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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모던적인 시대

적·사회적 배경에 따라 이에 적합한 대안적인 교육과정 설계를 탐색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최근 교육과정 분야의 재개념적 흐름에 발맞

추어 교육과정을 ‘산출’이 아닌 ‘과정’으로 이해하려는 접근이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교

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은 과정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사고

방식을 취하는 세 학자인 Whitehead, Dewey, Doll에 의해 도출될 수 있는 바,

이들의 사고는 세계 내의 과정 중에서 실재가 생성된다고 봄으로써 세계와 실

재 간의 연속적이고 일원론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과정 중심적 사고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Whitehead, Dewey, Doll의 과정 중심적 사고를 기

반으로 하여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대안적인 접근으로서 과정 중심 접근의 의

미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의 기본 관점은 무엇

인가? 둘째,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의 기본 관점은 교육과정 설계를 논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이

되는 세 가지의 주요 준거를 설정하여 살펴보았으며, 이 세 가지 준거는 교육

목적에 대한 이해,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육 주체에 대한 이해이다.

첫 번째로 교육 목적에 대하여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이것이 잠정적이고 수정

가능한 것으로서 교수-학습의 맥락에 따라 보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교

육 목적이 갖는 의미에 있어서도 그것이 거시적이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지식을

활용하고 사고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두 번째로 교육 내용에

대하여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이것이 맥락과 해석에 따라 구성되고 생성될 수

있다고 보고 교수-학습의 맥락 속에서 유용하고 실제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즉 교육 내용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 과정을 보다 풍성하게 만드는 재료로서 의미를 지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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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교육 주체에 대하여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이를 적극적

이고 구성적인 주체로서 바라보았다. 학습자는 수동적이고 무지한 상태에 있는

객체가 아니라 내적인 지적 호기심을 갖고 교수-학습 과정에 참여하는 적극적

인 주체로 이해하였고, 교사 또한 지식을 소유하고 전달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를 촉진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적

극적인 존재로서 이해하였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측면,

즉 설계의 초점, 설계의 목적, 설계의 대상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이 과

정에서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과정 중심 접근의 특징을 보다 명료히 드러내기

위해 기존의 지배적인 교육과정 설계 모형으로 볼 수 있는 Tyler의 설계 모형

과의 비교 논의를 통해 그 의미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로 설계의 초점

에 있어서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이를 목표가 아닌 과정에 두는 것으로 드러났

다. 이는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일의 초점이 목표를 세분화하는 것이 아니라 목

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설계의 초점이 과정으로 이동해감

에 따라 설계의 주체 또한 교수-학습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주체들

을 포함하게 되며, 이들에 의해 과정의 내부에서 목표가 생성되는 설계의 양상

이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로 설계의 목적에 있어서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이것

이 완성이 아닌 변형에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교육과정 설계의 목적이 최

종적인 산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형 그 자체에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설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결과물은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산

물이 아니라 잠정적이고 맥락 의존적이며 타협적인 산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세 번째로 설계의 대상에 있어서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지식이 아닌 맥락을 대

상으로 설계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설계가 지식이 아닌 맥락을 대상으로 이루

어진다는 것은 곧 설계가 지식을 선정 및 조직하는 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생성해내는 맥락과 환경을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됨을 의

미한다. 따라서 교수-학습 과정 내에서 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지식이 생성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적절한 맥락과 환경을 선정 및 배치하는

일이 설계의 중요한 과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교육과정 설계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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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정 중심 접근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말하자면

교육과정을 과정 중심 접근으로 설계한다고 할 때, 그것이 추구하는 교육의 기

본 사조이자 맥락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연구자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역량중심 교육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적 사고이자 방향으로서 논의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에 대

해 연구자는 두 가지의 근거를 들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였다. 첫 번째로

역량중심 교육에서는 지식에 대한 활용 능력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고 능력

을 강조하는 바,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과정 중심 접근이 추구하는 교육 목적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역량중심 교육에서는 구체적인 교육 목표와

내용을 선정함에 있어서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자율성을 확장하는

바,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과정 중심 접근과 상당 부분 그 맥을 함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연구가 지니는 의의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대적·사회적 배경에 맞추어 기존과는 다른 지식관을 토대로 새로

운 설계에의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교육과정 분야의

최근의 흐름에 맞추어 과정 중심적인 접근이 교육과정 설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바에 대해 탐색했다는 점도 이 연구가 갖는 의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에 대해 이론적인 탐색을 시도

한 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 모형이나 모델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또한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논의가 미시적인 측면에

서 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이 연구

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구현 양상과 그에 따른 제반 조건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주제어: 교육과정 설계, 과정 중심 접근, 포스트모던 교육과정

* 학 번: 2012-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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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존의 교육에 대한 가치관

이나 질서가 해체되는 변환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교육에 대한 변화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소경희 외, 2013). 학교교육은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흐

름과 맥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학교교

육이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면 오늘날의 사회는 어떠한 흐름과 맥락 속에 처해있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

에 의해 논의되는 현대 사회의 주요한 특징들 중 하나로 ‘변화’를 들 수 있다.

현대 사회를 변화하는 사회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 만큼, 오늘날의 사회는 정보

가 급속히 확대되고 끊임없이 순환되며, 조직은 쉴 새 없이 재구성되고 지역 사

회는 다문화적 인구 유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재구성된다(Hargreaves, 2003).

이와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의 맥락 속에서 그 동안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라 여겨져 왔던 지식은 더 이상 그 절대성을 보장받기 어렵게 되었다. 지식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해석되는 산물로서 여겨지는 구성주의적 지식관에 의해

기존의 객관주의적인 지식관은 도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오랜 시간 동안 절대

성과 객관성을 보장 받아 오던 과학 지식마저도 사회적 담론 내에서 형성되고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정체성을 새롭게 부여받고 있다. 지식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의 이동은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시대라는 현대 사회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시대로서 현대 사회는 이른바 포스트모던 사회

라고 일컬어진다.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화는 더 이상 낯설고 문제시되는 무언

가가 아닌 자연스럽고 적응해 나가야 하는 특성으로 받아들여진다. ‘변화’라는

특성이 전제하는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이러한

특성들이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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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이해하는 관점이 기존의 접근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는 바, 다양한 학

문 분야에 대해 변화와 도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학 분야도 예외가 아

니다. 교육의 한 가지 주요한 목적은 미래에 대한 준비에 있으며, 이를 위해 상

정하는 미래의 모습은 흔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래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며 불확실한 맥락 속에 놓여 있다는 포스트모던

의 도전은 교육 전반에 대한 변동을 예고하게 된다.

특히 교육과정 분야는 이와 같은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다. 교육과정이라는 학문 분야가 시작된 이래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문

제는 교육과정 분야의 주요한 화두로서 논의되어 온 바, 객관주의적 지식관이

거부되고 모든 것이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이와 같은 질

문에 대답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과정에 대

한 지배적인 전통 내에서 객관주의적 지식관은 주요한 토대로 작용해 왔다. 지

식을 안정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상정하는 입장에서 사회와 미래는 예측 가능

한 것으로 전제되며, 그 결과 교육과정은 절대적인 지식 체계로 여겨지는 학문

에 기반을 두는 교과를 만들고 이 교과에 속하는 지식을 효율적으로 선정 및

배열하는 일로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지식이 갖는 객관성 및 보편성에 대한 회의와 함께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은 교육과정 분야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며, 특히 교육과정이 갖는

의미와 교육과정 분야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

한 작업은 교육과정의 정체성을 재설정하려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

며, 그들이 시도했던 접근 중 교육과정의 어원적 의미를 재탐색해봄으로써 그

본래적 뜻을 재음미해보려는 접근은 주목할 만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본래 교육과정(curriculum)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currere(이하 쿠레레)에서 비

롯되는데, 이는 ‘경마장에서 말이 달리는 경주로’라는 명사적 의미와 ‘경주로를

달리는 것‘이라는 동사적 의미의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이흔정, 2002). 이에

대해, 교육과정에 대한 지배적 전통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명사적 의미만을 강

조함으로써 목적 달성을 위해 따라가야만 하는 일련의 학과 코스를 뜻하는 것

으로 교육과정을 이해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교육과정을 통해 도달하게 되

는 결과의 측면을 강조하여, 교육과정의 의미를 ’산출‘에 초점을 두어 부각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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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는 교육과정에 대한 한 가지 측면의 의미만을 강조하여 교육과정

에 대한 편협한 이해로 귀결될 위험성을 지닌다. 즉 교육과정에 대한 명사적 의

미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게 되면서 교육과정이 보다 풍부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그동안 주목 받지 못했던 교육과정의 동사적 의미에 대

한 새로운 접근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경주로를 달리는 것’이라는 동사

적 의미에서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교육 행위의 과정 그

자체를 강조한다. 즉 교육과정을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

용과 관련된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소경희, 2012). 이는 교육과정의 의미를 ‘결

과’와 ‘산출’에 초점을 두어 바라보는 명사적 의미와는 다르게, ‘과정’에 초점을

두어 교육과정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과정’에 초점을

두어 교육과정을 이해하려는 접근에서는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바, 보다 생생한 경험적 과정 및 실천에

주목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교육과정을 ‘산출’과 ‘결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과정’으로 이해하는 관점의

변화는 교육과정 설계를 논의함에 있어서 또한 적지 않은 변화와 도전을 야기

한다. 전통적으로 ‘결과’ 중심적인 설계 패러다임 내에서의 지배적인 교육과정

설계 모형은 Tyler의 모형이었으며, 이는 목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는 측면에서 목표 모형이라 불린다. 이 모형에서는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을 설계의 출발점으로 놓고 이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을 선정하여

목표의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따라서 이 모형은 목표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합리화의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나오게 되는 ‘산출’은 바람직

한 결과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고, 이는 설계 모형의 효과성을 담보하게 되

는 것이다.

그러나 목표 모형은 목표를 달성하는 산출 및 결과의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

함으로써 교육을 성과 위주의 문제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비판을 받는다. 즉 교

육이라는 것이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는 또한 그 결과가

얻어졌다는 것은 곧 그 결과를 얻기까지의 과정이 학생들에게 학습되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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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결과를 재생할 수 있으면 지식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실

증주의적 인식론을 가정한다. 따라서 Tyler의 모형은 교육과정이 갖는 ‘과정’적

인 측면에 대한 의미를 간과하고 근대적인 패러다임 내에서의 인식론을 상정함

으로써 새로운 시대적·사회적 요구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Tyler의 목표 모형을 비판하며 제시된 새로운 대안적 설계 모형으로

Stenhouse의 과정 모형을 들 수 있다. Stenhouse(1975)는 목표 모형이 ‘목표-수

단’적 접근 방식을 따름으로써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무시한다는 점을 비판하

며, 교육과정은 예견된 결과보다 예견되지 않은 결과로 이끌수록 더 교육적이라

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교육과정 설계의 초점은 특정한 외재적 목표가 아니라

교수-학습 과정 그 자체가 되며, 교육과정 설계의 출발점 또한 목표의 상세화가

아닌 교수-학습 과정이 따라야 할 기준과 가치를 드러내는 일이 된다(소경희,

2012). 이러한 그의 논의는 산출과 결과를 강조하는 기존의 지배적인 설계 전통

에서 벗어나 과정상의 원리를 강조하며 교육과정 설계의 새로운 접근의 가능성

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Stenhouse(1975)의 설계 모형은 공적인 전통 체계인 지식의 형식에 입

문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상정하는 Peters의 이론을 토대로 하는 바, 지식

과 사회에 대한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시대에 적합한 설계 모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그의 모형에서 미리 설정된 결과로서의 목표가 아닌 과

정상의 원리와 절차를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 고유의 가치를 지니는

지식 체계로 귀결된다면 교수-학습 과정에서 드러나는 생생하고 역동적인 맥락

들이 드러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Stenhouse의 과정 모형은 ‘과정’

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함으로써 Tyler의 목표 모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 원리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지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관을 상정하는 지배적인 설계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는 점에서 새로운 시대적·사회적 요구와 그에 따른 지식관의 변화에 적합한 접

근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요컨대, Stenhouse의 과정 모형은 Peters의 이

론을 토대로 하고 있는 바, 학문적인 지식 체계에 대한 선험적 정당화의 논리에

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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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산출’이 아닌 ‘과정’을 강조하며 지식의 객관성 및 보편성이 아닌 불

확실성 및 예측불가능성을 전제하는 새로운 시대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교육과

정 설계에 대해 어떠한 접근이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물음은 기존의 ‘산출’ 중

심의 설계 전통 내에서 지배적인 설계 모형으로 기능해 온 Tyler 모형에 대한

대안적인 설계에의 접근을 탐색하는 것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말하자면 Tyler

의 설계 모형이 갖는 한계, 특히 포스트모던적인 맥락에 비추어볼 때 이 모형이

갖는 한계 및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한계를 보완 및 극복할 수 있는

설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에 대해 탐색

하고자 한다. 이는 교육과정의 의미를 결과 및 산출이 아닌 과정에 초점을 두어

이해하는 최근의 흐름과 맞물려서, 과정에 초점을 두어 교육과정을 설계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

에서는 교육과정 분야에서 과정 중심적인 사고를 전개해 나간 Whitehead,

Dewey, 그리고 Doll이라는 세 명의 학자의 논의를 이론적 토대로 삼을 것이다.

이들의 논의는 변화와 해석에 주안점을 두는 새로운 패러다임 내에서 과정-해

석학적 사고로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Doll, 1993), 기존의 설계 전통에 대한

대안적인 방편으로서 교육과정 설계에 접근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Whitehead, Dewey, Doll의 과정 중심적 사고를 기

반으로 하여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의 의미를 탐색할 것이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는 포스트모던적인 맥락 속에서 기존의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대

안적인 접근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의 의미를 결

과 및 산출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기존의 접근과는 다르게 과정을 중심으로 교

육과정을 이해하는 최근의 흐름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과정 중심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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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를 살펴본 후,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과정 중심 접근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두 가지의 연구 문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의 기본 관점은 무엇인가?

이 연구에서는 Whitehead, Dewey, Doll의 논의를 통해 도출될 수 있는 과정

중심적 사고를 이론적 기반으로 삼아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의

기본 관점을 살펴볼 것이다. 이때 교육과정 설계와 관련하여 과정 중심 접근이

취하는 기본적인 관점은 크게 세 가지의 측면을 기준으로 살펴볼 것이며, 이는

‘교육 목적에 대한 이해’,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육 주체에 대한 이

해’이다. 이 세 가지의 측면은 교육과정 설계를 논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이

되는 주요한 준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해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과정 중심 접근이 교육과

정 설계에 관해 취하는 기본적인 관점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도출한 과정 중심 접근의 기본 관점을 토대로 하여,

이후에는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즉 과

정 중심 접근이 취하는 기본적인 관점을 기반으로 할 때, 교육과정 설계에 관하

여 과정 중심 접근이 갖는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

기에서는 설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하여, 설계와 관련한 세 가지의

준거를 설정하여 각각의 준거들에 대해 과정 중심 접근에서 보일 수 있는 특징

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 세 가지 준거는 ‘설계의 초점’, ‘설계의 목적’, ‘설계의 대

상’으로서, 이는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과정 설계에 접근할 때 기존의 접근

과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가 나타나는 지점인 바, 과정 중심 접근의 특징을 보다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준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두 번째 연구문제

를 통해 과정 중심 접근이 지니는 설계상의 특징을 드러냄으로써 교육과정 설

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의 의미를 보다 명료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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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의

등장 배경 및 이론적 기반

1.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의 등장 배경

이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대안적인 접근으로서 과정 중심 접근이

갖는 의미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과연 어떠한 맥락과 배경에서 교육과정 설계

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즉

교육과정 설계와 관련한 하나의 대안적 접근 방식으로서 과정 중심 접근이 등

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먼저 지식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

다. 지식에 대한 관점은 교육과정 설계의 사상적 기반이자 토대가 되는 것으로

서 교육과정 설계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측면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

이다. 이렇게 볼 때, 지식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지식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교육과정

분야에서 설계 모형이 변화해 온 측면과도 맞물려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

라서 지식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살펴 본 이후에는, 교육과정 분야에서의 설계

모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즉 지식관이 변화함에 따

라 교육과정 설계 모형은 어떠한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흐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의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는 일은

최근 교육과정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정 중심 접근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탐색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의 흐름을 통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의 등장 배경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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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식에 대한 관점의 변화

교육과정 분야는 전통적으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

로서 기능해 온 바, 지식에 대한 관점은 교육과정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

을 지녀 왔다. ‘무엇’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바는 흔히 어떠한 내용이나 지식을

의미하며, 이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하나의 기반이자 토대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지

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의 문제는 그것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전제에 영향을

미칠 만큼 주요한 측면으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지식에 대한 관점의 문제는 본격적으

로 논의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교육과정 설계가 ‘어떻게(how)’라는 방법적인 측면에 대

한 부분을 주로 다루어왔다는 것이며, 두 번째 이유는 교육과정 설계에서 ‘무엇

(what)’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음으로써 오랫동안 사실로서 받아

들여지던 지식관이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로 인해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식에 대한 관점의 측면은 종종

간과되거나 묵시되어 왔다고 추론할 수 있다.

