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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은 지식교육을 통해 ‘심성의 함양’, ‘마음의 발달’,

‘인류의 지적 전통으로의 입문’과 같은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

력해왔고, 서로 분리된 ‘교과’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적화된 방식

으로 여겨져 왔다.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교과는 학생들이 학문의 대표적

인 지식을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다. 그러나 기존

지식 간의 융합(convergence)과 혼합(hybrid)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이 중시되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교과로 분리된 단순한 방식의 지식

습득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는 학교교육에 ‘역량’을 반영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교과를 중심으로 학교교육이 이루어졌지

만, 학교에서의 교육이 실제와 동떨어져 있어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는 핵심역량을, 각론에서는 교과역량을 반영하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

동 등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서 역량중심 교육을 실천하여 학생의 역량을

키우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가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을 반영

하였다고 하여 학교에서 역량중심 교육이 국가교육과정의 의도대로 실천

될 것이라 확신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교사들의 입장에서 역량중심 교육

과정은 상당히 생소하고 혼란스러운 것일 수 있다. 연구를 위한 예비조

사 과정에서 교사들은 역량중심 교육에 대해 생소함과 거부감, 공감이라

는 상반된 반응을 드러냈다. 이는 문서로서의 국가교육과정과 교사에 의

해 전개된 교육과정이 다를 수 있음을 드러낸다. 역량중심 교육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는 현재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육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다. 201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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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육과정은 역량중심 교육을 표방하며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을 교육과

정에 반영하였고, 학교에서 이를 활용한 역량중심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

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을 중심으로 교사들이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의미와 관계 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역량중심 교육을 어떻게 실천하

는지,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이해와 실천에서 드러나는 특징과

쟁점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은 역량중심 교육과

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은 역량중심 교육과

정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셋째, 초등학교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서

드러난 특징과 쟁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은 핵심역량을 ‘학교교육의

목표’로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야할 능력이자 교과역량의 기반으로 이해

하고 있었고, 교과역량을 교과의 목표이자 역량중심 수업의 목표, 교수·

학습 방법, 평가 설정을 위한 기본적인 틀로 이해하고 있었다.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관계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이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로 연구 참여자들은 의미상 핵심

역량이 교과역량을 포함하는 포함 관계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핵심역

량이 학교교육의 목표로 교과의 목표인 교과역량을 포함하고 있고,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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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이 교과역량의 기반이라는 생각에 기초하였다. 두 번째로 연구 참여

자들은 실천 상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관계는 불명확하며, 교과역량으

로 인해 핵심역량의 의미가 오히려 모호해졌다고 여겼다. 그 이유는 핵

심역량과 교과역량이 수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관계를 맺는지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한편, 지식과 역량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지식을 ‘아는 것’으로 역량

을 ‘하는 것’으로 의미상 구분하였고, 지식과 역량의 관계에 대해서는 역

량의 기본 전제를 지식으로 보았으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역량이 발

휘되거나 키워질 수 있다고 여겼다. 요컨대, 역량과 지식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통합된다고 보았다.

두 번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교과의 내

용에 맞추어 기르고자 하는 역량을 선택하였으며, 역량을 반영하여 학습

목표를 설정하였고, 학생이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역량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을 구성하였으며, 평가에서는 다양한 수행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학생의 역량을 신장시키는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

였다. 각 교사의 역량중심 교육은 역량중심 교육에 대한 이해, 역량중심

교육의 경험과 같은 개인 특성과 동 학년 교사의 구성 및 학교의 문화

등과 같은 상황 맥락이 달랐기 때문에 교사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

었다. 예컨대, 장교사는 동 학년 교사 회의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

으로 역량중심 교육을 위한 학습목표, 교수·학습 방법, 평가를 계획, 실

천하였고, 김교사는 몇 년간 역량 교육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과역

량에 초점을 둔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하였으며, 양교사는 역량에 대해

혼자 공부하고 이해했던 것을 바탕으로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역량 중

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만을 선택적으로 반영하여 역량중심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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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였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 역량중심 교육

을 실천하였다.

세 번째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

한 이해와 실천을 통해 드러난 특징은 세 가지였는데, 이는 연구 참여자

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에서 학습목표, 교수·학습 방법, 평가 설정

에서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 교과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중심의

역량 교육’이 실시되었다는 점, 연구 참여자들이 핵심역량보다는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교과역량을 중심으로 ‘교과역량 중심의 수업’을 실시하

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특징과 더불어 연구에서는 역량중심 교육과정

의 이해와 실천에서 드러난 혼란과 괴리를 쟁점으로 제기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느끼는 혼란과 괴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국가가 발행한

문서들에 대한 교사들의 의문과 혼란, 역량중심 교육의 방향과 연구 참

여자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 간에 괴리였다. 이와 같은 혼란과 괴

리는 불친절한 국가문서, 구조화 되지 못한 핵심역량과 교과역량, 체계적

이지 못한 교과역량 제시 방식, 역량중심 교육을 위한 연수의 부족 때문

이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첫째, 이 연구는

실질적으로 처음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실행되는 시기에 초등학교 교사들

이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둘째, 이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괴리를 기술하였고, 이와 같은 혼란과 괴리의 원인을 탐색하여 드러냈다

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이해 및 실천과 관련하여 이 연구를 통해 해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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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몇 가지 한계가 남아 있지만, 추후 충분한 연구가 이어질 것이

라 기대하며,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

자 한다. 첫째, 국가교육과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교과서, 교사용 지

도서의 교사 친화적 개발이 필요하다. 역량중심 교육이 학생의 역량 성

장이라는 바람직한 교육의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역량에

초점 맞추어 교육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역량중심 교육은 이뤄질 수

없다. 그렇기에 국가 문서들이 교사 친화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둘

째,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역할과 관계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

하다. 수업과 관련하여 핵심역량, 교과역량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역량의 제시

방식과 위상에 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

서 교과별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서의 역량 제시 방식 및 위상에 상

당히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과별 다른 역량 제시 방식과

위상은 교사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이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역량의 이해에 초점을 맞춘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을 균형 있는 방식으로 다루며 실

질적인 예를 제공하는 연수, 역량의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는 교사 교육

이 필요하다.

주요어 : 역량, 역량중심 교육, 역량중심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교과역량, 질적 연구

학번 : 2014-2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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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은 지식교육을 통해 ‘심성의 함양’, ‘마음의 발달’,

‘인류의 지적 전통으로의 입문’과 같은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

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많은 양의 지식을 다루기 쉽고, 학생들에

게 가르치기 좋은 방식으로 쪼갤 필요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일관된 학습 영역이자 틀로서 ‘교과’가 등장하였다(소경희, 2006).

전통적으로 학교교육에서 서로 분리된 ‘교과’는 학생들이 학문의 이론

적 지식을 습득하기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여겨져 왔으며, 학교교육과 관

련하여 교과는 학생들이 학문의 대표적인 지식을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다. 그러나 기존 지식 간의 융합(convergence)과 혼

합(hybrid)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중시되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교과로 분리된 단순한 방식의 지식의 습득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이와

같은 의문은 학교교육에 ‘역량’을 반영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사실 역량은 주로 특정 직업, 직무와 관련하여 논의되었고, 직업, 직무

와 관련된 역량은 컴퓨터 공학자의 역량, 요리사의 역량, 의사의 역량과

같이 매우 많고 다양하다. 하지만 학교교육에서 주목하는 역량은 특정

직업이나 직무와 관련된 역량이라기보다는 21세기 사회를 성공적으로 살

아가기 위해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할 일반적이며, 공통적인 능력

인 ‘핵심역량’을 의미한다(소경희, 2007). 요컨대, 학교교육과 관련된 역량

논의는 학생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무수히 많은 역량 중에서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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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맥락에서 사용 가능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

한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선별하여 이를 학교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역량이 학교교육 반영되었을 경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역량중심 교육이 지식 교육이 올바르게 시행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학생의 지적 성장이라는 고유한 가치를 간과하며(김광민, 2009), 역량중

심 교육이 교과의 고유한 지식체계나 원리의 제공을 소홀히 하여 학습자

에게 충분할 정도의 지식교육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고 본다(Young, 2014). 이와 같은 비판은 지식과 역량이 성격상 완전히

다르고 분리된 것으로 여기며, 역량보다는 지식 그 자체의 중요성을 강

조한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하여 역량을 긍정하는 많은 선행연구들은

역량중심 교육이 지식을 대체하거나 배제하고자 하는 논의가 아니며, 역

량중심 교육이 전통적인 자유교육에서 강조하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되,

그간 간과되었던 ‘무엇을 할 수 있는가’(knowing how)에 초점을 맞춰

학교교육을 조정,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박민정, 2009).

즉 역량중심 교육은 이론적 지식의 습득과 더불어 다양한 맥락에서 학생

이 습득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시하며(소경희, 2009), 역

량이라는 개념 속에 이미 지식이 내재적으로 함의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

과 역량을 분리하여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져

야 한다고 본다(심효선, 2018). 요컨대, 역량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역

량’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교과로 대표되는 이론

적 지식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배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며, 오히려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이 삶의 다양한 맥락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

는 역량을 키우고자 한 것이라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역량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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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지만, 근래에 역량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지식중심 교육이 학생의 삶에 필요

한 능력을 제대로 키워주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다(소경희, 2007;

이광우 백경선 이수정, 2017). 기존의 지식중심 교육은 교과 지식의 전달

과 습득에만 초점 맞추기 때문에 미래사회에서 삶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

식과 능력의 성장을 개인의 문제로 취급해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외면하며, 교과 교육에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들을 반영하더

라도 실제와 동떨어져 있어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

다(황규호, 2017). 요컨대, 기존의 교과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지식

과 지식의 습득을 증명하였던 학력이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의 성공적으로

삶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이 삶을 살

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인 ‘역량’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소경희, 2007; 박민정, 2009; 이흔정, 2010; 심효선, 2017).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교과를 중심으로 학교교육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는 핵심역량을, 각론에서는 교과역량을 반영하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

동 등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서 역량중심 교육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학

생의 역량을 키우고자 하였다.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에 따르면(교육부,

2016), 핵심역량은 학교교육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길러주고자 하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성격을 지닌 일반 역량으로 “학교 학습을 통해서

기르고자 하는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능력”(교육부, 2016: 133)이며, 교과

역량은 “교과가 기반한 학문의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고 활용함으로써

길러질 수 있는 능력”(교육부, 2016: 134)을 의미한다. 요컨대, 우리나라

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을 반영하여 학교교육

을 통해 학생의 실제적 삶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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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가교육과정에서 역량을 반영하였다고 하여 국가교육과정의

의도대로 학교에서의 역량중심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 확신하기는 어렵

다. 오히려 교사들의 입장에서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상당히 생소하고 혼

란스러운 것일 수 있다.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 과정과 선행연구를 통해

보면, 역량중심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은 역량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는데서 오는 ‘생소

함’과 새로 도입된 교육이 행정적인 처리만 늘렸을 뿐 실질적 도움을 주

지 못했다는 경험에서 오는 ‘거부감’이었다(최수진, 2018). ‘역량’이라는

용어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처음 등장하며,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사용

되던 용어가 아니기에 교사들은 역량이라는 용어에 대해 생소함을 느꼈

으며, 교사가 실질적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행정적인 처리만을 강조하는 잦은 교육개혁으로 인해 교사

들은 피로감과 그에 기인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반응은 역량에 대한 ‘공감’이었다. 몇 몇 교사들은 학교교육을

통해 지식의 습득만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 역량

중심 교육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었고, 나름의 방식으로 역량중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두 반응에 기초해보면, 역량중심 교육이 학교현장

에 잘 정착되어 실천될 가능성과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공존한다.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역량중심 교육이 실제 학교 현

장에서 실시되는 현재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역량중심 교육을

직접 실천하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이는 교사들이 역량중심

교육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계획, 실천, 평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

이며,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이해와 실천에서 드러나는 특징과

교사들이 역량중심 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어려움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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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지 등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왜냐하면,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역량중심 교육을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역량중심 교육은 교사가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지

와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교사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실천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역량 및 교과역량과 관련된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은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탐색하거나(한혜정 김영은 이주연, 2016)

핵심역량과 교과역량 중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역량 간의 관계를 탐색하

였거나(이광우 백경선 이수정, 2017; 이진숙 김은주 김대현, 2017; 한춘희

심범식, 2009), 역량과 성취기준 혹은 역량과 핵심 개념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백남진, 2014; 백남진 온정덕, 2014). 이와 같은 선

행연구들은 핵심역량과 교과역량 그 자체를 이해하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니지만, 교사들이 어떻게 핵심역량과 교과역

량을 이해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을 수업에

반영하는지, 교사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이해와 실천이 어떤 특징을 지니

는지, 교사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이 무엇

인지 등을 드러내는 데 한계를 보인다. 최근 들어 역량중심 교육의 실천

사례 연구들이 진행되어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의 전반적인 운영의 모

습을 탐색하기도 하였지만(최연아, 2015; 최수진, 2018), 핵심역량과 교과

역량을 반영한 국가교육과정이 개발되기 이전에 역량중심 교육에 대해

실천한 사례 연구이거나 면담을 통해 연구를 실시하였기에 역량중심 교

육의 실제 실천 장면에서 드러나는 특징과 쟁점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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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웠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의의와 한계에 기초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실제 적용에 맞추어 초등학교 교사들이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는지를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을 중심으로 질적으

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특징과 쟁점을 탐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

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은 역량중심 교육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초등학교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에서는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의미와 관계를 탐색하였다. 2015 개

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을 총론에, 각 교과의 교육과정에 교과역량

을 반영하였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학교에서의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역량을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였다(교육부, 2016). 2015 개

정 교육과정이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을 반영하여 개발되었다는 점을 고려

하면,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는 핵심역량과 교과역량

의 의미와 관계를 탐색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그렇기에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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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어떤 의미를 지니며,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어

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탐색하였다.

또한, 연구에서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 역량과 지식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탐색하였다. 학교교육이 교과를 중심으

로 이뤄지며,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가 교과 지식과 역량에 기초하여

개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과의 지식과 역량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학

생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교과로 대표되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교사들이 지식과 역량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탐색하였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은 역량중심 교육

과정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이 역량중

심 교육과정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탐색하였다. 교사들이 역량중심 교

육과정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교사들이 역량중심 교육과

정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수업에 반영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역량중

심 교육과정의 실천에서의 특징을 밝히는 기초자료가 된다. 다만, 학교

문화, 여건 등 교사가 존재하는 상황 맥락이 다르며, 교사마다의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방식이 다양한 상태에서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의 실천을 연구자의 눈으로 목록화 하는 것은 연구자의 선별과 감안을

요하는 것으로 교사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실천이 온전히 담길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연구에서는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상황

맥락, 수업 계획 및 준비, 수업 과정 및 평가의 세 단계로 나누어 교사들

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있는 그대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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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초등학교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

서 드러난 특징과 쟁점은 무엇인가?

본 연구를 통해서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와 실천에

서 드러난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특징과 쟁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교사

들이 어떻게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있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첫 번째, 두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이해와

실천에서 드러난 특징과 쟁점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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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중심 교육을 표방하며 핵심역량과 교과역량

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였고, 학교에서 이를 활용한 역량중심 교육이 활발

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하였다. 본 연구는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을 중심으

로 교사들이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떻게 실천

하는지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특징과 쟁점을 파악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론적 배경에서는 역량의 등장 배경

과 학교교육에서의 역량의 의미, 역량과 수행, 역량과 지식 간의 관계,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의미와 관계,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차례대

로 탐색해 보았다.

1. 역량의 등장 배경과 학교교육에서의 역량의 의미

가. 역량의 등장 배경

직업사회에서 주로 사용되던 역량이 학교교육에 등장하게 된 주된 원

인은 지식정보화사회로 대표되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기존 교과 위

주의 지식 교육이 사회적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데 적합한 교육을 제공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에 기인한다(소경희, 2007; 이광우 백경선 이수

정, 2017). 기존의 학교교육은 지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인류의 지적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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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는 지식의 형식에 학생들을 입문시키는 것을 추구해왔고,

지식의 형식으로 대표되는 교과를 통한 교육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인공지능,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지식과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교과 지식 위주의 교육

에 변화를 요구한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생산, 유통,

활용이 여러 분야에서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그 결과가 실시간으

로 공유되며, 지식과 정보의 생산이나 변화의 속도가 기존 사회보다 훨

씬 빠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기존 교육에서 중시하던 지식의 생

성, 저장, 가공에 필요한 능력과 더불어 지식의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다

양한 분야에서 생성된 지식, 정보를 종합, 검토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능력이 보다 중시된다(이돈희, 1999). 요컨대, 지식정보화사회

에서는 기존 지식 간의 융합(convergence)과 혼합(hybrid)을 통한 새로

운 가치 창출이 중시되는데, 서로 분리된 교과는 지식을 재생산 할 뿐

새로운 지식을 외면하며,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적합한 능력을 기르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

적으로 제기되었다(황규호, 2017).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역량이 학교교육

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부터 시작된 OECD의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OECD의 DeSeCo 프로젝트에서 역량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넘어서 인간이 특정 맥락 안에서 접하게 되는 복잡한 요구

들을 지식, 기술, 가치, 태도와 같은 사회심리학적인 요소들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OECD, 2005). 이와 같은 역량은 사회의 구성

원 모두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 성격’의 역량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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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최근에도 OECD는 삶의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 가능한 일반

적 성격의 역량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OECD는 교육 2030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사회에 적합한 “OECD 학습의 개념 틀 2030”(OECD

Learning Framwork 2030)(OECD, 2018)을 구축하고, 2030년 성인이 될

학생에게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및 태도를 규명하며, 교육기관에서 역

량에 기반이 되는 지식, 기술, 가치 및 태도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를

탐색하고 있다.

OECD의 두 프로젝트와 더불어 OECD가 만든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는 학교교육에 역량을 반영하는 기폭

제 역할을 하였다(심효선, 2018). OECD는 PISA를 통해 의무교육이 끝

나는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 및 협력적 문제해결력,

사회적 평등, 학생의 행복 지수를 평가하였다. PISA의 결과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기존의 교육에 대한 불신과 반성으로 이어졌으며, 학교교육

을 역량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역량을 반영하려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역량을 반영하

고자 하는 시도가 일어났다. 기존의 교과 중심의 지식 교육이 현실과 동

떨어져 있고, 학생의 사회적 삶에 필요한 능력들을 키우지 못하고 있으

며, 학교교육이 대학 입학을 위한 암기 방식의 주입식 교육으로 변질되

는 문제 등으로 학교교육이 ‘역량’을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소경희, 2007; 박민정, 2009; 이흔정, 2010), 이는

결국 국가교육과정에 역량이 반영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지식정보화사회로 대표되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기존의 교

과중심 지식 교육에 대한 불만 등은 역량이 학교교육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고, OECD의 프로젝트와 PISA는 이와 같은 변화를

촉발하는 기폭제의 역할을 하였다. 역량을 학교교육에 도입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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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는 학교교육이 단순히 학문적 지식의 전달과 재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공적인 사회적 삶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

회적 요구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지식중심의 학교교육에서 역량

중심으로의 학교교육으로의 변화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반

영하여 학교교육이 전반적으로 재구조화하고자 하는 학교교육에 대한 근

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나. 학교교육에서의 역량의 의미

선행연구에 기초해보면, 역량이라는 용어는 역량이라는 용어가 사용되

는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모호하며, 복잡하다(Short,

1985; 황규호, 2017). 이는 역량을 어느 맥락에서 어떻게 논의하는가에

따라 역량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OECD의 역량 개념을 기초로 역량중심의 교육을 운영하

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학교교육에서의 역량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OECD의 DeSeCo 프로젝트를 통해 역량은 직무, 직업에서의 관련을

넘어 학생의 사회적 삶과 관련된 것으로 개념의 확장을 이루었다(소경

희, 2007). OECD의 역량 논의는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학교

에서 학생의 사회적 삶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의 역량을 성장시

키고 학생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OECD의 DeSeCo 프로젝트에서 역량은 개인이 특정 맥락에서 만나게

되는 개인적 사회적 요구들을 지식, 기술, 태도와 같은 사회심리학적인

요소1)들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OECD, 2005). OECD는



- 13 -

2018년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OECD 학습의 개념 틀 2030”(OECD

Learning Framwork 2030)(OECD, 2018)을 구축하였고 이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Ⅱ-1] OECD 학습의 개념 틀(출처: OECD, 2018: 4)

OECD가 최근 수행한 “OECD 학습의 개념 틀 2030”(OECD, 2018: 4)

에서의 역량은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OECD,

2018: 5)으로 이는 새로운 가치 만들기(creating new value), 긴장과 딜

레마 조정하기(recondiling tensions and dilemmas), 책임감 가지기

(taking responsibility)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변혁적 역량은 지식, 기술,

가치 및 태도2)를 기반으로 하며, 부모, 교사, 친구들, 사회와의 상호작용

1) OECD의 사회심리학적 요소는 기술, 태도, 지식, 감정, 가치, 윤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OECD, 2002).

2) OECD 학습의 개념 틀에서 지식은 학문적인(disciplinary), 간학문적인

(interdisciplinary), 인식론적인(Epistemic), 절차적(Procedural) 지식 모두를 포함

하며, 기술은 인지적, 메타·인지적(cognitive & meta-cognitive), 사회적·감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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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학생이 개인에게 주어진 개인적, 사회적 요구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anticipation), 실제 실행하며(action), 이를 반성하는

(reflection)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

OECD의 연구들에서는 역량의 몇 가지 고유한 성격이 드러나는데, 첫

째, 역량의 ‘요구지향적’(demand-oriented) 성격이 드러난다(소경희,

2007). 역량은 상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특정 요구를 받아 이

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할 때 발휘되며, 특히 최근 수행된

OECD 연구에서는 변혁적 역량이 개인에게 요구된 긴장과 딜레마를 조

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역량은 개인의 내적 구조에 영향 받는다. 역량이 지식, 기술, 가

치 및 태도로 구성되는 내적 구조(internal structures)를 가진다는 점은

개인 역량의 내적 구조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3)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개인 간의 내적 구조의 차이로 인해 개인별 역량은 다를 수 있으며, 개

인에게 요청된 복잡한 요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내적 구조가 역

동적인 방식으로 재구성, 가동되어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윤정일 외,

2007).

셋째, 역량은 맥락에 영향 받는다. 개인을 둘러싼 맥락이 어떠한가에

따라 개인이 문제해결 과정에 사용하는 역량이 달라질 수 있다. 학생이

만나는 부모님, 교사, 친구들, 사회가 어떤 것이냐는 개인의 역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자신이 어떤 맥락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지식, 기술, 가치

및 태도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역량은 맥락에 영향을 받는

다. 요컨대, 학생이 어떤 사회 속에서 부모, 교사, 친구를 만나 생활했는

(social & emotional), 물리적·실제적(physical & practical) 기술을 포함하며, 가치

및 태도는 개인적(personal), 지역적(local), 사회적(societal), 세계적(global) 수준

의 태도와 가치를 포함한다.

3) 역량의 내적 구조를 이루는 요소는 지식, 기술, 가치, 태도, 동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윤정일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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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따라 문제해결 과정에서 역량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보았을 때 역량은 외적 요구, 내적 구조, 맥락

이라는 세 가지 요소들에 영향을 받으며, 이 세 가지 요소가 유능한 수

행을 위해 역동적으로 통합되고 연결된다는 점에서 역량은 매우 역동적

이며 총체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소경희, 2007).

한편,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역량중심 교육을 실시하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는 역량의 의미를 <표 Ⅱ-1>과 같이 정의한다. 이를 확인함으로

서 역량이 학교교육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탐색할 수 있다.

<표 Ⅱ-1> 각 나라별 역량의 정의

국가 역량의 정의

뉴질랜드

기능보다 복잡한 것으로 “지식, 태도, 가치로부터 도출

되며 구체적인 행동을 야기하는 것”(Ministry of

education, 2007: 12)

호주

“21세기를 살아가는 학생이 일과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

해 필요한 지식, 기술, 행동방식, 기질을 포함하는

것”(ACARA, 2013: 5)

캐나다

퀘벡주

“다양한 원천들4)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과 사용에 기초

한 일련의 수행”(Ministère de l’Éducation, 2001: 9)

4)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원천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는 경험, 기술, 흥미 등을

뜻하는 개인의 내적 원천과 친구, 교사, 문서 등의 외적 원천을 의미한다

(Ministère de l’Éducatio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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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퀘벡주에서의 역량은 개별 국가들의 교육 의도

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지만,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역량은 지식, 기술, 가치, 태도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

으로 규정된다. 뉴질랜드에서 역량은 지식, 가치, 태도의 결합물이며, 호

주는 역량의 의미에 지식, 기술, 행동방식, 기질을 포함시켰으며, 캐나다

퀘벡의 경우 지식, 기술, 흥미 등의 내적 원천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보

면, 역량의 구성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뉴질랜드, 호

주, 캐나다 퀘벡 주에서 역량은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야할 지식, 기술,

가치, 태도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5)으로 정의된다.

둘째, 역량은 수행을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낸다. 뉴질랜드에서 역량은

구체적인 행동을 야기하는 원인이며, 성공적인 학습자는 자신에게 요구

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량을 사용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07: 12). 호주의 경우 일과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수행 과

정에서 역량이 사용되며, 캐나다 퀘벡의 교육과정에서도 역량은 학습자

의 다양한 원천들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과 사용에 기초한 수행으로 정의

된다. 요컨대, 역량은 학생의 수행과 깊이 관련되며 특정 장면에서 개인

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수행을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낸다(소경

희, 2007).

셋째, 역량은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인 개념이다. 뉴질랜드에서

는 개인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역량의 세부 요소가 역동적으로 결합된다

고 보았으며, 호주에서는 일과 직업의 성공을 위해 맥락에 따라 지식, 기

5) 역량의 총체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시적인 지식,

기술과 비가시적인 동기, 태도, 가치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에서의 총체성이

며, 두 번째는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

를 이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에서의 총체성이다(윤정일 외, 2007).

요컨대, 역량은 역량을 구성하는 지식, 기술, 가치, 태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총체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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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행동방식, 기질이 적절하게 결합되어 사용됨을 가정한다. 캐나다 퀘

벡주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삶의 맥락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내적 원천과 외적 원천을 맥락에 맞춰 역동적

으로 조정한다고 본다. 요컨대, 개인이 다양한 삶의 맥락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역량 내부 요소들 간의 역동적인

결합과 사용이 일어나며 이와 같은 점에서 역량은 역동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OECD와 각 나라에서의 역량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학교교육에

서의 역량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개인적, 사회적 요구의 해결을

위해 자신의 맥락을 잘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개인이 가진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를 역동적으로 재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뜻한다.

그러므로 역량중심 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가

치 및 태도를 교육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

함으로써 학생의 사회적 삶에 대비시키는 교육을 의미한다.

2. 역량과 수행, 역량과 지식의 관계

본 절에서는 역량과 수행, 역량과 지식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역

량과 수행, 역량과 지식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은 추후 교사들의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이해에 대한 분석과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관계를 파

악하기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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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역량과 수행의 관계

역량은 특정 장면에서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수행을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낸다(소경희, 2007; 백남진 온정덕, 2014). 학생의 역

량이 수행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역량이

수행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으로 인해 역량은 관찰 가능한 행위 및 결과

만을 뜻하는 행동주의적 접근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행동주의적

접근에서처럼 역량을 관찰 가능한 행동, 행위에 국한시킬 경우 개인의

지식, 가치, 동기, 자아 개념 등과 같은 인간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에 대

한 고려 없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훈련, 연습시켜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개인의 역량을 행위로 단순

화시켜 역량을 여러 가지 행위 목록으로 쪼개어 학생이 행위 목록에 존

재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면 곧 역량을 소유했다고 보는 환원주의 오류

를 범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행동주의적 접근에 대하여 역량이 지식,

기술, 자아 개념, 가치, 동기 등과 같은 요소로 이루어진 내적 구조를 가

지고 있으며, 맥락에 따라 역량의 내적 구조가 재구성되고 변화된다는

점을 들어 최근의 역량 논의는 행동주의적 접근을 점차 탈피하고 있다

(소경희, 2007). 특히 학교교육에서 역량은 학생이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

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자신의 지식, 기

술, 가치, 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역량을 단순히 외

적인 행동 및 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OECD(2005)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역량은 특정 맥락에서 개인

에게 요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내적 구조를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조합, 변형하는 역동적이며 총체적인 능력이다. 이는 역량이 개

인의 내적 특성의 발현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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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재조정되고 재구성되는 총체적이며 역동적인 능력임을 말해준

다(윤정일 외, 2007).

한편, 역량 및 수행과 관련하여 하나 더 짚어볼 것은 역량과 관련하여

비슷한 의미로 주로 쓰이는 기술(skill)이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는 점에서 역량과 기술은 비슷하다. 기술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사용

되는데, 첫 번째로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는 기법을 강조할 때 기술이라

는 용어가 사용된다(Stoof et al, 2002, 윤정일 외, 2007에서 재인용). 예

컨대, 축구 기술, 농구 기술처럼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절차적으

로 구분된 능력을 표현할 때 기술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

두 번째로 기술은 어떤 일을 수행할 때 필요한 능력이 충분히 자동화

되어 나타날 경우 사용된다. 컴퓨터 조립 기술을 예로 들어보면, 컴퓨터

조립 기술은 컴퓨터를 조립하는 일종의 능력으로 이 기술을 습득한 사람

은 큰 인지적 노력 없이도 이 기술을 사용하여 컴퓨터를 쉽게 조립할 수

있다. 역량을 기술과 비교해보면, 역량은 기술에 비해 고차원적인 능력을

요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술 뿐 아니라 지식, 가치, 태도,

동기 등의 내적 구조를 이루는 요소를 문제 상황에 맞게 역동적으로 재

구성하여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기술이 상대적으로 주변 상황에서

자유롭다면, 역량은 복잡한 맥락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 능력이며, 역량

은 개인의 인지적 요구와 맥락에 대한 판단과 의사결정까지 요구하는 복

합적이며 총체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Weinert, 2001).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역량이 개인의 수행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맞지만, ‘역량이 곧 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역량은 개인

의 내적 특성이 발현되어 나타나는 것이자 고차원적인 능력을 요구하며,

개인의 내적 구조가 문제 상황에 맞게 역동적으로 구성되어 수행으로 표

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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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량과 지식의 관계

일반적으로 역량과 지식을 구분할 때, 역량은 수행을 나타내는 ‘하는

것’으로, 지식은 이해를 뜻하는 ‘아는 것’으로 구분한다. ‘하는 것’을 뜻하

는 역량과 ‘아는 것’을 뜻하는 지식은 어떤 관계를 맺는가?

역량이 강조하는 것은 특정 장면에서의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를 뜻하는 수행이다. 역량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 중 하나는 역량이 수행

이나 결과만을 강조하여, 이론적 지식의 가치를 경시한다고 보는 것이다

(Hyland, 1993; 김광민, 2009).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역량이 곧 수

행은 아니며, 개인의 역량이 문제 상황에 맞추어 역동적으로 구성되어

단지 수행으로 발현되는 것일 뿐이다. 역량이 수행을 통해 드러나기 때

문에 역량이 결과만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역량

은 지식, 기술, 가치, 태도가 상황에 맞추어 역동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량의 사용으로 드러난 결과 뿐 아니라 과정 역시 중요하다.

또한, 역량이 수행과 관련이 깊다고 해서 역량이 이론적 지식의 가치

를 경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론적 지식의 가치가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눈’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면(김광민, 2009), 학생이 자신

에게 주어진 문제의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 등을 찾는 과정

에 이론적 지식이 제공하는 현상을 이해하는 ‘눈’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

하다. 역량은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지적으로 행위 하기 위하여

언제나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심효선, 2018). 무엇보다 자신에게 요구되

는 것이 무엇인지, 이 문제가 어떤 현상과 관련된 것인지를 파악하게 해

주는 ‘눈’인 이론적 지식은 역량의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역량과 지식은 분리될 수 없고, 역량의 개념 속에 이미 지식이 붙

박여 있다. 이처럼 학생이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역량을 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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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역량이 이론적 지식의 가치를 경시하거나 배제한다고 보기

어렵다.

역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또 다른 비판은 역량을 중시하는 것이 교과

의 고유한 지식체계나 원리의 제공을 소홀히 하여 학습자에게 충분할 정

도의 지식교육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Young, 2014). Young과 Muller(2010), Young(2014)은 학문적 지식을

‘개념, 사실적 지식, 기능’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고 개념에 기초한 지식

이 ‘힘 있는 지식’(powerful knowledge)이며, 이와 같은 ‘힘 있는 지식’이

사람들이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혹은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생

각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들이

보기에 사실적 지식에 치우친 교육(전통적 자유교육)이나 기능에 치우친

교육(역량중심 교육)은 반드시 경계되어야 하며, 특히 기능에 초점을 맞

추는 역량중심 교육은 힘 있는 지식인 개념을 배우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개념에 기초한 힘 있는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를 박탈하고, 그 결과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배워야할 지식을 충분

히 제공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한혜정 박은주, 2015).

그러나 역량중심 교육이 지식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학생의 개념

습득을 어렵게 한다는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역량중심 교육은 지식

을 간과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식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며, 역량이라는

개념 속에는 이미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기존의 교과중심 교육이

‘지식을 위한’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면 역량중심 교육은 ‘지식을 통한’ 교

육에 더 관심을 둘 뿐이다(최연아, 2015). 그러므로 역량중심 교육은 지

식을 대체한다거나 배제하기보다는 역량을 학교교육에 중심에 놓고 지식

을 통한 학습자의 역량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역

량을 중심에 두는 학교교육은 학생의 사회적 삶에 필요한 역량을 선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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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교육내용이 제공되며, 교과의 지식이

그 자체의 습득이라는 목적보다는 상황과 맥락에 맞춰 지식의 적절한 활

용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의미 있게 역량중심 교육 속으로

포함될 수 있다(소경희, 2009).

요컨대, 역량과 지식은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배치되는 것이 아

니다. 역량의 개념 속에는 지식이 붙박여 있으며 역량은 지식을 바탕으

로 성장한다. 역량의 성장은 지식을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량중심 교육은 지식 대신에 역량을 가르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학생의 역량을 기르는 과정에서 지식은 여전히 중요한 역

할을 맡는다.

3.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의미와 관계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중심 교육을 표방하며 총론에 핵심역량을

각론에 교과역량을 반영하여 역량중심 교육이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시행

되기를 기대한다. 연구가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은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깊

이 관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해하는 과정이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파악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가.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의미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은 학문으로 대표되는 이론적 지식의 습득을 위해

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지식정보화 사회로 대표되는 급격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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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변화는 교과 중심의 지식 전달, 재생산으로 이뤄지는 학력이 이제 더

이상 학생의 성공적인 삶을 보장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불

러왔고, 학교교육에서 학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 능력인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황규호, 2017).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역량은 크게 ‘일반 역량’(general

competency)과 ‘교과 특수 역량’(subject-specific competency)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소경희 강지영 한지희, 2013; 백남진 온정덕, 2014). 여기

서 말하는 일반 역량은 범교과적 차원의 여러 교과를 아우르며 포괄하는

역량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학교교육을 통

해 길러야할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포괄하는 총체적이며 역동적인 능

력을 의미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은 범교과적 차원의

일반적 성격을 지니므로 일반 역량이라 할 수 있다(백남진, 2014).

