에 따른 분류 등 이수체계를 학생들이 스스로 미리 파악함으

로써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이수과정

을 어떻게 조정할지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정 중심의 이수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과정의 종류를 세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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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체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수체계의 단조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만

약에 과정을 효과적인 이수체계로 본다면 과정 자체를 다양화하여 개별학생의 다

양한 목적에 이르는 적절한 과정을 안내할 수 있다. 사실 위의 교과별 이수체계 마

련은 교육과정의 개별화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염두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

나의 전제조건으로서 제안한 것이다. 그리고 개별화된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에서 이

미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였던 선택교육과정 운영방식이

었으나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고 다양하기 때문에(민용성, 백경선, 한혜정,

2012)” 학교현장에서는 대부분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2009 개

정 교육과정에서는 개별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여러 가지 진

로를 고려하면서 단위학교가 실행할 수 있도록 ‘과정’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민용성, 백경선, 한혜정, 2012). 이 경우에도 여전히 각 과정의 특성을

분명히 하고 과정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한 과정

내에서 각 과목들 간의 관계를 명료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과정 중심으

로 이수체계를 제시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과정의 종류를 늘리는 것은 개별화된

교육과정에 비하여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여건에는 보다

적합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단일화 혹은 이분화된 교육과정과 개별화된 교

육과정 사이의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과도기에 나타난 하나의 이수체계 유형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과정이 설치되어야 하며 각 과정별

이수체계는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되어야 하는 것인가. ‘과정’을 별도로 마련하면서

도 그 종류를 다양화하고자 하였던 사례를 보면 일본의 종합고가 대표적이었고, 이

분화된 과정을 보다 세분화하려는 시도를 한 학교로는 우리나라의 E 고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사실 일본의 종합고는 과정별로 엄격하게 이수체계를 구분하지는

않는 듯하지만 과정의 종류와 명칭으로 보아 교육과정 편성에서 보다 중점을 두고

자 하는 분야는 명료해 보였다. 그에 따른 이수체계는 관련 선택과목들의 이수순서

나 계열성을 언급한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었다. 또 우리나라의

E 고등학교 사례는 인문과정과 자연과정은 다른 학교와 비슷하게 각각 사회탐구와

과학 탐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나머지 하나인 과학중점 과정은 자연과정보

다 더 많은 단위수를 과학탐구 교과에 배분하고 심화 과목들을 더 많이 개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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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볼 때 과정의 종류가 다양한 경우 집중적으로 선

택과목을 개설하는 교과가 분명해지고 구체화될 가능성이 훨씬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과정 간의 특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 각

과정별 이수체계는 앞서 보았던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각 교과의 특성과 본질에

근거하여 수준과 관련 세부 분야들을 중심으로 조직이 되면서도 개개인의 목적에

따라 실용적으로 배울 것인지, 학문적이고 이론적으로 배울 것인지 등을 함께 고려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해당 교과 외의 다른 과목들과 연계까지도 고려한다면

해당 교과를 효과적이고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특정한 목적을 위하

여 잘 짜인 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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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이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고등학생의 선택권 구현의 다우이성과

그 방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 구현방안의 문제점을 파악함과 동시

에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비교대상국의 국가 및 단위학교

교육과정에 드러난 구현실태를 파악하고 그로부터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이

를 토대로 학생선택의 본래적 의미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

연구의 마지막 부분인 이 장에서는 우선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이 연구가 결과적으로 어떤 의의를 갖는지, 더 나아가 이 연구의 한계점은 무엇이

고 이에 따라 필요한 추후의 연구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요약

이 연구는 일반고등학교에서 학생들도 자신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나라와 비교대상국의 국가 및 단위

학교 교육과정 문서에 학생선택권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 선택교육과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

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구현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이 목적을 위

하여 우선 선행연구 검토와 교육과정 자료 분석에 근거하여 학생선택의 중요한 특

성이자 쟁점으로서 선택의 자율성, 선택의 다양성, 선택의 목적성을 도출해내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개념인 선택의 양, 선택의 폭, 선택의 결과와

같은 세 가지 준거를 수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영국, 뉴질랜드, 일본의 국

가 및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

지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우리나라와 비교대상국의 국가 및 단위

학교 교육과정에 학생선택권이 어떻게 구현되었는가의 문제이다. 둘째는 우리나라

의 제한적인 선택권 구현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교대상국의 사례로부터 도출한