교육과정 설계에서 오랫동안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지식관은 객관주의적

지식관을 의미한다. 객관주의적 지식관은 객관주의라는 철학적 입장 혹은 그것

에 내재되어 있는 형이상학적 실재론을 반영하는 지식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객

관적이고 보편적인 실재가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때 객관주의란 합리성

이나 인식, 진리, 실재, 선, 옮음 등의 본성을 결정하는 데 궁극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영원하고 초역사적인 어떠한 기반이나 구조, 틀이 존재하며 또 존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확신을 의미한다. 따라서 객관주의에 기반한 형이상학적 실재

론 또한 객관적 실재의 세계가 우리와 따로 독립해서 존재하며 우리는 그 세계

의 본성이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가리킨다(Bernstein, 1983). 요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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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객관주의적 지식관이란 인식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실재가 존재하

며, 그러한 실재를 반영하는 것이 곧 지식이라는 관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재와 지식은 결코 객관적인 의미를 지닐 수 없다는 주장이 대두되

면서 이러한 객관주의적 지식관은 도전 받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의심할 바 없

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서 여겨지던 실재와 지식에 대해 더 이상 그 절

대성을 보장받기 어렵게 만드는 많은 논의들이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자연과학을 통해 진정한 지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과 모델이 제공된다고 보는 과학주의에 대해 도전하는 논의이다. 과학주의

에 대한 도전은 오직 자연 과학만이 우리에게 객관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는 믿음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다(Bernstein, 1983). 즉 과학주의에 대해 제기되

는 여러 도전들은 과학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는 객관주의적 지식관에 대한 도

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과학지식에 대한 전통적 견해를 비판하며 새로운 과학철

학을 전개해 나간 Kuhn의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Kuhn은 과학적 방법론의 보

편적 성격, 즉 과학적인 방법론에 충실하기만 한다면 과학자가 과학적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했다. 그에 따르면 과학지식은

개별 과학자에 의해 만들어질 수 없으며 과학자 집단에 의해 생산되어지는 산

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는 과학지식이 확실한 객관성을 보장받는다는 기존

의 믿음을 불식시키게 된다. 왜냐하면 Kuhn에게 있어서 과학지식은 특정한 패

러다임 내에서 존재하는 바, 그러한 패러다임을 넘어서서는 과학지식의 객관성

이 확보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이상욱, 2004). 이러한 Kuhn의 주장에 따르면, 객

관적인 지식을 마련하는 가장 확실한 토대였던 과학지식조차 특정 패러다임 내

에서만 그 의미를 확보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는 절대적인 객관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과학지식에 대한 이와 같은 도전은, 자연과학을 통해서 객관적 지식의 토대를

부여했던 전통적 지식관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왜

냐하면 자연과학적 지식이 더 이상 그 객관성을 확보받기 어려워지면서, 객관적

이고 절대적인 지식관 또한 그 토대가 흔들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존

의 객관주의적 지식관에 대한 이와 같은 도전은 종종 상대주의를 옹호하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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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서 이해되기도 한다. 실제로 상대주의자들은 객

관주의자들의 주장을 부정하면서 합리성이나 진리, 실재, 옮음, 선, 규범과 같은

개념을 검토할 경우 결국 이 개념들 모두 특수한 개념적 도식이나 이론적인 구

조, 틀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Bernstein, 1983). 사실,

객관주의적 지식관이 부정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대주의의 주장은 일면 타

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대주의의 관점은 자칫 극단적인 상대주

의로 치닫게 됨으로써 지식 자체에 대한 어떠한 합의나 토대조차도 부정하게

되는 위험성을 갖는다.

객관주의적 지식관이 도전 받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들

에 의해 교육과정 분야는 적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한다. 교육과정 분야가 ‘무엇

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바, 이는 필연적으로 어떠한 기반이

자 토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객관주의적 지식관에 의해 보장받던 확실한

기반 및 토대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주의적 관점은 아무런

토대를 제시해주지 못하여, 그 결과 교육과정이 기반을 둘 수 있는 어떠한 토대

도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특히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맥

락 속에서 이와 같은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한

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을 설계한다는 것 그것이 기반을 둘 수 있는 모종의 잠정

적인 토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식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는 이

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지식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취할 수 있

는가? 이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대답으로, 해석학에 기반을 둔 사회적 상호작용

의 관점에서 주창하는 구성주의적 지식관에 주목해 볼 수 있다.

구성주의적 지식관은 기존의 객관주의적 지식관과는 다른 관점에서 지식의

개념에 접근함으로써 상대주의적 관점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해석학에 토대를 두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는 지식에

대한 고정된 준거의 개념이 사라지고 문화의 차이와 사회적 상황에 의한 담론

의 형성이 지식의 다양한 구성을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Okshevsky, 1997).

이러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지식을 구성하는 언어와 기호는 객관적이고 보편

적인 실재의 반영이 아니며 담론 내에서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정호표, 2000).

즉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실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지식이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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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법칙과 게임을 통해 만들어지는 담론 내에서 지식

이 갖는 의미가 정당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과학 또한 하나의 언어

게임에 불과하며, 과학적 지위도 담론의 수준에 머물게 된다(Usher & Edwards,

1994). 말하자면 더 이상 과학지식이 가치중립적이고 탈이데올로기적인 것으로

서 그 성격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의 상호 주관성에 의해 그 성

격이 규정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지속적인 이해와 해석을 통한 해석학적 순환

의 과정 속에서 지식이 구성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석학에 토대를 두고 구성주의적 지식관을 이해할 때, 해석학적 순환 내에서

지식이 구성된다는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언어이다.

James(Prawat, 2003)에 의하면, 언어는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

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대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대상에 대한 접근방

식으로서 언어가 중요해진다. 이 때 언어는 독립적 실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개별적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 상황 내에서 언어적인

진술은 독립적 실재의 기술이기보다는 실재를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러므로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도 하나의 분리된 객관적 과정이 아니라 그 상황

과 언어의 선택에 비추어서 상이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정호표, 2007). 따라서 이와 같은 언어의 작용을 통해 실재가 재구

성되며 이는 곧 지식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해석학적 관점 내에서 언어의 기술로서 구성되는 실재,

즉 지식은 어떠한 의미에서 그 보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물론 이 때의 보

편성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관에서 가리키는 완전한 보편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 상호 작용에 의해 구성되는 지식이 모종의 상호 주관성

을 형성한다고 할 때, 이는 새로운 의미에서의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다.

Gadamer의 해석학에 따르면, 해석학은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할 수 있

는데 이는 ‘이해’에 대한 의미에서 기인한다. 이해는 언어라는 매개체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이해는 인간이 가장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1차적인 존재 방식이

라고 볼 수 있다. 즉 이것은 다른 활동들로부터 구분되는 독립적인 활동이 아니

라, 모든 인간 활동의 근거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 어떤 것도

원칙적으로는 이해를 넘어설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이해의 성격으로 인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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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는 보편성을 지니게 될 수 있다(Bernstein, 1983).

이처럼 해석학에 토대를 둔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지식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기존의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관을 비판하면서도 지식에 대한 모종의 정당

화가 가능해 진다. 즉 지식과 진리의 정당화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구성되고 참여하는 주체에 따라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이 강조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에 대한 관점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차원

에서의 보편성을 획득하던 지식에서, 구성적이고 해석적인 차원에서의 보편성,

즉 상호주관성을 획득하는 지식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지식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은 교육과정의 분야에서 ‘무엇’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기존의 객관주의적 지식관에서 부

여 받았던 절대적이고 확고한 토대는 무너졌지만 서로 다른 이해를 통해 해석

되고 구성됨으로써 모종의 상호주관성을 부여 받게 되고 이는 교육과정을 위한

잠정적인 토대로서 기능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교육과정 설계의 논의 속

에서 구성주의적 지식관은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 주

는 동시에, 기존의 설계 전통과는 다른 맥락에서 교육과정 설계에 접근할 수 있

는 새로운 가능성 또한 열어 준다.

나. 교육과정 설계 모형의 변화

전통적으로 교육과정 설계는 교육과정 개발 패러다임 내에서 이루어져 왔다.

교육과정 개발 패러다임에서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관에 터하여 합리적이

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바, 교육과정 설계 모형 또

한 이러한 전제 하에 만들어지고 기능해왔다. 그러나 지식은 독립적인 실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관점에 변화가 일어

나면서 이러한 지식관에 토대를 두고 있던 교육과정 개발 패러다임에서의 교육

과정 설계 또한 도전받게 되었다. 더 이상 이들이 가정하고 전제하는 지식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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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이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곧 교육과정 설계의 토대 및 기반을 뒤흔

드는 일로서 여겨졌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흐름은 교육과정 분야에 제기된

재개념화 논의와 함께 더욱 가속화되었다. 교육과정 재개념화 논의에서는 교육

과정 분야가 기존의 개발 패러다임에 의존해 이루어져 온 것을 비판하며 이를

해체하고 다양한 담론을 포괄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이해의 패러다임을 주장한

다. 교육과정 이해의 패러다임은 확실한 결과물로서 교육과정이 기능하는 것을

비판하며 교육과정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 정체성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흐름으로 비추어 볼 때 교육과정 설계 모형은 어떠한 변화를 거쳐 왔는

지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교육과정이 20세기 초반 하나의 학문 분야로 정립된 이후,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목표 모형이었다(강지영, 2012). 목표 모형은 Bobbitt

으로부터 출발하고 Tyler에 의해 정교화된 것으로서 내용과 행동의 두 가지 차

원으로 구성된 목표가 중시되고 그에 준하여 교육의 전 과정이 체계화된다. 목

표 모형에서는 내용으로서의 교과를 그 구성요소들로 분석하여 연구하는 영역

과 내용을 습득한 결과로서의 행동을 세분화하는 연구 영역을 포함한다(이현욱,

2003). 여기서 내용과 행동의 유목을 잘게 세분화하는 이유는 교육을 통하여 달

성해야 할 목표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인데(최성욱, 1995),

이 모형에 따르면 설정된 목표에 따라 교육 경험이 선정 및 조직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사전에 설정된 목표의 도달 여부가 중시되기 때문에, 학습의 결과

학습자가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제시하는 것이

야말로 교육과정 설계의 핵심이 된다(강지영, 2012). 요컨대, 이 접근은 교육과

정 설계의 출발점을 목표의 상세화에 두며, 사전에 상세화된 목표에 토대를 두

고 지식·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것이다(소경희, 2012).

목표 중심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교육과정을 객관적인 진술과 측정이 가능하

도록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대안보다 유리하며, 아울러 교육의 성과

를 식별하거나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 그에 관한 객관적 비교를 가능케 한다

는 장점이 있다(최성욱, 1995). 그러나 목표 모형은 교육내용을 세분하여 구성요

소로 환원함으로써 지식을 단편화시키고, 교육을 결과나 성과 위주의 문제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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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시켜 버렸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때 교육이라는 것은 곧 그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며, 그 결과가 얻어졌다는 것은 곧 그 결과를 얻기까지의 과정이 학생

들에게 학습되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는 주체와 무관하게 지식은 객관적으

로 존재하며 인지구조와 상관없이 그 결과를 재생할 수 있으면 형성되었다고

보는 실증주의 인식론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이현욱, 2003). 즉 목표 모형이

가정하는 객관적·보편적 지식관으로 인해 교육을 수단화 시키게 된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목표 중심의 접근이 지니는 이와 같은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내용 모형이

제시되었다. 이 관점에서는 목표 모형에서 충분히 취급되지 않은 ‘내용’의 문제

를 상세화하는 데 보다 관심을 둔다(최성욱, 1995). 내용의 문제는 목표의 진술

에 포함되는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교육의 목표와 방법 나아가서

교육의 전반적인 성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건이라는 것이다(이홍우,

1977). 이러한 내용 모형에서 상정하는 교과 내용은 단편적인 사실이나 주제의

나열이라기보다는 각 학문에 내재하는 사고 양식 또는 지식의 형식(Hirst &

Peters, 1970)을 명제화한 것이다. 즉 내용 모형에서 교육 내용은 그 구성요소들

로 환원될 수 없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온전한 지식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이홍우, 1977). 따라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상세화한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지

식의 의미가 손상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최성욱, 1995).

그러나 내용 모형 또한 지식의 성격을 규정하는 인식론적 입장에 있어서 문

제의 소지를 지닌다(최성욱, 1995; 이현욱, 2003). 내용 모형에서는 인간이 가진

다양성과 발달 단계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학습해야 하는 공통의 교육 내용이

있고 이것이 곧 학문의 구조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각 학문마다 그 근간을 이루

는 전형적인 사고의 형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이를 어느

수준에서나 올바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일종의 진리 기준과 같은 것으로 파

악한다(최성욱, 1995). 그러나 학문이 발전하면서 얻은 중요한 결론 중 하나는

학문을 통해 생산되는 지식을 불변의 진리로 확정지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내

용 모형에서는 학문 세계에서 생산된 지식이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성격을 지닌

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이미 주어져 있는 진리로서 상정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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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이현욱, 2003; 강지영, 2012). 요컨대,

목표 모형과 내용 모형은 모두 자연과학 연구방법론을 학문의 전형으로 보고

객관적 진리의 세계를 지향점으로 삼는 객관적 지식론을 가정하며,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에 따라 이러한 객관적 지식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실증주의 인식

론과 관련이 깊다. 이들은 지식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며, 수용되거나 누적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에 대한 형성관과 발전관 또한 실증주의 인

식론의 한계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이현욱, 2003).

목표 모형과 내용 모형이 토대로 삼는 이러한 객관주의적 지식관과 실증주의

인식론은 지식에 대한 관점 변화에 비추어 볼 때 그에 부합하지 않다는 한계를

지니며 이에 따라 새로운 교육과정 설계 모형이 요청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필

요성에 따라 제시될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적 접근은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

정을 설계하는 것이다.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이와 같은 접근은 교육과정의 어

원적 의미에 대한 재탐색에 의해 그것의 명사적 의미뿐 아니라 동사적 의미 또

한 강조되는 최근의 교육과정의 학문적 흐름에서도 새롭게 제안되는 한 가지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즉 산출과 결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이해했던 기존의

접근에서, 과정을 중심으로 보다 폭넓게 교육과정을 이해하려는 시도와 흐름 속

에서 교육과정 설계 또한 새롭게 접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Kelly(2010)는 교육과정을 ‘내용과 산물로서의 교육과정’과 ‘과

정과 성장으로서의 교육과정’이라는 두 가지의 접근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서로

다른 철학적 기반과 교육에 대한 관점을 지닌다고 보았다. Kelly(2010)에 따르면

‘내용과 산물로서의 교육과정’에서는 절대적인 인식론을 기반으로 하여 교육을

문화적인 전달로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여기서 교육과정의 내용은 정치적인 선

택의 결과로 제시된다. 반면, ‘과정과 성장으로서의 교육과정’은 가치 판단적인

(value-laden) 특성을 지니며 과정적 원리에 따라 내재적인 목적을 지니는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 또한 인간성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표현에 기반

을 두는 개인적 경험이자 성장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분류 기준을 고려할 때, 목표 모형과 내용 모형은 ‘내용과 산물로서의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두 모형이 갖는 강조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

두 객관적 지식관과 실증주의적 인식론을 기반으로 하여 객관성을 반영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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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혹은 산물을 전달하는 것이 교육의 주요 목적이라고 본다. Kelly에 의해 제

시된 ‘과정과 성장으로서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에 대한 과정 중심적인 접근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러한 교육과정의 의미에 입각하여 제안될 수 있는 교육과

정 설계 모형으로는 Stenhouse가 주창한 과정 모형을 들 수 있다. 과정 모형은

Stenhouse에 의해 제시되어 이후 McKernan에 의해 ‘과정-탐구 모형’이라는 형

태로 변화·발전되었으며, 교육과정 설계의 초점을 목표의 설정과 목표의 성취에

두는 목표 모형을 비판하여 과정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새롭게 제기된 모형이라

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과정 모형에서는 교육과정 설계의 초점을 목표의 상세화나 이에

따른 지식 혹은 내용의 선정·조직에 두지 않는다. 이 모형에서는 교육과정이 학

생들을 예견된 결과(outcome)보다는 예견되지 않은 결과로 이끌수록 더 교육적

이라고 보기 때문이다(Stenhouse, 1975). 이것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와 학

생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 모형에서 교

육과정은 정해진 목적지에서 하차하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행 및 그에

따른 경험 그 자체를 통해서 실현된다. 그러나 교수-학습 과정에서 취해질 여행

과 경험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잠정적으로나마 모종의 기준이나 가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과정 모형에서는 교육과정 설계의 초점을 특정의 외재적

목표가 아니라 교수-학습 과정 자체에 두어야 할 것을 주장하며, 이에 따라 교

육과정 설계의 출발점 또한 목표의 상세화가 아니라 교수-학습 과정이 따라야

할 기준과 가치를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것이다(소경희, 2012).