핵심역량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OECD의 DeSeCo 프로젝트에서였

다. 개인이 복잡한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은 무수히 많

다. 이를 모두 열거하고 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특정 맥락에서만 발휘되는 역량을 배운다 하더라도 해당 역량

이 다른 교과나 새로운 상황에서 전이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

다(소경희, 2007). 그렇기 때문에 OECD에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을 규명하고자 하였

다. OECD의 핵심역량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무수히

많은 역량들 중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몇 가지 역량

을 추출한 것으로 OECD의 연구 이후 세계의 각 나라들은 각 나라별 핵

심역량을 규명하였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역량만을 독립된 학교교육의 목표로 설정한다거나 핵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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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중요성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견고한 교과 중심의 지식교육을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소경희 강지영 한지희, 2013). 왜냐하면 학

교에서의 교육이 여전히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핵

심역량의 필요성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학교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과 교과

역량을 제시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핵심역량은 모든 교과

를 아우르는 범교과적 역량이자 어느 맥락에서나 사용 가능한 일반 역량

으로, “학교 학습을 통해서 기르고자 하는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능력”(교

육부, 2016: 133)이자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

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역량을 의미한다(교육부, 2015: 3; 교육부, 2016:

134; 이광우 백경선 이수정, 2017). 총론에서의 제시된 핵심역량은 모두

6가지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며,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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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핵심역량

핵심역량 의미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

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지식정보

처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

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창의적

사고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

심미적

감성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능력

의사소통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

공동체

역량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출처 : 교육부(2017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한편, 교과 특수 역량은 교과의 내용 혹은 영역에서 요구하는 역량으

로 “교과의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

적으로 발현되는 교과를 통해 할 수 있어야 할 능력”(백남진, 2014: 168)

을 의미한다. 교과 고유의 학문적 지식을 반영하는 교과 특수 역량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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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이루는 학문의 차이로 인하여 교과마다 차이가 나며 교과마다의 특

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교과를 배운 후 나타나야할 ‘역량’

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드러낸다(백남진, 2014:

168). 첫째, 교과 특수 역량 기반 접근은 교과의 이론적 지식 뿐 아니라

교과를 통해 할 수 있어야 할 능력을 중시한다. 이는 학생이 교과의 이

론적 지식을 습득한 후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과 특수 역량 접근에서는 지식의 습득보다는 지식의 활용

이 중시되기 때문에 기존처럼 교육내용이 분절적으로 제시되기보다는 통

합적으로 제시되며, 학문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뜻하는 ‘핵심

개념’(big idea)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이 구성된다. 학생은 핵심 개념을 통

해 학문의 기초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문제 상

황에서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교과역량을 획득한다.

둘째, 교과 특수 역량 기반 접근은 능력에 무게 중심을 둘 뿐 지식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다. 교과 특수 역량은 교과의 내용을 습득한 후

이를 활용하는 학생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만, 교과 특수 역량의 기반

이 되는 지식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특수 역

량을 강조하는 것이 결코 지식 대신에 역량을 가르치자는 주장이 될 수

없다.

셋째, 교과 특수 역량 접근은 교과의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포함하

는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지향한다. 역량은 지식과 같은 인지적 요소 뿐

아니라 기능, 가치, 태도와 같은 비인지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내

적 구조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교과 특수 역량을 배운다는 것은 단지 교

과의 지식이나 기능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의 지식, 기능, 가치,

태도로 구성된 복합적 구조를 획득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교과역량은 “교과가 기반한 학문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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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및 기능을 습득하고 활용함으로써 길러질 수 있는 능력”(교육부,

2016: 134)이며, 이와 같은 교과역량은 교과의 성격, 교과 고유의 논리체

계, 구조 등에 따라 교과에서 길러야 할 역량을 선정하고 이를 기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교과역량은 교과 특수 역량과 성격상 동일

하다.

요컨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핵심역량을, 각 교과 교육과정

에서는 교과역량을 제시하며 역량중심 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지기를 기대

한다. 여기서 핵심역량은 학교교육을 통해서 기르고자 하는 필수적인 능

력으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교육의 전 과정을 통해 길러진

다. 하지만 교과를 중심으로 학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핵심

역량의 제시만으로는 학교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기 때문에 교

과가 기초한 학문의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고 활용함으로써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인 교과역량을 제시하여, 교과역량을 달성하는 것을 통해 핵심

역량을 학교교육에서 기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교과역량의 제시는 지

식 뿐 아니라 지식의 활용을 중시하며, 전인적인 발달을 추구한다는 특

징을 지닌다.

나.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관계

핵심역량은 모든 교과를 아우르는 범교과적 역량이자 어느 맥락에서나

사용 가능한 일반 역량이며, 교과역량은 교과가 기반한 학문의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고 활용함으로써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교육부,

2016). 그렇다면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은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설계방식을 탐색할 필요가 있

다. 왜냐하면, 이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 역량을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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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반영하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며, 핵심역량과 교과역

량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역량을 반영하는 교육과정 설계방식은 총론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각론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도 있다(소경희 강지영 한지희,

2013). 총론 중심의 설계방식은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범교과적 역

량을 먼저 선정하여 이를 총론에 반영한 후 이를 각 교과에서 반영하여

교과 교육과정을 설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총론 중심의 설

계방식은 모든 교과가 총론과 일관된 체계를 가짐으로 학교교육이 추구

하는 범교과적 역량의 획득에 집중할 수 있다. 예컨대, 총론에서 의사소

통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선정한 후 이를 각 교과에서 교과에 맞는 방식

으로 수정, 번안하여 교과역량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총론 중심의 설계방식은 각 교과의 특성과 무관한 역량이 선정되고, 이

에 맞춰 교과 교육과정이 설계됨으로 교과 고유의 특성이 간과될 수 있

다(한춘희 신범식, 2009; 이경언, 2011, 소경희 강지영 한지희, 2013에서

재인용). 예컨대, 총론에서 공동체 역량을 범교과적 역량으로 선정하고,

이를 각 교과가 반영했을 때 총론의 공동체 역량과 교과의 공동체 역량

은 의미상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총론의 공동체 역량이 교과의 주요한

특성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는 달리 각론을 중심으로 역량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설계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교과 특수 역량이 잘 획득되어야만 일반 역량이 제대

로 발달될 수 있다고 본다(Klieme et al., 2004). 그렇기 때문에 교과 고

유의 특성에 맞추어 교과역량을 규명하는 것이 먼저 선행된다. 이와 같

은 방식은 각 교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교과 고유의 특성

과 지식, 사고방식 등을 교과교육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

나 각론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방식은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범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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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일반 역량의 설정이 어렵고, 각 교과의 교과역량이 중복, 누락 되는

등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일관된 체계의 구축이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요컨대, 총론과 각론 중심의 역량을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 방식은 ‘동

전의 양면’과 같으며 어떤 설계 방식을 취하는가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바뀐다. 총론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 방식은 범교과적 성격의 일반 역량

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 교육과정 설계를 통해 총론과 각론이 일관된 체

계를 가지며, 이를 통해 학교교육이 목표하는 일반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지만, 교과 고유의 교과 특수 역량이 간과될 수 있다. 반면에

각론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 방식은 교과 특수 역량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설계가 이뤄지기에 교과 고유의 역량을 깊이 있게 습득할 수 있지만, 범

교과적 성격의 일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일관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

그렇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역량을 반영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식을 채택하였는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핵심역량을 먼저 선정하여

이를 총론에 반영한 후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하도록 교과 교육과정을 개

발하도록 하는 총론 중심의 역량반영 방식을 취한다. 이는 교육과정 총

론 해설서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에서 여섯 가지 핵심역량을 먼저

제시하며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하도록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의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

부, 2016: 29)고 밝힌 점, “총론의 역량을 교과의 특성에 맞게 번안, 수

정, 추가하여 반영하되, 다만 이 경우에도 총론의 역량으로 인해 교과의

정체성(개념, 지식체계) 등이 훼손되어서는 안됨”(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

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2015: 32, 이광우 백경선 이수정, 2017, p. 80에

서 재인용)과 같은 교과역량 반영 방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과 교과역량과의 관계를

1, 2학년의 과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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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핵심역량과 교과역량과의 관계

핵

심

역

량

교과

핵심역량

교과

특수

역량

자기

관리

공동체

역량

의사

소통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즐거운

생활

의사

소통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바른생

활

자기

관리

역량

공동체

여량

의사

소통

역량

슬기로

운

생활

의사

소통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국어

자기

성찰

계발

역량

공동체

대인

관계

역량

의사

소통

역량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

정보

활용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수학
의사

소통

창의

융합

문

제

해

결

추

론

정

보

처

리

태도

및

실천

출처: 이광우 백경선 이수정, 2017, p. 80-81에서 일부 발췌 재구성

<표 Ⅱ-3>을 통해 보면, 교과마다 교과역량의 명칭에서 차이가 난다

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국어, 수학의 경우 교과의 성격, 논리체계, 구조

등에 기초하여 역량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교과의 특성에 맞추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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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 역량, 문제해결, 추론과 같이 교과에서 중점적으로 길러야 할 교과

역량을 선정하였다. 반면 통합교과의 경우 명칭에서 총론의 핵심역량과

동일하다. 요컨대, 각 교과별로 총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교과역량을 규

정6)하였지만, 교과별로 역량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났다. 이처럼

총론을 중심으로 핵심역량과의 관계 속에서 교과역량이 설정되었다는 점

은 교육과정이 일관성을 지니며, 핵심역량의 획득에 학교교육의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

고유의 역량이 제대로 반영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이광우 백경선 이수정, 2017).

총론을 중심으로 역량이 설계된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은

어떤 관계를 맺는가?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에 따르면, 핵심역량과 교과

역량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는다(교육부, 2016: 134). 언 듯 보기에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언급은 그 자체로

는 무리가 없다. 하지만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언급만으로는 핵심역량

이 교과역량 설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교과역량이 핵심역량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알 수 없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에 대해 어떻게 기술했는지를 좀 더 자세히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핵심역량에 대해 알아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핵심역

량에 관한 기술은 모두 두 가지로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 “이 교육과정

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교육

부, 2015: 3)라는 기술과 “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6) 물론 수학과의 태도 및 실천과 같은 경우 교과 특수 역량으로 분리되지만, 태도

및 실천이 수학과 고유의 역량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말 그대로 태

도와 실천은 수학 뿐 아니라 어느 교과에서나 사용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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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

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둔

다.”(교육부, 2015: 4)라는 기술이다. 이 두 기술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핵심역량이 교과 교육 뿐 아니라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야할 것이라는

점, 핵심역량의 함양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

한 전제가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두 기술에는 핵심역량과 교과역량

의 관계가 제시되지 않으며, 교육과정의 인간상이 핵심역량을 통해 어떻

게 구현되는지,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것과 창의융합형 인재가 어떤 관련

을 맺는지를 알 수 없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를 통해 이와

같은 모호함을 해결하려고 한다.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에서는 “2015 개

정 교육과정에서는 인간상을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학생이 학습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핵심역량’으로 제시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의미를 보다 체계화 하였다.”(교육부, 2016: 9)고 밝힌다.

교육과정 총론과 교육과정 해설서의 내용을 종합해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첫째, 핵심역량은 인간상을 구체화하는 매개가 된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에서 인간상이 학교교육을 통해 추구할 학생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한 것을 고려하면, 핵심역량을 키우는 것이 곧 교육과정의 인간상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박창언 김유라, 2016).

둘째, 핵심역량 자체에만 초점 맞추면, 핵심역량은 학교교육을 통해 길

러야 할 학교교육의 목표라 할 수 있다(이광우 백경선 이수정, 2017). 핵

심역량이 학생이 학습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구체화한

것이자 교과 교육과 학교교육의 전 과정을 통해 길러야 하는 것이라면,

핵심역량을 키우는 것 자체가 곧 학교교육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핵심역량은 학교교육의 목표로서 교과 교육의 방향 설정의 기준이

자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교과를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이광우 백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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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2017; 한혜정 김영은 이주연, 2016; 박창언 김유라, 2016).

한편, 교과역량은 교과가 기반한 학문의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고 활

용함으로써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이자 교과의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발현되는 능력을 의미한다(교육부,

2016; 백남진, 2014). 이와 같은 교과역량은 교과 교육을 통해 길러야할

교과의 목표가 되며, 수업 계획, 교육내용 선정, 교수 학습 방법 설정, 평

가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관계를 되짚어보면,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에서 말하는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에 의문이 든다. 사전적 의미에 기초해보면, 상호는

“상대가 되는 이쪽과 저쪽 모두”7)(국립국어원, 2017)라는 뜻이며, 보완은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함.”8)(국립국어원, 2017)이

라는 뜻이다. 이 두 용어를 조합하면, 상호보완이란 ‘상대가 되는 이쪽과

저쪽 모두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를 통해보면,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서로 모자라거나 부족한 부

분을 채워 서로 돕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호

보완적인’이라는 용어를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기

는 어렵다. 사전적 어휘에서 알 수 있듯이 상호보완적인 것이 되려면 서

로 독립적인 상태로 존재해야한다. 그러나 학교교육의 목표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핵심역량은 교과역량을 포함하며, 핵심역량의 달성은 이미

교과역량의 달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물론 상호보완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라 표현했

7) 국립국어원, 2017, 「표준국어대사전」, “상호”, 2018년 6월 2일,

http://www.korean.go.kr/ 에서 검색함.

8) 국립국어원, 2017, 「표준국어대사전」, “보완”, 2018년 6월 2일,

http://www.korean.go.kr/ 에서 검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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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와 같은 표현은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분리되어 있음을 가정하

기 때문에 오히려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관계를 서로 분리 독립된 것으

로 잘못 오해할 여지를 남긴다. 오히려 개념적 관계로만 보면, 핵심역량

과 교과역량의 관계는 핵심역량이 교과역량을 포함하고 있는 포함 관계

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핵심역량을 먼저 설정

하고 난 후 교과역량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 이처

럼 총론을 중심으로 핵심역량과의 관계 속에서 교과역량이 설정되었다는

점은 교육과정이 일관성을 지니며, 핵심역량의 획득에 교육의 초점을 맞

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실제 이를 반영한 문서를 통해서

보면,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에 두 역량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라

고 표현하여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서로 분리된 것처럼 느껴져 교사들

이 두 역량 간의 관계를 오해할 소지도 분명히 존재한다. 교사들이 역량

중심 교육과정 실천에서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등은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 이를 연구를 통해 탐색하였다.

4. 학교에서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실천

학교교육을 통해 역량을 키운다는 것은 학생이 자신의 삶에 주어진 문

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

능, 가치, 태도 등을 신장시키는 교육을 실시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

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서 학생의 성공적인 삶을 준비시키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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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의미한다. 이에 기초한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의 지식, 기술, 가

치 및 태도의 총체적인 발달을 추구하며 역량을 학교교육의 중심에 놓고

역량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 교수·학습 계획, 실행, 평가가 이뤄지는 교육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실천을 목표 설

정, 내용선정, 교수 학습 과정, 교육평가로 나눠 탐색하고자 한다.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수 학습을 계획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목표 설정’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지어보면, 우리나라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의 목표는 교육을 통한 학생 개개인의 ‘핵심역량

의 성장’이다. 그러나 학생의 핵심역량 성장이라는 목표가 어떻게 달성되

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핵심역량의 의미만으로는 학생의 핵심

역량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활동이 무

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교

과별 교과역량이 설정되었다. 교과역량은 교과의 교육을 통해 키우고자

하는 역량이며, 우리나라에서 학교교육이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

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학생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은 결국 교과 교

육을 통할 수밖에 없다(한혜정 이주연, 2017).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에서

는 “핵심역량은 교과역량이 제대로 계발되어야 잘 발달할 수 있다.”(교

육부, 2016: 134)고 언급하며, 역량중심 교육의 목표 설정에 교과역량을

활용토록 한다. 요컨대, 우리나라에서는 교과 위주의 수업이 이뤄지고 핵

심역량은 교과 수업을 통해 교과별 역량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

게 획득된다고 가정되기 때문에 역량중심 수업에서의 목표는 교과역량과

관련되어 설정된다.

교과역량을 중심으로 교육목표의 설정이 이뤄진 후에는 역량중심 교육

을 위한 교육내용의 선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교과

의 지식 습득에 초점 맞춰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역량중심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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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식은 그 자체로서가 아닌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소재로서 필요하다

(소경희, 2007; 최연아, 2015). 기존의 교육이 교과로 대표되는 지식 그

자체의 습득을 중시했다면, 역량중심 교육에서도 지식은 여전히 중요하

지만 이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소재로서 중요한 것일 뿐이다. 역량중심

교육에서 지식과 더불어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내용으로 탐색, 표현과 같

은 기능과 감상, 공감과 같은 정의적 영역까지 의미 있게 포함될 수 있

다(소경희, 2007; 류성창, 2012).

그 다음으로,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설정이 이루어진다. 역량중심 교육에서는 통합적인 접근이 중시

되는데(최수진, 2018), 역량을 중심에 놓고 여러 교과의 교육내용을 통합

하는 방식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한 교과의 여러 단원을

역량에 맞춰 통합하는 방식의 수업도 가능하다. 이처럼 역량중심 교육에

서는 역량을 중심에 놓고 교육내용과 방법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수업이 이뤄진다. 홍원표와 이근호

(2011)에 따르면, 캐나다 퀘벡에서 역량중심 수업을 실시하였던 교사들은

교육내용을 탐구학습, 발표학습, 팀 과제, 토론과 같은 참여적이고 민주

적인 수업방법과 적절히 조화시켜 학생에게 제시하였고, 학생들은 이와

같은 수업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의 역량을 발달시켰으며, 이렇게 발달한

역량을 학생은 다양한 분야의 문제해결 과정에 사용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역량을 키우는 수업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제시한다.

학생 참여형 수업이란 학생들이 교과의 지식과 기능을 깊이 있게 탐구하

고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된 수업으로 교수 학습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수업을 의미한다(교육부, 2016: 45). 요컨대,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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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교육내용과 방법이 적절하게 조화된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이 문제

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목표한 역량이 자연스럽게 자

극되고 활용되며 개발되는 교수·학습을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의 평가이다. 역량중심

교육에서의 평가는 학생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평가로 인지적 학습의 결

과 뿐 아니라 가치, 태도 등과 같은 정의적 영역의 평가가 실시된다. 교

사는 학생 역량의 인지적, 정의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학생의 수행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 뿐 아니라 학생이 수행 과정에서 드러내는 태도, 가

치 등의 변화 과정을 기록하고 종합하여 학생의 역량을 평가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것은 과정중심 평가이다. 과정중심

평가란 학습의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양적, 질적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

들이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생의 “학습을 돕는 평

가”(이경화 외, 2016: 826)이자 교사의 수업과 연동된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평가를

의미한다(교육부, 2016). 과정중심 평가의 목적은 학생 역량의 성장이며,

학생의 학습 과정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 학생의 학습 수준과 과정이 각

자 다르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과정에 맞춰 학생의 사고

방식과 현재의 수행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해 공식적, 비공식적 피드백

(feed back)을 제공한다. 이처럼 과정 중심 평가에서는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평가가 이뤄지며, 평가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다시 학습이 일어

나는 평가와 학습 사이의 순환이 일어난다. 요컨대, 교사는 수업 중 개별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학생의 학습 결과 뿐 아니라 학생의 수업

참여와 태도, 학습 과정에서 발견된 학생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평

가하여 그 결과를 학생에게 피드백하며, 학생은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학습을 반성,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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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일어나는 일련의 순환과정 속에서 학생의 역량은 발달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역량을 중심

으로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설정이 이뤄지며, 이를

통한 학생의 역량 성장이 교육의 목표가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적

배경의 내용들을 기초로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어떻

게 이해하고 실천하는지를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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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들의 역량중

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사

용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이

해와 실천 탐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왜냐하면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천은 연속된 일련의 과정이기에 이를 분리하

여 보기 어렵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볼 것인가에 따라 연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어떻게 이해하

고 실천하는지에 초점 맞추고자 하였다. 먼저 교사들이 역량중심 교육과

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면담을 통해 탐색하였다. 연구의 초기에는 연

구 참여자들의 역량중심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알아보는 질문을

하였지만, 연구의 초점이 명확해지는 시점부터는 연구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문을 통해 연구자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구체적

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한편, 연구에서는 각 교실마다의 상황 맥락에 기초하여 교사의 역량중

심 교육 실천을 살펴보기 위해 교사의 수업을 상황 맥락, 수업 준비 및

계획, 수업 실행 및 평가의 세 단계로 나눠 탐색하였다. 이와 같이 단계

를 분리한 것은 세 단계의 구분이 교사들의 교실 수준의 교육과정 실행

의 단계와 어느 정도 일치하며,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사들의

실천 사례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실

천을 연구자가 임의로 분류하여 제시하는 것보다는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수업의 흐름에 맞춰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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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택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연구를 위해서 연구 참여자들의 모든 교과 수업을 참여관

찰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1, 2학년의 모든 교과를

참여관찰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었다. 연구의 시간도 그렇지만,

학교와 교실의 상황과 여건, 교과마다의 특징 등이 달랐기에 모든 교과

를 연구, 탐색하는 것이 오히려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이해

와 실천이라는 연구의 초점을 흐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은 2017년 1, 2학년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1, 2학년

의 교과인 국어, 수학, 통합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서 연구를 위해

국어와 수학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국어, 수학의 교과역량이 비교적

명확하며, 역량이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에 반영되어 있어 연구 참여자

들과 연구와 관련하여 소통하기 용이했고, 한 가지 교과를 연구하는 것

보다 두 교과를 비교하는 것이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사들이 역량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교과 간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등을 좀 더 명

확하게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초기에는 연구 참여자들의 모

든 교과 수업을 참여관찰 하였지만, 이후에는 국어와 수학 두 과목을 선

택하여 각 교사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살펴보았으며, 연구 참여자

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이해와 실천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었다. 연구는 참여관찰과 면담, 현지자료 수집의 방법을 사용하여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행되었다.

1. 연구의 과정

대학원을 수료한 후 연구주제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연구주제를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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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마음속에 있던 화두는 국가교육과정과 교사들의 교육과정 실행

간의 간극과 관련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국가교육과정은 여러 차례 개정

되었고, 교사는 국가교육과정이 반영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활용

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하였다. 그러나 교사로서 근무하던 경험에 비

춰보면, 국가교육과정과 교사의 교육과정 실천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였다. 실제로 국가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총론과 각론, 교과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같은 문서들이 변화하였지만, 문서에서의 변화

만큼 학교교육은 변화되지 않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총론에 핵심역량을, 각론에는 교과역량을 반영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교교육의 전반 걸쳐 역량중심 교육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는 그간 문제로 지적되던 교과 위주의 지식 교육에서 벗어나 핵

심역량과 교과역량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을 전반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것

이었다(교육부, 2016). 요컨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부터 고

등학교까지 모든 교과를 관통하는 흐름은 ‘핵심역량’과 ‘교과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과 실천이며, 교사가 해야 할 일은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을

중심으로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교육과정에서 역량을 반영하였다고 하여 교사에 의해 역량

중심 교육이 원만하게 실천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교사

들의 입장에서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상당히 생소하고 막연한 것일 수 있

다. 실제로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 과정에서 교사들이 핵심역량과 교과역

량이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교육과

정은 교과 중심으로 편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과서를 활용

해 교사들은 교과 위주의 교육을 해왔다. 하지만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교사들은 기존의 수업과 그 목적부터 다른 역량중심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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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럴 경우 기존의 지식중심 교

육과 역량중심 교육의 차이가 무엇인지, 역량과 지식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교사들이 역량과 지식의 의미와

관계를 오해할 소지도 충분하다. 이와 같은 점에 기초하면, 역량중심 교

육이 학교에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

서 교사들이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실천하

는지 탐색하는 것이며,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이해와 실천에서

드러나는 특징과 쟁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역량중심 교육과정

에 관심이 있고,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를 섭외하였다.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의 선택은 질적 연구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전에 모

집단을 설정하고 모집단 내의 모든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확률적 표집

'(probabilistic sampling)을 하는 양적 연구와 달리 질적 연구에서는 준

거적 선택9)(criterion-based selection) 통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한다(조

용환, 2012: 27).

본 연구에서는 준거적 사례 선택 중 전형적인 사례 선택(typical case

selection)과 연계적 사례 선택(progressive and sequential selection)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섭외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7년부터 1, 2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

을 통해 역량중심 교육을 처음 접하고, 실행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9) 양적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연구자에 의해 연구 참여자의 선택이 일방적으

로 이뤄진다면, 질적 연구에서는 계속되는 연구 과정에서 적합한 연구 참여

자를 선택하는 준거적 선택이 이뤄진다(조용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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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형적인 사례로 섭외하려고 하였으며, 연계적 사례 선택을 통해 역

량중심 교육에 관심이 있고 실제로 실시한 경험이 있는 교사를 연구 참

여자로 선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연구가 교

사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에 관한 연구이다 보니 교사의 수업에 대한

참여관찰이 꼭 필요했지만 연구 참여 의사를 물었던 몇 몇 교사들은 자

신의 수업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와 더불어 역량중심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진 교사를 찾는 것도 어려웠

다. 1, 2학년 교사이면서 역량중심 교육에 관심을 가진 교사 이 두 가지

조건에 합당한 연구 참여자를 구하기 위해 주변의 1, 2학년 교사들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연락을 받은 교사 모두 연구 참여자가 되는 것을 꺼려

하였다.

첫 번째 연구 참여자는 장지민 교사로 연구 참여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을 때, 대학교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장교사가 2016년, 2017년 1학년을

연속해서 지도하고 있었고, 장교사가 대학원에서의 학위 과정을 학생의

영어 활용 능력과 관련하여 연구하였기에 역량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

생각하여 장교사에게 연구 참여를 부탁하였고, 장지민 교사는 며칠간의

고민 후 어렵게 연구 참여자가 되어 주었다.

두 번째 연구 참여자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양재희 교사로 양교사는

2017년 당시 2학년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녀는 총 5번의 2015 개정 교

육과정 연수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할 정도로 새로운 교육과정에 관심

이 많은 교사였으며, 역량을 처음 접하고 이를 실천하는 사례가 연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에 양교사에게 연구 참여를 거듭 요청했고, 양교

사는 어렵게 연구 참여자가 되어 주었다.

마지막 세 번째 연구 참여자는 김민준 교사로 김교사는 전형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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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는 장교사 및 양교사와 다른 사례로, 연계적 사례 선택 방법

을 통해 선택되었다. 연구가 진행되던 중 역량중심 교육을 실제로 운영

한 경험이 있는 교사 섭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교수님의 조언을 얻

어 역량중심 연구학교를 2년간 운영하였던 학교를 찾아가 교장선생님께

연구의 의도를 설명하였고, 교장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김민준 교사와

역량과 관련하여 장시간 이야기를 나눈 후 역량중심 교육을 해본 교사가

필요하다는 연구자의 부탁에 김민준 교사는 연구 참여자가 되어 주었다.

이와 같은 연구 참여자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1> 연구 참여자(2017년 기준)

순 이름
(가명) 성별 학년 주요 경력 학위 소속 학교

1 장지민 여 1학년 국립교육대학 졸업
경력 14년차.  석사 하늘초등학교

2 양재희 여 2학년 국립교육대학 졸업
경력 5년차.  학사 바다초등학교

3 김민준 남 2학년 국립교육대학 졸업
경력 7년차. 석사 나비초등학교

가. 역량중심 교육과 기존 교육을 비교하며 역량중심 교육을

실천한 장지민 교사

연구 참여자인 장교사는 30대 중반의 14년 경력의 여교사이다. 그녀는

교육대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대학원에서는 영어교육을 전공하였다.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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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학원에서 학생의 영어 활용 능력을 신장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

고,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2개의 학교에서 각각 5년씩 근무하고 학

교를 이동하는 정기 전보로 2014년 하늘초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겼다.

장교사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6

년과 2017년에 1학년을 맡아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실천

해 보았기 때문에 두 교육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좀 더 분명하

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연구에서 역량중심 교육이 교육과정에 반영

되며 달라진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을 말해주었기에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서의 특징과 쟁점을 찾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연구를 위한 첫 번째 전화통화에서 그녀는 역량중심 교육에 관심이 있

고 역량중심 교육을 학교에서 실천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1학년 학생들

이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학습 습관이 잘 잡혀있지 않고, 학생들이

수업에 주의 집중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여관찰은 어렵다는 뜻을 표

했다. 두 번째 전화 통화에서 연구의 목적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실행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1,

2학년 교사만이 연구 참여자가 될 수 있고,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모두 지도한 교사가 필요하다는 간곡한 부탁의 말에 장

교사는 연구 참여자가 되어 주었다.

장교사는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역량중심 교육의 목적에 공감하고 있었

기에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으며, 학생의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

한 다양한 방식의 역량중심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하였다. 장교사의 수업

을 참여 관찰하고, 전사한 자료를 가지고, 장교사와 이야기하면 할수록

장교사는 자신의 수업에 대해,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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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연구 과정에서 장교사는 역량을 반영하여 역량중심 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역량중심 교육의 의미, 목적, 평가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으며, 자신의 역량에 대한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 연구자와 함께 논의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장교

사는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내어 주는

것에도 가장 적극적이었다.

나. 역량중심 교육을 처음 실천하는 양재희 교사

연구 참여자인 양교사는 20대 후반 경력 5년의 여교사이다. 그녀는 국

립 대학교에서 주 전공으로 초등교육을 전공하였으며, 바다초등학교로

발령 받아 5년째 근무 중이었다. 2017년, 2018년 2년 동안 2학년을 가르

친 양교사는 역량중심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개정 교육

과정 연수에 모두 참여할 정도로 개정 교육과정 실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양교사는 연구 참여자로서 역량을 처음 접한 교사의 모습을 대변한다.

예컨대, 김민준 교사가 연구학교에 속해 있기에 여러 가지 지원 속에서

역량중심 교육을 접하고, 동료 교사들과의 회의하며, 역량중심 교육을 3

년 동안 실천하여 역량중심 교육에 익숙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와는

다르게 양교사는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통해 역량을 처음 접했고, 동료

교사들과의 논의 없이 개인적으로 역량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반영하여

역량중심 교육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양교사는 김민준 교사와 역

량을 접한 계기도 다르며, 방법도 다르기에 일반 교사들이 역량중심 교

육을 접했을 때, 어떻게 이를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양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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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양교사는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신

의 수업을 다른 사람이 참여관찰하고 이를 녹화하는 과정이 어렵고 두렵

지만, 연구가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을 인

식하였고, 연구 참여자가 되어 주었다.

다. 연구학교에서 역량중심 교육을 경험한 김민준 교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연구 주제에 맞추어 역량중심 교육을 경험했던 교사

를 섭외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경기도 교육청에 연락한 것이었다.

경기도 교육청에 연락한 이유는 국가교육과정에서 역량을 반영하기 이전

부터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몇 년간 역량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였

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에 문의 결과 역량과 관련된 연구는

2016년에 종료되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연구학교와 관련하여 각

시도의 교육청에 문의하였고, A시의 한 교육청에서 교육부 지정 핵심역

량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나비초등학교를 소개해 주었다. 메일로 나비초

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연락드렸고, 이후 날을 잡아 나비초등학교에 방문

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 등에 대해 교장선생님께 설명하자 교장선생님

께서는 김민준 교사를 소개해주었다.

연구 참여자인 김민준 교사는 30대 초반의 7년 경력의 남교사이다. 그

는 교육대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대학원에서는 수학교육을 전공하였다. 그

는 첫 학교에서 5년 반을 근무하고 학교를 이동해야 했지만, 학교의 요

청으로 2년 더 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2017년 당시 김민준 교사는 나비초등학교에서 2학년을 맡아 가르쳤

다. 그는 2014년부터 교육부 지정 핵심역량 연구학교의 일원으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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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연구학교 초창기부터 연구 동아리에 참가하여 역량중심 교육을

위한 공부를 하였으며, 2016년, 2017년에 대학원에서의 수학 교과역량

연구에 참여하여 수학 교과역량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김교사는 그간

경험에 비추어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에서의 어려움, 역량중심 교육의

장점과 단점 등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해 주었다.

3. 연구 수행 일정

연구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이뤄졌다. 2016년에서 2017년

초에는 연구 참여자 섭외,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와 선행 연구물에 대한

분석 및 정리를 하였고,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는 자료 수집과

면담,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논문 작성

이 이뤄졌다. 연구의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았지만,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연구 자료들에 맞추어 선행 연구

물 분석 및 정리. 추가 자료 수집 등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논문의

작성과정에서 드러나는 점들에 대해 추가적인 면담이 계속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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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연구 기간에 따른 연구 내용

연구

단계
연구 기간 연구 내용

1
2016년 11월

～2017년 3월

기초연구, 선행 연구물 분석 및 정

리, 연구 참여자 섭외

2
2017년 4월

～2018년 4월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 참여자와

의 면담, 수업 관찰, 현지 자료 수집

3
2018년 2월

～2018년 7월
논문 작성

4. 자료 수집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

육과정의 이해와 실천을 탐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세 명의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에 대한 참여관찰이 이뤄졌고,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

한 이해를 알아보기 위해 세 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면담, 현지

자료 수집이 이뤄졌다, 각 교사가 수업을 하는 방식과 자료 제공 방식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세 명의 교사로부터 수집하는 자료의 양과 질에

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났다.

우선, 초등학교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이해와 실천을 탐색하

기 위해서는 참여관찰이 필요하다. Sparadley(1980)는 연구자가 참여관찰

을 할 때, 관찰 대상과 연루되는 정도,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완

전 참여, 적극적 참여, 중간 수준 참여, 수동적 참여, 비참여로 나누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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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본 연구에서는 수동적 참여를 실시하였다. 수동적 참여는 현장에 있

기는 하되,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련을 맺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이며, 연

구의 목적이 초등학교 교사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실행을 탐색하는 데

있으므로 교사의 수업에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 수동적 참여 수준을 유지

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초기에는 연구 참여자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과 관련하여

교과를 구분하지 않고 참여관찰을 하였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

에서 통합교과의 경우 교과서에 역량이 제시되지 않았고, 교과역량이 핵

심역량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며, 의미에서 거의 구별되지 않아 핵심역량

과 교과역량이 어떻게 수업에서 관계 맺는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

에 이를 제외하고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국어

와 수학에 집중하기로 하였고, 두 교과의 역량중심 수업에 대한 참여관

찰이 이루어졌다.

참여관찰은 연구 참여자들의 교실에서 직접 이뤄졌으며 연구 참여자가

허락한 수업은 모두 비디오카메라로 녹화되었다. 하지만 몇 개의 수업의

경우 연구 참여자가 참여관찰은 허락하였지만, 해당 차시의 수업이 학생

들의 활동이 중심이 될 경우 비디오 촬영을 원치 않았기에 이는 녹화되

지 못하였다. 참여관찰 직후에 참여관찰을 진행하면서 들게 되는 의문과

미리 작성된 질문들을 활용하여 수업에 대한 교사의 생각이나 변화를 알

아보기 위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사가 이루어진 후에는 참여관찰

에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면담을 하고자 하였다.

초기의 면담이 주로 참여관찰 과정에서 생기는 질문들과 면담 과정에

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 비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면, 이

후 연구문제가 좀 더 구체화되고 참여관찰이 계속 진행되면서 좀 더 연

구문제에 초점 맞춘 반 구조화된 면담과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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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실시하는 동안 연구 참여자들의 허락을 얻어 녹음하였으며, 면담

이 끝남과 동시에 가급적 전사하였고, 전사를 통해 드러난 것들에 대해

다음 면담에서 다시 질문하였다. 참여관찰과 면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

들의 수업 시간에 활용했던 동영상 자료, 수행평가 자료, 학습지, 단원

평가지, 알림장 등의 현지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의 신상과 관련이 되지 않을 경우 학생의 자료나 교사가 만든 자료

와 같은 연구를 위한 현지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었다.