시사점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맥락에의 적용을 고려한 구현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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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문제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선택의 양은 모든 분석대상국에서 공통

적으로 다른 학년에 비하여 고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

었다. 그러나 한 국가 내의 학교 간에도 편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편차

는 이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사례의 과반수는 선택과목과 그

이수단위의 비율이 10%미만이었고 일부는 비율이 높은 경우로 20-30%정도였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본 결과 실제 학생이 선택하게 되는 양은 이처럼 겉으로 드러

나는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선택범주에는 2개의 선택과목이 있고 이 중 학생이 1개를 택해야 하는 경우 또한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영국의 경우는 모든 사례에서 선택의 비율이

1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일본은 보통 10%-20%이고 예외적으로 약 50-60%정도

의 비율을 보이기도 하였다. 영국은 예외적으로 높은 경우는 없어 학교 간 편차가

비교적 적었으며 대체로 20-30%대에 머물렀다. 뉴질랜드는 모든 사례학교에서 선

택과목수의 비율이 60%를 넘어 분석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단위학교에서 학생선택의 양이 가장 적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선택의 폭은 과정의 설치 여부 및 종류와 교과의 종류 및 분류체계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과정설치는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학교

에서 이루어진 반면 일본과 영국의 2-3학교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뉴질랜드는 모든 단위학교에서 과정을 설치하고 있지 않았다. 설치된 사례들을 중

심으로 과정의 종류를 살펴보니 우리나라의 경우 1개교를 제외한 모든 단위학교들

에 인문과 자연 과정과 같이 두 종류가 개설되어 있었다. 반면에 일본은 문과와 이

과로 두 종류 또는 문과 1, 2와 이과로 세 종류, 또는 과정이 아예 없는 경우로 나

타났다. 영국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과정과는 그 개념이 조금 다른 ‘이수경로’를 제

시하였는데 이 과정의 종류는 크게 대학진학, 다양한 GCSE 취득, 일반적인 직업준

비 또는 특정 직업분야 집중이수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교과 영역의 종

류와 분류체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영역과 탐구영역 등의 주요 교과들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에 일본, 영국, 뉴질랜드는 공통적으로 1-2개 학교를 제외한 대

부분의 사례에서 두 세 개의 교과를 뺀 나머지 모든 교과에 선택과목을 설치하여

고른 분포를 보여주었다. 선택교과의 분류체계는 대체로 모든 국가에서 ‘교과영역

- 학습영역 또는 교과 – 과목’과 같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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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를 세분화하여 과목으로 만드는 방식은 국가마다 조금씩 달랐다. 모든 국가에

걸쳐 수준과 하위분야에 의한 세분화가 일반적이었지만 세분화된 정도나 분류방식

의 체계성은 뉴질랜드가 가장 뛰어났고, 일본의 경우 단위학교의 자체적인 분류체

계가 특징적이었다. 즉, 국가수준에서 제시한 과목들을 학교에서의 수업방법과 목

적, 지역특성 등에 의해 다시 세분화함으로써 학교 자체 과목들을 개설하기도 한

것이다. 영국도 뉴질랜드와 비슷하게 자격제도의 종류와 분류체계에 맞게 다양한

분야와 수준, 목적을 기준으로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유사하게 2-3가지의 수준과 하위분야에 따라 과목들이 세분화되었지만 국가수준의

교과가 파생되거나 단위학교 수준에서 개발한 과목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목적

에 따른 교과분류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선택의 결과는 학생이 선택한 과정, 교과, 과목이 개별 학생의 진로

와 연계되도록 하는가, 즉 진로와의 연계노력과 그러한 기대결과를 효과적으로 달

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과목 이수체계로 나누어 각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거의

모든 분석대상 국가들이 고등학교에서의 진로를 주로 대학진학, 취업 또는 직업준

비, 흥미탐색 등으로 규정하였고 진로지도나 상담 등을 통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과정이나 교과 및 과목과 연결되도록 안내하는

방식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학생의 과정 선택과 진로

를 연결하고자 진로활동이나 진로지도에서 각 과정과 관련된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진로교육은 대학진학 정보제공에 초점을 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다수의 사례에서 선택과목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없었다. 반면에 영

국과 뉴질랜드에서는 과정이 있다면 과정은 물론 개별 선택과목들이 학생의 진로

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가를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대학진학에 대한