과정 모형은 산출과 결과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교수-학습의 ‘과정’을

강조하며 그 과정상에서의 원리를 드러내는 데 교육과정 설계의 초점을 두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 모형에서는 확고한 목표를 중심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설계해왔던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서 탈피하여 과정

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Stenhouse가 주창한 과정 모형은 기본적으로 Peters의 논의에 그 토대

를 두고 있는 바(Stenhouse, 1975), 학문적인 지식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

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Peters는 공적인

전통 체계인 지식의 형식에 입문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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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Peters의 논의에 기반을 둔다면 Stenhouse의 과정 모형도 교수-학습 과

정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 지식의 형식, 즉 학문적 지식과 맞닿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과정 모형은 목표가 아닌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더 학습

자의 성장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객관적이고 체계

적인 모종의 지식 체계를 상정하고 있다면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사회적 맥락

과 지식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는 흐름에 있어서 적합한 설계 모형이라고 보기

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요컨대, Stenhouse의 논의가 이와 같은 Peter의

지식에 형식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면 Stenhouse가 주장하는 과정상의 원리, 즉

절차적 원리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결과로서 고유의 가치를 지니는 지식 체계

가 상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은 가치 있는 지식 체계를 학습하는 것

에 주안점을 두게 됨으로써 교수-학습 과정에서 드러나는 생생하고 역동적인

맥락들이 드러나는 데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Stenhouse의 과정 모형은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함으로써

Tyler의 목표 모형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지만,

이 또한 Peters의 논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지식 체계의 고유 가

치를 상정함으로써 기존의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관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

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이는 변화된 지식관을 기반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포스트모던적인 현대 사회에 보다 더 적절한 교육과정 설계에의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고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지배적인 교육과정 설계 전통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적·학문적 배경에 적합한 교육과정 설계

에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2.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의 이론적 기반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서 과정 중심 접근이 등장하게 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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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첫 번째 측면은 지식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기존의 객관주의적 지식관에서 벗어나

구성주의적 지식관이 대두됨으로써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

성이 제기된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측면은 교육과정 설계 모형의 변화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지식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맞물려 교육과정 설계 모형에 있어

서도 산출과 결과를 강조하던 기존의 접근에서 과정을 강조하는 새로운 접근이

주목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측면은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기반을 마련해

주며, 특히 이는 기존의 산출과 결과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의 이론적 기반을

탐색해볼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과정 중심 접근의 의미

가 ‘과정’을 중시하는 사유의 방식에 대한 논의에 의해 밝혀질 수 있다고 본다.

이때 과정을 강조하는 사유의 방식은 실재를 이해하고 사고의 과정을 이해함에

있어서 ‘과정’을 중심으로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을 가리키며, 이

는 ‘과정 중심적 사고’라고 일컬을 수 있다. 과정 중심적 사고는 실재와 분리된

독립적인 세계를 가정하는 이원론적 관점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세계 내의 과정

중에서 실재가 생성된다고 보며 세계와 실재 간의 연속적이고 일원론적인 관점

을 견지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러한 과정 중심적 사고를 토대로 자신의 논의를

전개한 학자로는 Whitehead, Dewey, Doll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현실적 세계 내

에서 실재가 생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강조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고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즉 이들은 과정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사고방식을 취

하여, 이를 토대로 자신의 이론을 구축해나간다는 점에서 과정 중심적 사고를

전개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Whitehead, Dewey, Doll은 모두 실재가 세계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정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세계 내에서 생성적으로 발

생되고 변화하는 유동적이고 유기적인 무언가로 이해함으로써 실재가 구성되고

생성되는 과정을 강조하는 바, 과정 중심적인 사고를 중시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이들의 논의를 통해 과정 중심적인 사고의 의미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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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 위하여 세 학자의 논의에서 과정 중심적 사고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측

면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Whitehead는 모든 존재가 ‘리듬’이라는

공통된 원리를 지닌다고 보고 이러한 리듬은 계속적으로 주기를 형성하여 변화

해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원리로 이해되는 바, Whitehead의 리듬적 사고를 통해

과정 중심적 사고의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다. 다음으로, Dewey는 ‘반성적 사

고’를 하나의 과정으로 봄으로써 이것이 나선형적으로 확장된다고 보는 바, 반

성적 사고에 대한 논의를 통해 Dewey가 갖는 과정 중심적인 이해가 드러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Doll은 포스트모던적 패러다임 속에서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생성과 변형이 일어난다고 보며, 이러한 ‘변형’의 과정을 기반으로 세

계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켜 가는 바, 그의 변형적 사고를 통해 과정 중심적 사

고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 학자의 논의를 통해 교

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의 이론적 기반을 탐색하기 위하여 이 연구

에서는 크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학자들의 대답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의 세

가지 질문은 각각 ‘실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고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다고 보는가?’, ‘교육에 대한 관점은 어떠한가?’를 가리킨다. 앞선 두 가지의 질

문은 과정 중심적 사고가 실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토대로 사고가 이루어지

는 과정을 재규명하려는 시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과정 중심적 사고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측면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두 가지 질문

에 의해 밝혀진 과정 중심적 사고의 의미를 토대로, 세 번째 질문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교육과 관련하여 어떠한 함의를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이는 과정 중심적 사고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을 통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가. Whitehead의 리듬적 사고

Whitehead는 기존 서구 철학의 인식론이 가정하는 이원론적 관점이 갖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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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해 지적하며, 모든 존재 속에 구현되어 있는 근원적 원리를 ‘리듬’이라

지칭하고 이러한 리듬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관을 제시하였다. Whitehead는 기

존의 인식론이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현상과 경험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Whitehead에 따르면,

모든 현상은 정적이고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화와 유동의 과정 속에

있다. 따라서 그는 세계에 대한 이해가 이러한 변화와 유동의 한복판에 있는

‘과정(process)’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종일, 2001). 과정을 중심

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이러한 입장에서는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이 명확히 분

리되어 서로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는 독립된 관계로서 구분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입장에서는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이 서로에게 끊임없

이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관계 맺고 있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과정이 곧 현실적

인 세계가 존재하고 생성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Whitehead는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맺

고 있는 바, 이들을 일원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맺고 있는 관계에 내재하는 원리를 ‘리듬’이라 지칭한다. 그에 의하면, 리듬은 다

른 모습으로 진행되는 반복적인 틀이자 주기로서 존재가 가장 안정되게 자신을

유지하는 방식이자 자연스러운 지적 성장의 과정이다(Whitehead, 1958). 그의

철학에서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에 따라 그 모습이 결정되며, 이러

한 관계의 양상은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는 일정한 패턴, 즉 리듬을 지니고 있다

는 것이다(이효현·권낙원, 2006). 따라서 주체와 대상이라는 서로 구분된 존재로

서 그 고유의 모습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으

면서 각자의 존재로서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이들이 맺는 관

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관계이며 이러한 관계

가 일정한 주기를 갖고 변화하는 과정을 ‘리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Whitehead가 제시하는 이러한 ‘리듬’은 주기성, 창조성, 관계성, 양극성이라는

네 가지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이효현·권낙원, 2006). 첫 번째 특성인 주

기성이란 리듬이 반복적인 주기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때 주기가

지니는 반복성이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단순한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와 차이를 가지고 매번 다른 양상을 띠며 진행되는 반복을



- 21 -

의미한다. 두 번째 특성인 창조성은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일어나는 반복적인

주기를 통해 리듬은 항상 새로움을 창조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주기가 반복

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 그 안에서 새로운 리듬이 지속적으로 재탄생되며

이것이 주기의 다양성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특성인 관계성은 주기들

이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이어질 때 이들이 서로를 기반으로 관계를 맺으며 형

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의 주기는 이전의 주기를 근거로 하며 또 이후의

주기를 위한 토대가 됨으로써 서로 관계 맺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특성인 양

극성은 주기 안에 존재하는 여러 요소들이 서로 상반된 양극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모든 존재가 갖는 자연스러운 특성인 바, 리듬은 서로

상반되고 대립적인 이러한 요소들을 창조적으로 통합하여 새로운 하나의 주기

를 형성해가는 특성을 지닌다.

리듬이 갖는 이와 같은 네 가지 특성은 Whitehead가 그의 사상 속에서 과정

중심적 사고를 토대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존재가 갖는 일차적이고 근

원적인 원리로서의 리듬은 존재가 갖고 있는 유기적이고 창조적인 특성들을 보

여주며 이들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성되는 과정이 곧 이

들의 존재를 드러내준다고 볼 수 있다. 즉 Whitehead(1978)에게 있어서 현실적

세계는 곧 과정이고, 과정은 또한 현실적 존재의 생성인 것이다.

현실적 존재가 어떻게(how) 생성(become)되고 있는가라는 것은 그 현실적

존재가 어떤(what) 것인가(is)를 결정한다. 따라서 현실적 존재에 대한 이와 같

은 두 가지 기술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현실적 존재의 있음(being)은

그 생성(becoming)에 의해 구성된다. 이것이 “과정의 원리(principle of

process)”이다(Whitehead, 1978: 23).

현실적 존재가 생성(becoming)에 의해 특징지어진다는 것은 Whitehead의 과

정 중심적인 사고를 잘 보여주는 진술이다. 그에게 있어서 현실적 존재는 끊임

없는 생성 과정 중에서 순간적인 생성과 소멸의 반복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현

실적 존재는 과거에 영향을 받고 미래를 조건 짓는 상호 관계 속에서 살아 움

직인다. 말하자면 현실적 존재는 지금껏 존재해 왔던 것과 앞으로 존재할지도

모르는 것에 반응을 보이면서 영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존재이자 세계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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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Hosinski, 1992). 이처럼 현실적 존재는 곧 생성 과정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생성의 과정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바, 현실적 존재의 본질은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Whitehead는 현실적인 세계를 토대로 하여 존재와 세계를 이

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그의 입장은 실재(reality)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세계

밖에 외부적으로 존재하는 절대적 실재가 아닌 세계 내에 존재하는 유동적이고

생성적인 실재를 상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정태적이고 불변적인 성격으

로 실재를 파악해서는 안 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변화의 순환 과정 속에서

생성되는 것으로서 실재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박종국, 2008). 말하자면,

Whitehead에게 있어서 실재는 곧 과정인 것이다. 왜냐하면 실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된 산물이 아니라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육근성, 2014). 즉 실재는 변화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

로 새롭게 생성되는 바, 이러한 역동적인 상호 관계 내에서 현존하는 생성과정

그 자체이다.

과정을 중심으로 실재를 이해하는 이러한 관점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에 대한 Whitehead의 이해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고는 과

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상호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시간적 흐름상에서 전개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고가 전개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Whitehead에게 있어서 시간의 흐름은 현재를 중심

으로 과거와 미래가 통합되는 관점으로 이해된다. 그에 따르면, 실재는 끊임없

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항상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그러한 현재 속에 있는 존재 또한 변화하는 과정인 현재에 존재한다. 그런데 이

러한 현재는 과거로부터 파생되고 미래를 조건 지으며 미래로 넘어가는 바, 이

것 전체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Whitehead, 1968). 이러한 전체적인 과

정 내에서 현재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과거와 미래와의 상호 관계 내에서

특징지어지는 순간이자 과정인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Whihtehead는 모든 존재의 근원적 원리로서 제

시하고 있는 ‘리듬’을 통해 세계와 세계 내의 존재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그의 이해는 실재에 대한 관점과 사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관점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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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초적인 기반이 된다. Whitehead가 전제하고 있는 리듬적인 사고는 모든

이분법적이고 이원론적인 관점 및 이론을 타파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고 관계

맺음으로서 서로의 존재를 규정하고 함께 변화해가는 일원론적인 관점을 제시

한다. 그리고 모든 존재 및 실재는 이러한 과정 중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는 점에서 이는 과정 중심적 사고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리듬을 통해

그가 주장하고자 했던 지적인 성장의 과정은 교육에 대한 그의 관점을 드러내

준다.

Whitehead는 리듬적인(rhythmic) 주기를 형성하며 성장해가는 과정을 교육이

라고 보았다. 말하자면 그는 성장이 리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정신

의 발달 및 성장은 주기에 의해 지배되는 과정과 연관된 하나의 리듬으로서 나

타난다고 보는 것이다(Whitehead, 1932). 특히 그는 기존의 전통에서 성장의 개

념이 획일적인 확장 혹은 진보로서 이해되어 온 측면을 비판하며 성장이 갖는

주기적인 과정을 통한 발달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와 같은 ‘리듬’의 개념을

사용한다. 요컨대, Whitehead에게 있어서 지적 성장으로서의 교육은 어떠한 리

듬적인 성격을 지니며 이는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과정을 통해 발달해가는 것이

다.

지적 성장의 과정으로서 Whitehead가 제시하는 리듬은 학생들이 적당한 지적

발달의 단계에 도달한 그 시기에 맞추어서 각기 다른 학습 주제와 형태가 주어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육에서의 중요한 과업은 학습자에게 맞는 리

듬의 단계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Whitehead가 제시하는 리듬의

단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단계는 낭만의 단계, 정밀의 단계, 일반

화의 단계로 불린다.

첫 번째로 낭만(romance)의 단계는 일차적 이해의 단계이다(Whitehead,

1932). 여기서 일차적 이해의 단계라 함은 ‘이해’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낭만

의 감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가 느끼는 낭만적 감

정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흥분(ferment)과 동요(excitement)를 가리킨

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 이와 같은 감정을 느끼기 때문

에 이러한 감정에서부터 교육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낭만

의 감정을 느끼고 향유하는 모험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이후 얻게 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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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또한 피동적인 지식에 불과한 것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낭만의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자기 자신을 알고 스스로 행동하도록 허용하는 자유가 부여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자유를 토대로 학습자는 다양한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는 사고의

소재들을 접하게 되고, 그에 따라 아직 탐구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한 흥미를 느

끼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정밀(precision)의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앞서 첫 번째 단계

였던 낭만의 단계에서 가지고 있는 폭넓은 가능성 속에서 학습자가 이미 이해

하고 있는 사실들을 전제로 하여 분석과 정밀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이 단

계에서 학습자는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질서 속에서 별개의 형태의 사실들을 획

득한다(이효현, 2010). 그러나 이러한 정밀의 단계에서 또한 낭만은 그 배경이

된다. 낭만이 이토록 중요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이

유는 낭만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할 목표인 균형 잡힌 지혜의 필수적인 요소라

는 데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낭만을 통해 그 신선함이 유지되는 이해력이 없는

한 결국 교육적 결실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데 있다(Whitehead, 1932). 요컨대,

정밀의 단계에서는 낭만의 단계를 통해 막연하게나마 노출되고 이해된 사실들

을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익히고 적용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

이다.

세 번째 단계는 일반화의 단계로서 종합화 단계라고도 불리며, 이 단계에서는

정밀한 학습 훈련의 결실이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일반적인 규칙과

법칙들을 공식이나 예증의 상태로 이해하게 되며, 자기 나름의 새로운 문제 해

결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 또한 학습자는 적절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당면한

삶의 경험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가 자발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게 된다(이효

현, 2010). 특히 이 단계에서는 정밀의 단계를 통해 형성한 적당한 기술과 분류

된 개념들로 얻게 된 이점 덕분에 낭만의 단계로 돌아갈 수 있으며(Whitehead,

1932), 이 때 낭만의 단계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자유의 모험으로 되돌아간다

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정밀한 지식의 획득을 통해

성장하는 정밀의 단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다시 낭만이라는 자유의 단계로 되돌

아가서 창의력을 고취시키는 단계가 바로 일반화의 단계인 것이다.

세 단계에 거쳐 이루어지는 이러한 리듬적 주기는 지속적인 반복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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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즉 생산된 결실을 토대로 새로운 시작을 마련하는 소용돌이식 주기(eddy

circle)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Whitehead, 1932). 이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결실이자 성과는 교사가 학습자의 리듬적 열망을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만족시

키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교육의 질적인 측면은 학습자들이 진보해온 리듬의

단계에 적합하도록 변경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학습자들의 리듬을 자극시키고

촉진시킴으로써 주기의 역동적인 과정을 촉진시킬 때 학습자들은 지적인 성장

을 이루기 때문이다.