연구 참여자인 장지민 교사의 수업에 대한 참여관찰은 6월 12일부터 6

월 25일까지 2주간,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12차시의 수업에

대해 이루어졌다. 참여관찰은 한번 방문할 때마다 1, 2차시의 수업에 대

해 이루어졌고, 참여관찰 과정 중 궁금한 점을 현장노트에 기록하였으며,

비디오카메라로 녹화된 것을 보며 전사하였다. 장지민 교사와의 면담은

참여관찰 후에 주로 이루어졌으며, 전사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추후 면담

은 다음 참여관찰을 마치고 이뤄졌다. 장교사와의 면담은 2018년 4월까지

이어졌는데 이는 논문을 작성하며 추가적으로 장교사의 생각을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면담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었는데

짧게는 40분에서 길게는 2시간가량 이어졌다. 장지민 교사와는 총 12회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인 양재희 교사의 경우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12차시의 수업에 대해 참여 관찰하였다.

또한, 참여관찰 과정에서 양교사가 활용한 포스트 잇, 학생의 평가 결과

물 등과 같은 현지자료가 같이 수집되었다. 양교사와의 면담은 7월 1일

부터 7월 19일까지,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월 29일부터 4월 11일

사이에 중점적으로 이뤄졌으며 학생들이 하교한 후 40분에서 2시간까지

총 10회에 걸쳐 이뤄졌다. 양재희 교사의 경우 같은 학교에 있어 면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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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다른 연구 참여자에 비해 수월했기 때문에 참여관찰을 실시하고 이

를 전사, 정리하고, 전사한 내용에 기초하여 면담이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연구 도중 연구의 필요에 의해 역량중심 교육을 경험했던

김민준 교사를 추가적으로 섭외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김교사는 참여

관찰과 면담을 할 시간이 제한되었다. 참여관찰과 면담은 12월 6일, 12월

20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4월 13일에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김교사

의 수업은 교사의 동의를 얻어 녹화되었으며, 참여관찰 과정 중 궁금한

점을 현장노트에 기록하였다. 현장노트는 비디오카메라로 녹화된 것과

다시 비교하였고, 김교사의 발문과 질문, 학생들의 대답 등은 모두 전사

되었다. 면담은 주로 학생들의 하교 후에 이뤄졌으며 매번 두 시간씩 이

뤄졌다. 김교사의 경우 어느 정도 연구의 틀이 잡힌 상태로 면담이 이뤄

졌기 때문에 수업의 계획 및 준비, 수업의 과정 및 평가 등에 대하여 구

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김교사와 면담한 내용은 모두 녹음되었으며,

이는 모두 전사되었다. 참여관찰 과정에서 현지자료에 대한 수집이 동시

에 이뤄졌으며, 이는 자료로 정리되었다.

5.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자료 기술, 분석과 해석이 중첩적으로 이루

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에 대한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해 자료 수

집이 이뤄졌고, 이를 보면서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는 기술이 이루어졌다.

그 후 1차적으로 간단한 분석과 해석이 이뤄졌으며, 연구 문제가 좀 더

명확해진 후에는 자료 수집, 기술, 분석, 해석의 모든 과정이 추가적으로

이뤄졌다.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 기술, 분석, 해석의 과정이 서로 교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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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복합적, 순환적, 상호보완적인 방식”(조용환, 2012: 50)으로 이뤄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질적 연구의 과정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에서는 가장 먼저 수집된 자료들에 대해 ‘심층적 기술’(thick

description)을 하고자 하였다. Denzin(1994)에 의하면, ‘표층적 기술’(thin

description)이 의도나 맥락과 상관없이 사실을 단순히 보고하는 것이라

면, ‘심층적 기술’(thick description)은 연구자가 직접 체험한 것을 당시

의 상황 맥락, 의도, 의미와 함께 깊이 있게 서술하는 것이다(조용환,

2012에서 재인용).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실시한 역량중심 수업에

대한 녹화자료를 수차례 보며 전사하였고, 면담 과정에서 드러난 교사의

생각과 수업을 수차례 비교하여 심층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두 번째로 한 작업은 질적 분석을 위한 코딩(coding)이다. 코

딩은 자료를 체계화하는 작업으로, 수집하고 기술한 자료들을 여러 차례

읽어가며 에믹 코딩(emic coding)을 실시하였다. 에믹 코딩에서 주의를

기울인 것은 교사들의 상황 맥락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었다. 연구 참여

자들이 속한 맥락에서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최대한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자 하였고, 코딩(coding) 과정에서 연구 참여

자들마다의 특징, 교실의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현재 연구 참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에믹 코딩을 하면서

발견한 것은 연구 참여자마다 역량을 수업에 반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분명히 같은 교과의 역량을 반영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

고 있었지만, 이를 교실에서 구현하는 방식이 교사마다 매우 달랐다. 이

를 특정 방식으로 목록화 하는 것은 연구자의 선별과 감안을 요하는 것

으로 교사의 실행 모습이 제대로 담길 수 없는 위험이 존재했다. 에믹

코딩의 과정에서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실천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 고민하였고, 교사의 역량중심 교육 실천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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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맥락, 수업 준비 및 계획, 수업 실행 및 평가의 세 단계로 나누는 것

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단계를 분리한 이유는 세 단계의 구

분이 교사들의 교실 수준의 교육과정 실행의 단계와 어느 정도 일치하

며,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사들의 실천 사례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실천을 연구자가 임의로 분류하

여 제시하는 것보다는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수업의 흐름

에 맞춰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요

컨대, 에믹 코딩의 과정에서 두 번째 연구 문제인 ‘2015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어떻게 실천하는가?’라

는 연구문제에 답할 수 있었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탐색하기 위

하여 에믹 코딩한 자료를 다시 읽어가며, 핵심역량과 교과역량, 역량과

지식을 주제로 에틱 코딩(etic coding)을 실시하였다. 에믹 코딩이 연구

초기에 자료 그 자체에 집중하여 코딩하는 것이라면, 에틱 코딩은 핵심

역량과 교과역량, 역량과 지식이라는 연구 주제에 대한 분석을 위한 것

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기술된 자료에서 나온

언어나 말들을 활용하여 마인드 맵(mind-map)과 박스 타입(box-type)

분류표를 활용하여 코딩하였다. 예컨대, 연구에서는 ‘핵심역량’라는 주제

에 관한 교사들의 면담 자료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고,

이를 거듭 읽어가며 핵심역량을 마인드 맵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다시

박스 타입 분류표를 활용하여 분류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

연구 문제인 ‘2015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답할 수 있었다. 대략적인 분석이 이

루어진 후 분석 결과를 가지고 연구 참여자들과 다시 면담을 실시하였

고, 이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역량중심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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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를 연구 결과에 반영하였다.

다른 한편, 코딩을 하면서 함께 한 것이 상황 분석과 해석 작업이다.

연구에서의 상황분석은 소상황, 매개 상황, 대상황 분석으로 이뤄졌는데,

먼저 소상황 분석은 전사한 데이터에 집중하여 교사들이 역량중심 교육

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상황 속에 놓여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개별 교사가 놓인 상황에서 교사가 어떤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교사

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동 학년 문화, 학교 상황

등을 소상황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다음으로, 소상황 분석의 결과

를 국가교육과정 개정이라는 대상황과 연결 지었다. 이 과정에서 역량중

심 교육과정과 관련된 쟁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세 번째 연구문제인 ‘초

등학교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서 드러난 특

징과 쟁점은 무엇인가?’로 연결 지을 수 있었다. 대상황 분석을 통해 역

량중심 교육을 위한 자료 및 설명의 부족과 같은 쟁점을 발견할 수 있었

다. 마지막으로 소상황과 대상황을 매개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

았으며,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실천과 관련하여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과

서, 교사용 지도서와 관련한 문제를 찾을 수 있었고, 이를 특징과 쟁점에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황 분석과 더불어 해석을 실시하였다. Wolcott(1994:

412)에 따르면, 해석은 “연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독자가 ‘이

해’(understand) 하게 하는 일”을 뜻한다(조용환, 2012에서 재인용). 해석

과 관련하여 독자가 연구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 내내

고려하였으며, 글쓰기 과정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들

을 고민하였다. 해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연구자와 논문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상황 분석으로 나온 결과들이 학문의 입장에

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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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

육과정의 이해와 실천을 탐색하고 이해와 실천에서 드러나는 특징과 쟁

점을 질적으로 탐색하는 연구이다. 질적 연구의 특성 상 수업에 대한 참

여관찰과 면담, 현지 자료 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연구 참여

자의 범위, 연구의 기간, 자료 수집 시기, 간주관성에서 비롯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이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범위에 대한 한계를 지닌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7년부터 1, 2학년을 대상으로 실행되기에 역량중심 교육

을 실시하는 모든 1, 2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한다

면 좋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 2학

년 교사 중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관심이 있거나, 경험 있는 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섭외하였다. 연구를 위해 남, 여, 경력 등을 고려하려고 하였지

만, 역량중심 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경험 있는 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섭외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둘째, 이 연구는 연구의 기간에서 비롯된 한계를 지닌다. 연구가 1년이

넘게 이어지며 교사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질적으

로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예컨대, 연구의 초기에 면담을 통해

알아보았던 교사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연구 후반의 면담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에 연구에서는 시기별로 나누어 면담과

참여관찰을 실시하였고,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이

면담에서 언급한 것 중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추가 면담

을 실시하였다.

셋째, 이 연구는 자료 수집 시기에서 비롯된 한계를 지닌다.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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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학년이 재구성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연구의 자료 수집이 특

정 시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세 연구 참여자 중에서 양재희 교사를

제외한 두 명의 교사는 2018년 새로운 학년을 맡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료 수집이 집중적으

로 이루어졌고, 2018년 3월부터는 2017년에 수집한 자료에 대한 추가 면

담과 교사의 역량중심 교육에 대한 이해 중에서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해

서만 추가적인 면담이 이루어졌다.

넷째, 이 연구는 간주관성과 관련된 한계를 지닌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에 대한 간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역량중심

교육과 관련하여 연구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에게 본 연구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의견을 들었으며,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사한 자료, 연구

자가 분석한 자료들을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연구 참여자와 함께 검토해왔

고, 연구 문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분석과 해석에서

연구 참여자의 생각과 다른 점이 있는지 등을 연구 참여자와 함께 확인

하였지만, 이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드러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는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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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초등학교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초등학교 교사들의 이해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

구에서 주목한 것은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의미와 관계, 역량과 지식의

관계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을 총론에, 각 교과의 교육

과정에 교과역량을 반영하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학교에서

의 모든 교육활동을 통해 역량을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한다(교육부,

2016). 이를 통해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핵

심역량 및 교과역량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역량중심 교육과

정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는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이해를 탐색하는 것

을 통해 드러난다.

또한, 역량중심 교육이 기존 지식중심 교육의 문제로 등장하였다는 점

을 고려해보면, 교사가 역량과 지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역량중심 교육의 특징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기에 필

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에서는 역량과 지식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이해를 탐색하였다.

1.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의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하면,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역량은

크게 두 가지로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핵심역량은

일반 역량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학교 학습을 통해서 기르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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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에 요구되는 능력”(교육부, 2016: 133)이며, 교과역량은 “교과가

기반한 학문의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고 활용함으로써 길러질 수 있는

능력”(교육부, 2016: 134)을 의미한다. 연구에서는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에

대해 교사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해 탐색하였다.

가. 핵심역량의 의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은 모든 교과를 아우르는 범교육과정적

역량이자 어느 맥락에서나 사용 가능한 일반 역량이다(교육부, 2015: 3;

교육부, 2016: 134; 이광우 백경선 이수정, 2017). 이와 같은 핵심역량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교육 전반을

통해 기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해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해하는 핵심역

량의 의미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이 핵심역량을 ‘학교교

육의 목표’, ‘교과역량의 기반’이라는 두 가지로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학교교육의 목표: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야할 능력”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핵심역량을 학교교육의 목표로 “학교교육

을 통해 길러야할 능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던 김민준 교사(이하 김교

사)의 경우 핵심역량을 총론의 의미와 거의 일치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김교사는 핵심역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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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선생님, 핵심역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민준: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길러야할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핵심역량이라는 것 자체가 단기간에 형성될 수 있는 것

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역량은 학생에게 체화되는 것이고 계속

적으로 누적되어 가는 것이니까요. (중략) 제가 생각하기에 핵심

역량은 최종적인 학교교육의 목표라고 봐요. 왜냐하면 교육과

정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이 학생의 핵심역량 함양이니까요.

연구자: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길러야할 능력이 어떤 의미일까요?

김민준: 미래 사회에서는 지식을 아는 것 뿐 아니라 지식을 습득하고 좀

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해야 하니까 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본으로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만들어내는 능력

이라고 생각해요.

(2017-12-6 면담자료)

김교사가 보기에 핵심역량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길러야할

능력”이자 “최종적인 학교교육의 목표”이다. 김교사는 2015 개정 교육과

정의 목표가 학생의 핵심역량 함양이며, 핵심역량이 미래사회를 대비하

는 능력이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통해 핵심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핵심역량의 의미에 대해서 장지민 교사(이하 장교사)는 다음

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구자: 총론에서는 핵심역량을 제시했는데 핵심역량을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나요?

장지민: 개인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역량. 수행능

력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자: 학교교육과 관련해서는요?



- 61 -

장지민: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야할 능력. 학교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해

요.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게 학교교육의 목표니까요. 학교교

육의 목표는 사회인을 길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인간상이 핵심역량을 지닌 인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교육

의 목표가 핵심역량을 기르는 게 되죠. 학교교육을 통해 역량을

지닌 사람을 길러내도록 하는 거죠.

(2018-3-30 면담자료)

장교사가 생각하는 핵심역량은 개인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

요한 수행능력이다. 장교사 보기에 학교는 사회인을 길러내는 곳이며, 학

교에 요구하는 인간상이 핵심역량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핵심역량을

키우는 것이 곧 학교교육의 목표가 된다. 양재희 교사(이하 양교사)에게

도 핵심역량은 학교교육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양교사가 이해하는 핵심

역량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 핵심역량이 무엇인가요?

양재희: 핵심역량은 아이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무리지어 놓은 것이라고 봐요.

연구자: 학교교육과 관련지어보면 핵심역량은 무엇인가요?

양재희: 핵심역량은 학교교육의 목표라 할 수 있죠. 근데 학교교육의

목표로 핵심역량은 교과로 습득되는 것 뿐 아니라 생활지도하면

서 배우는 것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 같아요.

(2017-12-19 면담자료)

양교사에게 핵심역량은 학교교육의 목표로 “아이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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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무리지어 놓은 것”이다. 양교사가 보기에

핵심역량은 학생이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임으로 교과로 습득되는

것과 더불어 생활지도를 통해 배우는 것들도 포함된다.

양재희: 핵심역량으로 제시된 것들이 무슨 활동을 하던 기본 아니에요?

친구랑 이야기 나누고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의사소통 아닌

가요? (중략) 그 전에도 핵심역량이란 것을 생활 속에서든 교과

속에서든 키워온 것 같아요.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 교사가 안

키우려고 해도 안 키울 수 없는 거잖아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연구자: 자기 관리 역량은요?

양재희: (학생들에게) 자기 관리 가르치려고 계속 노력하는데요. ‘물건에

이름 써라. 의자 똑바로 넣어라.’처럼 말이에요. 1분 1초도 안한

적이 없어요. 물건 안 떨어뜨리고, 자기가 줍게 하고, 자기 물건

스스로 관리하는 것, 자기감정 스스로 다스리기, 얼마나 죽어라

가르치고 있는데요.

(2017-7-18 면담자료)

양교사는 핵심역량을 “기본 중의 기본”으로 여긴다. 양교사가 보기에

핵심역량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에서 기본적으로 강조해

왔던 것들을 핵심역량이란 이름으로 구조화한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핵심역량의 함양을 ‘학교교육의 목표’로

보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보기에 핵심역량은 “기본 중의 기본”이며,

학생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이기에 이를 학교교육을 통

해 키우는 것에 연구 참여자들 모두 동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핵심역

량은 교과 뿐 아니라 다양한 삶의 맥락에서 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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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역량의 기반: “교과역량의 베이스, 기본이자 전체”

연구 참여자들은 핵심역량을 “교과역량의 기반”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김교사는 핵심역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민준: 총론의 6가지 핵심역량이 모든 교과에 적용이 되어서 학생들이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교과로

여섯 가지 핵심역량을 그대로 적용하려다 보면, 교과마다의 지식

이 핵심역량과 명확하게 안 맞다 보니 혼란과 반발도 생기고, 교

과마다 적용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핵심역량의 직접

적인 적용이 잘 안되니까 교과마다 핵심역량에 준해서 교과의

특수성을 살려서 만든 것이 교과역량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핵

심역량이라는 것 자체는 교과의 베이스, 기본이자 전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과역량의 출발자체가 핵심역량이고, 그 핵

심역량에 도달하는 게 교육과정의 목표잖아요. 핵심역량이 있고

교과역량이 있는 거니까 핵심역량은 교과역량의 기본이자 전체죠.

(2017-12-6 면담자료)

김교사는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을 구분하며, 핵심역량은 교과역량을 포괄

하는 “교과역량의 기본이자 전체”라고 이해한다. 김교사는 핵심역량에 준

해서 교과역량이 만들어졌기에 “총론의 핵심역량이 교과역량의 뿌리”라고

생각하였다. 양교사 역시 핵심역량을 교과역량의 기반이라 생각하며, 핵심

역량을 교과역량의 “모(母)”라고 표현하였다.

연구자: 핵심역량은 무엇인가요?

양재희: 제가 보기에 핵심역량은 교과역량들의 모(母)가 되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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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요. 어미 모(母). 교과역량의 기반 같은.

(2018-3-29 면담자료)

양교사가 보기에 핵심역량은 “교과역량의 기반”으로, 핵심역량으로부

터 교과역량이 나왔다고 여겼다. 그렇기에 핵심역량은 교과역량의 어미

(母)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장교사 역시 핵심역량이 교과역량의 기반으로

교과역량을 포괄한다고 보았다.

연구자: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을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장지민: 그게 그거라고 봐요. 핵심역량을 교과에 맞게 이름을 바꿔 놓은

것. 교과 수업을 할 때, 역량중심 수업이 이뤄진다는 것이 좀 더

와 닿게 만든 것이요. 어떤 핵심역량을 기른다고 할 때, 이를 길

러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업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것을 교과역량으로 세분화 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자: 그렇게 따지면, 핵심역량이 교과역량의 관계가?

장지민: 핵심역량이 교과역량의 기반이죠.

연구자: 그러면 교과역량이 핵심역량으로부터 나왔다?

장지민: 네. ‘핵심역량이 크고 교과역량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2018-3-30 면담자료)

장교사가 보기에 핵심역량은 “교과역량의 기반”이자 교과역량을 포괄

하는 역량으로 핵심역량을 교과에서 기르기 위해 이를 세분화한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 모두 핵심역량이 교과역량의 기본이자 바탕으로 핵심역

량이 교과역량을 포함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요컨대, 각각의 교과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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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하고 이 교과역량은 핵심역량으로부터 나왔기에 핵심역량이 모든

교과역량을 포괄한다.

나. 교과역량의 의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각론에 교과역량이 반영되었다. 교과역량은

“교과가 기반한 학문의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고 활용함으로써 길러질

수 있는 능력”(교육부, 2016: 134)을 뜻한다. 이와 같은 교과역량은 교과

의 내용과 관련하여 특정 활동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교과를 통해 할 수

있는 능력이며, 교과의 지식, 기능, 태도 등이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결합

되어 나타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백남진, 2014).

연구자는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기초로 초등학교 교사

들이 이해하는 교과역량의 의미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초등학교 교사들

이 교과역량의 의미를 ‘교과의 목표’, ‘역량중심 수업의 목표, 방법, 평가

설정을 위한 기본적인 틀’이라는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1) 교과 목표: “교과 교육을 통해 길러야할 역량”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역량을 “교과의 목표”라고 여겼다. 연구 참여자

들은 교과의 성격, 교과 고유의 논리체계, 구조 등에 따라 교과역량이 설

정되었기 때문에 교과역량을 습득하는 것이 곧 ‘교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김교사는 교과역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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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교과역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민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여섯 가지 핵심역량이 나와서 이를

교과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핵심역량을 일괄적으로 교과에 적용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적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과역량

이 나왔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교과역량은 교과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 수학의 교과역량은 수학이라는 교과를

통해서 학생이 일 년 동안 뭘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

는 교과의 목표인거죠.

(2017-12-26 면담자료)

김교사는 교과역량을 “교과의 목표”로 인식하고 있었다. 김교사에게

핵심역량이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야할 교육 목표라면, 교과역량은 교과

교육을 통해 길러야할 교과 목표이며,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은 의미상 구

분된다. 장교사 역시 교과역량을 교과 목표라고 생각하였고 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연구자: 교과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장지민: 단위 수업의 목표가 아니라 단위 수업들을 하고 난 다음에 길러

지는 교과역량을 키우기 위한 목표, 교과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그런 교과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니까요.

(2018-3-30 면담자료)

장교사에게 교과역량은 “교과 목표”이다. 장교사가 보기에 교과역량은

학교교육의 목표인 핵심역량과 단위 수업에서의 목표인 학습목표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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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며 이 둘과 의미상 구분된다. 장교사는 교과역량을 긴 시간 동안

의 교과 교육을 통해 학생에게 길러지는 역량이라고 여겼다. 양교사는

장교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과역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연구자: 선생님이 볼 때 교과역량이 어떤 의미죠?

양재희: 교과를 배우면서 길러야 할 능력이 교과역량 아닐까요? 그 교

과에서 발달 시켜야할 지식, 기능들 같은 거죠.

연구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수학과 교과역량은 수학을 잘 가르

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에게서 길러지는 역량을 뜻하겠네요?

양재희: 수학을 배우는 과정에서도 길러지고, 수업의 목표를 잡아서 과제

를 내어주어 과제를 풀고 결과물을 산출해 내는 것에서 길러지

기도 하고, 종합적으로 길러지지 않을까 싶어요.

(2017-12-11 면담자료)

양교사는 교과역량을 “교과를 배우면서 길러야할 능력”이라고 보았다.

양교사가 보기에 교과역량은 긴 시간동안 교과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학생에게서 길러지는 능력으로 교과 수업을 통해 종합적으로 길러진다.

연구자: 교과역량을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양재희: 교과역량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해요.

연구자: 교과역량에 초점 맞춘다는 것은 교과역량이 교과를 통해 키우고

자 하는 목표인 건가요?

양재희: 그건 당연하죠. 예를 들어, 수학의 문제 해결 역량, 추론 역량

이런 것은 그 교과를 공부하면서 당연히 길러지는, 길러져야

하는 거잖아요. 수학교과를 하면서 추론 역량을 기르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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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교과의 목표일 수 있죠. 추론 역량은

수학을 가르치면 당연히 길러져야 되는 교과의 목표일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2018-3-29 면담자료)

양교사에게 교과 역량은 “교과를 통해 키우고자 하는 목표”이며, 양교

사는 교과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교과역량을 교과의 목표로 교과 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역량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교과역

량을 단 한 차시의 수업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의 교과

교육을 통해 교과의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길러지는 교과의 목표로 본 것이었다.

(2) 역량중심 수업의 목표, 방법, 평가 설정을 위한 기본적인 틀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역량을 ‘역량중심 수업의 목표, 방법, 평가 설정

을 위한 기본적인 틀’로 이해하고 있었다. 목표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

들은 교과역량이 교사의 목표 설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이에

대해 김교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연구자: 기존과 비교해서 역량을 반영한 수업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김민준: 교과역량을 반영하여 수업할 때 달라진 점은 목표를 잡을 때 달

라졌어요. 수업에서 학습목표를 세울 때 한 가지가 더 추가된

것 같아요. ‘교과역량을 수업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를 좀 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 69 -

연구자: 목표를 좀 더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학습목표에 역량

을 반영하기 위한 목표가 더해졌다는 것인가요?

김민준: 예를 들어, 표와 그래프를 그린다면, 표와 그래프를 그리는 것 자

체가 정보를 수집하고 이걸 처리하는 과정이니까 ‘정보 처리 역

량을 길러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표와 그래프를 어

떻게 그렸는지를 친구와 이야기하는 활동에서는 의사소통 역량

을 목표로 반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반영한 거죠.

(2018-4-13 면담자료)

김교사는 학습목표를 세울 때 교과역량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인

지를 고민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를 설정하였다. 교과역량이 목표설

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양교사에게도 그대로 나타났다.

연구자: 교과역량을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양재희: ‘어떤 역량이 이 차시에 적절할까?’ 생각해보고 학습목표랑 연

결 지어요. 차시의 학습목표를 보고 오늘 수업에서 ‘의사소통 활

동을 해보자.’ 생각하면, 문제 풀게 할 때 발문을 그렇게 한다든

지, 학습지를 그 방향으로 만든다던지, 친구들과 문제 내고 푸는

활동을 넣는다던지 하죠.

연구자: 기존의 목표와 역량중심 교육에서의 목표의 차이가 뭘까요?

양재희: ‘교과역량에 초점을 맞춰 가르쳐야지.’ 생각하다보면, 기존의 학

습목표에 역량 측면이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아예 지식에만

초점을 맞춰 수업을 할 수는 없고, 사실 의사소통 잘하는 것만

추구할 수도 없잖아요. 그 차시에서 제시된 기존 목표도 달성시

켜야 하니까요. 기존 목표를 따라가기는 하는데 역량중심의 비판

적 사고력이면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창의적으로 생



- 70 -

각할 수 있는가?’ 그게 하나 더 추가된 것 같아요.

연구자: 목표가 여러 개가 되는 것인가요?

양재희: 여러 개가 아니라 목표의 형태가 바뀌는 거죠. 기존의 목표에

추가적으로 역량이 들어가는 거죠.

(2018-3-29 면담자료)

양교사는 교과역량을 학습목표와 연결 짓는다. 양교사는 수업의 학습

목표를 먼저 확인하고, 교과역량을 고려하여 수업의 목표를 조정하였다.

장교사 역시 수업을 계획할 때 교과역량을 사용한다고 언급하였다.

연구자: 각 교과마다 교과역량이 있는데 어떨 때 활용하시죠?

장지민: 수업을 계획할 때 활용해요.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 ‘역

량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요. 수업 방법

들을 구상할 때도 사용하고요. 근데 수업이 일단 구성되면 활동

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을 통해서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수

업을 하지 활동을 하는 동시에 교과역량을 생각하면서 하지는

않아요. 수업할 때는 단위 목표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요.

(2018-3-30 면담자료)

장교사는 수업을 계획할 때 교과역량을 사용하였다. 장교사는 수업 전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을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여 수업을 계획하였다. 장교사는 일단 수업이 계획되고 나면, 교과

역량이 반영된 학습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역량을 키울지를 고민하고 이를 반

영하여 목표를 설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역량과 학습목표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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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고 있었는데 교과역량이 수업을 위한 목표 설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

수업 방법과 관련지어보면, 양교사는 교과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

로 교수·학습을 계획하였다.

연구자: 교과역량을 어디에 활용하세요?

양재희: 활동을 구상할 때 쓰는 것 같아요. 수학에서 교과서를 보고

‘의사소통 역량을 넣어보자.’ 생각하면 의사소통 역량을 활용

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활동을 짜요. 친구에게 문제풀이 방법을

설명하게 하는 것처럼 활동을 구성할 때 교과역량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2018-3-29 면담자료)

양교사는 교과역량을 반영하여 활동을 구성하였다. 양교사는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기 위해 친구에게 문제풀이 방법을 설명하게 하는 것과 같이

역량이 사용되는 상황을 먼저 설정하고, 이를 교수 학습 방법에 포함시

켰다. 마찬가지로 장교사는 교과역량을 반영하여 수업의 활동을 재구성

하였다.

연구자: 수학과의 교과역량인 추론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셨잖아요. 기존

의 수업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장지민: 수업에서 학생들이 더 추론을 하게 만들었어요. 추론을 반영

하여 수업의 흐름이, 방법이 바꿨지요. 만약 추론에 신경 쓰지

않았더라면, ‘그냥 문제 풀어봐.’, ‘알게 된 점 말해봐.’라고 심플

하게 말하고 끝냈을 거 같아요. 근데 제가 규칙을 찾아보라고

한 것은 수업 방법을 변형한 거죠. ‘문제만 풀어봐.’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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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찾게 하고 색깔을 칠하게 한 것도 ‘문제를 풀지 않아도

추론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잖아.’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얘기

한 거잖아요. 그건 게 변했어요. 수업의 방법이 그렇게 변화하

게 된 거죠.

연구자: 수업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정확히 무엇인가요?

장지민: 문제를 푸는 것은 결국 똑같잖아요. 근데 ‘문제를 풀어봐.’가 아니

라 선생님은 ‘추론을 통해서 풀었어.’ 같이 교과역량인 추론을 수

업에서 강조한 거죠.

(2017-1-6 면담자료)

장교사는 교과서나 지도서에 나오지 않는 추론 과정을 추론 역량을 키

우기 위해 수업에 도입하였다. 장교사는 학생이 단순히 수학 문제10)를

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답에 동일한 색을 칠하도록 한 것이 아니

라 학생이 추론을 통해 규칙을 찾고 이를 기초로 색칠하는 방식으로 교

수·학습 방법을 변형하였다. 김교사는 역시 교과역량을 반영하여 활동을

계획하였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민준: 창의적 사고 역량과 관련해서 문학적인 상상력을 키워주는 활동들을

해보려고 뭔가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

림으로 나타내보거나 연극으로 나타내 보는 활동을 하게 했어요.

(2017-12-6 면담자료)

10) 장교사가 말하는 수학 문제는 두 수의 덧셈과 관련된 것으로 두 수를 더하여 13

일 경우 파란색, 14일 경우 빨간색, 15일 경우 노란색을 칠하는 문제이다. 교과서

에 제시된 것은 문제를 풀고 색을 칠하는 것이었지만 장교사는 6+7, 6+8, 6+9와

같이 앞자리가 동일하고 뒷자리가 다른 경우 이를 추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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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사는 국어과 교과역량인 창의적 사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 배운 내

용을 그림으로 표현한다거나 연극으로 나타내보게 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교과역량을 반영하여 교수·학

습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역량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었다. 역량중심

교육에서 평가는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가를 파악하고 부

족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학생이 자신이 학습을 성찰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교육부,

2016). 연구 참여자들 모두 교과역량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였

으며, 이는 수행평가의 형식으로 드러났다. 양교사는 평가에 교과역량을

반영하다보니 평가 방식이 변했다고 언급하였다.

양재희: 평가는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얘가 지식을 제

대로 습득했는지를 평가할 때는 가장 쉬운 게 사실 시험이잖아

요. 근데 교과역량에 중심을 두려고 하다보니까 단순 지식 습

득만을 평가하려고 하지 않아요. 차시의 중점을 의사소통 역량

을 신장시키는 데 두었기 때문에 시각을 읽는 것보다는 시각을

읽는 것을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려고 했

고, 결국 평가 방법을 바꾸었죠. 단순히 문제의 시각을 읽고 끝

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어제 한 일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지

를 평가하는 것처럼 평가의 방향, 방식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2018-4-11 면담자료)

양교사는 교과역량에 중점을 두고 학습이 이루어지고 이를 평가에 반

영하면서 평가의 방향과 방식이 변화했다고 언급하였다. 양교사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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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읽고 답하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을 읽고

이를 활용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였다. 장교사

역시 교과역량이 반영된 평가를 실시하였다.

장지민: 평가에서도 역량을 키우려고 해요. 예를 들어, 시계 문제를 내고

7시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보여주고,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내용도 쓰게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평

가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죠.

(2018-3-29 면담자료)

장교사는 평가를 통해 학생의 역량을 키우고자 하였다. 단순히 시간을

맞추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보고 하는 일을 쓰도록 하는

평가를 실시하였다. 김교사는 학습목표에 역량을 반영하였고 학습목표와

관련된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였다.

연구자: 수업에서 역량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뤄지는 것인가요?

김민준: 평가는 목표 자체와 관련되어 이뤄져요. 만약에 학습목표가 역량

을 고려해서 선정되어 있고 이게 ‘표와 그래프를 만들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이거라면 ‘표와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정보 처리 역량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의사소통

역량이잖아요. 평가는 이 차시 목표에 제시된 것을 평가해야 하

는 것이니까 차시 단위의 평가라고 했을 때 목표에 반영된 역

량을 평가하는 거죠.

연구자: 목표 안에 역량이 녹아있다. 그리고 그게 평가로 이뤄진다. 이런

것이네요.

김민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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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16 면담자료)

김교사는 수학의 정보 처리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을 반영하여 목표를

설정하였다. 김교사가 보기에 목표 안에 교과역량이 녹아 있음으로 학습

목표의 달성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곧 학생의 현재 역량을 평가하는 것

이었다.

한편, 연구에서는 교과역량이 목표, 방법, 평가에 비해 교육내용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장교사는 교육내용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연구자: 교과역량을 반영하면서 수업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바뀐 것인가요?

장지민: 교과서의 내용을 배우고 이에 기초해서 문제를 푼다는 점은 동일

하지만 ‘추론을 통해서 풀어봐.’와 같이 수업에서 강조하는 포인

트가 달라졌어요.

연구자: 교과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신다는 거네요?

장지민: 네. 교과의 고유한 내용 지식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계를 보는 방법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똑같

죠. 단지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바뀌는 거죠.

(2018-1-6 면담자료)

장교사는 역량중심 수업으로 교수·학습 방법이 변화하였지만, “교과의

고유한 내용지식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라고 언급하며 학생에게 가

르쳐야할 내용지식이 변화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김교사 역시 수업

을 교과역량 중심으로 편성하였지만, 교과의 내용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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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고 언급하였다.

김민준: 수업을 교과역량 중심으로 편성할 때 교과서 내용에서 크게 벗

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차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교과서와

완전 다르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교과서 활동보다 다른 활동들이 낫겠다.’ 판단하면 다르게 하기

도 하지만 일단 기준은 교과서의 내용과 활동들을 보고 확인을

하죠.

연구자: 새로운 내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죠?

김민준: 부담이 되죠. 학부모님들의 시선도 있고 일단 교과서를 해야 하

는 것은 맞으니까. 물론 교과서가 수업의 자료이기는 하지만요.

(2018-4-13 면담자료)

장교사와 마찬가지로 김교사도 교과서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역량을 반영하여 활동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였다. 이 경우 역

량이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양교사는 수업을 계획할 때 교과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활동을 구성하였다.

연구자: 수업 준비는 어떻게 하시죠?

양재희: 먼저 교과서를 봐요. 근데 교과서대로 하기에는 역량과 안 맞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활동을 바꿀 때도 있어요. 대개는 교

과서의 내용을 활용하지만 교과서대로 그림을 그리고 그냥 끝내

면 그러니까 그린 것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발표하게 할까?’, ‘어떻

게 이야기를 나누게 할까?’ 그런 것을 고민해서 수업을 준비해요.

(2017-7-17 면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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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교사는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수업을 준비

하였고,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과 역량이 맞지 않을 경우 활동을 변화시

켰다. 그러나 양교사가 역량에 맞추어 교과의 내용 자체를 변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핵심역량을 학교교육

의 목표이자 교과역량의 기반으로, 교과역량은 교과의 목표이자 역량중

심 수업의 목표, 방법, 평가 설정을 위한 기본적인 틀로 이해하고 있었

다.

연구에서 발견한 것은 교과역량이 수업의 내용에 거의 영향을 미치

지 못했다는 점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 내용의 변화보다는 교육내

용을 중심으로 목표, 방법, 평가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수업에 역량

을 반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핵심역량과 교과역량 간의 관계

연구 참여자들은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관계에 대해서 의미와 실행

측면에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핵심역량과 교과

역량의 의미만 놓고 본다면 핵심역량이 교과역량을 포함한다고 보았지

만, 실제 수업에서는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관계가 모호하다고 여겼다.