정보에서도 각 학과 및 직업분야별 추천 또는 필수 선택과목을 제시하였다. 이수체

계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과정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로만 제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다소 단조로운 반면에 비교대상국에서는 개별 선택과목 수준까지 내려

가서 각 과목이수 전후에는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지, 또는 동시

에 수강하면 좋거나 불가한 과목은 무엇인지 등을 일일이 설명하고 있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에서는 비교대상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

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일반고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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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적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였

다. 먼저, 학생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과정에서 단위학교를

위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줄여야 한다고 보았다. 단위학교 내에서 이루어

지는 학생들의 선택이 보다 자유로운 비교대상국일수록 국가교육과정에서의 구체

적인 지침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신 이들 국가, 특히 영국과 뉴질랜드와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기저에 있는 철학이나 원리, 구조 등을 충실하게 설명하

는 방향으로 국가교육과정 문서의 체제를 변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단

위학교 수준에서의 학생선택의 범주를 지나치게 세분하는 것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선택의 자율성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학생선택의 범주를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학생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가 과정

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한편 지나치게 과정중심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의 경계도 완

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단위학교에서 선택과목 개설 시 일부 교과에 편

중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교대상국에서와 같이 보다 다양한 교과에 선택과

목을 균형 있게 개설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비교대상국의 선택과목의 폭이 넓

은 이유는 체계적이고 세밀한 교과목분류체계와 전통학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분

야를 포괄하는 교과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이 선택과목의 분류

체계를 재정립하고 일반고등학교의 교과에 대한 기존의 개념이나 범위를 확대함으

로써 단위학교가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활동 및 분야를 선택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선택의 목적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비교대상국의 시사점과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선택의 목적을

명료화할 수 있는 두 가지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진로와

과정, 궁극적으로는 대학입학시험과 각 과정별 선택과목을 연계하였기 때문에 비교

대상국에 비하여 학생선택의 목적이 다소 광범위하고 막연해진다는 문제를 지적하

였다. 그리고 비교대상국과 같이 선택과목과 개별 학생의 진로를 구체적이고 장기

적으로 매개하는 자격증 제도의 도입 혹은 현 입시제도의 자격증 제도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이수체계가 과정중심으로 되어 상대적으로 단조롭고

목적성이 불분명한 반면에 비교대상국의 경우 대체로 교과목 중심으로 이수체계를

마련하여 학생의 구체적인 목적에 보다 세밀하게 부합될 수 있도록 한 점을 보고

‘과정’이 아닌 ‘선택교과목’ 중심의 이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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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학생선택권의 구현은 개별 학생들을 각각의 독립적인 인격체이자 결정의 주체로

봄으로써 학생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자 개별 학생들에게 보다 적합한 교육과정

을 학생이 스스로 찾아가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 학생에게 학교교육

을 통해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해주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 연구는 국가 및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와 같은 학생선택권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

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보다 넓은 시야와 다양한 아이디

어를 위하여 외국 사례들과의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그 구현방안을 탐색하였다.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 정리한 연구결과가 갖는 의의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

및 향후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먼저 이 연구의 특징과 의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학생선택권의 여러 측면을 체계적

으로 살펴봄으로써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선택의 문제를 대두시켰다. 선

택교육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본래의 취지에 드러나듯이 학생들이 진

정으로 의미 있고 교육적인 선택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에 비하여 그 동안의 연구들은 현실적인 장애나 해결책 그 자체에 주된 초점을

두고 논의를 발전시켜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의의는 외국사

례와의 문서비교연구임에도 기본적으로 학생선택의 중요성과 교육적 의미에 터하

여 비교・분석함으로써 학생선택을 위한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의미와 목적을 환기

하였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둘째, 외국의 국가는 물론 단위학교의 교육과정도 분

석대상에 포함하여 학생선택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인 수

준까지 보여주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단지 외국의 사례를 모방하기

보다는 이를 근거로 하되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이나 학생선택의

교육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구현방안을 도출해내고

자 하였다. 셋째, 학생선택권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또는 개발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 것 역시 이 연구가 의미있는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기존의 선택교육과정과 학생선택권의 논의들은 학생선택

의 의미로부터 분석해야 할 준거를 끌어내기 보다는 교육과정의 여러 요소들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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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나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하여 이 연구는 선

행연구와 사례분석과정에 터하여 학생선택의 다양한 의미와 구체적인 분석준거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보다 논리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연구결과를 정리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학생선택권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 및 단위학교의 선