요컨대, Whitehead는 존재의 기본 원리이자 지적 성장의 과정으로서의 ‘리듬’

이 갖는 특성과 단계를 제시하고 있고, 이는 그의 과정 중심적 사고를 잘 드러

내 주는 이론이자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리듬적인

특성과 주기를 갖고 이를 기반으로 변화하고 생성되는 과정 속에서 그 존재의

의미가 부여된다. 따라서 실재는 고정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닌 유동적이고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생성되는 것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사고 또한 현

재라는 과정 속에서 과거와 미래가 만나고 서로의 상호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지적인 사고가 성장하는 과정은 리듬이라는 주

기가 갖는 세 가지의 단계적 특성을 통해 드러나며 이는 학습자의 지적인 사고

과정을 드러내 줌으로써 하나의 교육적인 원리로서 설명될 수 있다.

나. Dewey의 반성적 사고

Dewey는 Whitehead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가정하는 이

원론적 관점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고 보고 모든 것은 유기적으로 관계 맺

고 있는 바, 이를 일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Dewey는 현

상과 경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이분법적 분리를 거부하고, 대립적인 위

치에 놓여 있는 많은 개념들이 사실상은 유기적인 과정 속에서 일원론적으로

기능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세계 속에 존재하는 유기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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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의 계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하며, 인간이 속한 세계와는 결코 분리

될 수 없는 존재이다. 즉 Dewey에게 있어서 세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

중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현실 세계 속에서 인간이라는 유기체는 환경과의 끊

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Dewey는 세계 내에서 변화해가는 과정 중에서 인간 존재 및

모든 경험과 현상을 이해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Dewey의 세계관에서 과정

중심적 사고를 엿볼 수 있는 지점이 된다. 특히 Dewey의 과정 중심적인 이해는

‘사고(thought)’에 대한 그의 견해를 통해 더욱 명백히 드러난다. 그런데

Dewey(1933)에 따르면 사고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넓은 의

미에서부터 어떠한 믿음에 대한 근거를 의도적으로 구하며 그 근거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좁은 의미까지 다양한 수준 내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Dewey는

이 중 반성적 사고만이 진정으로 교육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보는 바, 그가 논의

하는 사고는 반성적 사고로서의 의미로 한정하여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Dewey가 말하는 반성적 사고란 ‘어떤 믿음이나 소위 지식의 형태에 대해 지

지하는 근거와 가져올 결과에 비추어 적극적이고 지속적이며 세심하게 숙고하

는 것(Dewey, 1933, 정회욱(역): 9)’을 말한다. 즉 반성적 사고라는 것은 근거를

가지고 특정한 추론으로 이끌어가려는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가리킨다.

여기서 우리는 반성적 사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Dewey의 과정

중심적 사고에 대한 이해를 탐색할 수 있다. Dewey에게 있어서 사고는 계속해

서 발생하고 또 이어지는 것인 바, 사고는 곧 과정이다. 말하자면 사고는 인간

이 생각하는 한 언제나 연속적인 변화의 과정 속에 있게 되는 것이다(Dewey,

1933).

이처럼 Dewey는 반성적 사고가 가지고 있는 ‘과정’ 그 자체의 성격을 토대로

사고가 갖는 과정적인 의미를 해석한다. 이 때, 계속적인 과정 중에서 이루어지

는 사고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부분적인 결과들을 산출해내는 바,

Dewey에게 있어서 과정과 결과는 분리된 것이 아니다. 이는 과정과 결과를 서

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원론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

로 연결되어 관계 맺고 있는 일원론적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Dewey의 시도를

나타낸다.



- 27 -

Dewey에게 있어서 과정과 결과는 반성적 사고 과정 중에 도출되는 것으로서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에 따르면 반성적 사고 과정 중에 계속해서 부

분적인 결과가 산출되고 또 이러한 결과는 이후의 과정을 위한 출발 지점이 된

다. 이러한 점에서 과정과 결과는 끊임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루어진다

고 볼 수 있다. 즉 반성적 사고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결과는 또 이후의 것을

결정하며 각각의 결과는 그 이전 것들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연속적

인 배열인 것이다(Dewey, 1933).

반성 과정 중에 부분적인 결과가 도출된다. 이는 연속적 사고를 위한 출발역

인 과거의 사고가 임시적으로 머무는 정류장이 된다. 우리는 한 번의 도약으로

완전한 결과에 도달하지 않는다. 모든 임시역들은 겪어 온 과정들을 다시 추적

하고 이전의 사고에 대한 재료들이 얼마나 결과에 도달하는 데 기여하는 지를

확인해보는 데 유용하다. 그러므로 전제와 결과는 서로의 명확한 관계 내에서

동시에 형성된다(Dewey, 1933: 75).

따라서 Dewey에게 사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부분적인 결과의 도출과 이에

따른 과정의 생성이라는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다시 말

해, 사고란 지속적인 반성의 과정을 의미하며 이 과정 속에서 부분적인 결과가

도출되고 이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탐구와 숙고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끊임없

는 과정과 결과의 반복 및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성적 사고 과정은 일련의 사고 과정이 경험의 성장에 따라 점차적으로 심화

되고 확대된다. 그리고 이는 반성적 사고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 이것이 나선

형적으로 확장된다고 보았던 Dewey(1938)의 견해를 명백히 보여준다. 요컨대,

Dewey는 반성적 사고라는 하나의 과정적인 탐구 활동을 통해 인간 경험과 세

계 내의 변화 및 관계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반성적 사고를 토대로 과정 중심적

사고를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Dewey는 반성적 사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사고가 이루어지

는 과정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성적 사고

과정에 대한 이해는 실재를 바라보는 Dewey의 입장을 규명하는 것에도 도움을

준다. Dewey는 인간의 사고가 연속적이고 과정적인 맥락에서 끊임없이 부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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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결과를 산출해내며 변화와 생성의 과정 속에 놓여 있다고 본 것처럼, 실재

또한 이러한 과정 중에 생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말하자면 그는 현실 세계 속

에서 끊임없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출되는 부분적인 결과로서 실재를

이해하였던 것이다.

Dewey는 절대적 실재를 가정하는 기존의 형이상학과 고정된 대상을 인식하

는 객관적 인식론을 부정하면서, 세계 밖에 존재하는 절대적이고 고정된 실재가

아닌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현실 세계 내에 존재하는 실재를 추구했다. 즉 그

는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세계 밖에서가 아닌 세계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

에 놓여 있는 현실 세계 안에서 실재를 찾으려 했던 것이다. 세계 밖에 있는 실

재를 추구하는 기존의 인식론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하여 세계 밖의 실

재를 인식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Dewey는 세계 밖에 실재가 존

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서 실재란 세계 내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

정을 통해 생성되고 변화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듯 실재를 고정 불변하는 절대

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닌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과정 중에 놓여 있는 것으로

여기는 Dewey의 이해는 그의 과정 중심적 사고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Dewey는 반성적 사고에 대한 그의 이해를 기반으로 사고가 이루어지

는 과정과 실재에 대한 관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는 교육에 대해 Dewey가 갖

는 관점과도 긴밀히 연관된다. Dewey는 반성적 사고가 갖는 과정적인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교육의 맥락에서도 이러한 반성적 사고 과정이 주는 함의를 활용

하여야 할 것을 주장한다. Dewey는 교육의 목적을 경험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

성으로 보았고, 여기서의 경험의 성장은 사고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과 동일

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더불어 Dewey(1916)는 교육을 통해 좋은 사고의 습관

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사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데에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Dewey는 변화하

는 현실 세계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계를 더욱더 알아나감으로써 경험을 성

장시키고 사고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을 중시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Dewey는 교육에 대해서도 반성적 사고를 기반으로 사고 능력

을 길러가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키울 것을 강조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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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와 관련하여 Dewey는 반성적 사고의 과정이 교육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

적 원리로서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반성적 사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

봄으로써 그에 적절한 교육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Dewey

가 말하는 반성적 사고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섯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알

려져 있다. 이는 ‘문제에 직면하여 문제를 규명하고, 잠정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설정하고, 이 잠정적인 문제 해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요소를 논리적으로

종합하여 가설의 타당성을 확증하는 단계’를 의미한다(이효현, 2010: 27-28). 그

러나 이 글에서는 Dewey가 사고의 방법적인 원리로서 제시한 세 가지 단계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반성적 사고 과정

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사고의 당사자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사고가 진전되고

발전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과정 중심적 사고

를 드러내기에 보다 유용한 원리로 보인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지금부터는 Dewey가 제시하는 ‘사고의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사고가 발달해

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교육에 어떠한 함의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 탐

색해보고자 한다. 이는 Dewey가 토대로 두는 과정 중심적 사고가 교육적인 맥

락에서 드러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자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먼

저, Dewey가 제시하는 사고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으

며, 각각의 단계는 분절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사고가 진행되고 발달되는 연

속적인 배열을 임의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Dewey에

게 있어서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되고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사고의 방법이란 연속적인 사고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고의 전개 양상

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교육적 맥락에서 제안될 수 있는 하나의 학습 방법이자

원리로서 이해될 수 있다.

가장 먼저, 사고가 이루어지는 최초의 단계는 바로 경험이다. 따라서 사고는

발전적인 경험의 형태라고도 볼 수 있다. 사고의 시작을 경험으로 이해하는 이

러한 양상은 사고와 경험을 이분법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간주하던 기존의 교육

전통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던 논의였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사고는 이성

이라는 고등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며 경험은 단순한 물질적인 세계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Dewey(1916)는 현실적인 경험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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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의 시작 단계로서 필요하다고 보았다. 경험 혹은 경험적 정황이란 일상

생활에서 흥미를 일으키게 하여 활동시키는 일(occupations)을 뜻한다. 이는 사

고를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경험을 통해 학습자는 내적인 문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사고의 자극을 받게 된다.

그 다음 단계에서 학습자는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어 관찰을 하게 된다. 이 때 필요한 것은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유

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즉 이 단계에서는 사고의 대상이 필요하게 되

고, 사고의 대상은 행동이나 사실이나 사건, 사물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는

정보라는 뜻에서의 지식(knowledge)을 포함하는데, 지식은 보다 많은 사물을 발

견하거나 배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 된다. 그러나 이 때 지식이

결코 그 자체로 목적인 것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 지식은 어디까지나 학습자

가 문제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해결안을 떠올리는 데 있어서 참조할 수 있는

특정한 자료가 될 뿐이다. 학습자는 다양한 사실과 자료 등 이미 얻은 지식과

관련해서 추론을 통해 추측된 의미나 가정을 전개해 간다. 주의 깊은 관찰을 통

해 무엇이 주어져 있고 무엇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의 추론과 제안이

불러일으켜 지는 것이다(Dewey, 1916).

마지막 단계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생각을 적용하고 시험하여 이들이 뜻하는

바를 분명히 하고 스스로 그 타당성을 찾아내는 기회와 필요를 획득해야 한다.

즉 학습자가 얻은 특정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이들에 대한 적절성의 여부를 판

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을 통해 사고는 창조성을 지니게 된다. 왜냐하면 추

론을 통해 논증된 제안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라 주어진 것들을 뛰어넘

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론의 활동은 항상 미지의 것들에 대한 침입이자

이미 아는 것들로부터의 비약의 성격을 갖는다. 예컨대, 뉴턴이 그의 인력 이론

을 생각해 냈을 때, 그 생각이 갖는 창조적인 측면은 그가 사용한 자료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태양, 행성, 달, 무게, 거리, 질량 등과 같은 자료들

은 이미 잘 알려진 것으로서 확증된 사실로 여겨지던 것이었다. 뉴턴은 이렇듯

잘 알려진 지식을 미지의 관계 안에 도입함으로써 이론의 독창성을 얻을 수 있

었다. 누구에게나 잘 알려져 있는 재료들을 사용하여 이들을 조작해보고 적용해

봄으로써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사고가 갖는 독창성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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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Dewey, 1916).

세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고의 방법’은 Dewey에게 있어서 교육적인 경

험의 방법으로 제안된다. 말하자면 Dewey는 이러한 사고의 방법에 따라 교육과

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정황을 만들어 학습자 스스로 문제의 정황을 다루고 자신만의

해법을 찾고 발견하도록, 즉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

다. 왜냐하면 학습자가 다양한 활동과 탐구 과정을 통해 겪은 많은 일들을 서로

토론해 나감으로써 그들의 탐구는 자발적이고 다채로운 성격을 띠며 그 결과물

또한 창의적이고 풍부하게 도출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Dewey에게 있어서 교육

은 사고 과정을 촉진시키는 일종의 활동으로서, 사고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발

생되는 결과들이 이후의 사고의 토대가 되는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경험이 성

장해가고 사고가 발달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Dewey는 반성적 사고를 하나의 과정으로 봄으로써 이것이 일정한 주

기를 지니고 나선형적으로 확장된다고 보는 바, 반성적 사고를 통한 Dewey의

논의는 그의 과정 중심적 사고를 잘 드러내준다고 볼 수 있다. Dewey에 따르면

반성적 사고 과정 중에 부분적인 결과가 도출되고 이를 토대로 과정이 이루어

짐으로써, 이 과정 중에 실재가 생성되고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실재는 끊임없

이 생성되는 과정적인 세계 내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놓여 있는 현실 세계 속에

서 인간의 사고 또한 지속적인 생성과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유기적

으로 맺고 있는 상호 관련성 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지는 과정

그 자체가 곧 사고가 일어나는 방식이며 실재가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Dewey의

관점을 잘 드러내준다. 이러한 과정 중심적 관점을 토대로 Dewey는 교육에 대

해서도 또한 반성적 사고의 과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해

야 한다고 보았다. 즉 반성적 사고 과정의 세 단계가 갖는 유기적이고 발달적인

반복과 주기에 따라, 점차적으로 사고를 성장시켜 가는 과정을 통해 교육이 이

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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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oll의 변형적 사고

Doll은 포스트모던적 관점에 토대를 두고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을

시도한 교육과정 학자로서, 그는 기존의 모더니즘적 관점에 대한 변형적 사고를

통해 모더니즘을 극복하는 포스트모던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이론

을 전개해 간다. Doll에게 있어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서 벗어나며 이

를 거부하는 탈모더니즘으로서의 성격이 아닌, 모더니즘을 변형하고 초월하는

후기모더니즘(post-modernism)적인 성격을 지닌다. 즉 그는 모더니즘적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를 변형하고 초월하는 것으로서 포스트모더니

즘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Doll의 논의에서 변형적 사고는

그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Doll의 변형적 사고는 변화와 과정 중에서 끊임없이 복잡한

생성이 일어나는 과정 그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라고 보는 바, 그가

강조하는 과정 중심적 사고를 잘 드러내주는 주요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Doll은 기존의 모더니즘적 관점이 Descartes적인 사고의 유산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고, 그 대표적인 모습이 모든 현상에 대한 엄격한 이분법적

논리에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Doll에 따르면, Descartes는 객관적인 것과 주관

적인 것을 범주적으로 구분하며, 인간이 갖는 개인적인 감각과 직관, 경험은 지

식이자 실재의 근원이 아니라고 본다. Descartes에게 있어서 실재는 변화하지

않는 상태로서 우리의 외부에 존재했으며 위대하고 보편적인 자연법칙 속에 존

재될 수 있는 것이다(Doll, 1993, 김복영(역): 51). Doll은 우리가 터해 있는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외부에 실재가 있고 우리의 경험으로는 실재를 알 수 없다고

보는 이분법적인 관점이 모더니즘의 닫힌 체계로서의 성격을 드러낸다고 보았

다. 즉 모더니즘적인 관점에서 실재는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발견될 수 있

는 것이다.

그러나 Doll은 이러한 닫힌 체계로서의 모더니즘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며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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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체계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적 관점을 제시한다. Doll(1993)에 따르면 모더니

즘의 닫힌 체계에서는 세계를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것으로 보는 바, 평형과 균

형의 상태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며, 정착성(setness), 안정성(stability), 단순

성(simplicity)과 같은 특성들이 강조된다. 안정성과 고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

러한 닫힌 체계에서는 오직 전달과 전이만 가능할 뿐, 변형이 일어날 수는 없

다. 그러나 열린 체계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모든 삶 속에서 역동적인 변

화와 창발적인 생성성, 그리고 복잡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 체계는 항상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늘 무언가 혼돈스러운 것을 질서 있

는 것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는 바, 과정 지향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Doll은 변화와 생성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함으로써 끊임없이

변화와 생성이 일어나는 과정으로서 열린 체계라는 포스트모던적 패러다임을

설명해낸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Doll은 이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 아닌 무언가로 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모든 사건이 상호

간의 관계 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이해하는 것

이다. 그는 이러한 과정 중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여 실재에 대한 관점을 제시

한다.