가. 의미상 포함 관계: “핵심역량이 교과역량을 포함하고 있어요.”

연구 참여자 모두 핵심역량이 교과역량을 의미상 포함한다고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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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이 보기에 핵심역량은 학교교육 전반을 통해 길러지는 학

교교육의 목표로 교과를 통해 길러지는 교과 목표인 교과역량을 포함하

고 있다.

연구자: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은 어떤 관계를 맺을까요?

양재희: 교과역량이 모여서 핵심역량이 된다. 근데 이 핵심역량이라는 것

은 사실 교과역량들의 어미와 같은 느낌이다. 이런 역량을 키워

주는 것이 학교교육의 목표이다. 이정도예요.

연구자: 두 역량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양재희: 교과역량이 조그마하게 있으면 학교에서는 교과역량이 조금 조금

씩 완성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결국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있는

학습과정을 밟다보면, 자연스럽게 달성되는 교과역량들이 부분

부분 모여서 핵심역량이 형성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핵심역량이 형성되게 교과역량이 구성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2018-3-29 면담자료)

양교사가 보기에 핵심역량은 “교과역량들이 부분 부분 모여서” 형성되

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 수업을 통해 교과역량이 먼저 달성되고, 달성된

교과역량들이 모여서 핵심역량이 완성된다.

양재희: 핵심역량이라는 게 되게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거잖아요. 사회과

지식이나 국어과 지식처럼 딱 떨어뜨려서 ‘얘는 여기서 가르치

고, 쟤는 저기서 가르치고 합쳐서 지식의 구조화를 이룬다.’ 역량

은 이게 안 되잖아요. 핵심역량은 과목별로 딱딱 자르고 붙이는

퍼즐을 맞추는 것이라기보다는 체육에서도 해보고, 국어에서도

해보고 이렇게 끊임없이 다양한 과목을 통해 역량을 써보고 시



- 79 -

도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형성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시간에 저

걸 가지고 이야기도 해보고, 발표도 해보고, 글도 써보고 해서

마치 쇠를 두들겨서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랄까? 이 교과에서는

이 방향으로 해보고, 저 교과에서는 저런 방향으로 해보고, 또

다른 교과에서는 다른 쪽으로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만들어져가는 능력이 핵심역량 아닐까요?

(2017-12-19 면담자료)

양교사가 보기에 핵심역량은 지식처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

고 총체적인 것으로 여러 교과의 수업을 통해 형성된 역량들이 모여 이

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장교사도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관계를 포

함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자: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어떤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세요?

장지민: 저는 핵심역량이 더 큰 개념이고 교과역량을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교과역량이 달성되지 않으면 핵심역량이 달성되지 않으니까요.

(2018-3-30 면담자료)

장교사에게 핵심역량은 교과역량보다 의미상 더 크며 교과역량을 포괄

하는 개념으로 교과역량을 통해 달성되는 역량이다.

김교사는 “핵심역량은 교과역량의 기본이자 전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김교사에게 핵심역량은 교과역량의 뿌리이며, 교과역량이 달성되

어야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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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핵심역량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까요?

김민준: 교과역량 자체가 그 뿌리는 핵심역량이잖아요. 총론의 핵심역량

이 뿌리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이 교과역량에 집중해서 지도했

을 때 자연스럽게 총론의 6가지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연구자: 의사소통 역량을 예를 들면, 수학에서, 국어에서, 통합교과에서의

의사소통 역량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핵심역량인 의사소통 역량

이 성장한다?

김민준: 네. 맞아요.

(2017-12-6 면담자료)

김교사는 핵심역량에 뿌리를 두고 교과의 교과역량이 설정되었기 때문

에 수업에서 교과역량에 집중하여 지도하고, 교과역량이 달성되면 자연

스럽게 핵심역량이 달성된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김교사가 핵

심역량을 교과역량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교과역량은 핵심역량 안

에 포함된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연구 참여자들 모두 핵심역량이 교과역량을 포함하고 있다고 여겼으

며, 핵심역량이 교과역량의 뿌리이자 기본이며 교과역량을 습득하는 과

정에서 자연스럽게 달성된다고 보았다. 이는 교육 목표와의 관련 속에서

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연구 참여자들이 보기에 핵심역량은 모든 교과의

교과역량이 달성되어야 달성될 수 있는 학교교육의 목표이며, 교과역량

은 학교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과 교육을 통해 달성되어

야할 목표이다. 학교교육의 목표에 기반을 두고 각 교과의 교육목표가

형성됨을 고려하면, 핵심역량이 모든 교과역량을 포괄하는 포함 관계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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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에 기초하면, 교과역량이 달성되어야

핵심역량이 달성될 수 있다는 말은 성립하지만, 핵심역량이 달성되어야

교과역량이 달성된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핵심역량이 달

성되었다는 말 속에는 이미 교과역량이 달성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

문이다.

나. 실천 상 불명확한 관계: “수업에서 어떤 관계를 맺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교육 목표로서 핵심역량이 교과 목표인 교과역량

의 달성을 통해서만 키워질 수 있다고 보며, 교과역량이 핵심역량에 포

함되는 관계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역량중심 교육을 실천과 관련지어서

는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여겼다. 장교사는 핵

심역량과 교과역량이 수업에서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불명확하다고 생각

하였다.

장지민: 솔직히 얘기하면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수업에서 어떤 관계

를 맺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할 때는 우선 교

과역량에 중점을 두고 ‘이걸 키우기 위한 활동이 뭐가 있을까?’

를 생각해서 수업을 구상해요.

(2018-3-30 면담자료)

앞서 살펴보았듯이 장교사는 핵심역량이 교과역량을 포함한다고 생각

하였다. 장교사에게 교과역량은 핵심역량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 그러

나 장교사는 수업에서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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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장교사는 교과역량이 설정되면

서 오히려 핵심역량의 의미가 모호해졌음을 지적한다.

장지민: 교과역량을 만들면서 핵심역량의 의미가 더 모호해진 것 같기

도 해요. 핵심역량을 만들었고, 이를 변환 혹은 반영하여 교과역

량을 만들었고, 이를 교과에서 키워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교과역량을 키우면 핵심역량이 자연스럽게 길러진다는 거잖

아요. 근데 교과역량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기존이랑 뭐가 달라

지죠? 교과역량이라는 것 자체가 교과 고유의 것이고, 이를 실제

적으로 교사들이 가르쳐 왔죠. 기존에 교육이 추론, 문제 해결과

같은 역량들을 키우는데 기여하지 않았나요? 아니 기여했다는

말이죠.

(2017-1-6 면담자료)

장교사는 수업을 통해 교과역량이 길러지고 핵심역량은 교과역량을 통

해 길러진다고 이해하고 있었지만, 실제 수업과 관련지어서는 교과역량

을 만들면서 오히려 핵심역량의 의미가 모호해졌다고 여겼다. 장교사가

보기에 교사들은 교과역량을 통해 강조되는 추론, 문제 해결력과 같은

것들을 이미 수업에서 가르쳐왔다. 장교사의 입장에서 추론, 문제 해결과

같은 교과역량은 기존의 교과 지식을 가르치면 동일하게 따라오는 것이다.

장교사는 교과역량이 강조됨으로 인해 교과 간의 구분, 지식의 경직성

을 배제하고자 했던 역량중심 교육의 의도가 오히려 모호해진다고 생각

하였다. 이와 같은 같은 상황에서 장교사는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행에서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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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민: 사실 역량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참 어려워요. 역량의

개념이나 (역량 간의) 관계,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

지를 교사에게 모두 맡겼다고 해야 하나요? 기존과 뭐가 달라

지는 건지에 대한 설명 역시 부족해요. 수업이 역량을 중심으

로 변해야한다는 것은 알겠고 또 동의해요. 근데 수업에서 뭐가

변해야하는지 또 수업이 변화해야 한다면 무엇인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제공해 주었어야 하는데 이게 변화하니까 ‘이렇게 수

업을 하십시오.’ 같은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역

량에 대하여 각 활동마다 어떤 역량과 관련되어 있다고 제시는

되어있지만, 그게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른 교과는 그런 것

조차 없거나 거의 부족하고요.

(2018-1-6 면담자료)

장교사는 역량중심 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한다. 장

교사는 핵심역량이 교과역량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실제 수

업에서 두 역량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잘 모르겠다고 언급하였다. 그 이유는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을 반영한 수업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수업에서 두

역량이 어떤 관련을 맺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양교사는 의미상 핵심역량이 교과역량을 포함한다고 여겼지만, 수업에

서 두 역량이 어떤 역할을 맺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연구자: 교과역량과 핵심역량을 반영해서 수업하는데 어려움을 무엇일까요?

양재희: 이번 시간에 ‘어떤 역량을 중심으로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해도

교과서에 이런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역량에 초점 맞춰하도

록 큰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교사들이 알아차리도록 준비할

수 있게 역량에 대한 것들을 제시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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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교사용) 지도서에는 나와 있잖아요?

양재희: (교사용) 지도서에는 교과역량이 나와 있지만, 핵심역량에 대

한 설명은 없어요. 국어는 실제로 단원의 역량만 제시가 되어

있고 수학과 다르게 차시별 교과역량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

서 국어는 처음 방향 잡을 때만 지도서를 보고, (수업을) 교

과서 보고 거의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교과서에도 역량이 잘

나와 있지는 않죠.

연구자: 역량중심 수업을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양재희: 교사들이 역량중심 수업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면 좋겠죠.

연구자: 가장 필요한 지원은 뭘까요?

양재희: 더 쉽게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

실 역량중심 수업을 위한 지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2018-3-29 면담자료)

양교사는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관계설정이나 각 역량들에 대한 지원

이 없었다고 여겼다. 양교사가 보기에 핵심역량이 지도서와 교과서에 어

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었고, 국어의 경우 단원의 역량만 지도서의

일부에 제시되어 있다는 점은 교사가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관계를 수

업과 관련하여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게 했다. 이처럼 역량에 대한 설명

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교사는 역량 간의 관계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역량중심 수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양교사가 보기에 이와 같

은 문제는 각각의 역량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양교사: 사실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일선 교사들에게 잘 전달

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사 개개인이 관심 가지고 알아보지 않

으면, 교육과정의 변화된 부분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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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핵심역량을 던져주고 이걸 키우게 해라. 교과역량을

주고 해라. 그러면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안 바

뀌죠.

(2017년 7월 18일 면담자료)

양교사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내용이 교사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된다고

여겼다. 양교사는 수업과 관련하여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며, 교과역량과 핵심역량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으니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안 바뀌

죠.”라고 언급하였다.

연구자: 역량중심 교육과 관련하여 아예 교과역량이 없었다면요?

양재희: 결국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아닐까요. 교과역량이 따

로 없어도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게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

어 있다면 교과활동 하면서 핵심역량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해요.

(2018-3-29 면담자료)

양교사는 교과서가 핵심역량이 달성되도록 잘 구성되어 있다면, 교과

서의 활동을 하면서 핵심역량이 완성될 것이라고 여겼다. 핵심역량의 함

양을 학교교육의 목적으로 보는 양교사에게 교과서가 핵심역량을 잘 키

우도록 구성되어 있다면 교과역량은 수업에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김교사는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관계가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

렵기 때문에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교과역량을 신뢰한 채로 수업이 이

뤄진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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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모든 교과마다 교과역량이 존재하고 그걸 모두 이해하고 수업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죠. (교과역량이) 너무 많다는 것 그게 한계

점이죠. 교과마다 교과역량이 있고 모든 것을 다 달성시켜서 본

다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연구자: 교과역량과 핵심역량을 하나하나 연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김민준: 그렇죠. 어쨌든 교과역량의 출발은 핵심역량에서 시작되었고, 핵

심역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과 특성을 반영해서 교과역량이 나

온 거니까 일단은 교과역량을 신뢰하는 거죠. 사실 역량의 의미

를 하나하나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문

가가 아닌 이상 모든 역량의 하위요소들을 일일이 구분하기 어

려우니까요. 역량에 대한 연수나 자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역량이 뭔지, 아주 쉽게, 현장에서 적용하기 쉽게. 예를 들어, 지

식정보 처리 역량 같은 경우는 지식,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

명과 같이 해당 역량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정보 등이 자리 잡

아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지식정보 처리 역량에 대한 설명이 있긴

있지만, 지식정보 처리 역량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쉽게

설명하는 자료 같은 것이 매우 필요한 것 같아요.

(2017-12-26 면담자료)

김교사는 핵심역량에 기초하여 교과역량이 설정되었음으로 교과역량

을 달성하면 핵심역량이 달성된다고 여겼다. 하지만 김교사가 보기에는

교과역량이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교과역량을 하나하나 파

악하고 이해하여 이를 수업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교사는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교과역량에 대한 기술을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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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핵심역량과 교과역

량의 의미와 실행에서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다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았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은 핵심역량이 교과역량을 의미상 포함하고

있다고 여겼다. 기본적으로 핵심역량은 교과역량들이 달성되어야 달성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역량은 교과역량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과역량

이 달성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핵심역량이 형성된다고 여겼다.

그러나 실행과 관련지어서 연구 참여자들은 핵심역량과 교과역량 간

의 관계가 불명확하다고 생각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역량으로 인

해 핵심역량의 의미가 오히려 모호해졌다고 여겼다. 그 이유로 교과마

다 역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사가 이해해야할 역량이 너무 많고, 핵심

역량과 교과역량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이 두 역량 간의 관계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요컨대, 연구 참여자들은 의미상으로는 핵심

역량과 교과역량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에 비해 수업에서

는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역할을 수행

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여겼다.

3. 지식과 역량에 대한 이해

역량중심 교육과 관련하여 지식과 역량의 관계를 온전히 파악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지식과 역량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은 교사들의 역

량중심 교육과정을 어떻게 실천하였는지를 탐색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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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본 절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지식과 역량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가. 지식과 역량의 의미: “아는 것”과 “하는 것”

연구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지식을 “아는 것”으로 역량은 “하는 것”

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장교사는 지식과 역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

급하였다.

연구자: 지식과 역량이 무엇인가요?

장지민: 지식은 아는 것, 알고 있는 것이고, 역량은 하는 것, 실행하고 적

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2018-3-30 면담자료)

장교사에게 지식은 “아는 것”이며, 역량은 “하는 것”이자 아는 것을 실

행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의미상 구분된다. 즉 지식은 무엇인가를 배워 알

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역량은 이를 실행하고 적용하는 행위를 포함

한다. 장교사와 마찬가지로 양교사는 역량은 행할 수 있는 능력이며, 지식

은 머릿속에 개념을 넣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연구자: 지식과 역량이 무엇인가요?

양재희: 저는 역량은 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지

식은 우리가 머릿속에 쌓아가는 것이고요.

연구자: 역량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지식은 머리에 쌓는다?

양재희: 역량은 뭔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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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지식은 머릿속에 개념들을 넣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겨울철 동물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라면, 겨울철 동물

을 알아보는 것을 통해 학생들은 지식을 배우고, 겨울철 동물에

대해 소개해보는 것을 통해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고, 겨울철 동

물에 대해 책보며 찾아보면 거기서 정보 처리 역량도 배우는 것처

럼 지식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역량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연구자: 선생님이 하셨던 광고관련 수업에 기초해보면?

양재희: 광고가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 예를 들어, 인종차별 없는 평등이

라면 그게 지식이 되고,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법, 파악한 내용

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그게 역량이 아닐까요?

(2018-4-11 면담자료)

양교사에게 지식은 아는 것으로 머릿속에 개념을 쌓는 것이라면, 역량

은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과 같이 할 수 있는 것, 행할 수 있는 능력

이다. 예컨대, 양교사에게 광고의 내용을 아는 것이 지식이라면, 이를 파

악하는 방법, 파악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역량이라 할

수 있다.

김교사 역시 장교사 및 양교사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데 김교사에게

지식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며, 역량은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것

들을 받아들여 만들어 내는 것이다. 김교사는 지식을 ‘아는 것’과 연결

짓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것’을 역량과 연결한다.

김민준: 미래 사회에서는 지식을 아는 것 뿐 아니라 지식을 바탕으로 여

러 가지를 받아들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많은 것을 변

화시키고 만들어내는 능력이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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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면담자료)

연구 참여자들 모두 지식은 ‘아는 것’으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지

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역량은 이해한 것을 실행하고 적용하는 ‘하

는 것’이자 ‘무엇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였다. 교육과 연결지

어보면, 지식은 교육을 통해 학생이 이해하는 것과 관련되고, 역량은 이

해한 것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것과 같은 수행과 관련되어 있다.

역량중심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지식과 역량이 어떤 관계를

맺고 수업에 활용되는지 일 것이다. 이를 다음절에서 살펴보았다.

나. 지식과 역량의 관계

연구 참여자들은 지식과 역량을 ‘아는 것’과 ‘하는 것’으로 의미상 구분

하였지만,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역량의 기본 전제가 지식이며, 지식과 역

량이 수업에서 통합되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1) 역량의 기본 전제인 지식: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역량이

발휘되거나 키워질 수 있는 거 같아요.”

연구 참여자들은 역량의 기본 전제가 지식이라고 보았다. 연구 참여자

들은 역량이라는 개념 속에 지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식을 바탕으로

역량이 성장한다고 보았다. 장교사는 지식과 역량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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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역량과 지식이 어떤 관계를 맺는 거 같아요?

장지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역량이 발휘되거나 키워질 수 있는 거 같아

요. 지식은 기본이구요. 지식을 알고 있어야만 실생활에서 역량이

발현될 수 있는 거죠. 역량을 발현하기 위한 기초 단계가 지식이죠.

연구자: 그렇다면 수학에서 키우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장지민: 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복합적 사고과정을 발현하는 것 그게

역량이라고 봐요. 사고가 가능하려면 역량들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2018-4-11 면담자료)

장교사는 지식이 역량의 바탕이 되며, 지식을 통해 역량이 성장한다고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장교사는 역량이라는 개념 속에는 지식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김교사 역시 역량이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고 여겼으며,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민준: 지식과 역량을 따로 생각하지 않아요. 지식 전달이나 지식 위주의 교육

처럼 지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부정적일 수 있지만, 저는 역량을 지도

하는 것 안에 분명히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연구자: 지식과 역량이 어떻게 관련될까요?

김민준: 지식과 역량이 있는데 역량이 더 큰 개념이고, 지식은 그 안에 포함되

어 있는 것이라고 봐요. ‘역량을 지도한다.’ 그 말 속에는 ‘지식을 지도

한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지식을 지도한다.’라

는 것이 ‘역량을 지도한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역량이 좀

더 큰 개념인 것 같아요. 역량이야 말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2018-4-13 면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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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사는 지식과 역량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역량이

지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교사가 보기에 역량은 지식을 포함하

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역량을 지도한다.”라는 말 속에 이미 “지식을

지도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양교사 역시 지식과 역량이 같이 키

워진다고 보며, 교과의 지식을 바탕으로 역량이 성장한다고 여겼다.

연구자: 역량과 지식이 어떤 관계를 맺을까요?

양재희: 저는 지식과 역량이 같이 키워진다고 봐요. 애들의 의사소통 역

량을 키운다고 하면 의사소통할 주제가 필요하잖아요. 의사소통

의 주제, 소재가 있어야하는데 거기에 지식이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만 키우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지식 없이 역량이 키워질 수는 없다?

양재희: 교과의 지식을 바탕으로 역량을 키워야한다고 생각해요. 역량 없

이 지식만 교육한다면 그게 일제식 수업이 되는 거잖아요.

연구자: 역량과 관련해서 지식은 무엇인가요?

양재희: 지식은 역량을 키우는데 필요한 재료라고 생각해요.

(2018-4-11 면담자료)

양교사가 보기에 지식과 역량은 수업에서 함께 키워진다. 예컨대, 의사

소통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위한 주제가 필요한데 그 주제

혹은 소재가 지식인 것이다. 양교사가 보기에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고, 지식은 역량을 키우기 위한 재료가 된다.

역량중심 교육에서 지식은 역량 성장을 위해 의미 있는 방식으로 포함

될 수 있다(소경희, 2007).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역량의 개념 속에 지식

이 포함되어 있으며, 역량이 지식을 바탕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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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기에 지식과 역량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지식은 역량을

키우기 위한 소재로 존재한다.

(2) 통합 관계: “지식과 역량이 통합되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에서 역량과 지식이 통합된다고 생각하였다. 연

구 참여자들에게 역량과 지식은 분리된 것이 아닌 활동 속에서 통합된다.

양교사는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식과 역량

이 하나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였다.

연구자: 역량중심 교육에서 지식과 역량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양재희: 결국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번 차시에는 ‘이런 목표를

달성해야지.’ 하면 사실 무엇인가를 애들한테 전달해서 할 수 있

게 하려는 거잖아요. 비유하자면, 애들이 학습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식이라는 내용을, 역량이라는 열차에 태워 보낸다.’ 지식이라

는 것이 안에 있고 지식을 전달하는 열차가 역량이 되는 것 같

아요.

연구자: 역량과 지식이 수업에서 결합된다는 것인가요?

양재희: 수업에서는 지식이 내용으로 존재하고 이것만 전달하는 게 아

니라 역량을 함께 수업에서 키우는 거죠. 지식과 역량 서로가

필요하다고 해야 하나 역량이라는 빈 열차만 보낼 수는 없어요.

수업에서 다루는 역량은 어떤 지식인가에 따라 변화할 수 있

다고 봐요. 시각 읽기라는 내용 지식이 있다면 이와 관련된 정

보 처리 역량이 같이 키워지는 교육이 이뤄진다는 거죠.

연구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양재희: 지식만 있으면 배운 것만 하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

요. 지식을 바탕으로 내 머릿속에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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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나중에 다른 문제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해

결할 수 있잖아요. 수학을 예로 들어보면, 수학은 기본적으로 수

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

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동안 배운 지식에 의해서 1+1이 뭐라는

지식을 습득해야 하고, 그것에 더하여 1+1이 아니라 새로운 덧셈

이 나왔을 경우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겠다.’는 추론 역량이 있

어야만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지식과 역량이 ‘서로

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2018-4-11 면담자료)

양교사는 지식이 의미 있게 습득되기 위해서는 지식을 활용하는 활동

이 필요하고, 역량은 지식을 바탕으로 성장한다고 여겼다. 그렇기에 수업

에서 지식과 역량이 하나로 연결된다. 예컨대, 수학의 경우 학생이 문제

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추론은 지식을 바탕으로 키워지며, 새로

운 문제가 나왔을 경우 학생은 자신의 추론 역량을 활용해 기존의 방식

을 되짚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편, 김교사는 지식과 역량이 결합하여 목표가 설정되며, 이런 학습목

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지식과 역량이 결합된다고 생각하였다.

김민준: (수학 교사용 지도서를 보며) 수학을 예로 들면, 지도서에는 각각

의 역량별 하위 요소들에 대한 기능들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문제 해결 역량의 하위요소 중에 ‘문제 이해 및 전략

탐색’이라는 하위 요소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기능에 이해하

기, 분석하기, 파악하기, 계획하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수

학의 내용지식과 결부시켜 목표로 작성해 활용하고 학생이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지식과 더불어 역량을 함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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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지식이 역량과 별개는 아닌 것 같아요.

연구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김민준: 예를 들어, 수학에서 전개도를 가르친다고 할 때, 전개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리는 것이 학생들이 알아야할 성취기준인데요. 전개

도를 수학적 지식이라고 본다면, 전개도를 그리는 것 자체가 의

사소통 역량의 하위요소인 수학적 표현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으

니 표현하고 그리는 것 자체가 의사소통 역량의 함양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 전개도를 잘라보고, 과자 상자를 다양한 방식으

로 펼쳐보는 것, 하나의 전개도 모양이 아니라 다양한 전개도 모

양을 생각해보고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의 수업을 통해

단순히 틀에 박힌 단 하나의 전개도 모양이 아니라 다양한 전개

도 모양을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학습활동을 제공해준다는 점

에서 창의 융합 역량이 자랄 수 있고요. 친구랑 공유하며 ‘어떤

전개도 모양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간다는 점에서 그게 또 의

사소통 역량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활동을 통해

서 자연스럽게 역량과 지식이 통합되어 학생에게 함양되는 것

같아요.

(2018-4-16 면담자료)

김교사는 수학의 내용지식과 역량별 하위요소의 기능을 결합시켜 목표

를 설정하였다. 김교사는 수학 교사용 지도서의 문제 해결 역량을 예로

들며 문제 해결 역량의 하위 요소인 ‘문제 이해 및 전략 탐색’에서의 기

능이 교과서의 내용지식과 결합하여 목표가 설정된다고 보았다. 김교사

가 언급한 교사용 지도서의 역량별 하위 요소들의 의미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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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2학년 2학기 수학 교사용 지도서 수학 교과역량 문제 해결

(출처: 교육부, 2017, p. 15)

김교사가 설정하는 학습목표는 ‘지식 + 역량’의 형태이며, 교과의 내용

지식에 역량의 하위 요소 예컨대, ‘문제 이해 및 전략 탐색’의 기능인 이

해하기, 분석하기가 결합하여 학습목표가 된다. 김교사는 이렇게 설정된

학습목표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식과 역량이 통합된다고

보았다. 장교사 역시 수업을 통해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지

식을 바탕으로 역량이 키워진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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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역량중심 교육과 기존의 교육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장지민: 교사가 가르치는 궁극적인 이유를 역량에서 찾은 거죠. ‘지식

을 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알고 이를 바탕으

로 이런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연구자: 역량중심 교육 이전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건 아니었잖아요?

장지민: 예전 교육과정에서의 수업이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역량을

굳이 생각하지는 않았죠. 지금은 ‘이렇게 배우면 얘의 이런 역

량이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교육과정에

서 역량을 목표로 본 거잖아요. 그것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가르쳐 이런 역량을 기를 수 있겠구나.’와 같이 관점의 차

이라고 봐요.

(2018-4-11 면담자료)

장교사는 역량중심 교육으로 인해 교사의 관점이 변했다고 언급하였

다. 장교사는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도 교사들은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활

용하는 활동들을 계획하고 실천해왔지만 이것이 역량에 초점 맞춰지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역량중심 교육이 들어오며 장교사는 그전에 해왔던 활

동들을 좀 더 역량에 초점 맞춰 조정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지식과

역량 모두를 고려한 수업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측면은 장교사의 수

업 속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활동 속에 드러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지식을 ‘아는 것’으로

역량을 ‘하는 것’으로 의미상 구분하였으며, 지식이 ‘아는 것’과 관련되기

에 수업을 통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었고, 역량은 이해를 바탕으로 무엇

인가를 행하는 능력, 즉 수행과 관련된다고 여겼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역량의 기본 전제가 지식이기에 지식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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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역량이 발휘되거나 키워질 수 있다고 여겼다. 지식이 없을 경우 역량이

성장하거나 발휘되기 어려우며, 역량이 없을 경우 피상적이며 수동적인 습득

만이 이뤄진다. 그렇기에 수업과 관련하여 역량과 지식은 독립적으로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통합된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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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초등학교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실천

연구 참여자들의 역량에 관한 이해, 생각, 관점 등이 수업에 반영되며

수업을 통해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그 실체를 드러낸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부에서 발행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중심으로 역량중심 교육을

교실에서 실천하였다. 그러나 역량중심 교육에 대한 이해와 운영 경험,

교실의 상황 등에 따라 교사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실천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고, 연구에서는 이를 상황 맥락, 수업 계획 및 준비, 수업 과

정 및 평가, 교사별 역량중심 수업의 특징으로 나누어 탐색해 보았다.

1. 김민준 교사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실천과 관련하여 김민준 교사(이하 김교사)는 교

과서를 보고 차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고, 교사용 지도서를 통

해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된 교과역량을 확인하였다. 그 후 동 학년 교사

들과의 회의를 통해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 학생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가. 상황 맥락

김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는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로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주제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핵심역량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교사는 연구학교 구성원으로서 연구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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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여 역량을 공부하였으며, 역량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연

수, 자료 제작 등에 참여하였다.

학교가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었고, 학년

에서도 역량을 반영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운영되었기에 김교사에게 역

량이라는 용어는 낯설지 않았으며, 김교사는 대학원에서 수학 교과역량

을 주제로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교과역량을 반영한 수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왔다.

그가 속한 학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하며, 단지 내 학생들

로만 학급이 구성된다. 김교사에 따르면, 김교사 반의 학생들은 모두 33

명이며, 동일한 아파트 단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

경이 비슷했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 간의 편차는 크지 않았으며, 학생들

대다수는 학습 의욕이 높고 기본 생활 습관이 매우 잘 형성되어 있었다.

다만,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학력 관련 민

원이 종종 발생하였다.

나. 수업의 계획 및 준비

김교사에게 역량중심 수업은 지금까지 해왔던 교수·학습을 “역량을 중

심으로 잘 조직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김교사는 먼저 수업에

서의 중점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역량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교사용 지도서를 통해 확인하고 수업을 준비하였다.

연구자: 수업을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김민준: (교사용) 지도서를 많이 봐요. 사실 지도서를 많이 볼 수밖에 없

어요. 교과서를 보고 교과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수학의 경

우 탐구 수학과 놀이 수학 이 두 가지 정도구요. 나머지 수업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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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는 사실 교과서만을 보고 교과역량을 알기 어려워요. 그

게 어려우니 지도서 확인하고, 지도서에서 저자들이 의도하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연구자: 역량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려고 할 때, 수학 지도서의 ‘+ 수학 교

과 역량11)’ 항목을 확인하시는 건가요?

김민준: 네. 수학 같은 경우는 교과역량과 핵심 발문이 지도서에 있으니

수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지도서를 통해 한 번 보는 거죠. 수학

교과로만 말씀드리자면, 먼저 교과서를 보고 이 차시에는 어떤

교과역량을 기를 것인지를 생각하죠. 한 차시 수업 안에서 (수학

의) 6가지 교과역량을 길러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그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시에서 무엇이 중심이 되는 역량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수업을

준비하죠. 교과서 저자들이 이 차시에서 뭘 중시하는지 그걸 참

고하기 위해서 지도서를 봐요. 사실 저의 의도와 다를 수도 있

죠. 하지만 크게 달랐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사용) 지도서 안에 저자 분들께서 많은 역량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차시에서 문

제해결이나 의사소통 역량을 길러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지도서

를 펴보면 사실 그것보다 더 있더라고요.

연구자: (교사용) 지도서에는 한 차시마다 관련 교과역량이 많이 있더라고요.

김민준: 그 모든 역량을 한 차시 수업에 모두 집어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선택해서 지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017-12-6 면담자료)

11) 수학과 교사용 지도서의 경우 모든 차시마다 ‘+ 수학 교과 역량’ 항목을 신설하

고 이곳에 수학 교과서 및 수학 익힘과 관련한 교과역량과 이와 관련한 활동들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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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사는 교과서를 확인하고 교과서 내용에 기초해 수업에서 기르고자

하는 교과역량에 대해 생각하였다. 수학과 교과서의 놀이 수학12)과 탐구

수학13)의 경우 교과서 내에 교과역량이 기술되어 있어 차시와 관련된

교과역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차시들은 역량이 표시되

어 있지 않기에 김교사는 차시의 교과역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사용 지

도서를 보았다.

수학 교사용 지도서에는 활동별 교과역량과 대체 활동 등이 표시되어

있어 김교사는 이를 확인하고 역량을 중심에 둔 수업을 준비하였다. 김

교사가 수업에서 참고하는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놀이 수학’은 학생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수학을 배우고 교과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차시 주제를 학생들이 좋아하는 놀이로 구성한 차시이다. 수학의 경우

6단원으로 구성되며 각 단원마다 1차시 분량의 놀이 수학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17ㅇd).

13) ‘탐구 수학’은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전략

을 이용하여 이를 해결하는 탐구 과정을 중시하는 차시이다. 수학의 경우 6단원

으로 구성되며 각 단원마다 1차시 분량의 탐구 수학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다

(교육부, 201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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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2학년 2학기 수학 교사용 지도서 5단원 수학과 교과역량

(출처: 교육부, 2017d: 277)

수학의 경우 ‘+ 수학 교과 역량’이라는 부분이 차시별로 제시된다. 김교

사는 수학의 ‘+ 수학 교과 역량’을 보고 차시에서 중점을 두는 역량이 무

엇인지를 확인하였다.

수학과의 교과역량은 총 여섯 가지로 이는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

의사소통, 추론, 창의·융합, 문제 해결 역량이며, 참여 관찰한 차시의 교

사용 지도서에는 문제 해결 역량을 제외한 5가지 역량이 제시되어 있었

다. 한 차시의 수업에서 모든 교과역량에 초점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김

교사는 수업에서 초점 맞출 역량을 선정해야 했고, 이런 선정의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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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 교과 내용이었다.

연구자: 수학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 한 차시에 역량이 여러 개가 나오잖

아요. 어떨 때는 다섯 가지가 나오고, 어떨 때는 여섯 가지가 나

오기도 하고요. 그럴 경우 어떤 역량을 선택하시나요? 선택의 기

준이 뭘까요?

김민준: 일단은 차시의 내용이죠. (교사용) 지도서에 역량이 나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굳이 ‘이 역량을 지도해야하나? 굳이 지

도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했을 때 취사선택을 하죠. 교과 내

용에 비춰서.

(2017-12-26 면담자료)

김교사는 교과 내용을 기준으로 수업에서 초점 맞출 교과역량을 선택

하였고, 역량의 선택이 이뤄지면 수업에서의 학습목표를 설정하였다.

연구자: 수업의 학습목표가 ‘고래밥을 기준을 세워 분류하고 표와 그래프

로 나타내어 봅시다.’ 이거잖아요?

김민준: 네. 표와 그래프 단원에서 가장 핵심이 정보 처리 역량이에요. 표

와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 자체가 정보 처리 과정이니까요. 이번

차시의 내용이 자료를 표와 그래프로 변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표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목표를 정했어요.

수업에서는 먼저 정보 처리 역량을 기르고 이것에 기초해서 친

구와 말해보며 의사소통 역량까지 키우려고 한 거죠.

(2017-12-26 면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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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사는 동 학년 교사들과의 회의를 통해 차시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다. 동 학년 교사 회의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

되며 수업과 관련된 협의14)가 이뤄졌다.

연구자: 수업 자료로 고래밥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차시의 수업

자료는 사탕이잖아요.

김민준: 사탕이죠. 사탕으로 해도 되는데 우선 사탕을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맛에 따라 개수대로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

떻게 해야 할 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동 학년회의 때 선생님들

께서 팁을 주셨어요. 표와 그래프 만들기 전 분류를 먼저 해야

하잖아요. ‘분류를 하려면 기준을 학생들이 세울 수 있어야 하는

데 그러면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자료를 줘야하는데 뭐를 줘야하

지?’ 라는 논의가 있었고, ‘학생의 흥미를 이끌어내면서도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과자 중에 모양도 확실

하고 분류할 수 있는 것 ‘고래밥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

요. 그래서 고래밥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2017-12-26 면담자료)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은 여러 가지 사탕을 맛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이용해 표와 그래프를 만드는 것이었지만 김교사는 동 학년 회의를 통해

학생이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료로 고래

밥을 선택하였고 교과서에서 제시된 사탕 대신 이를 활용해 수업을 계획하였다.