택교육과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거나 구체적인 구현방안을 개발할 때 기

초연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화와 최근의 연구동향에 비추어볼 때 단위학

교 수준에서의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

며 이에 따라 학생의 선택권도 보다 확대되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

된다. 이와 더불어 고등학생들의 진로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온 만큼 진로와

의 관련성 속에서 개별 학생의 선택권에 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학생선택을 위한 교육과정은 현재의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서 더 나아가

실제 학교에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 역시 그

러한 흐름 속에서 학생선택권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선택교육과정

과 학생선택의 의미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는 데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

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의 연구과

제를 제언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는 문서분석이라는 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함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에 관한 제

한된 자료만 수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천되고 경험되는 교육과정을 두루 살

필 수 없었다. 교육과정 문서 그 자체도 교육과정 실행의 근간으로서 의미가 크지

만 교육과정의 중요한 부분인 실천적인 층위가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 연구

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적지 않은 연구에서 교육과정이 문서와 실행 간의

괴리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문서만으로 선택교육과정에서의 학생선택을 온전하게

설명하였다고 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에 학교현장 연구를 통하여 학교교육과

정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그 맥락 속에서 학생선택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

가를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선택교육과정의 운영과 더불어 개별 학생들의 선택경

험과 선택의 결과를 추가적으로 살펴본다면 연구결과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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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방안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의 결과에서 제시한 구현방안은 국가나 단위학교에 적용되거나 활

용될 수 있을 정도의 체계와 상세함은 갖고 있지 않다. 각각의 구현방안은 그 자체

로 하나의 온전한 선택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방법으로서 제시되기보다는 우리나라

일반고등학교가 학생선택의 세 측면과 관련하여 갖는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대략적인 방안 또는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추후의

연구에서 각 구현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킨다면 학생선택의 교육적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한 선택교육과정의 모형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셋째, 이 연구는 학생선택을 단위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선택으로 그 범위

를 제한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사실 학생의 선택은 한 학교 내에서도 체험활동이

나 학교의 자치활동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학교선택과 같이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과목 및 교과 선택과도 무관

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학교를 선택할 때의 선택의 기준이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 교육과정에 있다면 이 역시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선택의 한 가지 형태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포함하지 않은 맥락 또는 대상들

에 대한 학생선택권에 대하여도 논의해 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사례 수의 제한으로 인하여 각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가 각 국의

교육과정을 대표할 정도의 일반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구체적인 분석

내용에 관해서는 그 항목이 갖는 일반성을 확신할만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웠다. 물

론 이 연구에서 각 국의 교육과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들과 예비조사를 통한 추

가적인 사례분석을 통하여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

가 내의 단위학교 간의 차이와 각 학교들이 하나의 국가에 속하였기 때문에 갖는

일반적인 특성을 보다 엄밀히 구분하지 못하였고 국가별로 심도 있는 이해도 부족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면 이 연구가 여러 국가를

동시에 비교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한 국가 내의

사례 수를 늘리는 한편 각 국의 역사나 문화적 맥락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탐구를

함으로써 국가별 학생선택의 실태나 방안에 대하여 보다 풍부하고 설득력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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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mplementation plan of

student’s right of curriculum

choice in general high schools

: A focus on comparison of documents with

foreign cases

Hu, Ye-Ji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a ‘learner’ is considered as an subject, more than just an important

factor in curriculum development, who is able to decide on making their own

curriculum. In Korea, there have been efforts to turn this idea into reality

through ‘elective curriculum’ in high schools. However, schools have been

unable to implement it in accordance with its essential purpose which is to

respect the student’s right to choose, because of practical barriers and limited

discu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student’s

rights to choose in the general high schools and to suggest implication for

improvement of elective curriculum in Korea,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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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and school curriculum documents of Korea, England, New Zealand and

Japan. Thus,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How is the student’s right to choose their curriculum embodied in the

curriculum documents of general high schools?

2)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nd what are the

implementation plans of student’s right of curriculum choice in general

high schools from the educational point of view in Korea?