Doll은 그의 포스트모던적 세계관에서 실재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는 데 있어

서 변형적 사고를 기반으로 둔다. 그는 Prigogine과 Piaget와 같은 학자들의 논

의에 그 근거를 두어, 실재가 단순하고 통일적인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일시적

이고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Doll, 1986). 왜냐하면 Doll에게 있어서

실재의 발생은 모든 동요와 불안, 불균형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모더

니즘적 세계관에서는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무시되었던 요소들이 포스트모던적

인 열린 체계 내에서는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실재는 불균형과 혼돈의 상태가 발생시키는 변화와 변형의 과정을 통해 구성되

고 생성된다. 즉 실재는 외부적이고 절대적인 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복잡한 과정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와 변형을 통해 자

연발생적이고 자기생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Doll, 1993).

변형이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 실재가 생성된다는 이러한 Doll의 견해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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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그의 관점과도 맥을 같이한다. 그는 사고가 발달해 가

는 과정이 연속적 과정 중에 있음을 강조한다. 즉 과거로부터 진행되는 상호작

용에 의해 현재가 영향을 받으며 현재와 과거의 상호작용에서 미래로 진화해

가는 일련의 연속적이고 관계적인 과정으로 사고가 진행되어 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재와 미래는 과거에 의해 기계적이고 자동적으로 결정되

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변형과 조절의 과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생성되고 발

전되어 가는 것으로서 특징지어진다.

미래는 현재(그리고 과거)에서 진화되며, 과거에 일어났고 계속 일어나고 있

는 상호작용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발달은 생태학적인 연속이며, 어느 한 단계

는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이며 착수이다(Birch & Cobb, 1981: 25).’ 이러한 과

정의 개방성은 다음 단계의 시작에 있다. 과거는 단지 부분적으로 이러한 시작

에 기여한다. 그것은 현재의 구인과 나타나는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환경의 문

제 간의 대화인 것이다(Doll, 1993, 김복영(역): 121).

이렇듯 전체의 과정 내에서 과거는 시작으로서 현재에 영향을 주며 미래는

현재를 통해 진화되어 가는 바, 모든 사고는 미래를 위한 시작으로서 열려있고

상호 관의 관계와 변형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Doll

은 변형적 과정을 통해 실재가 생성되고 사고 또한 과거와 현재, 미래 간의 변

형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변형을 기반으로 하는 과정

중심적 사고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변형과 생성의 과정을 통해 실재가 구성

되고 사고가 이루어진다는 열린 체계로서의 포스트모던적 세계관을 구축했던

Doll의 견해는 교육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Doll은 교육이 불균형과 혼돈의 상태에서 출발하여 알려지지 않은 실재를 탐

구해가는 ‘과정’에 그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보며, 교육에 대한 과정 중심적 사

고를 강조했다. 즉 Doll에게 있어서 교육은 이미 절대적으로 확립된 사실과 사

건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개척지와 같이 아직

탐구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변형적 탐구 과정을 거쳐 감으로써 실재를 변형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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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연성의 틀 속에서 교육과정은 과정(process)이다. 이러한 과정은

절대적으로 알려진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것을 탐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탐구를 통해서 학생과 교사는 함께 ‘땅을 개간하며’ 그렇게 함

으로써 땅과 자신들을 변형(transformation)한다(Doll, 1993, 김복영(역): 260).

이처럼 Doll은 교육 그 자체가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으며, 이

때 과정은 끊임없는 반성과 탐구를 통해 실재를 변형시켜나가는 과정을 의미한

다. 앞서 살펴본 사고의 과정과 같이, 교육 또한 불확실성과 혼돈, 불균형 등에

서 시작된다. 무언가 활동적이고 반성적인 것을 사고하기 위해서 교육은 무엇이

든지 불균형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이 불균형과 혼돈에서

출발한다고 하여 아무런 방향성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Doll이 말하는 변

형적 사고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리고 반성적이고 탐구적인 사고 과정

을 통해 자율적으로 조직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자율 조직

(self-organization)1)으로서의 특징은 혼돈과 불균형 속에서도 변형의 과정이 어

떠한 질서를 지닐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자율조직으로 인해 성장

과 발달은 특정한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이루어지며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Doll은 세계와 실재에 대한 변화된 관점에 맞추어 교육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보고, 포스트모던적인 세계관이 특징으로 삼고 있는 변형적 사

고를 기반으로 교육적인 함의를 이끌어 낸다. Doll에 따르면, 교육은 역동적이고

생성적이며 변형적이고 비선형적인 특징을 지니며, 그 과정 중에서 이루어지는

나름의 자율조직을 통해 성장하고 발달해 가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Doll,

2008). 따라서 교육은 끊임없는 변형을 통해 구성하고 생성해 나가는 성장 과정

으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교육에 대해 자신이 갖는 관점을 보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1) 자율조직(self-organization)이라는 개념은 Prigogine이 새롭게 제시한 우주론의 핵심 개념

으로서 Doll이 변형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자신의 포스트모던적 세계관을 구축하기 위

해 주요한 원리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이는 우주가 자연발생적이고 개방적인 구조에 의해

계속해서 새롭게 창출되고 더욱 광범위하고 복잡한 형태로 스스로를 조직해가는 힘을 내

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자율조직은 미리 정해진 계획이자 결과로서 예측

될 수는 없지만 혼돈과 불균형 가운데서 비선형적이지만 특정한 질서를 가지고 발전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Doll, 1993 참고).



- 36 -

Doll은 네 가지 R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안한다. 이 네 가지 기준은 각각 풍부

(Richness), 회귀(Recursion), 관계(Relations), 엄격(Rigor)을 나타내며, Doll은 이

러한 네 가지의 기준이 학습자로 하여금 성장의 길을 강화하고 깊이 있게 학습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변형시키는 데 있어서 구조화될 수 있는 한 가지의 가능

성이라고 제안한다. Doll(2008)에 따르면,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은 변화와 변형을

일으키는 질적인 교육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나아갈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구조이다. 그리고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열린 체계 내에서 발현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내포하는 교육적 원리가

될 수 있으며, Doll이 제시하는 변형과 생성의 능동적인 사고를 드러낸다는 점

에서 의미를 갖는다.

Doll이 제안하는 네 가지 기준(4R) 중 첫 번째 기준으로 풍부(Richness)가 제

시된다. 이는 교육이 적당한 정도의 불확정성, 혼돈, 불평형, 생생한 경험 등에서

출발하여 심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과 해석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때 교육이 형태를 상실하지 않는 선에서 돌발적으로 생성되기 위해 ‘적당한

정도’는 얼마만큼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의 여지가 있다. Doll(1993)

은 이 적당한 정도에 관해서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교과가 함께 지속적으로 타

협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이것이 완전하게 타협이 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

고, 이러한 문제와 가능성들은 풍부하고 변형적인 교육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고 Doll은 주장한다.

두 번째 기준으로서의 회귀(Recursion)는 이미 일어나거나 본 것을 일어나지

않고 보지 않았을 처음의 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새로운 눈으로 현

상을 보기 위해 다시 비선형적으로 재방문하는 것으로서, Doll이 주장하는 변형

적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에 해당한다. 회귀 활동은 기존의 교수 실

천에서 획일적으로 받아들여져 오던 선형적인 원인-결과의 연속성을 파괴한다.

교육적 실천에서 비선형적인 접근을 발달시키는 것은 모더니즘이 지향하는 사

회에 대한 도전이 된다고 볼 수 있다(Doll, 2008). 여기에서 회귀가 의미하는 바

는 ‘회귀적 반성’으로서 이는 반성을 통해 이전과는 질적인 차이를 갖는 반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단순히 규정된 수행을 향상키기 위해 이루어지

는 반복과는 구분되는 의미로서, 타인과의 대화와 반성을 통해 이전의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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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비평하며 반응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텍스트를 탐구하고 논의하고 질문해

나가는 과정을 포함한다(Doll, 1993). 따라서 회귀적 반성은 그 자체로 ‘과정’을

보여주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세 번째 기준으로 제시되는 관계(Relations)는 교육의 구조 내에서의 연계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회귀에 의해 이루어진 반성과 대화, 그리고 탐구가 보다

상호 연계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연계는 회귀에 의해 발전

되면서 교육에 그 깊이를 더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Doll은 이 과정에서

학습자가 교육과정의 재료들로 간주되는 텍스트 및 자료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계를 형성할 것을 기대한다. 말하자면 학습자가 스스로 제시된 자료

의 틀을 재구성하고 ‘만약 –라면(what-if)’이라는 상상적인 토대 위에서, 그리고

자신과 관련짓는(relate-it-to-yourself) 실제적인 토대 위에서 텍스트를 다룰 것

을 기대함으로써 학습자와 텍스트 간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텍스트로서의 자료들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서 변형과 해석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한다. 이와 더불어

Doll(1993)은 학습자들이 함께 각자의 해석을 상호 연결하기 위해 이야기와 대

화의 수단을 활용할 것을 제시한다. 학습자들이 타인과 함께하는 대화를 통해

맥락적인 담론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상호작용적이고 참여적인 교육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기준으로서의 엄격(Rigor)은 의도적으로 다른 대안이나 관계와의

연관성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학습에 의해 발생되는 해석을 엄격하게 다

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어느 한 아이디어의 옮음을 조속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끝맺지 말고, 모든 아이디어들을 다양하게 조합해보아야 한

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 의해 가치 있게 여겨지는 어떠한 가정들

을 찾아내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여러 가정들 간의 대화가 이루

어지게 된다. 따라서 엄격은 불확정성과 해석을 융합하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해석이 얼마나 풍부하고 높은 질을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는 불확정성

이 제시하는 다양한 대안을 얼마만큼 충분히 잘 발전시키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이다(Doll, 1993).

이처럼 Doll이 제안하는 네 가지 기준에 의해 구조화되는 변형적 교육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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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아이디어를 함께 엮고 연결시키고 촉진시키는 과정에 그 목적을 두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을 통해 상황과 문제와 이슈들을 함께 탐구하는 비선

형적인 방식으로 학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교사의 역할은 탐구를

자극시킬 수 있는 ‘씨를 심고’ 이들을 이끄는 역할로서, 궁극적으로 사고를 촉진

시키기 위해 앞으로 자라날 씨를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교육은 공동

의 네트워크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자체로 촉매 작용을 일

으키는 계속적인 과정 내에서 떠오르는 것이 된다(Doll, 2008). 말하자면 교육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탐구해가면서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변형시켜 가는 ‘과정’

으로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Doll은 포스트모던적 패러다임의 주요한 특징이자 개념을 변형으로

봄으로써 불균형과 혼돈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변형을 통해 질서 있는 것으

로 점차 발달해가는 연속적이고 개방적인 과정을 중시한 바, 이러한 변형적 사

고를 통한 Doll의 논의는 그의 과정 중심적 사고를 잘 드러내준다고 볼 수 있

다. Doll에 의하면, 실재는 불균형과 혼돈의 상태가 발생시키는 변형의 과정을

통해 구성되고 생성된다. 따라서 실재는 안정되고 고정된 것으로서 외부에 독립

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형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생성되고

진화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형은 사고가 일어남에 있어서도 과거가 미

치는 영향 속에서 능동적으로 현재에 참여함으로써 미래를 나타내는 연속적 과

정의 기반이 된다. 즉 사고는 과거에 의해 통제되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역

동적인 변형을 통해 자율적으로 생성되고 발전되어 가는 것이다. 변형을 기반으

로 하는 이러한 Doll의 과정 중심적 사고는 교육에 대한 그의 견해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Doll은 변형적인 탐구를 통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실

재를 탐구해 가는 과정에 교육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변형적 교육의 구

현을 위해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즉 Doll은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을 교육적

원리로 삼아 보다 생성적이고 풍부한 변형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교육이 발현되

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의 이론

적 기반으로서 밝히고자 했던 과정 중심적 사고의 의미는 Whitehead와 Dewey,

그리고 Doll이라는 세 학자에 의해 드러날 수 있는 바, 이는 특히 세 학자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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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는 특정 개념이자 이론을 토대로 살펴볼 수 있었다. 세 학자의 논의를 통해

과정 중심적 사고의 의미를 도출해내기 위해 연구자가 주목한 이론 혹은 개념

은 Whitehead의 리듬, Dewey의 반성, Doll의 변형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핵심

개념을 토대로 세 학자가 자신의 과정 중심적 사고를 전개해 간다고 보는 바,

각각의 명칭을 리듬적 사고, 반성적 사고, 변형적 사고라고 이름 지었다. 세 학

자의 논의에 의해 살펴본 과정 중심적 사고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의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살펴본 측면은 실재에 대한 관점으로서, 과정 중

심적 사고에서는 실재에 대해 고정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변화

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변형을 통해 생성되는 것으로 바라본다.

두 번째로 살펴본 측면은 사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관점으로서, 과정 중

심적 사고에서는 사고가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과정으로 일어난다고 본다. 즉 과

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사고가 이루

어지며 이는 정해지고 계획된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생성되고 변화해가는

새로운 결과들을 도출해낸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세 번째로 살펴본 측면은 교

육에 대한 관점으로서, 실재와 사고 과정에 대한 관점을 토대로 과정 중심적 사

고에서는 교육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어 살펴

보았다. 그 결과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는 사고가 전개되고 점차 발달해가는 과

정을 기반으로 하여, 교육은 이러한 지적인 사고가 성정하는 발달 과정에 맞추

어 그에 맞는 적절한 상호작용과 탐구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

를 지닐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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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의 의미

1.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의 기본 관점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의 이론적 기반을 탐

색하기 위해 Whitehead와 Dewey, 그리고 Doll이라는 세 학자의 논의를 토대로

과정 중심적 사고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세 학자의

논의에 있어서 과정 중심적 사고가 잘 드러나는 주요한 개념이자 이론에 초점

을 두어 이루어졌다. 특히 과정 중심적 사고의 의미를 보다 명료하게 밝히기 위

해 세 가지의 측면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보았으며, 이 세 가지의 측면은

각각 실재에 대한 관점, 사고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관점, 교육에 대한 관

점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앞서 이루어진 작업을 통해 드러난 과정 중심적 의미를

기반으로 하여,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

다. 즉 Whitehead와 Dewey, Doll이라는 세 학자의 논의를 통해 밝힌 과정 중심

적 사고의 의미를 이론적 기반으로 삼아서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

근은 어떠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과정 중심적 사고가 교육과정 설계에 대해 갖는 기본적인 관점에 대해 살

펴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교육과정 설계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반

이 되는 세 가지의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 세 가지 측면은 교육

목적, 교육 내용, 교육 주체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측면에 대해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교육과정 설

계에 대한 과정 중심 접근의 기본적인 이해와 관점에 관하여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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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 목적에 대한 이해

교육 목적에 대해 제기 될 수 있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

다. 첫 번째는 ‘무엇이 교육 목적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며, 두 번째는 ‘교

육 목적이 갖는 성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교

육과정 분야에서 오랫동안 지녀온 대답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 체계를 습

득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져 왔다. 이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

체계가 존재하며 이 체계에 속한 내용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

로 상정하는 입장을 가리킨다. 이러한 입장에서 가정하는 교육 목적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는 각각, 미리 정해진 결과로서 그대로 산출되

기를 예정하고 기대한다는 특징과 명확하고 구체적인 것으로서 교육의 목적이

설정된다는 특징, 그리고 교수-학습 과정의 맥락과는 동떨어져서 외부적으로 부

여되는 것이라는 특징을 의미한다.

교육과정 분야에서 지배적인 전통으로 여겨져 온 교육 목적에 대한 이와 같

은 가정은 과정 중심적 사고에 의해 강하게 도전 받을 수 있다. 과정 중심적 사

고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지식의 습득에 두는 지배적인 전통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고의 과정에 보다 더 많은 초점을

둔다. 이들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학습자의 삶에 아무런 연관성을 갖

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죽은 지식’에 불과하며 교육적으로 무익할 뿐 아니라

심지어 해롭다고 본다(Whitehead, 1932). 과정 중심적 사고에 따르면, 지식의 습

득에 초점을 두는 교육 목적은 학생들을 ‘쓸모없는 정보의 백과사전’으로 만들

며(Dewey, 1933), 교수-학습의 과정이 아닌 결과와 산출로서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교수-학습 활동이 외재적 가치에 의해 지배되고 판단되는 결과를

낳는다.