14) 김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는 역량중심 연구학교였기 때문에 동 학년 교사 회의에

서 역량을 반영한 수업에 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다. 이는 다른

연구 참여자인 장교사, 양교사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다. 장교사, 양교사의 경우

동 학년 교사회의를 통해 수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부분은 일치했지만 교사 회

의가 역량에 관한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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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정보 처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단원은 5단원 ‘표와 그래프’가 메

인이거든요. 정보 처리 역량을 중심으로 두고 자료를 분류하고,

이걸 표와 그래프로 변환하는 게 5단원의 핵심이고, 표와 그래프

자체가 수학의 정보 처리 역량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업

의 교과역량으로 정보 처리 역량을 선정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렇지만, 선생님들이 보통 의사소통 역량에 초점을 많이 두고 계

세요. 전체 발표시키면 부끄러워서 이야기 하지 않는 학생도 소

그룹 내에서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얘

기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서 수업을 짰어요.

연구자: 단원의 교과역량은 정보 처리 역량이니 이것을 기초로 두고, 이

와 더불어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고자 했다는 거네요?

김민준: 네. 전 이 수업에서만 의사소통 역량에 초점을 두려고 하기보다

는 기회를 항상 주려고 해요. ‘고래밥이 이 모양이잖아.’처럼 서

로 이야기 하고 같이 하면서 효율도 높아지지만, 오류도 줄어드

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2017-12-26 면담자료)

역량중심 교육에서는 교육내용과 방법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수업이 이뤄진다(홍원표 이근호,

2011). 김교사는 한 가지 역량만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한 차시에서 여

러 가지 교과역량을 기르고자 하였다. 김교사는 자료를 분류하고 그리는

활동에서 키워지는 정보 처리 역량 뿐 아니라 서로 묻고 답하는 과정 속

에서 의사소통 역량을 함께 기르고자 하였다.

김교사는 그림 카드를 이용해 학생들이 분류를 직접 해보도록 계획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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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수업에서 학생들이 기준을 정해 그림 카드를 분류하던데 사전에

계획하셨던 건가요?

김민준: 네. 그렇죠. 어쨌든 1학기 때 분류는 배웠던 내용이니까요. 사실

분류 기준을 학생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예상

했던 대로 애들이 좀 헤매더라고요. 분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 마지막에서야 우리 반의 학생이 기준이

라고 얘기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수업이 진행되었죠. 사실 기준

이라는 단어가 분류에서 키워드잖아요. 그거를 알아내고 그걸 연

습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1학기 때 분류에 대해 배웠

고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워밍업

으로 해봤어요.

(2017-12-26 면담자료)

김교사는 준비했던 그림 카드를 활용하여 1학기에 해봤던 분류를 학생

들이 다시 경험해보도록 계획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기준의 개념을 이해

하고, 직접 분류 기준을 세워 그림 카드를 분류해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정리해보면, 김교사는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를 통해 차시의 내용과

차시의 내용과 관련된 역량을 확인한다. 그 후 김교사는 여러 가지 교과

역량 중 교과 내용에 가장 적합한 교과역량을 선택하고, 이를 반영한 학

습목표를 세운 후 동 학년 회의를 통해 수업 아이디어를 얻어 교과역량

을 함양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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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업의 과정 및 평가

김교사의 수업은 수학 5단원 ‘표와 그래프’의 9차시 중 마지막 차시로

‘탐구 수학’이다. 탐구 수학은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탐구 활동을 제시하

여 학습한 내용을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으

로 구성된 차시이다. 탐구 수학은 단순히 답을 구하거나 활동을 하기보

다는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전략을

이용하여 이를 해결하는 탐구 과정을 중시한다(교육부, 2017d).

수업 활동과 관련된 교과역량으로 교사용 지도서에는 정보 처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태도 및 실천, 창의·융합, 추론이 제시되었다. 교사용 지

도서에 제시된 학습목표는 ‘한 봉지에 들어 있는 사탕을 표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였지만 교사는 ‘고래밥을 기준을 세워 분류하고 표와 그

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로 변경하여 수업을 실시하였고, 해당 차시의 교

과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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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2학년 2학기 수학 교과서 5단원 탐구수학

(출처: 교육부, 2017e: 122, 123)

김교사는 동 학년 회의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교과서에 제

시된 사탕을 대신에 고래밥을 학습 자료로 선택하였고,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된 정보 처리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을 선택하여 역량중심 수업을 계

획하고 실천하였다. 1학기에 배운 분류에 대해 언급하며 김교사는 수업

을 시작하였다.

종이 울리고 수업이 시작되자 교사는 1학기에 배웠던 분류에 대

해 학생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김교사가 “분류는 무엇을 의

미하는 것일까요?”라고 묻자 학생들은 “특징별로 나누는 것이요.”,

“똑같은 물건끼리 나누는 것이요.”, “같은 색깔, 같은 모양끼리 나누

는 것이요.”라고 대답한다. 그 외 여러 학생들의 대답을 듣던 중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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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기준”이라고 말하자 김교사는 큰 목소

리로 다시 말하도록 격려하고, 학생이 “기준이요.”라고 말하자 “분류

는 기준을 가지고 나눈다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1학기에 배운 분류

의 개념을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김교사는 학생들이 기준을 세워 분류를 직접 해보도록 서로 다른

색깔로 그려진 삼각형, 사각형 그림 카드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짝과 함께 두 개 이상의 기준을 찾도록 한다. 교사가 분류 기준에

대해 질문하자 학생들은 “색깔을 가지고 나눴어요.”, “삼각형과 사각

형으로 나눴어요.” 등 자신이 분류한 기준에 대해 대답한다. 교사는

나눠 줬던 그림 카드를 활용해 분류와 분류의 기준에 대해 다시 설

명하고 조금 전과 다른 기준을 세워 학생들이 그림 카드를 다시 분

류토록 한다.

김교사는 그림 카드를 거둔 후, 학생들이 가져온 고래밥의 모양을

짝과 함께 관찰하고, 이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보게 한다.

학생들이 고래밥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과 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납작한 것과 부풀은 것”, “모양” 등

을 언급하자 교사는 이를 칠판에 적으며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친

구가 말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이 고래밥을 분류하기 적합한 기준일

까요?”라고 묻는다. 학생들이 고래밥을 분류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

준으로 ‘모양’을 뽑자 교사는 모양별 분류에 대해 설명을 하며, 분류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지를 나눠준다. 학생들은 활동지에 고래

밥을 올려놓고 짝과 함께 고래밥을 분류하고 모양별 수를 세어 활

동지에 표시한다.

교사는 순회 지도를 하며 학생들이 고래밥을 잘 분류하는지 확인

하고, 분류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개별 지도한다. 교사는 고래밥을

모양별로 분류하고 분류한 모양별 수를 다 센 학생들에게 표와 그

래프를 그릴 수 있는 두 번째 활동지를 나눠주고, 학생들은 자신이

분류한 것을 기초로 표와 그래프를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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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표와 그래프를 다 완성하자 교사는 발표를 통해 수업

활동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을 정리한다. 학생들은 “그래프로 나타

내면서 고래밥 중 고래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가장 적은

것은 물고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분류한 것을 표로 만들고

그리면서 표는 합계를 알기 편하고, 그래프는 무엇이 더 많은 지 한

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표를 통해 고래밥의 모양별 개수를

쉽게 알 수 있었고, 그래프를 통해서는 모양별 개수를 한 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등을 말한다. 교사는 표와 그래프의 특징을

학생들의 발표와 관련지어 정리한 후 수업을 마친다.

(2017-12-08 수업 관찰자료)

김교사는 분류의 의미와 기준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그림 카드로 간

단히 연습한 후 학생들이 ‘고래밥’을 직접 분류 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표와 그래프를 완성하며, 표와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을 정리하며

수업을 마쳤다.

김교사의 말에 의하면, 고래밥을 분류하는 것, 분류한 것을 표와 그래

프로 나타내는 것은 정보 처리 역량을 위한 활동이며, 이 과정에서 짝과

상의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의사소통 역량을 위한 활동이었다. 김

교사는 학생끼리 의견을 나누는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민준: 의사소통 역량을 인지하기 전에는 ‘수업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의사소통 역량이라는 개

념을 인지하고 알게 된 후에는 이런 역량이 있고, ‘이 역량을

지도할 수 있는 거구나.’, ‘이 역량을 어떻게 지도할까?’ 같은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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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13 면담자료)

김교사는 역량이라는 개념을 인지한 이후 역량이라는 개념에 초점 맞

춰 ‘이 역량을 어떻게 지도할까?’를 고민하였고, 역량에 초점 맞춘 활동

을 구상할 수 있었다. 김교사가 보기에 역량중심 교육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교육을 역량을 중심으로 조금 더 체계

화하고 구조화하는 것이다.

한편, 김교사는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집단 사고의 오

류를 방지하고,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피드백(feedback)을 주기 위해 순회

지도를 하였다.

연구자: 학생들을 수업 중에 어떻게 지도하신 건가요?

김민준: 일단은 순회 지도를 하죠. 가서 제가 지켜봐야 하니까요. 가서 분

류를 잘하고 있는지 봐요. 짝과 함께 이야기하며 분류를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애들에게 가서 분

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연구자: 순회 지도하시면서 평가하신다는 거네요?

김민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봐야할 학생들은 있었어요. 따라오기

힘든 학생들은 제가 가서 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문제

인지 피드백을 주니 그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평가가 진행된

거구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지도하지 못했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표와 그래프 그린 것을 가지고 피드백을 줬어요. 못 그린 애

들이 조금 있었는데 표와 그래프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조금

생소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연구자: 말씀하신 것처럼 표와 그래프를 그린 것을 거둬서 점검하고, 그

리지 못하는 애들한테는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주어 도움을 준다

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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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네. 개별적인 지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해야만 해요.

(2017-12-26 면담자료)

김교사는 순회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모양이라는 기준에 적

합한 방식으로 분류하는지, 분류한 것을 표와 그래프로 잘 나타내는지

등을 점검하고 학생의 수행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김교사는 ‘교과의 지식 + 역량 하위 요소의 기

능’으로 학습목표를 설정하였다. 학습목표와 평가에 대한 일관성을 고려

하면, 김교사에게는 표와 그래프를 학생이 그릴 수 있는지가 중시되며,

학생이 만든 표와 그래프를 가지고 학생에게 적합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자 하였다.

김민준: 평가를 할 때 교사는 이 학생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는 이정도야.’가 아니라 학생의 뭐가 부족한지 종합적으로

밝히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 해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

글을 쓴다고 하면, 글쓰기 기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야 하고,

쓴 글을 가지고 그 글의 결과에 대해 알려주고, 애들에게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해요. ‘이렇게 한번 써보자.’ 하

고 다시 기회를 주는 점에서 역량 중심의 수업에서의 평가는 일

반 평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학생들이 다시 할 수 있는 기

회를 주고 학생이 정해진 기준을 넘었으면 기록을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요.

(2017-12-26 면담자료)

김교사는 학습의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양적, 질적 피드백을 제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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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여러 차례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를 통해 김교사는 학생들이 평가에 대한 부담을 덜 느낀

다고 언급하였다.

김민준: 예전에 지필평가로 볼 때는 애들도 싫어하고 했는데 이제는 애들

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대신 가이드

라인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려고 하죠. ‘이럴 때 이렇게 할 것

이고, 이럴 때는 이런 점수를 줄 수 있다.’ 미리 공지를 하기 때문

에 애들도 부담을 덜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연구자: 평가에서 결과만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고 또

평가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김민준: 그것도 있고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과정을 볼 꺼다.’라고

교사가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을 덜 느끼는 것 같아요.

(2017-12-6 면담자료)

김교사는 학생의 수행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학생

들은 그에 맞춰 준비하기 때문에 부담을 덜 느낀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김교사는 평가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두

가지 원인 때문이었는데, 첫 번째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 학생의 수행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웠고, 두 번째는, 학생의 수행만으

로 역량이 제대로 길러진 것인지를 확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연구자: 학생마다 역량이 많이 차이 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려하

시나요?

김민준: 세부적인 조정은 어려워요. 그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

인 문제라고 봐요. 33명 학생 모두의 역량을 평가하고 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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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량을 분석해서 ‘얘는 이런 역량이 높으니까 이렇게 해야

해.’라는 것은 못해요. 그게 한계라고 봐요. 앞으로도 못할 거

같아요. 학생들 간에 분명한 역량의 차이가 존재하죠. 그거를 교

사가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본다는 것은 못하고 앞으로도 자신

이 없네요. 저희 반 학생이 10명 정도면 ‘역량을 세부적으로 체

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33명이 넘는) 이런 상황

에서는 못할 거 같아요.

연구자: 애들이 표와 그래프를 그렸다는 것 자체는 수행이잖아요. 표와

그래프를 그린 것을 가지고 평가한 거죠?

김민준: 정보 처리 역량과 관련지어 학생이 표와 그래프를 그린 것을 보

고 ‘표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 차시의

목표도 ‘표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거니까요. 하지만 ‘수행

의 정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그 역량이 그만큼 있다.’라고 보기

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학생에게 ‘네가 이만큼 하면은 이게 역량

을 어느 정도 반영하기 때문에 너는 역량의 일정 부분이 함양되

었다고 볼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이 역

량을 완전하게 함양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단지 학습목표를

달성하면 ‘학생이 이 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2017-12-26 면담자료)

김교사는 “33명 학생 모두의 역량을 평가하고 개개인의 역량을 분석해

서 ‘얘는 이런 역량이 높으니까 이렇게 해야 해.’라는 것은 못해요.”라고

언급하며 역량 평가의 한계를 지적한다. 또한, 학생이 학습목표를 달성했

다면, 역량의 일정 부분이 함양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학생이 학습목표

와 관련된 수행을 했다고 해서 역량을 온전히 함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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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언급하였다.

정리해보면, 김교사는 역량을 반영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

을 하며, 수업을 통해 역량을 키우는 교수·학습 방법을 계획, 실천하였

다. 평가는 수업 시간의 순회 지도를 통한 피드백과 표와 그래프를 그린

학습지를 통해 이뤄졌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학생에

게 제공되었다.

라. 김민준 교사의 역량중심 수업의 특징

김교사의 수업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역량중심 수업과 관련하여 김교사

가 교과 내용을 기초해 목표, 방법, 평가의 변화를 추구하였다는 점이다.

김교사는 역량을 반영하여 ‘교과 지식 + 역량 하위 요소의 기능’이 결합

된 형태로 학습목표를 설정하였다. 김교사는 수업을 위해 교과서와 교사

용 지도서를 통해 수업 내용 및 수업 내용과 관련된 교과역량을 확인하

였다. 수학의 경우 차시 활동마다 여러 가지 교과역량이 제시되었지만,

김교사는 차시의 교과 내용에 기초하여 수업에서 초점 맞출 교과역량인

정보 처리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을 선택하였고, 두 교과역량을 반영하여

학습목표를 설정하였다.

김교사는 정보 처리 역량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분류의 기준을 정해 그

림 카드와 고래밥을 분류하고, 분류한 것을 바탕으로 표와 그래프로 작성

하도록 지도하였고, 의사소통 역량과 관련하여 표와 그래프를 작성하기 위

한 분류 기준을 정하는 등 수업의 모든 과정에서 짝과 논의하며, 표와 그

래프와 관련된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하였다.

평가와 관련하여 김교사는 학생의 수행을 통해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

고자 하였다. 순회 지도를 통해 학생의 수행에 대해 피드백을 주며,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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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학생들에게 교사는 오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

였다. 김교사의 평가는 학습목표와 일관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정보

처리 역량과 관련하여 표와 그래프를 그리는 수행 평가를 통해 학생의

역량을 확인하였으며, 표와 그래프를 제대로 그렸을 경우 학습목표를 달

성했다고 보고, 부족함이 드러난 학생에게는 다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는 등의 개별 지도를 실시하였다. 의사소통 역량의 경우 주

로 관찰 평가가 이뤄졌으며, 학생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평가에서는 학생 수가 많아 학생

모두를 일일이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환경적인 한계와 학생

의 수행이 학생의 역량을 온전히 나타내지 않는다는 역량중심 평가에서

의 한계를 언급하였다.

김교사의 역량중심 교육 실천에서 발견한 또 다른 특징은 교육내용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교수·학습은 내용과 방법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일부 내용이 변화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김교사의 수업에서 가르

쳐야 할 교과 지식 자체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교과

지식은 그대로 둔 채 교과 내용을 지도하는 방법에서의 변화가 일어났다

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김교사의 수업에서 드러나는 마지막 특징은 수업에서 김교사가 핵심역

량보다는 학생의 교과역량 함양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다. 김교사는

수학과의 교과역량 함양을 목표로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하였고, 교과역

량이 수업의 목표,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

고 있었던 것과는 반대로 핵심역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김교사의 수업

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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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재희 교사

역량중심 교육과 관련하여 양재희 교사(이하 양교사)는 교과서의 내용

을 확인하고, 교사용 지도서를 통해 교과역량을 확인한 후 어떤 활동이

학생의 역량을 키울 수 있을지, 어떻게 활동을 구성한 것이 학생의 역량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수업을 준비하였다. 양교사의

수업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교사의 상황 맥락을 확인

해야 한다.

가. 상황 맥락

양교사는 2017년, 2018년 2년 동안 2학년을 가르치고 있다. 2017년 3월

부터 개정된 교육과정이 초등학교에 적용되었고, 양교사는 역량을 반영

한 수업에 관심이 있었기에 2017년 2월, 5월, 10월, 2018년 2월, 5월 총 5

차례 지역 교육청의 교육과정 연수에 참여하였다.

양교사에 의하면, 2017년과 2018년 총 5차례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연

수에서 양교사는 핵심역량 및 교과역량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개정 교육과정 연수가 국가교육과정보다는 지역 교육

청 주도 사업에 초점 맞추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양교사가

역량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각 교과의 교사용 지도서,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뿐이었다. 양교사는 이중에

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교과별 교사용 지도서를 통해 교과역량을 이

해하고자 했으며, 자신의 이해를 수업에 반영하였다.

양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맥락을 소개하자면, 양교사가 근무하는 바

다초등학교는 개교한지 50년이 넘은 학교로 학교 시설은 2008년 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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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re-modeling)으로 외형적으로 나쁘지 않으나 내부는 전형적인 학교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학교가 있는 곳은 옛날부터 사람이 살던 곳이

라 거미줄처럼 연결된 좁은 골목들이 많고,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단독 주택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공존하였다.

양교사에 의하면, 바다초등학교 학생들 중 상당수의 아이들이 국민 기

초 혹은 소득 수준 조사대상자, 교육비 지원가정으로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학급에는 맞벌이 가정, 편부, 편모 가정도 많았다.

부모의 귀가 시간이 늦은 학생은 저녁까지 이용 가능한 학교의 돌봄 교

실로 가며, 학원 등을 여러 군데 다니는 학생도 있었다.

2017년 당시 양교사의 반 학생은 25명으로 남학생 13명, 여학생 12명

이었다. 학생들 간의 학습 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며, 2017년 12월 당시 2

명의 학생은 여전히 교과서의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을 어려워했다. 학생

들 대다수는 기본 생활 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지만, 일부 학생은 기본

생활 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나. 수업의 계획 및 준비

양교사는 수업을 위해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

였고, 교사용 지도서를 통해 단원의 교과역량을 보고 이를 반영하여 수

업을 계획하였다. 수학의 경우 교사용 지도서의 모든 차시에 활동별 역

량이 제시되어 있지만, 국어의 경우 교사용 지도서에 단원의 역량만이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연구자: 국어 수업을 어떻게 준비하세요?

양재희: 수학과 다르게 국어는 단원의 대표적인 역량 하나만 나와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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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단원의 역량이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인데, 지도서에는 ‘자

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밖에는 없

더라고요. 그래서 ‘창의적인 글쓰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수업

을 준비했어요.

(2017-12-19 면담자료)

양교사가 해당 차시의 수업과 관련하여 교사용 지도서에서 확인한 교

과역량은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으로 단원의 개관에는 다음과 같이 설

명되어 있다.

[그림 Ⅴ-3] 2학년 2학기 국어 교사용 지도서 9단원 국어과 교과역량

(출처: 교육부, 2017f: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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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교사용 지도서에는 단원의 역량만이 제시되어 있고, 그림에서처

럼 10차시 중 몇 개의 차시에만 역량 관련 설명이 제시된다. 양재희 교

사가 역량을 반영하여 하고자 하는 수업은 9차시로 교사용 지도서에는

역량과 관련하여 “짧은 글 쓰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양교사는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국어과 교과 역량’ 속의 기술을 고려하여 학습목표를 조정하였다.

양재희: 학습목표는 지도서에 제시된 것을 따르기는 하지만, 역량이 들어

가서 목표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연구자: 교과역량인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을 반영하여 ‘창의적 글쓰기

를 할 수 있다.’를 목표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양재희: 역량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창의적 글쓰

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학습목표를 변형하게 된 거죠. 역량이

들어가서 목표의 형태가 바뀌는 거죠.

(2018-4-11 면담자료)

교사용 지도서의 학습목표는 “자신의 생각을 까닭을 들어 글로 써서

발표할 수 있다.”인데, 양교사는 “기존의 목표에 추가적으로 역량이 들어

가는 거죠.”라고 언급하며, 교과역량인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을 반영

하여 학습목표를 조정하였다.

양교사는 역량을 반영하여 교수·학습을 계획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과

역량이 수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언급하였다.

연구자: 역량을 어떻게 수업에 반영하신건가요?

양재희: 어디에 역량을 넣을까 생각하다가 글쓰기를 넣었어요. 제재가 ‘글



- 122 -

로 써 봅시다.’인데 애들 데리고 그 전에 자신의 생각을 써보게

했더니 진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로 제목, 하고 싶은 말,

까닭을 넣어 글을 쓸 수 있도록 제가 활동을 조금 변형했어요.

지도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생각해

보니까 애들이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광고를 보고 그와 관련된

글쓰기를 하면 ‘친구를 아끼자.’ 같은 너무 뻔한 말 한 줄 쓰고

말거든요. 역량과 관련해서 ‘창의성이 나올만한 문구, 공익 광고

포스터에 나올만한 문구 같은 것을 넣어보자.’ 생각하고 제목을

넣게 하고, 하고 싶은 말만 쓰면 그 앞에서 자기 생각 썼던 것만

그대로 옮겨서 쓸 것 같아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까닭도

써봐라.’ 해서 제목, 하고 싶은 말, 까닭 이 세 가지가 꼭 들어가

게 써보는 활동을 계획한 거죠.

연구자: 비판적·창의적 역량을 반영한 수업과 기존의 수업의 차이가 무엇

인가요?

양재희: 역량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니까 수업의 방향이 분명해 진 거

같아요. 평소 같았으면 교과서대로 주요 생각 찾기 하고, 글쓰기

연습하고 그 정도에서 끝냈을 텐데.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을

살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까?’

생각해보고 이를 살리는 활동에 좀 더 중점을 둔거 같아요. 또

릴레이 발표를 해서 한 번씩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보게 했

어요. 서로 생각 나누기 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가 형성된다

고 하니까 댓글도 달아주라고 했고요.

(2017-12-19 면담자료)

양교사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을 반영하여 교수·학습을 계획하였

다. 교과서의 활동은 공익 광고 사진을 보고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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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교사는 비판

적·창의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 교수·학습 방법을 변경하였고 이를 메모

지로 정리하였다.

[그림 Ⅴ-4] 양교사의 수업 메모

양교사는 국어과의 교과역량인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을 중심으로

교수·학습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양교사는 먼저 동영상 광고 속에서의

주요 생각을 학생들이 직접 찾아보고, 그 후 교과서의 사진 속 손가락의

특징을 ‘다름’에 기초하여 설명하며, 공익 광고 사진에 대한 생각을 제목,

하고 싶은 말, 까닭의 형식으로 쓰는 활동을 계획하였다. 마지막으로 자

신이 쓴 글을 모둠끼리 돌려 읽고 댓글을 달아주며 릴레이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비판적 사고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이 자연스럽게 성장

하는 수업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양교사는 이와 같은 역량중심 수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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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희: 역량에 중심을 둔다고 평소와 다른 것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수업에서 역량이 반영된 활동에 강조점을 둔다는

거죠. 제가 설명할 때 쓰는 말이 변하고 수업에서 애들이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 달라진 것 같아요.

(2017-12-11 면담자료)

양교사가 생각하는 역량중심 교육은 평소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을 반영하여 학생의 역량 성장에 초

점 맞춘 활동을 하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양교사는 수업을 계획할 때,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내

용을 확인하며, 교과역량인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을 반영하여 학습목

표를 변경한다. 수업에서 정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사는 교과서

의 내용에 기초하여 교과역량이 반영된 활동을 계획한다. 이와 같은 활

동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역량을 중심으로 활

동을 재조직 하는 것이다.

다. 수업의 과정 및 평가

양교사의 수업은 국어 9단원 ‘주요 내용을 찾아요.’의 10차시 중 9차시

로 ‘자신의 생각을 까닭을 들어 글로 써서 발표하기’라는 학습 주제를 가

지고 하는 수업이었다.

국어의 교사용 지도서에는 단원의 교과역량이 나와 있는데, 이는 비판

적 창의적 사고 역량으로 해당 차시와 관련된 설명은 “9～10차시에 짧은

글 쓰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

다.”이며, 해당 차시의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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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5] 2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 9단원 9, 10차시

(출처: 교육부, 2017g: 246, 247)

양교사는 공익 광고 동영상을 보고 광고 속에서의 주요 내용을 찾고,

‘안녕, 우리 친구 하자.’라는 교과서의 공익 광고 사진을 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목, 하고 싶은 말, 까닭이 들어가게 써보도록 수업을 계

획하였다. 그 후 쓴 글을 가지고 하는 릴레이 발표, 쓴 글에 댓글 달기

활동을 계획하였다. 양교사는 공익 광고 동영상 틀며 수업을 시작하였다.

양교사는 수업 종이 울리자 학생들이 자신을 보게 한 후, 수업과

관련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 ‘에티켓을 지키자!’, ‘다른 사

람을 배려하자!’라는 내용의 세 가지 공익 광고 동영상을 학생에게

보여준다. 공익 광고를 보고 난 후 양교사는 공익 광고가 무엇인지,

각각의 공익 광고에서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학생에게 묻는다.

학생들은 공익 광고의 주요 내용으로 “일회용품 말고 계속 쓸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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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자.”, “에티켓을 지키자.”, “다른 사람을 배려하자.”와 같이

공익 광고의 주요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양교사는 학

생의 발표를 활용하여 공익 광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다음 활동으로 양교사는 교과서의 공익 광고 사진15) 속 손가락들

이 어떻게 다른지를 학생에게 질문한다. 학생들이 “눈 색이 달라

요.”, “옷이 달라요.”, “피부색이 달라요.”와 같이 대답하자 양교사는

학생의 발표를 활용해 광고 속 손가락의 생김새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생김새가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양교사는 학생들이 공익 광고 사진의 문구 “이름도 쓰임새도 모두

다른 손가락, 그중 어떤 것도 최고일 수는 없습니다. 함께일 때 완전

한 힘을 가지는 우리는 어울림의 표시입니다.”에서 중요 단어를 색연

필로 표시하도록 지도한다. 양교사가 동그라미 친 단어를 묻자 학생들

은 “어울림”, “함께”, “모두”, “손가락” 등으로 대답하였고, 양교사는

각 단어의 의미를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양교사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말풍선16)을 학생들과 함께 읽고 이와 관련된 자신

의 생각을 학생들이 교과서의 빈 말풍선에 쓰도록 지도한다.

학생들이 말풍선 작성을 완료하자 양교사는 이를 릴레이 형식으

로 발표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돌아가면서 “모습이 다르다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서로 달라도 함께 해야 영원히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어.”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한다. 학생들의 발표가 끝

나자 양교사는 제목, 하고 싶은 말, 까닭의 형식에 맞춰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는 글을 쓰도록 지도한다. 학생들이 형식을 갖

추어 글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음으로 교사는 제목이 무엇인지, 하

고 싶은 말과 까닭을 어떻게 쓰는지 등을 예시를 들어 학생들에게

15) 교과서에는 ‘안녕, 우리 친구하자.’라는 주제 아래 다섯 개의 서로 다른 피부색과

옷으로 꾸며진 손가락 그림이 나와 있다.

16) 남학생의 말풍선에는 “얼굴 색깔이나 나라가 다르더라도 친구가 될 수 있어.”라

고 적혀있으며, 여학생의 말풍선에는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이좋게 지내야

해.”라고 적혀있다(출처: 교육부, 2017g: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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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설명하고, 학생들의 글을 확인하기 위해 순회지도 하며 학생들

이 형식에 맞추어 글을 썼는지, 자신의 생각을 잘 드러냈는지 등을

점검한다.

학생들이 글을 모두 완성하자 교사는 모둠끼리 서로의 글을 돌려 읽

게 하고, 학생들의 글 중에서 잘 쓴 글 몇 편을 읽어주고, 포스트잇

(post-it)을 사용해서 서로의 글에 댓글을 달도록 하며 수업을 마친다.

(2017-12-12 수업 관찰자료)

양교사는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공익 광고 동영상을

시청하고, 학생들이 동영상 속에서 주요 내용을 찾아보도록 지도하였다.

공익 광고 동영상은 주요 내용을 찾기 위한 연습과 더불어 창의적 사고

를 학생이 할 수 있게 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연구자: 수업에서 광고를 활용해서 하고자 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양재희: 기본은 광고가 뭘 전달하고 있는 것인지 광고가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거였어요. 9단원이 ‘주요 내용을 찾아요.’잖

아요. 오늘 수업의 주제가 글 읽고 글쓴이가 하는 말 찾기 이런

거니까 광고를 보고 광고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찾는 거를 하

고. 거기에 비판적 창의적 사고와 관련해서 다양한 광고를 활용

해 학생이 ‘아! 저렇게 나타낼 수 있구나.’, ‘같은 이야기지만 다

양하게 표현할 수 있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광고

를 보면 처음부터 ‘모모 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물음표 하나에

서도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광고를 통해

제시하면 학생의 창의성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2017-12-19 면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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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교사는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과 관련하여 같은 이야기라도 다양

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공익 광고를 활용하였다. 수업

과 관련하여 양교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양재희: 수업이 창의적 사고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데 광고를 보고 글쓰

기 하는 것은 창의성이 잘 안 드러날 것 같은 거예요. 교과서의

광고를 보고 내 생각을 쓰면 결국 광고에서 하는 말이랑 똑같

거든요. 결국 애들도 앞에서 쓴 걸 그대로 베껴 쓰게 될 것 같

아서 제목이랑 하고 싶은 말, 까닭을 써보게 하는 활동으로 변경

했어요. 근데 창의적인 표현을 하려면 차라리 자기들이 하고 싶

은 말을 정해서 그거에 대한 포스터를 만들어보거나 광고를 제

작해보는 것에서 더 창의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잠시

생각했어요.

(2017-12-19 면담자료)

양교사는 수업에서 글쓰기보다는 포스터 그리기나 광고를 제작하는 것

이 더 창의적인 표현이 많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한편, 학생 간

의 의사소통을 늘리고자 양교사는 학생들 간 댓글을 다는 활동을 실시하

였다. 글을 쓰는 것이 창의적 사고 역량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댓글을

다는 것은 의사소통 역량과 비판적 사고 역량에 초점을 맞춘 활동이었다.

연구자: 댓글을 다는 활동이 있던데요.

양재희: 글을 쓰게 한 다음에 모둠끼리 돌려서 친구의 글을 읽고 자기 생

각을 써 넣게 했어요. 자기 글에 대해 댓글 세 개씩 달리게요.

연구자: 모둠끼리 쓴 글을 돌려서 읽고 거기다 댓글을 달아주는 거네요?

양재희: 네. 서로의 글에다 댓글을 써주는 거죠. 교과서에는 ‘발표해 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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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있는데. 2학년 애들 발표하라고 하면 또박또박 읽지도

못하고 잘 들리지도 않고, 또 읽게 해도 내용이 다 비슷하니까

집중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를 전체로 안하고 모둠끼리

한명씩 다 읽어볼 수 있게 해서 뭔가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댓

글을 쓰게 했어요.

연구자: 댓글 쓴 이유는 모둠의 글을 읽어보고 모둠에서 학생 간의 피드

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거네요.

양재희: 네. 다른 친구들의 글을 읽어보고 생각을 나눌 수 있게 한 거예요.

(2017-12-19 면담자료)

양교사는 학생들이 친구의 글을 읽고 댓글을 달며 비판적으로 사고하

고, 내 글에 대한 친구의 댓글을 받아 자기의 글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양교사는 역량중심 수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양재희: 역량을 중심으로 수업을 짜지 않았다면, 그냥 저 혼자 평소처

럼 수업을 했겠죠. 평소처럼 설명을 하고, 추가 활동을 해도 단

지 오늘 배운 것을 가지고 학습지를 풀어보거나 그랬겠죠. 사실

역량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설명할 때 실생활의 예시도 넣게

되고, 주제와 관련해서 글도 쓰게 하고, 동영상도 더 찾아보고,

돌아가면서 댓글도 달고 이야기해보라고도 하고, 그거는 사실 역

량중심이었기 때문에 넣었던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7-12-19 면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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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교사는 역량중심의 수업을 않았다면, 학생이 체험하는 활동을 많이

넣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역량중심 교육은 ‘무엇을 아는

가’(knowing that)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knowing how)에 초점을

맞춰 학교교육을 조정,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박민정, 2009). 양교사

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역량을 반영한 다양한 활동을 수업에 도입하고,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경험하도록 수업을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와 관련해서 양교사는 자기 생각을 쓴 글과 학생들이

서로에게 달아준 댓글을 평가에 활용하였다.

연구자: 평가는 어떻게 하셨어요?

양재희: 자기 생각을 글로 쓰는 거랑 친구가 쓴 글 보고 친구가 하고 싶

은 말을 제대로 이해해서 댓글을 썼는지를 같이 평가했어요.

연구자: 애들 간의 차이가 많이 날 텐데요.

양재희: 그래서 대충 쓴 애들 중간 중간 검사하고 다시 쓰라고 했어요.

‘이런 것 좀 더 써보자.’, ‘이렇게 글로 썼으면 이렇게 생각한 이

유도 좀 더 써봐라.’ 이런 방식으로요. 근데 대충 앞에서 쓴 걸

똑같이 옮겨 쓰고 안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더 시

키려고 했어요.

연구자: 학생마다 수준이 다른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신 건가요?

양재희: 일단 수업을 할 때는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가요. 수업은 일단

중점적인 흐름대로 가고 개별적인 검사를 하거나 피드백 줄

때 수준별로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학생이 7까지 하면,

그 학생에게는 피드백을 줘서 8까지 하게 하는 거죠. 2, 3까지

하는 애에게 8, 9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

생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금만 올려주려고 해요. 학생의 수준

이 어느 정도인지 교사는 알잖아요. 학생이 가진 수준에서 한 단

계씩은 발전하게,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는 딱 그 정도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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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을 해요.

연구자: 결국은 개개인이 현재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게 피드백을 준다는

거네요?

양재희: 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학생이 이정도 할 수 있는데 이만큼

만 했으면 통과를 안 시켜주고, 학생이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다

시 채워오면 통과를 시키고, 얘는 조금밖에 못하지만 그래도 어

느 정도 했으면 통과시켜주고 해요.

(2017-12-19 면담자료)

역량은 지식 뿐 아니라 기술, 가치, 태도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

이다. 양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쓴 것, 친구의 글에 댓글

달아준 것, 수업 태도 등 인지적, 정의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

다. 양교사는 순회 지도를 통해 학생의 글을 확인하여 피드백하고, 글에

댓글을 다는 것을 통해 학생 간의 피드백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이처

럼 서로의 글에 댓글을 달고 이를 반영하여 자신의 글을 점검하는 것은

평가에 학생을 직접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며,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에

서 나온 결과물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다. “학생이 할 수 있는 수준에

서 조금만 올려주려고 해요.”라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양교사는 학생

이 현재보다 조금 더 나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맞춘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학생의 수준에 맞춘 평가에서는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었다.