To figure out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three significant aspects of

student’s choice, such as autonomy, diversity and finality were drawn from

preceding research and collected data. In order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documents, analysis criteria (the amount, the range, and the result of choice)

were developed, which represent each of three asp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are three major findings on the actual situation of student’s

choice in curriculum documents. One of them deals with the amount of

student’s choice which is figured out by the number of elective courses and the

time assigned to them. It was the lowest in Korea while the highest in New

Zealand. The substantial amount of choice, which is affected by how the option

pools are divided, appeared similar to these analysis results. The analysis result

also presents that the range of student’s choice, which is determined by the

number of different tracks and subjects in a school, is quiet limited in Korea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s the majority of high schools in Korea have only

two kinds of tracks and offer options mostly in core subjects, whereas schools

in other countries have more than three tracks or none and give more options

in diverse subjects. Furthermore,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elective subjects is

systematic and coherent in New Zealand and England, while it is not in Korea.

Some Japanese schools also have their own classification system and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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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it to develop new subjects or to subdivide subjects in national

curriculum. Lastly, the results of student’s choice are deeply related to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in Korean general high schools. On the other

hand, schools in other countries, especially England and New Zealand, give

advice to their students, for all kinds of majors in college or university or

various career fields. In addition, they provide efficient ways to complete each

course and get the certification that is related to the course in the end.

Secondly, the several implementation plans for Korean elective curriculum are

suggest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mentioned above. First of all, to extend

the autonomy of student’s choice, the national curriculum has to explain the

philosophy or the fundamental principles underpinning the whole curriculum

rather than drawing up guidelines in every meticulous detail. At an unit school

level, it seems necessary to increase the size of option pools because a very

fragmented pool may reduce the substantial autonomy of student’s choice.

Meanwhile, to provide diversity in student’s op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unit schools diversify tracks or pathways and mitigate the border between

them. Moreover, unit schools should offer more elective courses in various

levels and subject areas. In order to support unit schools, the national

curriculum is recommended not only to systematize the subject classification

system but also to extend the concept and range of subject area in a general

high school.

Finally, some suggestions have been made to promote clearness of finality of

student’s choice. One of them is to bring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into use,

replacing the current university entrance exam, and to link elective courses and

individual student’s career in the long term. In addition, the pathways of each

subject should be introduced respectively to students so that they are able to

make better choices and achieve their goals more effectivel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below: First, it brings forward the

matter of student’s right of choice in general high school curriculum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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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ing on student’s choice from the educational point of view. Second, it

shows possible alternatives in realizing student’s right of choice concretely

through actual cases of foreign countries. Thirdly, the present study was the

first to develop criteria of analyze that covers crucial aspects of student’s

choice.

Despite these findings, there remain certain limitations and results of this

study leave more to be investigated in regards to the following subjects: First,

there should be an observation on the student’s choice in a practical context

where schools and teachers implement the curriculum documents. Second, by

giving a concrete form to each of the main suggestions, it will be possible to

develop a whole curriculum model for the student’s right of choice that could

be used in schools. Third, the student choice of curriculum in other contexts

can be explored in future work such as extra curriculum, school choice and so

on. Lastly, there needs to be in-depth research into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each country with a larger sample size to give more accurate

description of the real condition of the student’s choice.

* Key words: student’s right of choice, curriculum choice, elective

course, general high school curriculum, foreign case

study,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 Student number: 2011-21480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문제 

	II. 이론적 배경
	1. 선택교육과정의 도입배경과 발달과정
	가. 선택교육과정의 도입배경
	나. 우리나라 선택교육과정의 발달과정

	2. 선택교육과정에서의 학생선택의 의미
	가. 선택의 본래적 의미
	나. 학생선택의 교육적 의미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가. 비교대상국선정
	나. 국가별 사례학교 선정
	다. 분석자료

	2. 분석방법 
	가. 비교분석 및 비교연구
	나. 내용분석

	3. 분석준거
	4. 분석절차

	IV. 국내외 일반고등학교 학생선택권의 구현실태
	1. 우리나라
	2. 영국
	3. 뉴질랜드
	4. 일본
	5. 종합비교

	V. 우리나라 일반고등학교 학생선택권의 교육적 구현을 위한 논의
	1. 학생선택의 자율성 확대
	가. 국가교육과정의 실무적 지침의 간략화
	나. 단위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선택범주 확대

	2. 학생선택의 다양성 확보
	가. 단위학교의 과정종류 다양화와 과정 간 경계 완화
	나. 단위학교의 균형 있는 선택과목 개설
	다. 선택교과의 분류 체계화와 범위 확대

	3. 학생선택의 목적성 강화
	가. 선택과목별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나. 교과목중심의 이수체계 마련과 과정 종류의 분화


	VI.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