학생으로 하여금 습득하는 정보의 양을 증가시키고 자동적인 기술을 획득하

게 하는 것이 모든 학교에 퍼져 있는 교육 목표이다. 우리는 개인적 태도와 습

관을 개발하는 관점이 아니라 외적 결과의 관점으로 교육을 판단하는 성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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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볼 수 있다. 정신적 ‘과정’으로서의 이상(ideal)과는 반대되는 ‘산출’로서의

목표는 수업과 도덕 훈육 모두에서 나타난다(Dewey, 1933, 정회욱(역): 62).

이처럼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는 지식의 습득과 산출을 교육 목적으로 삼는

것을 비판하면서, 지식이나 정보 그 자체 보다는 지식이나 정보를 활용하는 능

력이나 사고 과정 내에서 정보가 획득되는 것을 중시한다. Whitehead(1932)는

지식을 사용하는 기술을 획득하는 것에 교육이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결국 지식이 아닌 지혜에 보다 큰 강조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교육의 목적 또한 지혜를 통해 지식을 제어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

와 유사한 맥락에서 Dewey(1933)는 지식과 지혜를 구분해야 할 것을 강조하면

서, 정보가 단순히 획득되어 축적된 지식이라면 지혜는 더 좋은 삶으로 향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즉 지식의 획득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

과 사고 훈련의 통합적일 일부분이 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지식 그 자체가 아닌 지식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지혜에 관심을 두는 것은 사고

능력이 발달됨으로써 지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교육의 주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과정 중심적 사고의 입장을 나타낸다. Doll(1993)은 교육 목적에 대한

Whitehead와 Dewey의 입장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관련된 능

력을 개발하는 것이 교육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

서 그는 특히 포스트모던적인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이 주요한 목적으로서 상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는 지식의 습득이 아닌 지식의 활용 및 사고 능

력의 발달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으며 외재적인 결과와 산출로서의 목적이 아니

라 내재적인 과정과 결과의 순환으로서의 목적을 강조한다. 이러한 측면은 교육

목적이 어떠한 성격을 지녀야 하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과정 중심적 사

고의 대답을 보여준다.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는 미리 정해진 목적에 대한 산출

과 결과를 강조하는 기존의 전통과는 다르게 상황 내에서 떠오르고 생성되는

과정과 결과의 순환을 강조함으로써 교육 목적에 대한 과정적인 접근을 주장한

다. 이들에 따르면, 교육은 ‘신비롭고 멀리 떨어져 있는 목표를 지니는 것이 아

니라(Whitehead, 1932, 유재덕(역): 39)’, 그리고 ‘어떤 먼 미래에서의 완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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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에서 그 목적이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Dewey, 1916, 김성숙·이귀학(역):

123)’, 언제나 그 과정 속에서 결실로서 발생하는 결과를 즐기고 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즉 사고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부분적인 결

과가 산출되고 이러한 결과는 이후의 과정을 위한 출발 지점이 된다는 점에서,

과정과 결과는 대립적이거나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발생하는 것으

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Dewey, 1933).

과정 속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결과들을 토대로 교육 목적을 수정 및 보완해

가는 이러한 입장에서는 교수-학습 과정의 외부에서 존재하고 부여되는 교육

목적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 교육 목적은 교수-학습 과정 속에서 학습자가 가지

는 흥미와 호기심을 토대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일 학습자가

지니는 호기심과 흥미에서 교육의 목적이 설정되지 않는다면 사고의 발달과 성

장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다(Whitehead, 1932; Dewey, 1933). 이

러한 맥락에서 목적은 행동으로부터 비롯되며 행동을 통해 수정되어야 한다

(Doll, 1993). 즉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생성되고 수정됨으로써 구체적

인 계획이자 목적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재적으로 존재하는 목적이

아닌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목적의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교육 목적이 갖는 성격

을 새롭게 정의 내린다.

교육 목적을 내재적으로 이해하는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는 목적을 설정하는

주체에 있어서도 교수-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이 입장에서는 교육 목적을 만들고 계획함에 있어서 교육 주체가 계획 과정

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이 만든 계획을 수동적으로 받아들

이거나 모방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비판한다(Doll, 1993). 따라서 과정 중심

적 사고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상정하고 목적을 설정함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

이 공동으로 계획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계획을 설정하는 활동이 공동의 통합

된 활동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목적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학생, 즉 학습자가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은 학습자의 능력과

요구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이는 학습자 개인이 본

래 지니는 활동력과 요구 등에 입각하여 이들이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관점에

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것으로서 교육 목적이 의미를 지닌



- 44 -

다는 것을 가리킨다(Dewey, 1916). 요컨대,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는 교육 목적

이 외부로부터 부과된 외재적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교수-학습 활동 내에서 다

양한 주체들에 대한 고려와 참여로 인해 생성되는 내재적 목적으로서의 성격을

지녀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정 중심적 사고가 교육 목적에 대한 내재적 관점을 반영한다고 하

더라도, 이것이 미리 계획하는 모종의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는 지혜라고 표현될 수 있는 사고 능력

이 성장하는 것을 실제적인 교육의 목적으로 상정한다. 이는 구체적이고 명확하

게 존재하는 계획이자 즉각적으로 산출되어야 하는 결과물로서의 성격을 지니

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의 실행 단계에 앞서 모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반적이고 대략적인 정도에서 막연한 방식으로 서술

된 교수요목이나 교안을 상정하는 것이다(Doll, 1993, 김복영(역): 286)’. 말하자

면 교수-학습 과정을 통제하는 성격을 지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교육 목적의

설정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반면, 교수-학습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지속적이

고 교육적인 성장을 이끄는 기준이자 방향성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교육 목적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말은 ‘추상적’이거나 ‘궁극

적’인 것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에 걸쳐서 자유자재로 많은 관

련성들을 고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Dewey, 1916). 즉 일반적인 교육 목적은

시야를 확대시켜서 더욱 다양하고 풍성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교육 목적을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교육 목적을 잠정적이

고 수정 가능한 것으로서 이해한다. 즉 그 자체로서 완전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고정적인 교육 목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 목적은 언제나

‘시험되고 수정되고 확충되어야 한다(Dewey, 1916, 김성숙·이귀학(역): 124)’. 말

하자면 교육 목적은 학습자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그리고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학습을 낳을 수 있는 방식에 따라

수정되고 보완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요컨대,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는 외부에서

부과되는 것으로서 지식의 습득이라는 고정적이고 외재적인 성격을 지니던 기

존의 교육 목적을 비판하며, 지식의 활용 및 사고 능력의 발달과 성장이라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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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시적인 목적 아래 교수-학습 과정상에서의 다양하고 풍성한 관련들을 낳

을 수 있는 일반적인 성격으로서의 교육 목적을 설정해야 함을 주장한다.

나.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 분야의 지배적인 전통에서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 체계로서

교육 내용을 상정해왔다. 이는 교육 내용이 오랫동안 받아들여져 온 객관주의적

지식관에 그 토대를 두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 동안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많

은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객관주의적 지식관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과

대안이 본격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교육 내용이 토대를 두고 있는 지식관에 대한 측면이 적극적으로 고

려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교육과정 설계는 주어진 내용과 기반 내에서 보다

나은 교육과정을 설계하려는 데에 그 초점을 두고 있었고, 그 결과 교육과정 설

계는 방법적인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는 지식이 객관적·보편적인 것으로서 그 자체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는 기존의 지식관에 도전한다.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 지식

은 독립적인 실재의 복제로서가 아니라 구성의 과정(Piaget, 1971)으로서 의미를

지닌다(Doll, 1986). 이는 지식이 객관적인 진리로서 그 가치의 절대성을 인정받

던 기존의 전통에서 벗어나 지식이 여러 맥락과 해석에 따라 구성되는 것으로

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반영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식이 갖

는 보편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주관성에 의해 획득되는 상대적인 것으

로서 부여된다. 즉 지식은 삶의 맥락과 분리되어 그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으며, 삶의 맥락 속에서 인간의 해석에 따라 구성된다는 전제하에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지식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을 기반으로,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는 교육 내용

으로서의 지식이 방법적이고 수단적인 하나의 재료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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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식이 그 자체로 추구해야 할 목적을 갖는 내용이 아니라 사고 능력을 개

발해가고 탐구해가는 과정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편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

이다. 가치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삼았던 기존의 전통에서

는 지식 그 자체가 교육 내용으로서의 충분한 의미를 지닐 수 있었지만, 사고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삶에 기반을 둔 경험의 성장을 교육 목적으로 삼는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는 지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자 방편으

로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지식의 중요성은 그것의 활용과, 적극적인 구사, 곧 지혜에 달려 있다. 지혜

와 동떨어진 단순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남다른 위신을 누릴 수 있

는 양 떠드는 것은 인습이다. … 그 모든 것은 누가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인격에 위대함을 더하는 그 지

식은 즉각적인 경험의 온갖 국면을 변혁시키도록 조종되는 지식이다

(Whitehead, 1932, 유재덕(역): 57).

이처럼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는 지식이 그 자체로서 중요성을 지니기 보다는

지혜, 즉 사고 능력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그것이 적극적으로 활용됨으로써 교

육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단순히 지식을 많이 습득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사고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갖는 활동 내

에서 지식이 활용될 때 지식이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세계는 알아가야 할 완전한 실재가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 속에 놓여 있는 대상

이며, 그에 따라 발견하고 탐구해가야 하는 것으로서 존재한다.

단순히 알려고만 하는 과학자는 없다. 그는 발견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충족

시키려고 지식을 획득한다. 그는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발견하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예술과 과학이 노고에 줄 수 있는 즐거움은 성공적으로 지향된 의도에

서 비롯된 향유(enjoyment)이다(Whitehead 1932, 유재덕(역): 78).

그러나 이 때 지식이 방법적이고 수단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오해해서는 안 된다. 지식을 수단화시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구

체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식을 사용함으로써 지식이 갖는 나름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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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저하시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지식을 얻

는 것 혹은 아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 자체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식이 갖는 고유의 가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지식을 습득함

으로써 사고가 발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는 언

제나 사고가 진행되는 과정 혹은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상에서 지식이 의미

를 갖게 된다. 무언가를 발견하고자 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목적 의식 아래에서

지식을 활용할 때 그 지식이 갖는 맥락성과 구체적인 의미들이 드러나게 된다

는 것이다.

정보의 획득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과 사고 훈련의 통합적 일부분이

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인식과 문제 해결 용도와는 상관없이 축적

된 정보가 나중에는 사고에 의해서 자유롭고 마음대로 사용될 수 있다고 가정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지성에 의해서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

은 지성의 도움으로 획득된 기술이다. 논리적 사용에 용이하게 채용될 수 있는

정보는 사고 과정에서 획득된 정보다(Dewey, 1933, 정회욱(역): 62).

말하자면 정보, 즉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특정한 사고의 맥락 하에서 사용되

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교육적인 목적을 성취해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지식이 ‘죽은 지식 혹은 수동적인 지식’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게 하며,

지식이 갖는 유용성과 실제성을 생생하게 되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의 의

미를 새롭게 재음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 지식은 학습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

과 관련 있는 실제적인 토대 위에서 텍스트를 다룸으로써 학습자와 텍스트 간

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Doll, 1993). 즉 학습자와 고립되어 그 자

체로서 의미와 목적을 지니는 지식 혹은 텍스트가 아니라 학습자의 맥락과 토

대 위에서 지식이 적극적으로 사용됨으로써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 과

정에서 지식은 수정되고 재구성되며 학습자와 관계를 맺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는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

식을 이전과는 다른 관점, 즉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닌 특정 맥락과 상

황 내에서 활용되는 방법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한다. 다시 말해, 교육



- 48 -

내용은 교육과정의 재료로서 사용되는 정보, 자료, 텍스트와 같은 지식들을 포

함하며, 이는 이들을 활용하는 학습자의 맥락에 의해 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

이다. 이렇게 말하고 볼 때,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이 사용되는 맥락은 어떠하며,

이들이 반영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는 교육 내용이 어떠한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 교육 내용이 사용되는 맥락은 한 마디로 ‘삶’ 그 자체라

고 볼 수 있다. 삶은 그들이 토대를 두고 있는 교육의 시작이자 사고의 시작으

로, 이들은 언제나 삶의 맥락에서 삶의 과정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Whitehead는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교육 내용으

로서의 삶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교육에서는 단 한 가지의 내용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여러 측면으로 드러나는 삶이다(Whitehead, 1932, 유재덕(역): 21).’

Dewey 또한 사고의 시작은 경험에 있다고 봄으로써 학습자의 삶의 맥락과 동

떨어진 교육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삶의 맥락 속에서 발생하

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가 사용될 수 있고 이것이 곧 교육 내

용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이나 자료나 이미 얻은 지식은 없는 것을 줄 수는 없다. 이들은 문제를

한정하고 분명히 하고 또 추구하지만 그 해답을 줄 수는 없다. 해답을 주기 위

해 발안, 발명, 창의, 연구가 나타난다. 자료는 제안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특

정한 자료를 참조함으로써만이 이들 제안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내릴 수 있다.

그러나 제안은 이제까지 경험 안에 실제로 주어진 것을 뛰어넘는다. 제안이 예

고하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결과 즉, 해야 할 일이지, 이미 이루어진 사

실은 아니다. 추론은 항상 미지의 것에의 침입이자, 이미 아는 것으로부터의

비약이다(Dewey, 1916, 김성숙·이귀학(역): 176-177).

이처럼 교육 내용은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과정 속에서 다양하게

조작하고 추론하는 자료로서 사용된다. 여기에서 독창성이 발휘되는 부분은 다

양하게 이루어지는 조작이지 그것을 구성하는 재료는 아니다(Dewey, 1916). 따

라서 교육 내용은 어디까지나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맥락, 즉 삶의 경험적 맥

락 안에서 의미를 갖으며,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탐구적 노



- 49 -

력 내에서 이용되고 활용됨으로써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교육 내용이 학습자의 구체적인 삶의 맥락을 반영해야 한다는 말은, 삶이라는

것이 본래 갖는 어느 정도의 불확정성과 혼돈 등의 문제 상황을 포함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필연적으로 적당한 정도의 불확정성과 혼돈,

불평형 등을 반영하여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출발해야 한다(Doll, 1993). 이는

교육 내용이 다양한 가능성과 해석들을 포함하는 것을 뜻하며, 그에 따라 교육

과정 또한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Doll에 따르면, 이와 같은 풍부성

(richness)은 학습자들이 각기 다양한 맥락에서 텍스트들을 접하고 사용함으로

써, 여러 가지 가능한 형태로 아이디어들이 서로 얽히고 교차하고 촉진시키는

결과를 이끈다(Doll, 2008). 이처럼 삶의 맥락 속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이

발생하며, 이 특정한 어려움이 학습자로 하여금 사고를 불러일으키고 문제 상황

을 해결하게 하려는 자극을 발생시킨다. 이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

고를 행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만 하며, 이것이 곧 교육 내용이 되는 것이

다(Dewey, 1916). 말하자면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는 교육 내용이 사용되는 맥락

으로서 학습자의 삶과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삼고, 이러한 맥락 하에서 발생하

는 자연스러운 어려움과 문제 상황, 탐구하고자 하는 대상들을 반영하는 것이

다.

이렇게 말하고 볼 때,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 드러나는 교육 내용에 대한 관점

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측면은 교육 내용이

갖는 성격과 의미에 대한 측면이고 두 번째 측면은 교육 내용이 사용되는 맥락

이자 이것이 반영하는 것에 대한 측면이다. 먼저, 교육 내용이 갖는 성격과 의

미에 대한 측면은 교육 내용의 주요 대상으로 논의되는 지식에 대한 관점에 기

반하여 논의될 수 있다. 그 결과,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 바라보는 지식은 객관

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 아닌 맥락과 해석에 따라 구성되고 생성되는 지식으로

서의 성격을 지니며, 이때 지식은 그것이 활용되는 교육적 맥락 속에서 유용하

고 실제적인 방편적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두 번째로 교육 내용이 사용

되는 맥락과 반영하는 것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는 삶 그

자체를 주요한 맥락이자 대상으로 바라본다. 교육 내용은 학습자가 토대를 두고

있는 삶의 맥락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불확실하고 혼돈이 가득한 삶의 실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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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속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탐구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교

육 내용은 그 의미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는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를 촉발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는 재료

이자 자료들을 교육 내용으로 삼는다고 볼 수 있다.