연구자: 역량을 평가한다는 것은 결과물로 나와야 한다는 건가요?

양재희: 저는 결과물로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글로 안

써도 의사소통 역량 같은 것은 애들이 토의하는 것을 보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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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알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을 잘 전달하는지, 어느 정도 반응

을 하고 생각하는지가 결국 보이잖아요.

연구자: 수업 중에 관찰 평가를 한다는 거지요?

양재희: 네. 그리고 애들이 만들어 놓은 것 포트폴리오도 있어요.

연구자: 학생들이 자신의 결과를 포트폴리오로 모으는 것인가요?

양재희: 네. 개별 파일 철에 모으게 해요. 그걸 가지고 학생의 수행을 평

가하고요. 일 년 동안 한 것을 집에 보내려고 해요.

(2017-12-19 면담자료)

양재희 교사는 역량이 수행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기에 수

행의 결과는 글과 같은 결과물일 수도 있지만, 토의에 대한 참여, 학생들

의 포트폴리오 등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양교사는 수행을 기준으로 역

량을 평가하는데 다음과 같이 평가에 관한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연구자: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게 어떠한 가요?

양교사: 사실 제가 25명 수업하면서 학생들의 역량을 매번 평가하는

것이 버거운 것 같아요. 못하고 놓칠 때도 많고, 수업을 하면

서 동시에 애들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수업을 하면

서 안 따라오는 애들 챙기면서 한명, 한명 관찰하고 그걸 또 기

록에 남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요. 애들에 대한 평가가 한 부분만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학생

의 수행을 평가 하려면 수업시간에 학생이 무슨 활동을 하면서

뭘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보고 봐야 ‘얘가 뭘 이해했고 뭘 표현한

거구나.’가 보이는 건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 25명 관찰하면서 그

걸 어떻게 확인하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자꾸 남아있는 결과

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 평가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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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있게 되죠. 사실 발표하는 것도 발표하는 경험을 서로 듣는

것도 있겠지만, ‘얘가 제대로 이해했나?’를 알아보려고 평가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수업 도중에 애들이 다 이해했는지를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그러다보니 평가를 위해 하는 활동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2017년 7월 19일 면담자료)

양교사는 “25명 수업하면서 학생들의 역량을 매번 평가하는 것이 버거

운 것 같아요.”라고 언급하였다. 역량이 수행으로 드러난다고 했을 때,

매차시마다 25명 학생의 수행을 관찰하고 이를 기록, 정리하는 것은 어

렵다. 이와 같은 문제로 양교사는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고, 이

는 평가를 위한 평가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정리해보면, 양교사는 교과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역량을 목표와 활동

에 반영하였고, 학생들이 수업에 많이 참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양교

사는 공익 광고 속의 주요 내용을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보게 하고, 교과

서의 공익 광고 사진에서 주요 내용을 찾도록 하며,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목, 하고 싶은 말, 까닭이 들어가게 글을 쓰도록 지도하였다.

그 후 학생들끼리 쓴 글을 돌려 읽은 후 글에 댓글을 달아주고, 발표하

는 활동이 이어졌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양교사는 학생의 수준을 고려

해서 개개인에게 맞춘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렇기에 평가는 학

습 결과물 뿐 아니라 관찰,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25명 학생의 수행을 일일이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양교사

는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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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양재희 교사의 역량중심 수업의 특징

양교사의 수업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교과서의 내용을 기초로 학습목

표,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역량중심 수업을

계획할 때 양교사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확인하였다. 국어의 경우

단원의 교과역량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교사는 해당 단원의 역량을 학

생이 함양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반영한 학습목표를 설정하였다.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하여 양교사는 교과역량과 관련된 학생의 수행

이 일어나도록 활동을 재구성하였다. 양교사는 이를 위해 공익 광고를

선택하였는데, 공익 광고를 활용하여 학생이 주요 내용을 스스로 찾아보

도록 계획하였다.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과 관련하여 양교사는 동영상

공익 광고와 교과서의 사진 공익 광고를 연계하여 학생이 광고에서의 주

요 내용을 찾고, 공익 광고를 보고 생각한 점, 느낌 점을 ‘제목, 하고 싶

은 말, 까닭’의 형식으로 글을 써보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의

사소통 역량과 관련된 릴레이 발표, 댓글 쓰기 등으로 이어졌다.

양교사가 국어 시간에 활용한 릴레이 발표, 제목, 하고 싶은 말, 까닭

쓰기 활동, 댓글 쓰기 등은 완전히 새로운 활동이라기보다는 학생의 수

행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양교사는 역량중심

수업이 기존에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들거나 수업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것

이 아니라 교과역량을 염두에 두고 학생의 수행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평가와 관련하여 양교사는 학생이 현재의 수준보다 조금 더 나은 수행

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을 독려하며, 역량중심의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였

다. 학생마다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고정된 평가 기준이 아니라 개별

학생마다의 역량이 곧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된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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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위해 교사는 순회 지도를 실시하여 학생이 쓴 글에 대하여 피드

백을 주었다. 피드백은 수행 결과 뿐 아니라 정의적 측면에 대해서도 일

어나며, 학생들이 서로의 글을 읽고 댓글을 다는 것과 같이 학생 간에도

일어난다. 서로의 글에 단 댓글은 학생 상호 간의 평가라 할 수 있으며,

학생이 제대로 평가한 것인지, 글을 쓴 학생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것

인지 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양교사의 평가는 교사의 관찰을 통한

평가, 학생 간 댓글을 통한 평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매 차시마다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고 기록하는 것이 어렵다고 양교사는

언급하였다.

양교사의 수업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양교사가 교과역량에 초점

을 맞춰 수업을 계획, 실천한다는 점이다. 양교사는 국어의 비판적·창의

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에 기초하여 이를 키울 수 있는 활동을 계

획하고 실천하였다.

수업과 관련하여 드러나는 또 다른 특징은 교육내용의 변화가 거의 일

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양교사가 교과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수업

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역량에 기초하여 변형한 것을

분석해보면 변화는 목표,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 한하며 교육내용의 변

화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3. 장지민 교사

역량중심 교육과 관련하여 장지민 교사(이하 장교사)는 교과서의 내용

을 확인하고 동 학년 교사회의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를 수업의 교과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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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합하여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장

교사의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장교사의 상황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가. 상황 맥락

장교사는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 1학년을 가르쳤다. 2017년 3월부

터 초등학교 1학년은 새롭게 개정된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되었고, 개정

된 교과서는 학교에 2017년 1월에 도착했지만, 학교에서 2017년 2월에야

가르칠 학년이 결정되기 때문에 장교사는 학년이 결정된 2월말 새로운

교과서와 지도서를 받을 수 있었다.

장지민 교사는 개정된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는 핵심역량과 교과역량

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사가 접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설명은

교육과정과 해설서, 지도서 뿐이었고 장교사는 이 중에서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인 교사용 지도서의 교과역량 진술을 참고하여 역량중

심 교육을 교실에서 실천하였다.

장지민 교사가 수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주로 얻은 곳은 동 학년 교사

회의로 장교사는 동료 교사들과 주 3회 이상 모여 교수 학습 방법과 평

가와 관련한 회의를 실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장교사는 각 교과별 교

과역량을 반영한 수업을 계획하였다.

장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맥락을 살펴보면, 장교사의 학교는 건축한

지 30년 정도의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장교사에 의하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지 않았으며, 맞벌이 부부와 한 부모 가정

의 비중이 높아 상당수의 학생들이 부모님의 보살핌을 잘 받지 못하였

고, 부모가 자녀를 키우지 못해 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할머니의 보살핌



- 137 -

을 받는 학생들도 더러 있었다. 부모들의 귀가 시간이 늦어 학생들 중

일부는 돌봄 교실로 이동하였고, 방과 후 학교 교육비, 체험비 등을 국가

로부터 지원받는 학생들도 많았다.

장교사의 반 학생들은 남학생 12명, 여학생 13명 총 25명으로 구성되

며, 학생들의 학습 수준은 비슷하나 몇 명의 아이들은 기본 생활 습관이

전혀 잡혀있지 않아 교사의 수업을 잘 듣지 않는다거나 수업을 방해하기

도 하였다. 장교사의 반 학생들은 1학년이라 한글을 익숙하게 쓰고 읽지

못했으며, 2017년 말까지 한글을 습득하지 못한 학생도 여러 명이 있었다.

나. 수업의 계획 및 준비

장교사는 수업 계획과 준비를 동 학년 교사들과 함께 하였다. 매주 목

요일이 되면 부장의 반에 모여서 동 학년 회의를 하는데 부장이 1차로

만들어온 주간 학습 계획을 보고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였

다. 회의 내용을 토대로 각 교사별 수업이 이뤄지며, 수업이 끝난 후 교

사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모여 자신의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과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장교사의 경우 여기서 나온 선생님들의 수업

아이디어나 자료들을 반영해서 수업을 계획하였다.

연구자: 수업 준비를 어떻게 하시나요?

장지민: 주간 학습 계획표 상 진도표를 가지고 하는 동 학년 회의를 공식

적으로는 일주일에 한번 하는데요. 저희는 거의 하루에 30분씩

모여요. 만나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우리 반

에 상어 만들기를 했는데 괜찮더라. 그 시간에 이렇게 하면 되더

라.’ 이런 얘기를 하죠. 회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으면 그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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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각 반에서 수업을 재구성해요.

연구자: 주간 학습 계획을 바탕으로 회의를 하고 간간이 모여 수업에 대

한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거네요?

장지민: 네. 회의를 하면서 수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거죠. ‘월요일에 이

거 했는데 망했다. 그러니 이거를 이렇게 해라.’ 예를 들어, 1반

선생님이 물고기 시디 만들었는데 눈을 붙이기 힘들었다. 그러면

그걸 개선해서 눈을 미리 글루건으로 다 쏴서 학생들에게 주죠.

먼저 한 반의 팁을 얻어서 다음 반이 수업을 하니 점점 더 나아

지는 거죠.

(2017-7-5 면담자료)

장교사는 동료 교사들과의 회의를 통해 수업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활용해 수업에서 어떤 역량을 키울 것인지는 온전히 장

교사에게 달렸다. 장교사는 “동 학년 협의를 할 때, 역량에 대한 이야기

를 나누지는 않아요.”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2017년 당시 역량중심 교육

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장교사가 동 학년 회의를 통해 얻은 수업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역량중

심 수업을 계획할 때 주로 확인하는 것은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였다.

특히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교과역량은 장교사가 어떤 수업을 할지에

영향을 미쳤다. 장교사는 역량으로 인한 변화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연구자: 수학 수업에서 어떤 역량을 키우려고 하신건가요?

장지민: 수학과 교과역량 중에서 의사소통 역량과 정보 처리 역량을 키우

려고 했어요.

연구자: 의사소통 역량과 정보 처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 준비한 게 뭔가요?

장지민: 역량을 키우기 위해 먼저 교과서를 보고 어떤 활동을 해야 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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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각했어요. ‘교과서를 보고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를 고민

해보고 그 다음에 지도서를 봐요. 예전에는 교과서의 내용에 가

치를 두고 뭘 어떻게 가르쳐야할지를 고민했는데, 역량이 교육

과정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학생들이 지식을 활용하게 할지에

대해 더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단순히 ‘시계를 보고 시계를 읽

을 수 있다.’를 넘어서 시계를 읽고, ‘지금은 몇 시 몇 분이고 무

엇을 한다.’까지 학습목표에 반영하게 된 거죠.

(2018-1-5 면담자료)

장교사는 교과서를 보고 어떤 활동을 할지를 생각하였고, 교사용 지도

서를 보면서 어떤 역량을 키울지를 결정하였다.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도입

되기 이전에 장교사는 교과서의 내용에 가치를 두고 가르쳤지만, 역량중심

교육을 실시하며 학생들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게 할지를 더 생각해보게

되었다. 수업의 활동과 역량에 대해 장교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연구자: 교사용 지도서에서 이 활동이 어떤 역량과 관련 있는 지를 확인

을 한 건가요?

장지민: 수학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 시각과 시간을 아는 것은 정보 처리

역량과 관련되어 있고, 의사소통 역량과 관련하여 몇 시에 무엇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이래서 의사소통 역량이 들

어갔구나.’ 생각하고 교과역량으로 의사소통 역량이 들어갔으니

‘이런 활동을 좀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수업을 구상해요.

그 전에는 그냥 몇 시 몇 분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

는 시각에 있었던 일을 말해보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된 거죠.

(2018-1-5 면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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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사는 차시의 수업을 통해 수학과 교과역량 중에서 의사소통 역량

과 정보 처리 역량을 키우고자 하였고, 이 두 역량과 관련된 활동을 계

획하였다. 장교사의 수업과 관련하여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교과역량

은 장교사가 어떤 수업을 할지에 영향을 미치며, 수학의 경우 교사용 지

도서에 차시별 역량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Ⅴ-6] 1학년 2학기 수학 교사용 지도서 5단원 2차시 수학과

교과역량 (출처: 교육부, 2017b: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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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의 경우 차시별 교과역량이 ‘+ 수학 교과 역량’으로 수학 교사용

지도서 상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장교사는 이를 활용하였다. 장교사는

어떤 교과의 역량을 기를 것인지를 고민하였고, 의사소통 역량과 정보

처리 역량을 선택하였다.

한편, 장교사는 핵심역량인 의사소통 역량이 여러 교과의 수업을 통해

키워질 것이라고 보았다.

장지민: 의사소통 역량은 수학 뿐 아니라 국어과나 다른 교과에서도 키워

지질 수도 있다고 봐요. 사실 의사소통 역량은 국어과나 다른 교

과에서 더 많이 키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연구자: 국어, 수학, 과학도 의사소통 역량이 있고, 그런 교과목을 통해서

핵심역량인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장지민: 네. 맞아요. 의사소통 역량은 모든 교과에서 키워진다는 것을 가

정하고 수학과 관련해서 시계 보기와 규칙 찾기 단원에서 ‘뭐가

의사소통 역량과 관련될 걸까?’를 고민했어요.

(2018-1-5 면담자료)

장교사는 의사소통 역량이 수학과 더불어 과학, 국어 등 다양한 교과

를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장교사는 차시의 수업과 관련

하여 어떤 활동이 수학의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

다. 수업과 관련하여 교사용 지도서의 설명을 보면, 이 차시의 활동은 추

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 역량과 관련되어 있었

다. 그 중에서 장교사는 시간을 읽는 과정에서 학생의 정보 처리 역량이,

특정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를 친구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의사

소통 역량이 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수업을 계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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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장교사는 작년 경험에 비추어 사전 활동으로 모형 시계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생들이 모형 시계를 자유롭게 돌려보도록 하였다.

연구자: 수업에서 모형 시계가 나오던데요. 사전에 애들에게 모형 시계를

돌려보게 한 건가요?

장지민: 네. 애들에게 모형 시계를 나눠주고 돌려보게 했어요.

연구자: 왜요? 그건 준비 활동인건가요?

장지민: 네. 일종의 준비 활동이죠. 시계에서 긴바늘과 짧은 바늘이 어떻

게 움직이는지 보라고, 경험해보라고 모형 시계를 나눠줬어요.

학생들에게 시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긴바늘이 한 바퀴 돌면

짧은 바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게 한 거예요.

(2017-12-5 면담자료)

장교사는 2년간의 1학년 생활을 통해 어떤 점을 학생들이 어려워했는

지를 기억하고 이와 같은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사전 활동으로 모

형 시계를 나눠줘서 학생들이 모형 시계를 돌려보는 과정에서 시침과 분

침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지도하였다.

정리해보면, 역량중심 수업을 위하여 장지민 교사는 동 학년 교사회의

를 통해 얻은 수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된 교과역

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계획하였다. 장교사는 기존의 수업

이 지식을 전달하고 이해하는 선에서 그쳤다면, 역량중심 수업은 지식을

이해하고 지식을 활용하는 것까지 중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장교사는 교과역량이 핵심역량에 기초하여 나왔다고 생각하기에 의사

소통 역량이 다른 교과에서도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수학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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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을지 고민하여 활동을 계획하였고, 정

보 처리 역량과 관련하여 모형 시계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계획

하였다.

장교사는 1학년을 가르쳤던 작년 경험에 기초하여 학생이 어려워했던

분침과 시침의 관계를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고자 모형 시계를 사전

에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생들이 모형 시계를 직접 돌려보게 하며 추후

있을 차시의 수업을 준비하였다.

다. 수업의 과정 및 평가

장교사의 수업은 1학년 2학기 수학 5단원 ‘시계 보기와 규칙 찾기’의 9

차시 중 2차시로 ‘몇 시를 알아볼까요.’라는 학습 주제를 가지고 하는 수

업이다. 교사용 지도서에 나와 있는 수학과 교과역량은 추론, 창의 융합,

의사소통,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이며, 해당 차시의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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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7] 1학년 2학기 수학 교과서 5단원 2차시

(출처: 교육부, 2017c: 96-97)

장교사는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역량 중에서 교과 내용과 직접적으

로 관계된 정보 처리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을 선택하였고, 이를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수업을 실시하였다. 장교사는 시계를 보고 시간 개념

을 학생들이 획득하는 과정에서 정보 처리 역량을 키우고, 몇 시에 무엇

을 할 것인지를 친구, 교사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역량을 신

장시키고자 하였다. 장교사는 전 차시에 배웠던 시계 노래를 학생이 부

를 수 있도록 하고 종이 울리자 수업을 시작하였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은 어제 배웠던 시계 노래를 부른다.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장교사는 학생들이 쉬는 시간과 중간

놀이 시간에 자주 사용했던 모형 시계를 꺼내며 “짧은 바늘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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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라고 묻는다. 학생들이 “시침이

요.”라고 대답하자 이번에 교사는 “그럼 긴 바늘은 뭘까요?”라고 묻

고 학생들은 “분침.”이라고 대답한다.

장교사는 오늘 배울 내용이 시침과 분침으로 구성된 시각에 대해

배울 것이라고 말하며 칠판에 적힌 학습목표인 “시각을 보고 몇 시

인지 말할 수 있다.” 와 “시각을 나타내고 그 시각에 하는 일을 말

할 수 있다.”를 읽는다. 학생들도 교사를 따라 오늘 학습할 학습목

표를 읽는다. 장교사가 모형 시계로 10시를 만들고 “긴 바늘이 어디

에 있나요?”라고 묻자 학생들은 “12”라고 대답한다. 이어 교사가

“짧은 바늘은요?”라고 묻자 학생들은 “10”이라고 대답한다. 교사는

짧은 바늘이 10, 긴바늘이 12를 가리킬 때 시계는 10시를 나타낸다

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며 교과서에 제시된 시간의 개념을 학생

들에게 설명한다. 5분 남짓의 시간동안 교사가 모형 시계를 돌리며

학생들에게 몇 시인지 묻고, 학생은 모형 시계에 제시된 시간에 대

해 대답한다.

장교사는 모형 시계를 통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시간에 대해 이

해했다는 생각이 들자 교과서의 활동으로 넘어간다. 장교사는 교과

서의 시계를 가리키며 학생들에게 “교과서의 시계가 몇 시 일까요?”

라고 시간을 묻는다. 학생들이 “11시”라고 대답하자 교사는 교과서에

‘11시’라고 쓰고 학생들이 따라 쓰도록 지도한다.

다음 활동으로 장교사는 “이제는 우리가 시간만 말하는 게 아니

라 뭐하고 있는지 봐야 해요.”라고 말하고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하

여 “아이가 뭐하고 있나요?”라고 묻자 학생들은 “시소타고 있어요.”

라고 대답한다. 장교사는 모형 시계를 한 시에 맞춰 놓고 학생들에

게 보여주며 “선생님, ‘1시에 뭘 할 거예요’라고 물어보세요.”라고 말

한다. 학생들이 “선생님은 1시에 뭘 할 거예요?”라고 묻자 교사는

“1시에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칠 거예요.”와 같이 대답한다. 장교사

는 이와 같은 방식대로 모형시계를 돌려 시각과 시간을 만들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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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끼리 모형시계의 시간과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서로

묻고 답하도록 지도한다.

교사는 학생들끼리 시간을 묻고 그 시간에 자신이 하고 있을 일

에 대해 대답하는 활동을 마무리하고 학생 한명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양팔을 이용해 시계의 분침과 시침을 이용해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였다17). 양팔로 시계를 만든 학생에게 교사가 “3시에 뭐할

거예요?”와 같이 묻자 학생은 “3시에 학원에 갈 거예요.”와 같이 대

답한다. 몇 번의 같은 활동으로 학생들이 활동에 대해 이해했다는

생각이 들자 이번에 교사는 학생들끼리 몸으로 시계를 만들고, 몸으

로 만든 시간에 무엇을 할지를 이야기하도록 지도한다. 마지막에 오

늘 배운 시각과 시간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정리하고 교사는 수업

을 마친다.

(2017-11-29 수업 관찰자료)

장교사는 쉬는 시간, 중간 놀이 시간에 자주 사용했던 모형 시계를 돌

려보며 학생들이 시간에 대해 이해하도록 지도하였다. 학생들이 시각과

시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생각하자 장교사는 모형 시계를 1시

에 맞추고, 모형 시계의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를 학생들이 교사에게 질

문하게 하였다. 교사는 “1시에 수업을 할 거예요.”라고 대답하며 예시를

보여준 후 같은 활동끼리 학생들끼리 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교사는 학생들의 양 팔을 활용해 몸으로 시간을 표현하

고, 몸으로 표현한 시간에 대해 학생들끼리 묻고, 그 시간에 무엇을 할지

를 생각하여 말해보도록 지도하였다.

17) 한 팔은 짧게 만들어 시침을 표시하고, 다른 한 팔은 길게 하여 분침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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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민: 마지막에 몸으로 표현한 것은 그것 나름대로 의사소통 능력을 기

르기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애들이 해보게 한 거예요. 친

구가 만든 시간을 보고 ‘얘가 도대체 몇 시를 표현한 걸까?’를

애들이 궁금하게 만들고, 그걸 말하는 수행을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 의사소통하게 한 거지요. 이번 차시는 ‘시계를 보고 몇 시

인지 말할 수 있다. 시각을 나타내고 그 시각에 하는 일을 말할

수 있다.’가 목표지만 애들이 몸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애

들에 맞춰서 활동을 바꾼 거죠.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면 짧

은 바늘과 긴바늘의 역할을 확실히 애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

을 했어요. 긴바늘은 무조건 12에 가야하니까. 애들이 몸으로 시

간을 만들어보면서 확실히 시침과 분침의 차이를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사실 시간을 가르치다 보면, 애들이 세 시를 안 그리

고 12시 15분을 그리기도 해요.

연구자: 왜요?

장지민: 자기는 세 시라고 알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표현하며 분침

은 위쪽으로는 높게 해야 하고, 시침은 반만 뻗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했어요. 시침과 분침의 관계를 나름대로 확실히 하려

고요. 몸으로 만들어 봐야지. 애들이 좀 더 체감을 하니까요. 거기

에 ‘몇 시지?’ 했을 때 5시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시에 뭐

를 할 건지 그것을 물어보게 한 거죠. 친구와 의사소통 해보라고.

(2017-12-5 면담자료)

장교사는 학생들이 몸으로 시침과 분침을 표현하며 시침과 분침 사이

의 차이를 확실히 인지하도록 활동을 계획하고 전개하였다. 이는 학생이

수행을 통해 수학적 지식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해를 몸으로

표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다만, 장교사는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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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활동에 대해 수업이 끝난 후에도 고민하고 있었다.

장지민: 시계보기와 규칙 찾기 단원에서 뭐가 의사소통 역량과 관련되는

걸까요?

연구자: 친구들과 시각과 시간에 대해 말하는 거 아닐까요?

장지민: 수업에서 애들이 ‘난 9시 반에 밥을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

어요. 근데 이게 의미 있는 의사소통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의사소통을 하려면 뭔가 궁금하고 의미의 전달이 있어야 하는데

약간은 인위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연구자: 활동이 고민이 된다는 거네요?

장지민: 의사소통이라고 하면, 내 생각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

어야 하는데 ‘여기에 의미가 부여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냥 애들이 다른 친구가 9시 반에 뭐하는지 별로 안 궁금

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주말 9시 반, 10시 반에

뭐할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었어야 했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2018-1-5 면담자료)

장교사는 수업 활동이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을 준 것인지를 고

민하였다. 장교사가 보기에 특정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를 묻고 답하는

활동은 진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기에 의사소통 역량을 키

우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 장교사가 보기에 의미

있는 역량중심 교육은 학생의 이해를 촉진함과 동시에 수행을 통해서 이

해를 깊이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장지민: 의사소통 역량을 기른다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애들끼리 이야기

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논리적으로 말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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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정리해서 말하게 하고, 단순히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

라 애들이 진짜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게 했어야 했어요. 사실

역량중심 수업이라는 것이 학생이 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수

업을 구성하는 것이잖아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고, 태도와 가치관이 변한다거나 하는 거니까. 애들을 가르

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기존에는 ‘이거 알아

야해.’에서 끝났다면 이제는 ‘학생이 이걸 어떻게 해야 잘하게 할

것인가?’, ‘학생들에게 역량을 어떻게 체화시킬 것인가?’를 고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2017-12-5 면담자료)

역량중심 교육으로 인해 장교사는 학생들이 지식을 이해하는 것을 넘

어 지식을 활용하는 것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평가와 관련하여 장지민 교사는 지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이 이뤄지고 교사는 학생의 수행을 평가해야 한다고 여겼다.

장지민: 제가 보기에 역량중심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이해를 포함한 수

행’이라고 봐요.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이 되는지를 봐야 해요.

연구자: 학생이 이해를 한 다음에 수행을 한다는 거지요?

장지민: 네. 학생의 역량을 평가한다는 것은 학생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본다는 의미잖아요. 학생이 얼마나 수행을 하는지를 본거고,

학생의 역량을 키우려면 학생이 어떤 수행을 거치는지를 계속

봐야만 하죠. ‘단순히 문제를 풀 수 있느냐가 아니고, 학생이 어

떻게 말하는지를 봐야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야하고요. 예

를 들어, 시계와 관련해서 단순히 7시, 8시, 9시를 보는 게 아니

라 왜 7시라고 얘기했는지, 시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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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까지 이해해야 해요.

(2017-01-06 면담자료)

역량은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지적으로 행위 하기 위하여 언제

나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심효선, 2018). 장지민 교사는 역량이 지식의

이해를 포함한 수행,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수행을 통해 드러난다고 생

각하였다. 그러므로 장교사는 학생이 수업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

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에 맞는 피드백을 학생에게 주고자 하였다. 시각과 관련하여

장교사는 시간을 읽고 말하는 방식의 수행 평가를 계획하고 실천하였다.

연구자: 수학에서 시계 보기와 규칙 찾기는 어떻게 평가 할 건가요?

장지민: 바늘 시계 나오는 그림을 하나 그려주고, 시계를 읽고 몇 시 몇

분인지를 쓰고, 그 시간에 뭐하는지를 옆에 그림으로 그리거나

쓰게 할 거예요. ‘터무니없이 세 시 아침을 먹는다.’ 그건 틀리게

할 거구요.

연구자: 결국 학생이 시계에 그려진 시간에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하

고자 하는 거네요?

장지민: 네.

연구자: 어떤 역량을 평가 하고자 한 건가요?

장지민: 정보 처리 역량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몇 시에 뭐 할 건지를 보

는 것이니까요. 먼저 시계를 읽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2017-12-5 면담자료)

시계를 보고 시간을 쓰는 것은 정보 처리 역량과 관련된다. 장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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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시계 속 시간을 이해하고, 해당 시간에 무엇을 할지를 쓰게 하는

것을 통해 정보 처리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장교사는 시계를 잘 읽지 못하고, 그리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연습 문

제를 제공하여 이를 풀게 하고, 시계를 그려보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드

백을 주었다.

연구자: 시계를 잘 읽거나 그리지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했나요?

장지민: 사실 읽을 수는 있는데 그릴 수 없는 애들이 많아요. 수행 평가

전에 몇 번 연습을 했어요. 연습 문제를 풀어보게 하고 못 푸는

애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바로 틀린 것을 고쳐주고, 다시 풀게 해

서 피드백을 주었어요. 그래도 안 되면, 연습한 것을 주말에 가

정으로 보냈어요. 애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게 도와달라고.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수행 평가를 봤는데 크게 개선이 없더라고

요. 애들이 그리는 것을 여전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그리기를 더 연습했어요.

연구자: 그리기를 연습했다고요?

장지민: 수행 평가에서는 시계를 읽는 것만 했는데, 그 후에 시간을 그리

게 했어요. 애들이 자기는 시계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 하긴 하

는데, 평가를 보니 9시 반에서 시침이 9시와 10시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애들이 제대로 이해하

지 못하면 그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애들한테 확실히 이해시키

고 인지시키기 위해서 시계를 그리게 한 거죠. 제가 보기에 그릴

수 있으면 당연히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2018-1-5 면담자료)

장교사는 시각과 시간을 잘 읽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연습 문제를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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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록 하며, 그 자리에서 틀린 부분을 고쳐주고 다시 풀도록 하였다. 그

래도 안 되는 학생들의 경우 주말에 연습한 것들을 가정에 보내 학생들

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정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또한, 수행 평가로 단원의 학습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수행 평가를 통

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파악하여 시침과 분침을 그리는 연습을

실시하였고, 학생들이 시각과 시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

다. 이와 더불어 장교사는 시각과 시간을 시계에 그리는 것에 학생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학습지를 나눠주었다.

장지민: 학습지를 나눠주었을 때 잘하는 애는 10분 만에 끝내기도 했지

만, 못하는 애들에게는 문제를 여러 번 다시 풀게 했어요. 계속

설명해 주고 여러 번 하다 보니 잘 고쳐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틀

리는 이유가 똑같거든요. 결국 깨닫게 하는 거죠. 자기가 틀리지

않으면 애들이 발전이 없더라고요.

연구자: 애들이 시계를 잘하나 본 거네요?

장지민: 수행 평가라는 이름으로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잘 하는지 본거는

맞아요.

(2018-1-5 면담자료)

장교사는 학생에게 거듭된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반성하고 부족함을 깨닫기를 바랬다. 장교사는 학

생들이 단순히 시각과 시간을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시간을 표현하는 것까지 지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장교

사는 수행 평가에서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기 위해 시계의 시간을 읽는

것과 더불어 그 시간에 학생들이 한 일을 쓰도록 했다. 하지만 장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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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의사소통 역량을 정확하게 측정했는지 확신할 수 없어 학생의 역

량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연구자: 수행 평가에서 왜 자신이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를 쓰게 한 건

가요?

장지민: 의사소통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사소통 역량을 측정

하기 위해 해보긴 했는데 그 영역을 딱히 측정하지는 못했다

고 봐요. 얘가 진짜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

으니까요. 의사소통 역량을 측정하려고 평가지를 만들기는 했지

만 평가가 잘 안되더라고요.

연구자: 그 말은?

장지민: 역량을 중심으로 수업이 바꾸고, 평가 역시 역량을 반영해서 평

가지를 만들었지만, 역량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무

척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결국은 시계를 읽을 수 있는

지를 보고, 평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몇 시에 뭘 하는지

를 쓰라고 했지만, 뭘 쓰든 논리에 맞으면 성적처리가 되니까. 야

심차게 수행 평가지를 바꿔봤지만,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구나. 옆 반 선생님이 말하시길 시각을 쓰는 것은 다

맞았는데 학생이 그 시간에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은 경우가 있어

애매했다고 하더라고요.

(2018-1-6 면담자료)

역량은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며 개인의 역량은 수행을 통해 그 실

체를 드러낸다(백남진 온정덕, 2014). 장교사는 시계의 시간을 읽고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를 쓰는 수행 평가를 진행하였다. 수행 평가에서

장교사는 시계를 읽는 것과 그 시간에 한 일을 쓰는 것을 통해 정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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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장교사는 이와

같은 평가가 역량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고,

역량을 반영한 수행 평가에 대한 어려움을 표시하였다.

정리해보면, 장교사는 모형 시계를 활용해 시간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읽게 되자 시각을 모형 시계로 표시하고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를 말

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교사는 학생들이 시침과 분침을 몸으로 표

현하고,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를 짝과 말해보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평가와 관련하여 장교사는 학생의 수행을 평가하고자 했으며, 잘 이해하

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계속 피드백을 주어 지도하였다. 다만 장교사는

자신이 계획한 활동이 역량과 의미 있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수업이

끝난 후에도 고민하였다.

라. 장지민 교사의 역량중심 수업의 특징

장교사는 학생들이 교과의 내용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의

역량이 함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였

다.

수업을 계획할 때, 장교사는 동 학년 교사들과의 회의를 통해 수업 아

이디어를 얻고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보고 차시의 내용에 적합한 역

량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장교사가 보기에 학생의 역량은 교과 지식

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둔 수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과 지식과 관련

된 충분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교과의 내용을 습득하고 배운 지식을

상황에 맞춰 활용하도록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하였다.

수업에서 장교사는 모형 시계를 돌려보며 학생들이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시각과 시간이라는 지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활동이 이뤄



- 155 -

지는 과정에서 학생은 시침과 분침의 관계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관

계를 몸으로 표현하며,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를 친구와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쳤다. 요컨대, 장교사는 교과서의 내용을 습득하고 교과의 내용

지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정 시간에 할 일 말하기, 몸으로 시간

표현하기 등의 수행을 통해 의사소통, 정보 처리 역량과 같은 교과역량

을 키우고자 하였다.

평가와 관련하여 장교사는 교과역량을 반영한 수행 평가를 구상하고,

수행 평가를 통해 시계 속 시각과 시간을 읽을 수 있는 지를 통해 드러

나는 정보 처리 역량과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하고 의견을 교환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의사소통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학

생의 역량을 수행만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웠기에 장교사는 학생

역량에 대한 평가에 어려움을 표시하였다.

장교사의 수업을 통해 알 수 있는 특징은 장교사가 교사용 지도서의

교과역량에 기초하여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천하였다는 점이

다. 장교사는 수학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정보 처리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에 기초하여 역량중심 수업을 실천하였다.

또 다른 특징은 장교사의 수업에서 역량이 교육내용의 변화보다는 학

습목표, 교수·학습 방법, 평가를 변형하는데 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장교사는 역량을 반영하여 학습목표, 교수·학습 방법, 평가를 변형하였지

만, 장교사가 시각과 시간이라는 교과의 내용을 역량을 중심으로 변경하

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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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초등학교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이

해와 실천에서 드러난 특징과 쟁점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역량을 이해하고 실천하였다.

앞서 각 교사별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어

떤 특징을 지니는지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쟁점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1. 초등학교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이해와

실천에서 드러난 특징

연구 참여자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이해와 실천에서 공통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연구에서는 이를 학습목표,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변화, 지식중심의 역량 교육, 교과역량 중심의 수업으로 특징지을 수 있었다.

가. 학습목표, 교수·학습 방법, 평가 설정의 변화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실천과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에서 공통

적으로 학습목표, 교수·학습 방법, 평가 설정의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학습목표의 설정에서의 변화가 있었다. 역량중심 교육에서는 지식 그 자

체의 습득보다는 지식의 습득을 통해 역량을 성취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

적이 된다(최연아, 2015). 연구 참여자들 모두 지식의 단순한 습득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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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통해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여겼고, 이는 학습목표에 역량을 반

영하는 변화로 이어졌다. 예컨대, 김교사는 역량을 반영하여 ‘표와 그래

프’라는 내용지식에 정보 처리 역량의 하위 요소인 기능을 연결하여 ‘내

용지식 + 교과역량 하위 요소의 기능’과 같은 형식의 학습목표를 설정하

였다. 양교사는 단원의 역량인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을 반영하여 “주

요 내용을 파악하고 창의적 글쓰기를 할 수 있다.”라는 학습목표를 설정

하였다. 장교사는 교과의 내용인 ‘시각과 시간’과 관련된 역량인 정보 처

리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을 반영하여 “시각을 보고 몇 시인지 말할 수

있다.”와 “시각을 나타내고 그 시각에 하는 일을 말할 수 있다.”라는 학

습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의 수행과 관련하

여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 맞추어 학습목표를 설정하였다.