다. 교육 주체에 대한 이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는 교육 목적과 교육 내용에 있

어서 기존의 지배적인 교육과정 전통과는 다른 접근을 취한다. 그리고 이는 교

육 주체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모종의 차이를 야기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 주체는 교수-학습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며 교육을 직접 실천하고 실

현해나가는 학습자와 교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 주체에 대한 관점은 곧 학

습자와 교사에 대한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지배적인 교육과

정 전통에서 학습자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 체계를 효율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자의 마음 혹은 정신은 가치 있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할 비어 있는 혹은 무지한 상태로 간주된다. 따라서 교사는

무지의 상태에 놓여 있는 학습자에게 효율적으로 선정되고 조직된 지식을 전달

하는 역할을 부여 받는다. 교사의 관심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

러한 객관적·보편적 지식들을 학습자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

을 고민하는 것에 있게 된다.

이렇듯 기존의 지배적 교육과정 전통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 교육과정에 대

한 수동적인 개체로 자리매김한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 가치 있는 객관적 지식

으로 여겨지는 모종의 지식 체계를 부여 받아 이를 전달하고 습득해야 하는 입

장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이러한 객관적인 지식들을 소유하고 있는 바,

학습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식에 대한 상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구성이나 맥락에 따른 변형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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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부여 받는다는 점에서 교육의 객체로 여겨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지배적 교육과정 전통에서는 학생과 교사 모두가 수동적인 객체로서 자

리매김 되며, 교육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생생한 과정들이 드러날 가능성은 차단

된다.

그러나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는 지식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절대적 실재로

서 바라보지 않으며, 학습자와 교사가 이러한 지식을 무비판적이고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전달해야 한다고 보지도 않는다.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는 지식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을 토대로 하여, 교육적 상황과 맥락 속에서 교사와 학습자에

의해 지식이 구성되고 해석되고 변형될 수 있음을 가정한다. 따라서 학습자와

교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기존의 지배적인 교육과정 전통에서의 관점

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이하에서는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 학습자와 교사에 대해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교육과정에서의 주요 주체와 그들의 관계에 대한 과정 중심

적 사고의 관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먼저,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는 학습자가 무지의 상태에 수동적으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가정한다. 학습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움직임과 같은 상태는 무언가를 알고자 하는 지적

호기심으로 표현될 수 있다. 즉 학습자는 본능적으로 발견하거나 탐구하고자 하

는 지적인 호기심을 지니는 존재로서 앎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학습자가 지니는 이와 같은 내적인 호기심은 ‘낭만(Whitehead, 1932)’, ‘흥미

(Dewey, 1916)’, ‘혼돈(Doll, 1993)’ 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는 학습이 일어

나기 전에 이미 학습자 안에 존재하는 내적인 격동과 에너지를 의미한다. 따라

서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는 이와 같이 학습자가 본래 지니고 있는 내적인 지적

호기심과 욕구에서 교육과정이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는 학습자가 아직 탐구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 이는 학습자

의 본래적이고 내재적인 흥미에서부터 교육이 시작하지 않는다면 학습자에게

실제적인 의미를 주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Whitehead에 따르면,

‘학습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알고자 하기 때문에 공부하며(Whitehead, 1932,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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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덕(역): 27)’, 이는 그렇지 않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가져 온다. 그

는 학습자의 흥미가 결여된 정신 발달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이는 그에게

있어서 흥미가 주의와 이해의 필수조건이 됨을 의미한다(Whitehead, 1932). 이

러한 관점에서 그는 ‘교육의 리듬’이라는 그의 교육 원리에서 가장 첫 번째 단

계로 ‘낭만’을 강조하며 학습자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레 일어나는 흥분과 동요로

부터 교육과정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 학습자가 지니는 지적인 호기심은 교육의 과정

을 이끄는 가장 최초의 시초이자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된다.

아동의 탐구는 법칙이나 원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실에 대한 것

이다. 아동의 질문 속에는 단순히 정보만을 축적하려는 욕망이나 분리된 품목

들을 쌓으려는 욕망 이상의 것이 있다. 직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사실이 전

부가 아니라는 느낌, 그것들 뒤에 무언가 더 있고 그것들로부터 무언가 더 나

올 것이라는 느낌은, 그것이 아무리 희미하다고 하더라도 ‘지적’ 호기심을 잉태

하게 한다(Dewey, 1933, 정회욱(역): 39).

학습자가 갖는 이러한 호기심은 안정적이거나 정돈되어 있는 형태를 띠지 않

는다. 이는 어디까지나 날것의 생생한 경험에 기인하는 바, 혼돈과 불균형의 형

태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불균형은 재균형을 위한 필수적인 시작점이자 성장

의 동력이 된다(Doll, 1993). 만일 불균형이 없다면 다시 재조직하려는 어떠한

성장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학습을 일으키는 긍정적인 촉발 혹은 자극이 존

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오히려 이후의 학습이 다양하고 풍부한 가능성을 갖

게 해준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요소이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학습자가 갖는 내적인 호기심과 혼돈, 그리고 지적 욕구들은 정제되지

않은 것이며 그 자체로 교육적인 방향성을 지닌다고 보장하기는 어렵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교육은 적절한 자질을 갖추어 올바른 교육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사를 요구한다.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 요구하는 교사는 학습자가 갖

는 내적인 흥미와 호기심이 발달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촉

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때 교사가 조성해야 할 환경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거나 그의 내적 욕구에 맞추어서 채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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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 활동하는 그와 같은 환경은 조심스럽게 선별되어야 마땅하다. 물론

그것은 아동의 성장 단계에 적합하게 선택되거나 개인적 욕구에 맞추어 채택

되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강요라고 할 수 있겠으나,

보다 깊숙한 의미에서 보면 아동 내부에 자리한 생명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다(Whitehead, 1932, 유재덕(역): 58).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교사의 개입이 적절하게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이루어져

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가 얼마나 학습자가 갖는 열망을 성공적으로 만족시키느

냐에 따라 학생이 교육적 과정상에서 도출하는 부분적인 결과들의 갖는 교육적

의미가 결정되는 것이다(Whitehead, 1932).

특히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의 흥미가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이를

조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교사가 지녀야 하는 교수 기술 중 하나가 된다. ‘교

사는 학습자가 생생하게 스스로의 낭만, 즉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Whitehead, 1932: 유재덕(역): 64)’. 그러나 상당수의 교사들은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시키거나 증가하는 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으며, 그들이 갖는 지

적 욕구에 무지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교사가 학습자의 지적 욕구를 정확히

간파하고 이를 발달시키는 교육적 자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

된다.

호기심과 관련해서, 교사들은 가르치기보다는 배워야 할 것이다. 교사는 좀

처럼 호기심에 불을 붙이거나 호기심을 증가시키려 하지 않는다. 교사의 과업

은 경이감의 신성한 불씨를 살아 있게 하고 이미 커지고 있는 불꽃에 부채질

을 하는 것이다. 교사의 역할은 탐구 정신을 보호하는 것이고, 탐구 정신이 과

도한 흥분 때문에 오히려 심드렁해지는 것을 막고, 일상의 틀 때문에 경직되는

것을 막고, 독선적인 교육 때문에 화석화되는 것을 막고, 사소한 사물들에 대

한 무작위적인 실행에 의해 낭비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Dewey, 1933, 정회욱

(역): 40-41).

이렇듯 교사는 학습자가 갖고 있는 흥미의 불씨를 유지시키고 이를 더욱 자

극시킴으로써 그러한 지적 호기심이 탐구 정신으로 발달되어 지속적인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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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 성장을 낳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습자 안에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그 힘에 호소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의미에서만이 학습자로 하여금 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이 갖는 선천적이고 습관적인 성향에 대한 통찰력

을 지닐 때, 교사는 비로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Dewey, 1933). 요컨대,

교사에게는 학습자가 갖는 본래적 호기심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면서 그의 지

적 탐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자질과 역

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학습자와 교사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에 비추어 볼 때, 교육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지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의 교육이 아니라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함께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교사가 학습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

니라 교실에서 다양한 관점을 통해 문제와 이슈를 함께 탐구하는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학습이 일어나는 것이다(Doll, 2008). 이 때 교실은 학습자들이 각자의

호기심에서 비롯되는 질문들을 함께 나누고 이에 대한 탐구를 진행해가며 서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사고를 발달시키는 장이 된다. 이곳에서 학습자와 교사는

지적인 탐구를 위해 상호작용하고 함께 지식을 구성해 가는 관계를 맺게 된다.

교실 문은 항상 “열려” 있고 … 여기에서의 목표는 통일된 초점을 발달시키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연결된 사고의 망을 발달시키는 데 있다. 나는 교

사로서의 임무가 교실 근처에서 “흘러가는” 많은 고리와 줄기들의 망 혹은 매

트릭스를 구성하거나 항해하도록 돕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해하는

것은 말하는 것으로서의 가르침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Trueit, 2007),

오히려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하고 이를 통해 창조되는 것이다(Doll, 2008: 13).

이처럼 공동체적 탐구의 장으로서의 교실 내에서, 교사는 학습자가 갖는 내적

질문과 호기심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서로 얽히면서 더욱 복잡하고 세밀한

사고의 망들이 형성되는 것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와 학습자

모두는 지적 탐구의 장에 참여하여 함께 상호작용하고, 그 결과 수많은 지식들

이 구성될 수 있다. 여기서 교육과정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

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떠오르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하며, 교육과정 내에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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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학습자는 함께 변형되고 성장하고 발전한다(Doll, 2008). 요컨대,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 교육과정이란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이 지속적으로 탐구해가

는 과정 그 자체이며, 이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은 모두 적극적인 의미의 구성자

로서 위치지어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는 교육 주체, 즉 학습자

와 교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기존의 지배적인 교육과정 전통에서와 사뭇

다르게 접근한다. 먼저,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는 학습자를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지 않으며 지적 호기심이라는 내적인 에너지를 지닌 존재로 바라본다.

이는 학습자를 수동적인 개체가 아닌 적극적이고 구성적인 교육의 주체로 바라

본다는 점에서 기존의 접근과 차이를 지닌다.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는 교사 또

한 주어진 지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를 전달하는 수동적인 개체로 보지 않으

며, 생생한 교육적 맥락 속에서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을 촉진시키는 적절한 환

경과 자극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주체로 바라본다. 학습자와 교사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을 토대로 하여,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 바라보는 교육과정은 학습자와

교사가 공동체를 이루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사고를 발전시켜 가며 적극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변형해가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2.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의 특징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먼저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의 기본적

인 관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앞서 이론적 기반으로서 도출해 낸 과정

중심적 사고의 의미를 기반으로 하여,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논의의 토대가 되

는 주요 기반으로서의 교육 목적, 교육 내용, 교육 주체에 대해 과정 중심적 사

고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즉 세 가지의 주

요 측면에 대한 과정 중심적 사고의 이해를 분석함으로써 교육과정 설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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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과정 중심 접근이 취하는 기본 관점을 탐색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앞서 살펴본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과정 중심 접근의 기

본 관점을 토대로 하여 과정 중심 접근이 설계에 대해 갖는 특징을 논해보고자

한다. 즉 교육과정 설계에 대해서 과정을 중심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갖는 기본

적인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과정 중심 접근이 지니는 설계상의 특징들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과정 중심 접근이 갖는 설계

상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본격적으로 교육과정 설계의 작업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서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의 의미를 보다 명료히 드러내

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육과정 설계와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

는 설계상의 주요 지점에 대한 과정 중심 접근의 특징을 드러냄으로써 과정 중

심 접근이 갖는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과정 중심 접근이 교육과정 설계에 대해 갖는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

에서는 설계와 관련되는 세 가지의 주요 준거를 설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

는 설계의 초점, 설계의 목적, 설계의 대상으로서 교육과정 설계의 특징이 드러

날 수 있는 세 가지의 주요 질문을 다룬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준거인 설계

의 초점은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설계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관한 것

으로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설계가 중점을 두고 있는 측면이 과연 무

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두 번째 준거는 설계의 목적으로서 이는 ‘교육과정을

설계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는 일인가?’, ‘교육과정 설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드러날 수 있으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통해 설계라는 활동이 갖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설계의 성

격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준거인 설계의 대상은 ‘교육과정을 설

계할 때 그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으로서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주로 다루게 되는 대상이자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과정 중심 접근의 특징을 보다 명

료히 밝히기 위해 Tyler의 설계 모형에서의 설계에 대한 접근과 과정 중심 접

근에서의 설계에 대한 접근을 비교함으로써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Tyler(1949)에 의해 제시된 교육과정 설계 모형은 교육과정 분야에 있어서 영향

력 있는 하나의 접근으로서 오늘날까지 그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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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정과 보완을 거쳐 발전되어 오면서도 여전히 Tyler가 제시한 기본적인

틀과 관점은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Tyler의

접근은 교육과정 분야의 지배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Tyler의 설계 모형이 기존의 지배적인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접근이라

고 보고 과정 중심 접근과의 비교 논의를 통해 과정 중심 접근이 기존의 설계

에 대한 접근과 비교할 때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즉

교육과정 설계와 관련하여 설정한 세 가지의 준거를 중심으로 과정 중심 접근

이 기존의 접근 방식과 어떠한 지점에서 구분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과정 중심 접근의 의미를 보다 명료히 밝히고 나아가 대안적인 교

육과정 설계에의 접근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 설계의 초점: 목표에서 과정으로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서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설계의 초점을 목표가 아닌

과정에 둔다. 이는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중점을 두는 측면이 목표에서 과정으

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지배적인 교육과정 설계 전통에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진술하는 것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 왔으며, Tyler의 교육과정 설계 모

형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이다. 즉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목표를 개발하

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바, 교육과정 설계는 이러한 목표에 초점을 두

어 이루어져 온 것이다. 그러나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설계의 초점을 더 이상

목표에 두지 않고 과정에 둔다. 설계의 초점을 과정에 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

는 곧 목표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이다. 목표가 이루어지

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는 것 그 자

체보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목표 그 자체를 거부하거나 목표의 중요성을 가볍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목

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보다 중점을 둠으로써 목표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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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목표 또한 과정과 독립

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적 산물 그 자체가 아니라 과정 속

에서 생성되고 그 안에서 의미를 갖는 부분적이고 잠정적인 산물로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과정 중심 접근에서 이해하는 목표가 어떠

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과정 안에서 기능하는 것으로서 목표

의 성격을 새롭게 재개념화 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목표가 과정의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주어

진 것이 아니라 과정 내에서 생성된 것이라면, 이후의 활동을 질서 있게 구성하

고 활동에 방향을 부여하는 순기능을 발현시킬 수 있다(Dewey, 1916, 김성숙·이

귀학(역): 116)’고 본다. 이는 목표가 설계의 다른 단계와 요소들에 앞서 확고하

게 결정되어 이후의 과정들을 통제하고 규정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

정 내에서 생성되어 전체적인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과정 중심 접근에서의 목표에 대한

관점을 보여준다. 목표에 대한 이와 같은 입장을 기반으로 하여, 과정 중심 접

근에서는 목표가 갖는 의미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두 가지의 측면이란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이

라고 말할 수 있으며, 먼저 거시적인 측면으로 볼 때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광

범위하고 대략적인 수준에서 교육 목표가 설정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지식을 활용하거나 사고 능력을 성장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표

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 이는 교육의 실행 단계에 앞서 미리 설정될 수 있는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미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정 중심 접근에서 제시하는 거시적인 측면의 목표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과

정상에서의 맥락과 상황에 맞추어 생성되거나 변형될 수 있다. 이는 개별적인

학습자의 경험과 흥미, 그리고 교실 상황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습자 간

의 상호작용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의 목표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교실이라는 공

동체 안에서 실험되며 그 결과에 따라 변형 및 확장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표의 미시적인 측면은 결코 목표가 갖는 거시적인 측면

과 분리되거나 구분되는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시적인 교육 목표가

갖는 방향성 아래에서 미시적인 교육 목표는 교수-학습 과정 중에서 그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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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변형되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과정 중

심 접근에서 제시하는 교육 목표는 Tyler의 설계 모형에서 제시하는 교육 목표

와 차이를 드러내게 된다. Tyler는 교육 목표가 갖는 층위를 ‘교육 목표’와 ‘교육

과정 목표’로 구분함으로써 이 둘을 분리시킨다(Doll, 1993). 그리하여 ‘교육 목

표’는 일반적이거나 광범위한 용어로 기술하고, ‘교육과정 목표’는 당시 사회의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필요성에 기인하여 설정한다. 즉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교육과정상의 목표는 Bobbitt의 전통을 이어 받아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적이

고 행동적인 상세화된 목표로서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교육 목표

와 교육과정 목표를 분리하는 것은 결국 교육과정의 목표를 지나치게 사회의

전문적인 요구와 행동적인 기준들로 구체화시킴으로써 교육 목표와의 괴리를

심화시킨다. Tyler는 교육과정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다고 가정하였지만, 이는 두 가지의 상이한 교육 목표를 만들어 냄으로써 목표

가 갖는 일관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에 따르면, 목표가 갖는 의미는 결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성격으로 구분되어질 수 없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든 미시적인

측면에서든 교육 목표는 전체적인 과정에 방향성을 부여하면서 이를 더욱 풍성

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설정된다. 다만 교육 목표는 실제적인 교수-

학습 과정상에서 보다 구체적인 것으로서 생성될 수 있으며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변형되거나 확장될 수 있다. 이는 교육 목표가 갖는 잠정적인 성격이 드러

나는 측면으로서, 교육 목표는 과정과 독립되어 외부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과정상에서 의미를 지니고 생성되는 것으로서 변

화와 변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잠정적이고 유동적인 것으로서 정의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렇듯 목표가 과정상에서 생성되는 내부적인 산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과정 중심 접근의 관점은 목표가 설계의 결과이자 산물로서 과정의 외부에 존

재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과정 내에서 기능하는 것으로서 과정의 부산물로서

생성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측면은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

근이 Tyler의 설계 모형과 갖는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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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John Dewey와 Ralph Tyler 간의 기본적인 가치의 차이점이 존재한

다. Dewey는 교육의 결과를 경험 활동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학습은 이러한 활동의 부산물로 여겨진다. 그러나 Tyler는 교육의 결과

를 경험 이전에 미리 정해진 것으로 보고, 학습은 특별히 의도되고, 지도되며,

통제된 결과로 여겨지며, 이러한 결과는 측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차이

점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자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과

정을 포스트모던적 시각과 과정(process)적 시각으로 볼 때 이러한 차이점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Doll, 1993, 김복영(역): 87).