두 번째로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에서 수행을 중심으로 교수·학습을 계

획하고 실천하는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가 일어났다. 예컨대, 김교사는

정보 처리 역량과 관련하여 학생이 기준을 세워 자료를 분류하고, 표와

그래프를 완성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수행을 중심으로 교수·학습을 계획

하고 실천하였고, 장교사는 정보 처리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전 활동으로 학생들이 모형 시계를 돌려보게 하였으며, 시간을

몸으로 표현하고 몸으로 표현한 시간에 무엇을 하였는지를 학생들이 말

하게 하였다. 양교사는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전 활

동으로 공익 광고의 주요 내용을 찾아보았으며, 본 활동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광고 사진의 주요 내용을 찾아 광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고,

친구와 글을 돌려 읽으며 댓글을 다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보

면, 연구 참여자들은 역량에 초점을 맞춘 교수·학습을 계획하였고, 학생

들이 직접적인 수행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역량이 성장하는 수업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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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평가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다. 개인의 역량은 특정 장면

에서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행을 통해 그 실체를 드

러낸다(백남진 온정덕, 2014). 연구 참여자들은 수행을 통해 학생의 역량

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김교사는 순회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수

행에서 겪는 어려움과 오류를 해결해주고자 하였으며, 양교사는 학생의

글과 댓글, 학생이 글을 쓰는 수행 과정을 중간 중간 점검하여 피드백을

주었다. 장교사는 학생이 시간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지, 특정 시간에 한

일을 말할 수 있는지를 평가에 반영하였고, 수행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차

시의 수업을 다시 실시하였다. 요컨대,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의 역량 성

장에 도움을 주고자 학생의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학생의 학

습 결과 뿐 아니라 학생의 태도, 수업 참여도, 동기 등과 같은 정의적 요

인들에 대한 피드백을 학생에게 제공하였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수

행을 통해 드러나는 인지적, 정의적 요인들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변화시켰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초해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역량을 반영하여 학

습목표, 교수·학습 방법, 평가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역량을 반영하여 학습목표를 수정하였고, 역량을 반영한 학습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행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계획, 실천하였으며, 지

식과 같은 인지적 측면 뿐 아니라 정의적 요인도 평가하고자 하였다. 요

컨대, 연구 참여자들은 역량을 반영하여 수업과 관련된 학습목표, 교수·

학습 방법, 평가 설정을 변화시켰으며, 이를 통해 학생의 역량을 키우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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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식중심의 역량 교육: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해요.”

역량에 대한 비판 중 대부분은 지식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역량중심

교육이 지식 교육이 올바르게 시행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학생의 지

적 성장이라는 고유한 가치를 간과하며(김광민, 2009), 교과의 고유한 지

식체계나 원리의 제공을 소홀히 하여 학습자에게 충분할 정도의 지식교

육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Young, 2014). 이

와 같은 비판은 역량보다는 지식 그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역량중심 교육에서도 지식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다만 역

량중심 교육에서 이론적 지식은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내용

의 일부로 의미 있게 포함될 수 있으며, 지식은 학생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주요 소재로 존재한다(소경희, 2007; 최연아, 2015). 그렇기에 역량

중심 교육에서는 역량이 지식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하며, 이론적 지식은

어디까지나 학생의 역량 성장을 위한 자료 혹은 소재인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역량중심 교육과 관련하여 지식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여겼다. 연구 참여자들은 역량의 개념 안에 지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식을 바탕으로 역량이 성장한다고 생각하였다. 예컨

대, 김교사는 “‘역량을 지도한다.’라는 그 말 속에는 ‘지식을 지도한다.’라

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라고 언급하며 역량의 개념 안에 지

식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였고, 양교사는 수업을 통해 “지식과

역량이 함께 키워지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장교사는 “지식이 기본적

으로 있어야만 역량이 키워진다고 봐요.”라고 언급하며 지식을 바탕으로

역량이 성장한다고 여겼다.

연구 참여자들은 ‘지식을 바탕으로 역량이 성장한다.’는 생각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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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학생들이 지식을 먼저 습득하도록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였다. 예컨

대, 김교사는 수학적 지식인 표와 그래프 작성법과 분류 방법을 학생들

이 먼저 배운 후 이를 바탕으로 기준을 정해 고래밥을 분류하고 이를 표

와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하였으며, 장교사는 시각과 시간을 학생들이

먼저 이해하도록 지도한 후 몸으로 시계를 표현하고, 이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말해보도록 하였다. 양교사 역시 주요 내용을 찾는 방법을 학생

이 먼저 이해하도록 지도한 후 다양한 공익 광고를 활용해 학생들이 주

요 내용을 직접 찾아보도록 하였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이 지식의 습

득을 통한 역량의 성장을 중시하다보니 학생들이 지식을 먼저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활동에서 활용하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에서 교과의 지식 그 자체를 역량에 맞추

어 재구조화하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서의 내

용에 맞추어 역량을 선정하였고, 실제 수업에서는 교과 지식의 습득에

역량을 약간 반영하는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컨대, 김교사

는 표와 그래프라는 교과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정보 처리 역량과 의사소

통 역량을 반영한 학습목표를 작성하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

학습 방법, 평가를 변화시켰지만, 교과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습득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양교사도 역량을 반

영하여 학습목표를 조정하고,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선정하며, 포트폴리오와 학생이 쓴 글, 댓글을 반영하는 것과 같은 변화

가 일어났지만, ‘주요 내용을 찾는다.’는 교과의 내용은 변화시키지 않았

다. 장교사 역시 정보 처리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을 반영하여 학습목표,

방법, 평가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지만, ‘시각과 시간’이라는 교육내용이

변화하였다고 볼 수 없다.

기본적으로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천할 때, 가장 중심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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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역량’이어야 한다. 역량중심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과 지식에 앞서 역량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

내용지식의 습득을 우선하였고, 이 내용지식이 습득된 후 역량이 발휘된

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에서

교육내용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접근 방식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전통적인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역량을 중심

으로 ‘통합적인 학습’(intergrated learning)이 일어난다(소경희·이상은·박

정열, 2007). 즉 역량을 중심으로 교과 간의 통합적인 학습 혹은 교과 내

영역 간 통합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

에서는 교과 간의 통합적인 학습이나 교과 내 영역 간 통합적인 학습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춰보면, 연구 참여자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에서의 변화는 주로 학습목표,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서

국한되며, 이러한 변화가 교육내용을 보는 관점이나 접근 방식의 변화까

지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역량중심 교육 속

에서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과

에 대한 수업’(소경희, 2013: 15)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다. 교과역량 중심의 수업: “교과역량에만 초점을 맞추죠.”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교과를 중심으로 학교교육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교과중심의 지식 교육이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지식과 능력들을

외면하고 있으며 교과 교육에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들을 반

영하더라도 실제 삶과 동떨어져 있어 이를 실제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

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황규호, 2017).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에 핵심역량을, 각론에 교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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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반영하여 학교교육의 중심에 역량을 놓은 역량중심 교육을 실천하

고자 하였다.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역량은 행동주의적 접근에서처럼 외연적으로 드

러나는 행위나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로지

르는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능력으로 정의된다(소경희, 2009). 연구 참여

자들은 핵심역량을 구체적인 기술이나 기능이 아니라 개인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야할 능력’으로 인식하

고 있었고, 교과역량을 교과의 목표로서 긴 시간의 교과 교육을 통해 교

과의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길러지는 능력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교과역량을 교과의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을 배운 후 교과를 통해 할 수 있어야 할 능력(백남진,

2014: 168)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특징 중 하나는 교과역

량이 수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역량

중심 수업에서 활용했던 것은 교과역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역량

을 역량중심 교육을 위한 목표, 방법, 평가의 틀로 삼아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역량을 반영하여 학습목표를 설정하였다.

교과서에는 역량에 관한 기술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주

로 교과별 교사용 지도서를 통해 해당 차시 혹은 단원의 교과역량을 확

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를 설정하였다. 국어의 경우 교사용 지도서에

단원의 교과역량과 단원의 교과역량이 차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제시되기 때문에 교사들은 이를 활용하여 목표를 설정

하였고, 수학의 경우 교과역량이 ‘+ 수학 교과 역량’이라는 항목 아래 활

동별로 제시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차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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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출 교과역량을 선택하고, 이에 맞춰 학습목표를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역량을 교수·학습 활동에 반영하였다.

예컨대, 장교사는 수학에서 시각과 시간을 먼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몇 시 몇 분에 무엇을 하는지를 이야기하게 하여 정보 처리 역량과 의사

소통 역량을 키우고자 하였고, 김교사는 수학의 내용인 분류의 기준과

표와 그래프 작성법을 먼저 배운 후 고래밥을 친구와 분류하고 이를 바

탕으로 표와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을 통해 정보 처리 역량을 키우고자

하였으며, 양교사 역시 광고의 내용에 기초해서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

량을 키우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역량이 학습목표에

반영되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는 평가를 실시하면 교과역

량이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교과역량을 평가하고자 지필평가 뿐

아니라 시각 말하기, 댓글달기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였다. 요컨대,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역량을 중심으로 수업을 계획, 실천, 평가하였고, 교과

수업을 통해 교과역량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에 교과역량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해

핵심역량은 수업과 관련하여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 모두 핵심역량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는 것에 동의하였

지만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는 교과역량만이 반영되었고, 핵심역량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교사용 지도서에서 제

시된 교과역량만을 반영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점은 교사들의 이해와 실천 사이의 괴리를 드러낸다. 연구 참여자들은

역량중심 교육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괴리를 느꼈고, 이

를 다음절에서 좀 더 자세히 탐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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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학교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이해와

실천에서 드러난 쟁점

본 절에서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이해와 실천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탐색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이해와 실천에

서 드러난 혼란과 괴리가 무엇이었는지 파악하고, 그 다음으로 혼란과

괴리의 원인을 탐색하였다.

가.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이해와 실천에서 드러난 혼란과 괴리

연구 참여자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이해와 실천에서 드러난 혼란과

괴리는 국가가 발행한 문서들에 대한 교사들의 의문과 혼란, 역량중심

교육의 방향과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 간의 괴리 두 가지였

다.

(1) 국가가 발행한 문서들에 대한 교사들의 의문과 혼란

연구 참여자들은 국가가 발행한 문서들(국가교육과정 총론, 각론, 교과

서, 교사용 지도서)을 참고하여 역량중심 교육을 실천하였지만, 국가가

발행한 문서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었다. 먼저, 연구 참여

자들은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의미와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의미와 관계를 인지적으로는 이

해하고 있었지만, 실제 수업에서 핵심역량이 어떤 의미를 지니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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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관련되어 있었다.

첫 번째로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역량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

구심을 가졌다. 예컨대, 양교사는 “교과역량이 따로 없어도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게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교과 활동하면서 핵심역량이 완

성될 거라고 생각해요.”라고 언급하며 역량중심 교육에서 교과역량이 필

요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학교교육의 목표는 학생의 핵심

역량 함양이다. 그렇다면 교과 활동에 핵심역량을 반영하고 실천하여 핵

심역량이 달성될 수 있다는 양교사의 말은 어긋남이 없다. 양교사는 핵

심역량만 제시된 것이 오히려 수업에서의 역량의 의미와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한다고 생각하였다.

두 번째로 연구 참여자들은 핵심역량 달성의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였

다. 교육과정에서의 역량 함양은 ‘교과 교육 → 교과역량의 함양 → 핵심

역량의 함양’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즉 교과 교육을 통해 교과역량이 함

양되고, 이런 교과역량이 달성되고 난 후에 핵심역량이 함양되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서들18)에는 교과역량이 핵심

역량의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교과역량을 키우기 위한 활동이

핵심역량과 어떻게 관계 되는지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장교사는 “교과역량을 만들면서 핵심역량의 의미가 더 모호해진 것 같아

요.”라고 언급한다. 장교사가 보기에 교과역량이 핵심역량의 의미를 오히

려 더 모호하게 만들며, 그로 인해 장교사는 핵심역량의 달성에 교과역

량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교사

들이 사용하는 주요 문서들에 교과역량만이 제시되고 핵심역량과의 관계

가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요컨대, 교과역량의 함양에서 핵심역

18) 교사가 주로 활용하는 자료는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 교

육과정 총론 해설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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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함양으로 이어지는 연결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 교육을 통해 핵심역량의 달성된다고 가정할 뿐 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세 번째로 연구 참여자들은 핵심역량을 수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장교사는 이와 관련하여 “핵심역량과 교

과역량이 수업에서 어떤 관계를 맺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업할 때는 우

선 교과역량에 중점을 두고 ‘이걸 키우기 위한 활동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서 수업을 구상해요.”라고 언급하였다. 핵심역량이 수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제시되지 않기에 연구 참여자들은 교사용 지도서

의 교과역량 관련 기술만을 보고 교과역량 달성에만 목적을 두고 수업을

계획, 실천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지식 교육의 경직성, 교과 위주의 삶

과 유리된 지식 교육을 비판하며 등장한 역량중심 교육이 교과역량으로

인해 또 다시 교과중심의 교육으로 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서가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

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양교사는 “이번 시간에 ‘어떤 역량을 중심으

로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해도 교과서에 이런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요.”라고 언급하며, 교과서에 역량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

하였다. 2년간 1학년을 가르쳤던 장교사는 “역량중심으로 활동이 변화했

는지 (그 전 교육과정과 비교해보면) 교과서를 보고는 못 느꼈어요.”라고

언급하며, 일선 학교 교사들이 교과서를 보고 역량중심으로 활동이 구성

되었는지 알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해 “저야 역량중심의 수업을 해보았

고 경험했기 때문에 느끼겠지만, 일반 교사들은 역량중심 수업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면, 못 느낄 것 같아요.”라고 언급하였다. 김교사는 “교과서

를 보고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차시가 몇 개 없잖아요.”라고 언급

하며 교과서에 역량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요컨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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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교과서를 주 교재로 활용해 학생들에게 역량중심 교육을 실

천하였지만, 교과서에 역량이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여겼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국가가 발행한 문서들에서 제시된 역량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여겼다. 양교사는 “역량이라는 게 헷갈리는 것 같아

요. 좀 애매한 거 같아요.”라고 언급하였고, 장교사는 “역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복잡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역량을 한 차시 수업에서 반영하여

수업하기가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라고 언급하였으며, 김교사는 “역량

의 의미를 하나하나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모든 역량의 하위요소들을 일일이 구분하기 어려우니까요.”라

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이 보기에 역량의 개념은 복잡하고,

모호하며, 파악하기 어렵다. 단순히 문서에서 역량의 의미를 기술하고 제

시하는 것만으로는 교사들이 역량중심 교육을 이해하고 실천하기에 불충

분하며 이와 같은 점은 교사들에게 의문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정리하자면, 역량을 반영하여 국가교육과정 총론과 각론, 총론 해설서,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등이 개발되었지만, 역량의 의미가 교사들에게 이

해될 정도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

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역량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핵심역량 달성의 과

정이 맞는 것인지, 수업에 핵심역량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문

제를 제기하였으며, 교사가 주로 사용하는 교과서에 역량이 제대로 반영

되어 있지 않고, 역량의 개념 또한 명확하지 않다고 여겼으며 이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역량중심 교육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였다.

(2) 역량중심 교육의 방향과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 간의 괴리

역량중심 교육은 말 그대로 ‘역량’을 중심에 놓고 이뤄지는 교육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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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의 역량 성장에 초점을 맞춰 역량중심으로 교

수·학습 계획, 실행, 평가가 이뤄지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먼저, 역량중

심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을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를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과 비교함으로서 교사들의 역량중

심 교육과정 실천을 좀 더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다.

우선,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수·학습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이뤄

지는 것은 목표 설정이다.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의 목표는 역량을 반영

하여 설정되며, 학생에게 키우고자 하는 역량이 직접적인 목표로 제시될

수 있다. 예컨대,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정보 처리 역량을 기른다.’,

‘공동체 역량을 기른다.’와 같이 역량 자체가 학습목표에 직접적으로 반

영되어 학생의 역량 성장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다음으로, 역량중심 교육에서 교육내용은 역량에 맞춰 선정된다. 기존

의 교과 지식은 그 자체로서가 아닌 역량을 키우는 소재로서 필요하며

(소경희, 2007; 최연아, 2015), 역량중심 교육에서의 교육내용은 탐색, 표

현과 같은 기능과 감상, 공감과 같은 정의적 영역까지 의미 있게 포함될

수 있다(소경희, 2007; 류성창, 2012). 요컨대, 역량중심 교육에서 교육내

용은 역량에 맞춰 선정되며, 지식 뿐 아니라 기능, 가치, 태도 등도 포함

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역량중심 교육에서는 교과와 교과, 교과와 실생활, 교과

와 역량 등을 수업에서 통합하는 통합적 접근을 활용한 교수·학습이 강

조된다(박수진, 2018). 이는 역량의 총체적 성격을 고려하여 역량 요소별

분절보다는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으로, 역량중심 교육에서는 역량

을 중심으로 여러 교과를 통합하거나 한 교과의 여러 단원을 통합하는

‘통합적인 학습’이 일어난다(소경희 이상은 박정열, 2007).

마지막으로 역량중심 교육의 평가에서는 학생의 학습 전 과정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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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이 되며, 지식과 같은 인지적 측면 뿐 아니라 가치, 태도와 같은

정의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뤄진다. 이를 위해 교사는 수업 중

개별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학습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 뿐 아니

라 학생의 수업 참여, 학습 태도, 가치관, 학습 과정에서 발견된 학생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교사는 평가의 결과를 학생에게 피드

백하며, 학생은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학습을 반성,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이 다시 일어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순

환과정 속에서 학생의 역량은 발달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역량중심 교육에서는 학생 역량의 성

장을 위해 역량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반영하고, 역량에 기초하여 교육내

용을 선정하며, 역량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선택하고, 학

생의 학습 결과뿐 아니라 인지적, 정의적 측면의 평가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은 역량중심 교육과정

의 반영과 차이가 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역량을 반영하여 학습목표, 교

수·학습 방법, 평가를 계획하고 실천하였지만, 앞서 특징에서 살펴보았듯

이 교육내용을 바라보는 교사의 관점이나 접근 방식에서는 변화가 일어

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점들은 역량중심 교육의 방향과 연구 참여자

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 간의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점을 드러낸

다. 이와 같은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탐색해 볼 필

요가 있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의 목표 설정과 역량중심 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

설정이 차이가 났다. 연구 참여자들 모두 역량을 반영하여 목표를 수정

하였지만 역량이 학습목표상에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이 설정한 목표는 7차 교육과정 이후로 제시되었던 ‘내용 + 행

동’의 성취기준 진술(교육부, 1997)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예컨대,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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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시각을 보고 몇 시인지 말할 수 있다.”와 “시각을 나타내고 그 시

각에 하는 일을 말할 수 있다.”라는 학습목표를 설정하였지만, 이와 같은

목표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인 “시계를 보고 시각을

‘몇 시 몇 분’까지 읽을 수 있다.”(교육부, 2013b)라는 ‘내용 + 행동’ 형식

의 목표와 성격상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장교사 뿐 아니라 김교사와 양

교사 역시 역량을 반영하여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기존의 교육에서의 ‘내

용 + 행동’ 형식의 목표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요컨대, 연구 참여

자들은 역량을 직접적으로 학습목표에 반영하지 않았고, 이전의 교육과

정과 마찬가지로 교과의 내용지식에 행동 요소를 더하는 방식으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역량을 직접적으로 학습목표

에 반영하려는 생각을 할 수 없었고, 기존과 같이 교과 내용지식에 행동

을 결합하는 방식의 목표설정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의 교육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의 선택에서도 역량

중심 교육의 방향과 차이가 났다. 역량중심 교육에서 교과내용은 학생의

역량 신장을 위한 소재로서 역량에 맞춰 선정되며, 교수·학습에서는 통

합적인 접근이 중시된다. 요컨대, 여러 교과의 내용을 통합하거나 한 교

과의 여러 단원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역량중심 교육이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교과 내용과 관련된 역량을 선택하고, 이

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였을 뿐 역량을 중심으로 여러 교과의 내용을 선택

하고, 이를 통합하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로 양교사와 장교사

의 경우 교육내용과 관련된 역량을 반영하여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 실

천하였지만,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

고, 김교사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과를 통합하는 수업을 계획

하고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이를 다시 시도하지 않았다.

역량중심 교육에서 역량을 중심으로 한 통합은 ‘아는 것’을 넘어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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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지식과 역량의 통합을 의미한다. 그렇

기에 역량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교과 지식이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실천은 역량중심 교육에서

의 의도와 차이가 났는데, 김교사는 역량중심 교육에서의 통합과 관련하

여 “역량이 같다는 이유로 묶겠다. 그러면 이거는 억지 춘향이예요. 수업

을 하다 보니 왜 꼭 따로 해도 충분한 아니 따로 해야 더 좋은 수업을

역량이 똑같다는 이유로 통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라고 언급하였

다. 이와 같은 김교사의 언급은 역량중심 교육의 의도가 과연 교사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하며, 역량중심 교육의 의도와 실

천 간의 괴리를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평가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평가를 도입하고 실행하였지만, 여전히 학생의 역량을 평

가하는 것을 어려워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역량 자

체의 애매성과 관련되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환

경적인 어려움과 관련되어 있었다. 먼저, 역량의 의미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역량이라는 개념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를 평가에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예컨대, 양교사는 “역량이라는 게 되게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거잖아요.”라고 언급하며 역량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이걸 활용

하는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매우 복합적이며 총체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

문에 이를 딱 하나만 잘라내어 평가에 반영하는 게 애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교사는 역량이라는 것 자체가 측정 가능한 가시적인 성격

의 것이 아니기에 수행을 잘 한다고 해서 그 역량이 그만큼 있다고 평가

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고, 장교사 역시 “역량을 한 번의 수행으로 평가

한다는 게 힘들더라고요. 결국 수학에서 역량은 교과 지식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라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역량이라는 개념이 지닌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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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성은 교사가 학생의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하며, 결국 교

사는 학생의 역량을 관찰 가능한 행동, 행위에 국한하여 평가하게 되며,

이는 인간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

적으로 훈련, 연습시켜 이를 가능하게 하면 역량이 신장되었다고 여겨지

는 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포한다(Norris, 1991).

다른 한편, 평가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학급당 학생의 수가 많

아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언급한다. 예컨대, 김민준 교사는

“33명 학생 모두의 역량을 평가하고, 개개인의 역량을 분석해서 ‘얘는 이

런 역량이 높으니까 이렇게 해야 해.’ 라는 것은 못해요.”라고 역량중심

평가에서 환경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양교사는 “제

가 25명 수업하면서 학생들의 역량을 매번 평가하는 것이 버거운 것 같

아요. 못하고 놓칠 때도 많고,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애들을 평가하는 것

은 너무 어려워요.”라고 개별 학생의 역량을 수업마다 평가하는 것이 어

렵다고 언급하였다. 장교사 역시 의사소통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역량이

반영된 평가 문제를 만들었지만, 학생 개개인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역량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무척 어려웠다는 환경적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처럼 역량의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과 교사

대비 학생 수가 많다는 환경적인 어려움은 교사가 개별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에 기초하면, 연구 참여자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평가가 역량중심 교육이 추구하는 평가와 일치했다

고 보기 어렵다.

정리하자면, 역량중심 교육의 방향과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

천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였다. 특히 목표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

자들은 역량을 목표에 반영하기는 했지만 기존의 ‘내용 + 행동’ 목표와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역량을 기준으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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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택되기보다는 내용에 맞춰 역량이 선정되었고, 교수·학습에서는 통

합적 접근 방식보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 채 교수·학습 방법만 변경

하였으며, 평가에서는 역량 개념의 어려움과 학급당 학생 수가 많다는

환경적 요인으로 역량중심 교육이 추구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없었다.

나. 역량중심 교육과정 이해와 실천에서의 혼란과 괴리의 원인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에 역량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고, 자기 나름대

로의 방식으로 역량을 반영하여 역량중심 교육을 실천하였다. 그러나 연

구 참여자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이해와 실천에서는 혼란과 괴리가

발생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과 관련하여 교사들이 사용한 언어 중에서 주

목할 것은 “애매해요.”, “잘 모르겠어요.”, “참 어려워요.”와 같은 서술어

이다. 이와 같은 서술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사들이 역량중심 교육과

정 실천에서 어려워했던 것들이 드러났고, 이는 불친절한 국가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구조화되지 못한 핵심역량과 교과

역량, 체계화되지 못한 교과역량 제시 방식, 역량중심 교육을 위한 연수

의 부재와 관련되어 있었다.

(1) 불친절한 국가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연구 참여자들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실천하고 있었지만, 역량중심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역

량중심 교육을 위한 설명 및 자료와 관련되어 있었다. 장교사는 “역량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어려워요. 역량의 개념이나 (역량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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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 지를 교사에게 모두 맡겼다고 해

야 하나요?”라고 말하며 역량중심 교육을 위한 설명의 부재를 언급하였

다. 양교사는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일선 교사들에게 잘 전

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라고 언급하며 “역량이라는 게 헷갈리는 것 같

아요. 좀 애매한 거 같아요.”라고 말하였다. 김교사는 많은 수의 교과역

량이 존재하고 있고, 교사가 교과역량 모두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수업

에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며 “지도서에 나온 역량을

비교해서 지도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워요.”

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역량중심 교육을 위한

자료와 설명이 부족했기에 발생한다.

역량중심 교육을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접할 수 있었던 문서는 국가교

육과정 총론과 각론,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총

다섯 가지19)였다. 이 중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문서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였으며, 교육과

정 총론과 각론,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는 거의 살펴보지 않았다. 왜 연구

참여자들은 역량중심 교육을 위해 국가교육과정보다 교사용 지도서를 많

이 참고하는 것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각 자료 속 역량에 대한 기

술을 탐색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국가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 역량과 관련된

기술은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5: 3)라는 기술과 그 아래에 제시된 각 핵심역

량별 설명, 그리고 “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

19) 연구 경험, 관심사 등에 따라 학술지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사가 수

업을 위해 학술지를 참고하지는 않으므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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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교육

부, 2015: 4)라는 세 가지 기술이다. 이와 같은 역량에 관한 기술은 높은

추상성을 가지기에 연구 참여자가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하기에는 부족하였다.

각 교과별 교육과정(이하 각론)에서는 교과역량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이 제시된다. 예컨대, 수학의 경우 “추론은 수학적 사실을 추측하고 논리

적으로 분석하고 정당화하며 그 과정을 반성하는 능력이다.”처럼 교과별

역량의 의미가 각론의 ‘성격’ 항에 제시된다. 총론의 핵심역량에 기초하

여 교과역량이 설정되었음을 고려할 때(이광우·백경선·신수정, 2017), 어

떤 핵심역량에 기초하여 교과별 역량이 설정되었는지가 분명하게 기술되

어 있어야 교사들이 두 역량 간의 관계를 이해하여 수업에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을 어떻게 반영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각론에는 교과역량의 의미만이 제시될 뿐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수업에 교과역량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총론과 각론만 보았을 경우 교사는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은 별개의 것이

며,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국가교육과정 총론, 각론과 달리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그나마 간략하게 제시된 것이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이다. 그러

나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

어진 것이 아니라 부록에 간략하게 제시20)될 뿐 여러 가지 교과역량들

20)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에는 “교과역량은 교과가 기반한 학문의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고 활용함으로써 길러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역량은 일반 역량과 교과역

량의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핵심역량은 일반 역량에 해당합니다.

일반 역량은 교과역량을 아우르며 조절하는 총체적인 역할을 하고, 일반 역량은

교과역량이 제대로 계발되어야 발달될 수 있으므로 일반 역량과 교과역량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역량과의 연결성 속에서 교과역량을 파

악하고, 교과역량들 간의 연결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교육부, 2015: 138)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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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떤 핵심역량과 관련되는지, 교과역량과 핵심역량이 실제 수업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은 제시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는 수업

에서 역량중심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인 아이디어나 이해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연구 참여자들은 역량과 수업

을 연결시키기 위한 무엇인가를 찾아야 했고, 그 무엇이 바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였다. 교과서에서는 역량이 교과별로 다른 방식으로 제시

된다. 국어 교과서에서는 역량이 용어와 그림21)으로 표시되며, 수학 교과

서에서는 육각 아이콘과 색22)으로 표시된다. 하지만 교과서만으로 역량

중심 교육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수학의 경우 역량이 제시된 부분이

놀이 수학, 탐구 수학으로 국한되며, 국어는 단원의 도입에 용어와 그림

으로 제시된 것이 전부이며, 통합교과의 경우 교과서에 역량에 대한 표

시가 없다. 요컨대, 교과서에서의 역량에 대한 설명은 일부 차시에 국한

되며 매우 한정적이라 연구 참여자들이 교과서만으로 역량의 의미를 파

악하고 반영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

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차시 혹은 단원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교사용

지도서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 모두 교사용 지

도서를 기초로 수업을 준비하였다.

교사용 지도서에는 역량중심 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역량의 의미, 역량

이 반영된 활동이 제시된다. 수학의 경우 ‘+ 수학 교과 역량’과 같이 매

제시된다.

21) 국어 교과서의 경우 국어과 교과역량인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

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된 6가지 용어와 그림이 각 단원

의 첫 페이지에 제시된다(교육부, 2017d, p. 28).

22) 수학 교과서의 경우 수학과 교과역량인 태도 및 실천, 정보 처리, 의사소통, 창

의·융합, 추론, 문제 해결이 ‘놀이 수학’과 ‘탐구 수학’에 한하여 육각형 모양의 도

형과 색으로 제시된다(교육부, 2017d,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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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마다 활동별 역량이 제시되며, 국어의 경우 단원마다 ‘국어과 교과

역량’ 항목에 단원에서 초점 맞출 역량이 표시된다. 이처럼 수업에서 활

용할 수 있는 설명이 교사용 지도에만 제시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

모두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하여 역량중심 교육을 계획하고 실천하였다.

그러나 교사들이 교사용 지도서만을 참고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역량중심 교육이 국가교육과정의 의도대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용 지도서의 의도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총론과 각론, 각

교과별 교사용 지도서는 서로 다른 집필진에 의해 쓰여 졌고, 이 과정에

서 본래의 교육과정이 추구했던 핵심역량의 달성이라는 의도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교과역량 혹은 교과의 지식에 좀 더 초점 맞춰질 가능

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국어, 수학, 통합교과의 교사용 지도서에는 핵심

역량에 대한 서술이 없거나 미비하며, 교과역량과 핵심역량과 어떤 관계

를 맺고 있는지, 핵심역량의 달성에 교과역량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

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총론의 핵심역량이 교과의 특성에 맞게 번안, 수

정, 추가되어 교과역량으로 반영되었다면(이광우·백경선·신수정, 2017),

교과역량과 핵심역량의 관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나 교사용 지도서

에는 이런 부분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점들은 교사가

역량중심 교육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역량중심 교육을 실천하

기 어렵게 한다.

또한,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사용 지도서가 역량보다는

지식 위주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예컨대, 2

학년 2학기 국어 교사용 지도서 1단원 ‘장면을 떠올리며’의 단원 목표는

“시나 이야기를 읽고 장면을 떠올리며 생각이나 느낌을 말할 수 있다.”

(교육부, 2017f: 58)이며, 이와 관련된 교과역량이 ‘자기 성찰·계발’ 역량

이다. 단원의 주제인 장면을 떠올리는 것과 학습목표인 시나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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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장면을 떠올리며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고 보이지만, 장면을 떠올리는 것과 자기 성찰·계발 역량은 서로를 연결

시키기 어렵다. 실제로 교사용 지도서 1단원의 각 차시별 학습목표23)와

교과역량인 자기 성찰·계발 역량을 비교해보면, 단원과 차시의 학습목표

가 자기 성찰·계발 역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한편, 교사용 지도서에서의 역량은 그 위상이 높다 할 수 없다. 역량의

위상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역량의 위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국어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역량이 가장 앞에 제시된 것이 아니라 단원의

개관, 단원의 계열, 단원 및 차시 학습목표와 성격, 단원 평가 계획이 제

시된 후 마지막에 제시된다. 교사용 지도서에서 역량이 단원의 학습목표

나 차시 학습목표보다도 뒤에 제시된다는 점에서 역량이 교과의 목표로

서의 위상을 지닌다기보다는 교과 지식과 관련된 차시의 학습목표를 달

성한 후에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점들에 비춰보면, 교사용 지도서가 핵심역량 달성이라는 역량중심

교육의 목적에 맞게 기술된 것인지 의심되며, 교사용 지도서가 역량보다는

교과 지식 위주로 개발되어 역량이 오히려 경시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역량중심 교육에서 교과 지식은 그 자체를 습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역량이라는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소재로서 존재한다(소경희, 2013; 최연

아, 2015). 지식이 소재로 존재하기에 역량중심 교육에서는 학생에게 키

워야할 역량이 먼저 선정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내용지식이 선정

된다. 그러나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는 역량보다는 교과 지식 위주로

개발되었으며, 역량이 마지막에 제시되어 지식 중심의 수업을 마치면 역

23) 국어 교사용 지도서의 차시 학습목표는 “기억에 남는 시나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다.”, “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말할 수 있다.”, “이야기를 읽고 장면을 떠올

려 말할 수 있다.”,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말할 수 있다.”, “시나 이야

기를 찾아 읽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할 수 있다.”(교육부, 2017f: 5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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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습득되는 것처럼 기술되었다. 이는 역량이 기준이 아니라 소재로

존재할 교과 지식에 맞춰 역량이 선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사용 지

도서를 통해 역량을 이해한 양교사는 교사용 지도서의 설명을 보며 “교

과서의 활동 자체에 교과역량이 녹아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하면 되겠

구나.”라고 생각하고 역량중심 수업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교사용 지도서

만을 보고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의 경우 핵심역량에 대한 고려 없이 교

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활동을 통해 교과역량에만 초점을 맞춘

수업을 계획하고 실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

하면 국가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교과서의 경우 역량중심 교육에 대한

설명은 매우 간략하게 제시되며, 교사용 지도서의 경우 차시별 혹은 단

원별 역량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자세하지 않으며, 교과 지식에 초점 맞

춰져 있어 교사가 역량중심 교육을 실천하는데 있어 혼란을 느낄 가능성

이 높다.

마지막으로 역량중심 교육을 위한 자료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역량중심 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다. 장교사

는 “기존 교육과정의 자료나 역량을 반영한 자료가 똑같아요. 역량에 기

초한다고 해서 교사에게 주어진 자료가 변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라

고 말하며 기존 교육과정과 동일한 자료가 주어졌을 뿐 역량중심 교육을

위한 자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으며, 양교사는 “역량을 넣어서

활동을 만들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역량에 초점을 맞춘 자료

들을 추가로 제작해야 하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역량중심 교육을 위

한 충분한 자료가 없어 따로 추가적인 자료를 제작해야 한다고 언급하였

다. 김교사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각 역량에 대한 설명이 있긴 있지만, 역량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쉽게

설명된 자료 등이 매우 필요한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역량중심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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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실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자료가 교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음

을 언급하였다.

연구를 통해보면, 역량중심 교육을 위한 자료 부족과 관련하여 실제

문서를 탐색해보니, 현실에서 실제 사용 가능한 자료는 각 교과별 교사

용 지도서뿐이며, 교사용 지도서 속의 자료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 예컨

대, 교사가 학생의 역량에 대한 평가를 계획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

는 것은 수학의 경우 탐구 수학과 놀이 수학의 예시뿐이며, 국어는 없고,

통합교과의 경우 각 단원의 ‘교과역량 지도 및 평가’에 예시로 제시된 1,

2개의 평가 기준이 전부였다.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느꼈

던 연구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몇 가지 예시 자료만으로

는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양교사

는 “핵심역량을 던져주고 이걸 키우게 해라. 교과역량을 주고 해라. 그러

면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안 바뀌죠.”라고 언급하였다.

정리하자면, 국가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에서의

설명과 자료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육의 이해와

실천에서 혼란과 괴리가 일어났다. 연구 참여자들이 역량중심 교육을 위

해 접할 수 있는 자료가 몇 가지로 제한되는 상태에서 각 자료별 몇 줄

에 불과한 설명만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역량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이로 인해 역량중심 교육과 교사의 역량

중심 교육 실천 사이의 혼란과 괴리가 일어났다.

(2) 구조화되지 못한 핵심역량과 교과역량

역량중심 교육의 실천과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이해하기 곤란해

했던 것은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에 관한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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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과 교과역량 각각의 의미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지만, 역량을

반영한 수업에서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핵심역량

이 교과역량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교과서와 교사

용 지도서에 반영되었는지 등을 연구 참여자들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

었다. 이는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역할 설정이 모호하고 이를 제시하는

방식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실제 수업에서 역량중심

교육을 위해 교과역량을 활용하여 목표, 방법, 평가의 변화를 추구하였

고, 이에 기초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하였다. 그러나 교사용 지도서에

서 교과역량만이 제시되다 보니 교사들은 핵심역량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없었고, 교과역량에 비해 핵심역량은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수업에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

지가 있을 수 있지만, 주된 이유는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제대로 된 구

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란 ‘부분들이 모여 전체를 이

루는 것’으로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조를 이루는 요소들이 존재해야

하고, 이 요소들이 특정 관계를 맺어 전체를 형성해야 한다(윤정일 외,

2007). 즉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모양의 전체가

형성되는지가 먼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에서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

다고 보았다.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는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에 대한 각

각의 설명만이 제시될 뿐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지, 수업에서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이 전혀 제시되

지 않았으며,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에는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관계에

대하여 “일반 역량은 교과역량을 아우르며 조절하는 총체적인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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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반 역량은 교과역량이 제대로 계발되어야 발달될 수 있으므로 일

반 역량과 교과역량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교육부, 2016:

134)라고 부록에만 간략하게 제시될 뿐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몇 줄의 설명만으로 교사들이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잘 실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핵심역량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된 사례로 호

주의 교육과정을 예시로 들 수 있다. 호주에서는 우리나라의 핵심역량과

비슷한 성격의 ‘일반 능력’(general capabilities)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일반 능력을 뜻하는 아이콘을 전 교과의 성취 기준에 동일

한 모양으로 제시함으로써, 일반 능력의 이해를 도모함과 동시에 일반능

력을 전 교과의 교육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였다(ACARA, 2013). 예컨

대, 문해력(Literacy)이라는 일반 능력이 과학의 “사물과 사건에 관하여

예상하고 질문, 조사하기”(ACARA, 2015: 21)라는 성취기준 아래에 아이

콘으로 제시되어 교사들은 이 성취기준이 어떤 역량과 관련이 있는지를

교육과정 문서만으로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반 능력이 모든 교과의

성취기준에 일관된 방식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호주의 교육과정은 일반

능력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호주와 다르게 우리나

라의 경우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교육과정에 제시된다. 두 가지 종류의

성격이 다른 역량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사들에게 실제로 필

요한 것은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무엇이며,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관

계를 맺으며, 수업과 관련하여 두 역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에 관한

구조화된 정보이며 이런 정보가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 총론 해설서, 교

과서와 지도서에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총론, 각론 등에서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

였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두 역량의 의미와 역량 간의 관계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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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혼란을 겪었다. 예컨대, 양교사의 “지도서에는 교과역량이 나와

있지만, 핵심역량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라는 말처럼 교사용 지도서에는

핵심역량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김교사의 “교육과정이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핵심역량이 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줘야죠.”라는 말처럼 교육과정에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장교사는 “국어나 수학에서 역량과 관련해

‘이 교과역량이구나.’ 하고 수업을 구성하기는 하지만 핵심역량과 교과역

량의 관계나 교과역량을 위한 활동 방식들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으니 내

수업에서 애들이 ‘이 역량을 확실하게 길렀구나.’ 확신하기 어렵죠.”라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역할이나 관계에 대한 상세

한 설명이 국가교육과정 등의 문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다보니 연구

참여자들의 이해와 실천에서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은 구조를 이루지 못한

채 분리되었다. 요컨대, 여러 교과역량이 존재하는 데 이것이 핵심역량과

관계되어 구조를 이루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핵심역

량과 교과역량을 하나의 체계 아래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구조화되지 못하고 교사에게 제대로 이해되지

않을 경우 수업에서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김교사는 교사들이 역량중심 교육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방향을 맞다 생각하고 교육한다면 역량중심 교육이 제대로 이뤄

지지 않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라고 우려를 표시하

였고, 장교사는 “교과역량을 만들면서 핵심역량의 이름을 다 바꿔가지고

오히려 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 의미가 퇴색된다고 할까요.”와 같이

언급한다. 이를 통해보면, 역량중심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에게 구조화되

지 못한 많은 수의 교과역량이 오히려 교사의 역량중심 교육을 제한할

수 있다. 요컨대, 핵심역량이나 교과역량이 교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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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제시되지 않을 경우 교사가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으며, 핵심역량과 교과역량 중 하나가 혹은 역량 자

체가 배제된 교육이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에 대한 부족한

정보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을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역량중심 교

육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역량중심 교육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있어 혼란을 초래하였

고 역량중심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과 연구 참여자들의 역량중심 교육 간

의 괴리의 원인이 되었다.

(3) 체계화되지 못한 교과역량 제시 방식

핵심역량이 모든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거의 제시되지 않아 차이

가 없는 것과 반대로 교과 간 교과역량을 제시하는 방식에는 상당한 차

이가 존재했다. 먼저 교과서에 교과역량이 각각 다르게 표시되었는데, 국

어의 경우 단원 도입에 교과역량을 번안한 용어와 그림24)이, 수학은 ‘놀

이 수학’과 ‘탐구 수학’에 교과역량을 뜻하는 육각 아이콘과 색25)이 표시

되었다. 예컨대, 국어의 경우 자기 성찰·계발 역량이 ‘자신 알아보기’로

변화되어 교과서의 단원 표시 옆에 그림과 함께 제시되며, 수학의 경우

놀이 수학과 탐구 수학에 차시의 내용과 관련된 역량이 육각형의 아이콘

24) 국어 교과서의 용어와 그림은 교과역량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교과역량

을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그림으로 표시하고,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해

당 단원에서 강조해야 할 교과역량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교육부, 2017f)라고

국어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다.

25) 수학 교과서의 놀이 수학과 탐구 수학에는 수학과 교과역량을 뜻하는 육각 아이

콘과 색이 제시되는데, 빨간색은 문제해결, 주황색은 추론, 노란색은 창의·융합,

녹색은 의사소통, 파란색은 정보 처리, 보라색은 태도 및 실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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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색으로 제시되었다.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교사용 지도서 역시 교과 간 교과역량 제시 방식

에서 차이가 났다. 국어와 수학 두 교과를 비교해보면, 국어는 단원마다,

수학은 차시마다 관련 교과역량이 제시되었으며, 수학은 ‘+ 수학 교과

역량’이라는 항목을 설정하고, 활동별 교과역량을 매 차시마다 제시했기

때문에 국어에 비해 교과역량에 대한 설명이 상세한 편이었다. 이처럼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교과역량이 설정되었고, 교사용 지도서에 교

과별 특징에 맞춰 교과역량이 특색 있게 반영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사용 지도서의 사용자인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교과 간 역량 제시 방식의 차이는 교사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실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만약 교사가 국어, 수학, 통합교과의 역

량중심 교육을 계획한다면, 국어의 경우 6가지 교과역량과 교과역량이

번안된 6가지 용어와 그림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며, 수학의 경우 교사는

6가지 수학의 교과역량과 교과역량이 표현된 육각 아이콘 및 6가지 색상

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고, 통합교과는 9가지의 교과역량을 이해해야 한

다. 요컨대, 국어, 수학, 통합교과의 역량중심 교육을 위해서 교사는 교과

역량 21가지와 이와 관련된 색, 용어 등의 의미 12가지, 핵심역량 6가지

총 39가지의 역량별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김교

사는 “모든 교과마다 교과역량이 존재하고 그걸 모두 이해하고 수업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죠. (교과역량이) 너무 많다는 것 그게 한계점이죠.”

라고 교과역량의 수가 많다는 한계를 언급했으며, 양교사는 “(차라리) 교

과역량이 따로 없어도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게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

어 있다면, 교과활동 하면서 핵심역량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해요.”라고

핵심역량에 초점 맞춘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역량’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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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교사용 지도서의 “각 교과의 관점에서 특화한 교과 핵심역량(간단

히 교과역량)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7d: 13)라는 언급이나

일부 연구자들이 제기하는 ‘국어과 핵심역량’, 혹은 ‘역사과 핵심교과역

량’과 같은 표현은 총론의 핵심역량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핵심역

량’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교사들이 핵심역량과 교과역량,

그리고 두 역량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다. 또한, 역량

이 모든 교과 활동에 적용되는 것이며, 교과 활동을 하고 난 후 더해지

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계획부터 평가까지 역량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면, 수학 교사용 지도서처럼 ‘+ 수학 교과 역량26)’이 아니라 ‘× 수

학 교과역량’이 더 나은 용어의 사용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용 지도서의 체계와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조정이 필

요하다. 교사용 지도서의 어느 부분에 역량이 위치해야 하는지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현재처럼 각 교과별 다른 방식은 역량을 반영한

수업을 하는데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예컨대, 국어 교사용 지도서

의 경우 역량은 단원별로 제시되는데 단원의 개관, 단원의 계열, 단원 및

차시 학습목표와 성격, 단원 경가 계획, 국어과 교과역량과 같이 단원의

마지막에 역량이 제시된다. 역량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역량은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앞에 나와야 하며, 역량과 관련지어 단원의 개관과 계열, 차

시 학습목표와 성격 등이 기술되어야 한다. 수학 교사용 지도서의 경우

‘+ 수학 교과 역량’이라는 항목 아래 활동마다 역량이 제시되는데 역량

이 수업 계획부터 평가까지 수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을 때, 추

가적인 ‘+ 수학 교과 역량’ 항목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교과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제시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며, 하나의 활동에 붙

26) ‘+ 수학 교과 역량’은 수학책에 구현된 수학 교과역량을 해설하는 부분이다(교육

부, 2017d: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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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 3개의 역량 제시보다는 하나의 활동에서 가장 중시되는 역량만을

제공하는 것이 교사가 해당 역량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한다. 통합교과의

경우 주제 학습 열기, 교육과정 편성(대주제, 소주제, 일반화된 지식, 성

취 기준), 교과역량, 연계 정보 순으로 제시되며 단원의 역량이 차시의

역량에 일치할 경우에만 역량이 교사용 지도서의 해당 차시에 제시되는

데 역량중심 수업이 특정 차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의 방식

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보면, 교과마다의 역량을 제시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사용자인 교사가 역량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

는 일이다. 예컨대,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제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과역량이 핵심역량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으며, 어떤 구조를 지니는지

를 큰 틀에서 정리하고 알려주는 공통된 체계가 필요하다. 호주의 교육

과정에서 일반 능력이 아이콘으로 모든 교과에 동일하게 제시된 것처럼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의 활동이 어떤 핵심역량과 관련이 있는지를 동

일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39개나 되는 교과역량을 핵심역량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

거나 줄이며, 각 교과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용어나 아이콘 등을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점검하여 이를 전 교과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방

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양교사의 “역량에 초점 맞춰 수업할 수 있

도록, 큰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교사들이 역량에 대해 알아차리고 준

비할 수 있게”라는 언급처럼 교사가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가 필요하다.

학교에서 역량중심 교육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는 엄연히 교사의 몫

이다. 그러나 이를 수업과 관련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는 것이 결코 교사들의 전문성을 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핵심역량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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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역량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구조화된 관계 설정, 역량이 잘 반영된 교

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등은 더 나은 교사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요약하자면, 교과 간 역량 제시 방식이 다르며,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은 역량중심 교육을 실천하는데 혼란을 겪었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과 같은 초등학교 교사들은 39개나 되는 교과역량 및 교과역량

관련 아이콘, 핵심역량을 이해해야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체계화되지

못하고 너무도 다른 교과별 역량 제시 방식은 교사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의 실천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4) 역량중심 교육에 대한 연수의 부재

연구 참여자들은 역량이 무엇인지, 역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역량중

심 수업이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지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실천했지

만, 자신의 수업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였다. 역량중심 교육이 제대

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역량중심 교육에 대한 적절한 예시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 토의하며, 역량중심 교육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연

수가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 모두 역량중심 교육에서의 연수 문제를 지적하였다. 예

컨대, 김교사는 “실제적으로 핵심역량이 어떤 의미고 교과역량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걸 통해서 이와 같은 역량이 길러지는지와

같은 실제적 의미에서의 연수가 필요한 것 같아요.”와 같이 언급하며 역

량에 초점을 둔 연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장교사는 교육과정 연수에

서 소프트웨어 교육 실시, 안전한 생활 편성 등과 같은 전반적인 개정의

내용과 관련된 연수를 들었을 뿐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무엇인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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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연수에서 들을 수 없었다고

언급하였다. 양교사는 2017년과 2018년 5회에 걸쳐 개정 교육과정 연수

에 참여하였지만, 역량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연수의 거의 대부분이 지역 교육청 사업에 대한 거였어요. 연수에서 역

량에 대해 따로 이야기해주지는 않았어요.”라고 언급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역량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전개되었지만, 양교사의 언급처럼

교육청 주관 연수에서 교사들은 역량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 요

컨대, 연구 참여자들은 역량중심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연수를 받을 수

없었고, 그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역량을 중심으로 국가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전개되는 이 시점에서 국가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해설서와 같은 자료와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연수, 교사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이 역량 교육이 추구

하는 방향과 맞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앞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

로 역량중심 교육을 위한 자료, 연수, 교사의 실천이 어떠했는지를 생각

해보면, 역량중심 교육을 위한 자료는 부족하며, 연수는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았고, 교사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역량중심 교육을 이해하고 실천했

지만, 역량중심 교육에 대해 혼란을 느끼며 역량중심 교육이 잘 이루어

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지니지 못하였다. 요컨대, 현재의 역량중심

교육은 각각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를 정리

하거나 전체를 통합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 역시 부족해 보인다.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학교교육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천하는 교

사를 위한 자료와 연수가 필요하다. 예컨대, 국가교육과정 총론이 핵심역

량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면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각론에서는 교과역량과 총론의 핵심역량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잘 드

러내야 하고, 교과서는 역량이 좀 더 잘 드러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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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교사용 해설서에는 교과역량 뿐 아니라 핵심역량과의 관계도 잘

드러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역량의 의미, 관계, 활용 방법 등에 관한 실

질적인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이해와 실천에서 드러난 혼란과 괴리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불친절한 국가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는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이해와 실천에서 혼란과

괴리를 유발하였고, 구조화되지 못한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은 교사들이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또한,

체계화되지 못한 역량 제시 방식 역시 교사가 역량중심 교육을 실천하는

데 혼란을 초래하였고, 역량중심 교육을 위한 연수의 부재로 인해 교사

들은 역량중심 교육 실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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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요약 및 결론

1. 요약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교과를 중심으로 학교교육이 이루어졌지

만, 학교에서의 교육이 실제와 동떨어져 있어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는 핵심역량을, 각론에서는 교과역량을 반영하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

동 등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서 역량중심 교육을 실천하여 학생의 역량을

키우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가교육과정에서 역량을 반영하였다고 하여

학교에서 역량중심 교육이 국가교육과정의 의도대로 실천될 것이라 확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교사들의 입장에서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상당히

생소하고 혼란스러운 것일 수 있다.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 과정에서 교

사들은 역량중심 교육에 대해 생소함과 거부감, 공감이라는 상반된 반응

을 드러냈다. 이는 문서로서의 국가교육과정과 교사에 의해 전개된 교육

과정이 다를 수 있음을 드러낸다. 역량중심 교육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는 현재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육

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며, 이 연구에서는 교사들

이 역량중심 교육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하는지, 교사들의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이해와 실천에서 드러나는 특징과 쟁점이 무엇인지 탐

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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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2015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셋째, 초등학교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서 드러난 특징과 쟁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 연구에서는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을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하

였다.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을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한 이유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역량중심 교육을 표방하며,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와 교사용 지

도서 등이 변화였음으로 초등학교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이해와

실천을 이해하기에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가장 적합했기 때문이다. 이

와 더불어 역량이 지식중심 교육을 비판하며 등장하였고, 학교교육이 교

과교육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역량과 지식의 관계를 함께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로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3명을

선정하였고,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연구 참여자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이해와 실천을 기술, 분석, 해석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은 핵심역량을 ‘학교교육의

목표’로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야할 능력이자 교과역량의 기반으로 이해

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역량을 교과의 목표이자 역량중

심 수업의 목표, 교수·학습 방법, 평가 설정을 위한 기본적인 틀로 이해

하고 있었다.

연구에서는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관계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이해

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로 연구 참여자들은

의미상 핵심역량이 교과역량을 포함하는 포함 관계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핵심역량이 학교교육의 목표로 교과의 목표인 교과역량을 포함하고

있고, 핵심역량이 교과역량의 기반이라는 생각에 기초하였다. 두 번째로



- 193 -

연구 참여자들은 실천 상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관계는 불명확하며, 교

과역량으로 인해 핵심역량의 의미가 오히려 모호해졌다고 여겼다. 그 이

유는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수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관계를

맺는지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지식을 ‘아는 것’으로 역량을 ‘하는 것’으

로 의미상 구분하였다. 지식과 역량의 관계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역

량의 기본 전제를 지식으로 보았으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역량이 발

휘되거나 키워질 수 있다고 여겼다. 요컨대, 연구 참여자들은 역량과 지

식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통

합된다고 여겼다.

두 번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교과의 내

용에 맞추어 기르고자 하는 역량을 선택하였으며, 역량을 반영하여 학습

목표를 설정하였고, 학생이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역량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을 구성하였으며, 평가에서는 다양한 수행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학생의 역량을 신장시키는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

였다. 각 교사의 역량중심 교육은 역량중심 교육에 대한 이해, 역량중심

교육의 경험과 같은 개인 특성과 동 학년 교사의 구성 및 학교의 문화

등과 같은 상황 맥락이 달랐기 때문에 교사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

었다. 예컨대, 장교사는 동 학년 교사 회의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

으로 역량중심 교육을 위한 학습목표, 교수·학습 방법, 평가를 계획, 실

천하였고, 김교사는 몇 년간의 역량 교육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과

역량에 초점을 둔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하였으며, 양교사는 역량에 대해

혼자 공부하고 이해했던 것을 바탕으로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역량 중

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만을 선택적으로 반영하여 역량중심 교육을

실천하였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 역량중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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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천하였다.

세 번째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

한 이해와 실천을 통해 드러난 특징은 세 가지였는데, 첫째, 연구 참여자

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에서 ‘학습목표, 교수·학습 방법, 평가 설정

에서의 변화’가 일어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역량을 반영하여 수업의

학습목표, 교수·학습 방법, 평가를 변형하여 역량중심 교육을 실천하였

다. 둘째, 교과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중심의 역량 교육’이 실시되

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서의 내용을 배우는 과정에서 역량이 자연스

럽게 성장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교과의 내용을 변화시키거나 역량을 중

심으로 여러 교과의 내용을 통합하기보다는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역량을 선정하였고, 이를 목표, 방법, 평가에 반영하여 역량중심 교육을

실천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핵심역량보다는 교사용 지도서에 제

시된 교과역량에 초점 맞춘 ‘교과역량 중심의 수업’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교과역량을 반영하여 수업을 계획하

였고, 교과역량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교과역량 중심의 수업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은 교과역량이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에 교과역량

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해 핵심역량은 수업과 관련하여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한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특징과 더불어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이

해와 실천에서 드러난 혼란과 괴리를 쟁점으로 제기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느끼는 혼란과 괴리는 두 가지로,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국

가가 발행한 문서들의 내용에 대해 의문과 혼란을 느꼈다. 역량을 반영

하여 국가교육과정 총론과 각론, 총론 해설서,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가

개발되었지만, 교사들이 역량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

었는지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들은 의문을 제기하였다. 둘째, 역량중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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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방향과 연구 참여자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 간에 괴리가 존재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목표,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 역량을 반영하였

지만, 이는 역량중심 교육이 본래 추구하는 방향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

다.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혼란과 괴리의 원인으로 4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첫째, 불친절한 국가문서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국가교

육과정, 총론 해설서,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에서의 설명과 자료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교사들의 역량중심 교육의 이해와 실천에서 혼란과 괴

리가 일어났다.

둘째, 구조화되지 못한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

다. 국가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는 각 역량별 설명이 몇 줄만 제시될 뿐

이며.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에 교과역량만이 제시되는 등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을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

었지만,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의미나 관계에 대한 구조화된 이해를 추

구할 수 없었다.

셋째, 체계적이지 못한 교과역량 제시 방식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

다. 교과 간 역량 제시 방식이 다르며 체계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교사들

이 역량중심 교육을 실천하는데 혼란을 겪었다. 현재의 체제에서 초등학

교 교사들은 역량중심 교육을 위해 39개의 교과역량 및 교과역량 관련

아이콘, 핵심역량을 이해해야 했다. 너무 많은 교과역량이 체계화되지 못

한 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역량중심

교육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었다.

넷째, 역량중심 교육에 대한 연수의 부재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 모두 역량중심 교육을 위한 연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였

다. 역량중심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역량중심 교육 실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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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예시 및 예시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 역량중심 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연수 자료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역량에 초점

맞춘 연수보다는 지역 교육청의 사업과 관련된 연수와 자료만이 제공될

뿐이었다.

요컨대, 불친절한 국가문서, 구조화되지 못한 핵심역량과 교과역량, 체

계적이지 못한 교과역량 제시방식, 역량중심 교육에 대한 연수의 부재와

같은 문제로 연구 참여자들은 역량중심 교육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혼

란과 괴리를 느꼈다.

2. 결론

결론에서는 연구가 갖는 의의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후

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

의 의의를 지닌다. 첫째, 이 연구는 실질적으로 처음 역량중심 교육과정

이 실행되는 시기에 초등학교 교사들이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어떻게 이

해하고,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

의를 지닌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문서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역량중심 교육의 특징이나 이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어려웠고, 역량중심 교육에 대한 질적 연구들은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을 반영한 국가교육과정이 개발되기 이전에 교사들

이 역량중심 교육에 대해 실천한 사례 연구이거나 면담을 통해 연구를

실시하였기에 역량중심 교육의 실제 실천 장면에서 드러나는 특징과 쟁

점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어려웠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핵

심역량과 교과역량을 반영하여 개발된 공식적인 국가 문서로서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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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실제 교사들이 역량중심

교육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탐색하였다.

둘째, 이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실

천하는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괴리를 기술하였고, 이와 같은 혼란과 괴

리의 원인을 탐색하여 드러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연구를

통해보면,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공식적인 문서로서의 교육과정과 교사

가 실천하는 역량중심 교육 간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였다. 예컨대,

국가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의 달성을 목표로 교사가 역량중심 교육과

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천하기를 기대했겠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역

량을 어떻게 수업에 반영하고, 핵심역량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 혼란

스러워했으며, 실제 수업에서 교과역량만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혼란

과 괴리의 원인은 불친절한 국가문서, 구조화 되지 못한 핵심역량과 교

과역량, 체계적이지 못한 교과역량 제시 방식, 역량중심 교육을 위한 연

수의 부족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소수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함으로 연구의 결과

를 일반화 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연구의 자료 수집과정이

1년이 넘게 이어지면서 연구 참여자들의 역량중심 교육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졌지만, 각 시기별 연구 참여자들의 역량중심 교육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서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와 같은 점들에 대해서는 추후 충분한 연구가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

며,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국가교육과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의

교사 친화적 개발이 필요하다. 역량중심 교육이 학생의 역량 성장이라는

바람직한 교육의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역량에 초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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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교육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역량중심 교육은 이뤄질 수 없다. 연

구를 통해 보면, 연구 참여자들 모두 역량중심 교육의 의도에 대해 동의

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실천하는 역량중심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신하지 못하였고, 실제 실천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표시하였다.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는 교사가 역량중심 교육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정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역량중심 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보가

국가교육과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를 통해 제

공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가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는 추상적으로 기

술된 단 몇 줄의 설명만이 존재할 뿐이며,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에서의

역량과 관련된 기술은 모호하고,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는 역량중심

교육을 위한 설명이나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료의 제시가 부족했다.

요컨대, 연구 참여자들은 역량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역량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량중심 교육을 실천해야

했지만, 불친절한 국가 문서로 인해 그러지 못하였다. 역량중심 교육이

학교에서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국가 문서들이 교사 친화적으로 개

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역할과 관계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실제 수업에서의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역

할과 관계를 이해하기 어려워하였다. 그 이유는 핵심역량, 교과역량이 어

떠한 역할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기 때문

이다.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가 국어, 수학, 통합교과의 역량중심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과역량 21가지와 이와 관련된 색, 용어 등의 의미

12가지, 핵심역량 6가지를 포함하여 총 39가지의 의미를 이해해야 했다.

교과역량이 너무 많다는 점은 교사의 역량중심 교육에 대한 이해와 실천

을 어렵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역량이 꼭 필요한 것인지, 꼭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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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이 많은 교과역량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핵심역량과 교과역량 각각

이 수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각 교과의 교과역량과 핵심역량이 구조

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역량의 제시 방식과 위상에 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연

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과별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서의 교과역

량의 제시 방식에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어는 교과

서의 단원 개관에 역량을 표현한 용어와 그림이 제시되고, 교사용 지도

서에는 단원별 교과역량이 간략하게 제시되며, 수학은 탐구 수학과 놀이

수학에만 교과역량을 표현한 아이콘과 색이 제시되고, 교사용 지도서에

는 차시 활동별 역량을 제시된다. 통합교과는 교과서에는 역량이 제시되

지 않고, 교사용 지도서에는 단원의 역량과 단원의 역량이 발휘되는 차

시에만 역량이 표시된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여러 교과목을 가르치는

데 이처럼 교과별로 역량을 제시하는 방식 다르고 지나치게 복잡할 경우

교사들이 역량중심 교육을 이해하기 어렵고, 교사들이 아예 역량을 활용

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교과별 차이가 필요한 것인지,

교과별 역량 제시 방식 중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역량의 위상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를 통해

각 교과별 역량의 위상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각

교과별 지도서에서 역량이 제시되는 위치에 차이가 있었는데, 국어는 단

원의 개관 다섯 항목 중 마지막 항목으로 ‘국어과 교과역량’이 제시되며,

수학은 ‘+ 수학 교과 역량’이 본 차시가 아닌 추가적인 활동처럼 제시된

다. 통합교과는 단원에서는 주제학습, 교육과정 편성 뒤에 ‘교과역량’이

제시되며, 차시에서는 성취기준, 기능 이후에 ‘교과역량’이 제시된다. 역



- 200 -

량이 학교교육의 목표라면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의 처음에 제시되어야

함에도 역량은 마지막에 제시되거나 그마저도 없으며, 교과 간 차이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각 교과별 교사용 지도서에서의 역량의 위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역량이 교과에서 어떤 위상을 지녀야 하는지, 교과

서와 교사용 지도서가 역량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를 탐색하는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역량의 이해에 초점을 맞춘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 역량중심 교

육의 실천은 교사의 이해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교사가 역량을 어느 정

도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역량중심 수업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

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개정 교육과정의 연수에 참여하

였지만, 역량에 대한 설명을 거의 들을 수 없었고, 교사용 지도서만을 통

해 역량을 분절적으로 이해해야 했다.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을 균형 있는

방식으로 다루며 실질적인 예를 제공하는 연수, 역량의 의미를 깊이 있

게 다루는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

역량중심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을 만나고 이들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의 실천에 대해 연구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이 학생들의 역량 신

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고, 역량중심 교육의 의도나 목적 등에

연구 참여자들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연구를 마무리하며 단 한 가지 바라는 점은 역량중심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교사들의 자발적인 연구 모임 등을 통해 교사들이 역량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하며, 역량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학교교육의 목표가 학교교육을 통

한 개인의 성장이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

이라면, 학생들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교육과 관련된 많은 이들이 역량중심 교육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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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 역량중심 교육에 조그마한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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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recently, school education has endeavored to achieve the following 
purposes through knowledge-based learning: cultivation of mentality, 
development of mind, and introduction to the intellectual traditions of human 
beings. Subject-based curriculums have been viewed as the optimal way to 
achieve those purposes and acquire a representative academic knowledge. 
However,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of Information, which emphasizes 
the convergence of existing knowledge and the creation of new value; 
questions about classical knowledge acquisition methods from each subject 
were raised.
  In Korea, school education is mainly conducted within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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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tunately, it has been idealized and is therefore impractical to utilize in 
real life. To solve this problem, the Korean Education Ministry curriculum 
developers tried to raise students’ competencies by practicing 
Competency-Centered Curriculum (CCC). In result, they published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nd encouraged teachers to reflect the Key and Subject 
Competencies when teaching subjects and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ies in 
the classroom. Even though the national curriculum reflects the Key 
Competencies and the Subject Competencies, it does not assure that the 
CCC will be practiced as intended. Moreover, it could initially cause 
confusion in the classroom because teachers are currently unfamiliar with 
this concept. In the preliminary survey for this study, teachers showed 
opposing reactions toward the CCC. There are incongruences between the 
written curriculum and the curriculum implemented by teachers. Therefore, at 
this point where the CCC is practiced, it is vital to understand teachers’ 
current understanding and practices of the CCC. The 2015 revised 
curriculum emphasizes the CCC and reflects Key Competencies and Subject 
Competencies in the curriculum, with the expectation that the CCC will be 
actively implemented in schoo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eachers understand meanings of the Key and Subject Competencies, 
their relationship and how teachers practice the CCC. Furthermore, the study 
also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and issues arising from elementary 
teachers’ understanding and practices of the CCC.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research questions are addressed: 

First, how do elementary school teachers understand the 
Competency-Centered Curriculum in accordance with the 2015 revisions?

Second, how do elementary school teachers practice the 
Competency-Centered Curriculum in accordance with the 2015 revisions?

Thir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and issues arising from elementary 
teachers’ understanding and practices of the Competency-Centered 
Curriculum? 

Collectively,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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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ily,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understood the Key Competencies 
as abilities to be developed through school education which meant ‘a goal 
of school education’ and they also perceived them as a basis for the Subject 
Competencies. In addition, they understood the Subject Competencies as 
learning objectives of each subject and regarded them as a basic framework 
for setting up these objective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nd 
evaluation of the Competency-Centered Instructions. Based on the 
participants’ understanding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ey and Subject 
Competencies can be broken into two aspects for examination. First, they 
apprehended their relationship as mutually inclusive, which means that the 
Key Competencies include the concepts of the Subject Competencies. This 
perception derived from the idea that the Key Competencies as goals of 
school education and the Subject Competencies as goals of the subjects. 
Secondly,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confess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ey Competencies and the Subject competencies was unclear in 
terms of teaching practices. Furthermore, the meaning of Key Competencies 
became rather blurred due to the existence of the Subject Competencies. 
During the in-depth interviews of the participants, the study found that the 
reason for this problem resulted from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what role 
the Key Competencies and the Subject Competencies play and what kind of 
relationships they make in teaching practices.

Meanwhile, the participants distinguished the meaning of knowledge and 
competency; conceiving knowledge as ‘knowing that’ and competency as 
‘doing that’. A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nd competency, 
they viewed knowledge as the basic prerequisite of competency. 
Additionally, they apprehended that competency can be demonstrated or 
nurtured by acquiring knowledge. In short, they thought that competency and 
knowledge are naturally integrated into class activities rather than being 
independent. 

 Secondly,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selected the competencies that they 
would like to raise based on the content of the subject, set the learning 
objectives in accordance with the competencies, and planed learning 
activities conducive to students’ natural exercising of these compet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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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evaluation stage, various methods of performance evaluation were 
practiced to achieve the learning objectives reflecting these competencies. 
The CCC of each teacher was developed in various ways because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understanding and experiences of 
competency-centered education) and the context of the situation (school 
system and culture) were different. For example, Jang planned and practiced 
learning objective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nd evaluation for the 
CCC based on the ideas gained from the teachers’ conference which was 
held by teachers who worked in the same school and taught the same 
grade. Alternatively, Kim planned and practiced the instructions focused on 
the Subject Competencies based on his previous experiences about CCC. 
Yang, based on her own self-study about CCC, selectively chose some of 
the competencies presented as highly important in the teacher’s guide books 
published by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when she practiced the CCC. 
The participants practiced the CCE distinctively under many different 
situations.

Lastly, the study found three characteristics from the understandings and 
practices of the CCC of the participants. First,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CCC, teachers made changes made to the following: 
setting up the learning objective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nd 
evaluation methods. Second, ‘Knowledge-Centered Competency Instruction’, 
which mainly focuses on the subject contents, was conducted. Third, the 
participants conducted ‘Subject Competency-Centered Instruction’ based on 
the Subject Competencies presented in their teacher's guide books. In 
addition to these features, the study has raised the issue of confusion and 
discrepancies in the understanding and practices of the CCC. Participants’ 
confusion and discrepancies came from doubts and turbulences toward the 
document issued by the government as well as the disparity between the 
purpose and practice of the CCC. The causes of such confusion and 
discrepancies arose from non-teacher-friendly documents, unstructured 
meanings of the Key and Subject Competencies, an inadequate systematic 
presentation of the Subject Competencies, and lack of teachers’ training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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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has several significance aspects. First, the study illustrated how 
elementary teachers understood and practiced the CCC, and characteristics of 
their understanding and practices during Korea’s first nationwide 
implementation of the CCC. Second, the study described the confusion and 
discrepancies of elementary teachers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the CCC. 
It also explored and revealed the cause of such confusion and discrepancies.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some limitations that can not be solved 
through this study in relation to the understanding and practices of the 
CCC. As this was based on a qualitative case study, there may be various 
methods of exploring understanding and practices of the CCC. Therefore, the 
study proposes some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First, teacher-friendly 
material development including a nationwide curriculum, manuals, textbooks, 
and teachers’ guide books are needed. Even if the CCC includes desirable 
educational intentions such as student’s competence growth, it cannot be 
achieved without a teacher’s attention to the competencies. Therefore, 
national documents need to be teacher-friendly. There is also a need for 
in-depth research on the roles and relationships of the Key and Subject 
Competencies. Further studies are needed with regard to the CCC. Next, a 
systematic review of the presentation and status of the competencies is 
needed. This study found considerable incongruences between the 
presentation methods and status of the competencies in textbooks and 
teachers’ guide books according to each subject. The different methods of 
presenting various competencies of each subject may cause confusion in 
practice. Finally, education for teachers which focuses on understanding 
competencies is imperative. It is necessary to train teachers to deal with the 
Key and Subject Competencies in a balanced way, and to provide them 
practical examples of the CCC.

Key words: competency, competency-centered education, competency-based 
education, competency-centered curriculum, the 2015 
revised curriculum, key competencies, subject 
competencies, qualita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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