결과에 대한 Dewey와 Tyler의 관점의 차이는 과정 중심 접근에서 더욱 명백

히 드러나는 바,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서 두 접근이 갖는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라고 볼 수 있다. 즉 결과를 미리 정해진 목표로서 상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

해 모든 교육과정을 통제하려는 Tyler의 설계 모형과는 달리, 과정 중심 접근에

서는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의 부산물이 곧 학습이자 교육의 결과라

고 보고 이는 교육과정 속에서 그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설계의 결과로 상정되고 제시되어 왔던 목표는 더 이상 설계를 통해 달성되어

야 할 최종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되며 의미를 갖

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볼 때, 교육과정 설계의 초점은 더 이상 목표를 설정하는 활동

에 있지 않으며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는 결국 목

표를 이루어가는 곳, 즉 교수-학습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

면 구체적인 목표가 생성되고 이루어져 가는 곳은 다름 아닌 교수-학습 과정이

기 때문이다. 과정 중심 접근에서 설계의 초점을 교수-학습 과정에 두는 것은

교육과정 설계가 교수-학습 과정과 분리된 상태에서 미리 계획적 산물로서 만

들어진 후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기존의 Tyler의 설계 접근과는 차이를 지

닌다. Tyler의 설계 모형에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내용을 선정 및 조

직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교수-학습 과정의 이전에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는 모든 학습자를 위한 합리적인 설계의 결과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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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이 그대로 교수-학습 과정에 투입되어 그 결

과가 산출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과정 중심 접근

에서는 설계가 교수-학습 과정과 분리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 따

라서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교수-학습 과정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일반적인 산

물로서의 교육과정 설계를 거부함으로써 교육과정 설계가 교수-학습 과정의 맥

락 속에서 일어나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설계의 초점이 교수-학습 과정으로 옮겨갈 때 일어나는 주요 변화

중 하나는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주체가 교수-학습 과정과 관련된 직접적인 교

육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기존의 교육과정 설계 전통에서

설계의 주체는 주로 외부적인 전문가나 행정가들이었다. 물론 점차적으로 설계

장면에서 교사를 포함하여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났지만,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설계는 교수-학습 과정의 밖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는

자연히 교수-학습 과정의 실천적인 맥락과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주체들

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교육과정 설계의 초점을 교수-학습 과정에 두

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주체가 교수-학습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교실공동체여야 한다고 본다.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교육

주체가 교육과정 설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자신의 활

동을 만들고 계획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바, 교육의 직접적인 주체들에 의해 공

동으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Doll, 1993). 이에 따라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교수-학습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교사와 학습자 모두가

교육과정 설계의 주체가 되며, 교육과정 설계는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공

동으로 이루어지는 계획과 실행 활동이 된다.

그렇다면 과정 중심 접근에서의 교육과정 설계가 교수-학습 과정에 직접적으

로 참여하는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습은 과연 어떻게 그려질 수 있을까?

그 가능한 모습을 탐색하기 위해 아래에 제시된 한 교사의 수업을 살펴보는 것

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녀는 구체적인 목표와 평가 요구사항들과 교과서를 준수하는 지도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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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이러한 간결한 진술을 제시했다: “오늘 우리는 사회 과목의 다음 장을

시작할 거예요. 주제는 사막이에요.” 흥미 없고 산만한 표정들이 보이고, 몇몇

학생들은 필기할 준비를 했다. 대부분은 교수를 조용히 기다리며 앉아있었다.

그 때 그녀는 폭탄선언을 했다: “나는 사막에 대해 잘 몰라요. 사막을 가본 적

이 없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사막을 배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해요.” 한 학

생이 바로 손을 들었다: “저는 지난여름에 캘리포니아에서 사막에 가봤어요.”

그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여행을 묘사했지만, 사막의 이름을 기억해내기 어려워

했다. 다른 학생이 지도를 찾아 사막의 이름을 알아보자고 제안했다. 학생들은

지도로 움직였다. 다른 학생은 아프리카를 가리키며 그녀의 아빠가 사파리에서

사냥했다고 말했다. “사파리가 뭐야?”하고 한 학생이 물었다. 그러자 학생들은

답을 찾으려고 사전을 참고했다. 며칠 뒤, 학생들은 사막을 조사하기 위해 그

룹을 나누기로 하였다. 한 그룹은 사막의 동물을 조사했다. 그들은 사막과 사

파리의 축소모형을 만들었고 또 다른 그룹은 세계의 다양한 사막 지도를 만들

었다. 다른 그룹들은 식물, 인간 거주, 생존에 대해 조사했다. 한 그룹은 사막

설정 연극을 했다. 이 교사는 교육과정 개발 수업에서 자신의 지도 경력 중에

서 한 주제에 대해 이러한 열정을 보였던 수업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전

에 심각한 행동적 문제를 보였던 학생들이 그룹의 리더로 나타났다. 다른 학생

들 그룹은 그들의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으려고 쉬는 시간에 매일 도

서관에 갔다(Slattery, 2006: 31).

여기에 제시된 수업 장면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교육과정 설계의 과정 중

심 접근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측면은 설계의 초점이 교수-학습 과

정에 있게 됨으로써 교수-학습 과정상에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공간

을 열어 주었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과정 설계가 미리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일

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능성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과정’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측면은 구체적인 목표들이 교수-학습 과정상에서 떠오르고 생성된다는 점

이다. 위의 수업에서 이후의 활동을 위한 세부적이고 실제적인 목표들은 모두

교수-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상에서 발생하였다. 사막에 대해 배운다는 보다 거시

적인 목표는 설정되어 있었지만 이를 탐구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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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들은 교수-학습 과정 중에서 생성되어 교수-학습 과정을 이끌어가는 방향성

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세 번째 측면은 교수-학습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주체들이 설계에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위의 수업에서 학습자들

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교육 목표들을 단순히 습득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동적인 개체가 아니라 교수-학습 과정상에서 직접 교육 목표를 만들고 이를

이루어가는 적극적인 주체로 자리매김한다. 즉 교육과정 설계가 교수-학습 과정

에 초점을 두게 됨으로써 교수-학습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주체들이 설계에 참

여하여 교육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과정 중심 접근에서 교육과정 설계의 초점을

목표가 아닌 과정에 둔다는 것의 의미는 목표 그 자체를 설정하고 이를 세분화

하는 것에 설계의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중시함

으로써 교수-학습 과정에 설계의 중점을 두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목표는 과

정의 외부에서 결정되어 교수-학습 과정으로 투입되는 객관적인 산물이 아니라

과정의 내부에서 생성되고 교수-학습 과정상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잠정적이고

부분적인 산물이 된다. 이렇게 볼 때,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과정’ 내에서 목표

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목표보다는 과정에 보다 더 설계의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주체 또한 교수-학습 과정에 직접적으

로 참여하는 교육 주체들을 포함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즉 과정 중심 접근에

서는 교육과정 설계가 외부적 목표가 아닌 내부적 과정에 초점을 두게 되면서

목표가 의미하는 바와 그 목표를 생성해나가는 주체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나. 설계의 목적: 완성에서 변형으로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서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설계의 목적을 완성이 아닌

변형에 둔다. 이는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일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는 일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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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그것이 최종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형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설계의 목적이 완성이 아닌 변형 그 자체에 있

다는 점은 설계가 갖는 성격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 볼 가능성을 열어

준다. 기본적으로 Tyler의 교육과정 설계에서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설계하는

활동은 무언가 최종적인 산물을 완성해 내려는 목적을 지닌다. 왜냐하면 Tyler

의 모형에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일은 교수-학습 과정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

는 일로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산물을 제작하여 이를 교수-학습 과정에 투입

하는 것으로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정 중심 접근에서 바라보는 교육과

정 설계는 고정된 하나의 틀이자 산물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성과 발생으로 인

해 계속해서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육과정을 설계하

는 일은 과정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그 과정을 통해 생성되고 발생되는

것들에 의해 그 과정이 점차적으로 변화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Tyler의 설계 모형에서 설계의 목적이 최종적인 완성에 도달하려는 데 있었던

반면 과정 중심 접근에서 설계의 목적은 끊임없이 진행되는 과정 그 자체 내에

서의 변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설계의 목적에 대한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두 접근에서 가정하고 있는 전제

에 대한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세

계와 실재에 대해 고정되고 안정된 것이 아닌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서 바라본다. 즉 현실 세계를 과정 그 자체로서 바라보며 이 과정 중에

생성되고 변화하는 것이 곧 실재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설계에 대

해서도 설계를 하나의 고정되고 안정된 틀로서 선형적이고 인과적인 구조와 단

계를 지닌 것으로서 바라보지 않으며 계속해서 변화하고 수정되는 잠정적인 것

으로서 바라본다. 그러나 Tyler의 설계 모형에서는 교육과정 설계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차와 단계에 의해서 진행되며, 그 결과는 미리 계획한 바대로 성취

된다는 것을 가정한다. Tyler의 설계 모형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단계, 즉 목적

을 선택하고 경험을 선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조직하여 평가하는 것은

Descartes가 주장하는 올바른 안내자로서의 이성과 과학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둔다. 즉 이성과 과학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무언가 정교하고 정확한 설

계의 산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리 정해진 목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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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나머지의 단계들이 인과적이고 선형적으로 이루어지며 한 단계씩 진행되

어 갈수록 더욱 정교하게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Tyler의 설계는 제한

되고 닫혀 있는 체계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여기에서는 그 어떤 변형도 일어날

수 없으며 오직 전달만이 일어날 수 있다(Doll, 1993, 김복영(역): 49).

이렇듯 Tyler의 설계 모형과 과정 중심 접근에서의 설계는 그것이 가정하는

전제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이를 지니는 바, 설계가 갖는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

또한 상당한 차이가 야기된다.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Tyler의 설계가 가정하는

것과는 달리 체계적이고 인과적인 단계에 의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물이 만

들어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체계에 대한 열

린 접근을 가정함으로써 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지속적인 변화와 변

형의 과정을 거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열린 체계는 원자 반응뿐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변형적’이다. 열린 체계는

미리 결정된 목표를 향한 정착성을 역동적인 변화로 대체하며, 안정성을 생성

성(emergence)으로 대체하고 단순성을 복잡성(complexity)으로 대체한다. 이

체계는 항상 과정 중에 있고 이러한 과정은 무언가 “혼돈스러운 것”을 질서 있

는 것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Doll,

2008: 7).

이처럼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Tyler의 설계 모형이 가정하는 안정성과 단순

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 대신 끊임없는 생성성과 혼돈스러운 복잡성을 가정

한다. 이러한 생성성과 복잡성 그 자체가 이 세계와 실재의 본질적인 속성이라

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정 내에서는 이러한 혼돈스러운 것들이 변형을 통

해 나름대로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며 이 과정을 통해 산물이 계

속해서 생성되는 바, 교육과정 설계가 이와 같은 과정 지향적인 의미에서 이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교육과정 설계를 이렇듯 과정 지향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설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산물 또한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닌 잠정적이고 부분적인 것으로서

의 성격을 지닌다. 말하자면, 교육과정 설계가 체계적이고 인과적인 단계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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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물을 만들어낸다고 보는 Tyler 모형의 접근에 따르

면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물 또한 고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니게 될

것이지만, 교육과정 설계가 계속적인 변화와 생성의 과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잠정적이고 부분적인 산물을 만들어낸다고 보는 과정 중심 접근에 따르면 그것

이 만들어내는 결과물 또한 잠정적이고 타협적인 산물이 되는 것이다. 즉 과정

중심 접근에 따라 설계할 때 만들어지는 것은 그것이 설계되는 맥락과 상황에

의존적이라는 점에서 절대적인 독립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맥락 의존적인 잠

정성과 일시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설계의 목적을 최종적인

완성이 아닌 지속적인 변형에 둔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차이는 교육과정

설계가 갖는 성격을 재규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Tyler의 설계 모형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지배적인 교육과정 설계에서는 교육과정이 교수-학습 과정 이

전에 만들어져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물로서 교수-학습 과정에 투입되

어 최상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러

나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교수-학습 과정과 교육과정 설계가 결코 구분될 수

없다는 가정 하에, 설계의 목적 또한 지속적인 변화와 변형을 이루어가는 것 그

자체에 있다고 본다. 즉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 속에서 무언가를 생성해내고 변

형시킴으로써 그 맥락에 맞는 나름의 부분적인 산물을 만들어 가는 것에 설계

의 목적을 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설계의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산물 또한 고정

적이고 절대적인 완성적 산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이고 맥

락 의존적이며 타협적인 부분적 산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는 결국 교

육과정 설계의 활동이 하나의 완성적이고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단일

적이고 획일적인 활동이 아니라 다양하고 잠정적인 산물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변형해 나가는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 설계의 대상: 지식에서 맥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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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설계에 있어서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설계의 대상을 지식이 아닌

맥락으로 삼는다. 이는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주로 다루는 대상이자 내용으로

지식이 아닌 맥락을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지배적인 교육과정 설계

전통에서 설계의 대상이자 내용이 되는 것은 지식 그 자체였다. 이때 지식이 어

떠한 성격을 갖느냐의 문제는 그것이 학문적 전통 내에 있는 지식을 의미하는

지 아니면 사회적이고 직업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경우에서든지 각자의 입장에서 더 가치 있

다고 여겨지는 지식을 설계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를 선정하고 조직하는 것이

설계의 주요 과업이라고 여겨온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Tyler의 설계 모형 또한

미래의 삶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선정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설계의 대상이자 과업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지식 그 자체가 설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며 그 지식이 기반

을 두고 있는 맥락을 중시한다. 이는 그동안 설계가 대상으로 삼아왔던 지식이

라는 것에서 눈을 돌려 그 지식이 터해 있는 맥락과 환경을 설계의 주요 대상

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설계의 대상을 지식이 아닌 맥락으로 삼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맥락은 그것이 관련을 맺고 있는 기반이나 터

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계의 맥락은 곧 교수-학습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설

계가 대상으로 삼는 바는 교수-학습 과정과 관련된 환경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삶의 맥락, 학습자의 맥락, 지식의 맥락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때 지식이 아

닌 맥락을 중시한다는 것은 자칫 지식을 배제하고 맥락만을 중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그러나 과정 중심 접근에서 설계의 대상을 지식이 아닌 맥락에

둔다는 것은 지식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로 인해 객관적이고 보다 합당한 지

식이 사전에 미리 선정되고 조직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에 대한 부정을 나타낸

다. 기존의 Tyler 모형에서는 지식이 갖는 객관성을 상정하여 완성된 산물로서

지식을 선정하고 조직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설계는 목표에

맞추어 지식을 선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배열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져 온 것이다. 그러나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지식 그 자체가 객관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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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실재로서 의미를 지닐 수 없다고 보고 지식은 어디까지나 그것이 터

해 있는 맥락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지식을

독립적이고 외부적인 것으로서 과정과 분리시켜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고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안에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때, 지식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것을 설계의 주요 대상이자 과업으

로 삼아 온 기존의 설계 전통과는 달리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맥락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것을 설계의 주요 대상이자 과업으로 삼는다. 이는 곧 교수-학습 과정

에 적절한 맥락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실공동체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맥락에 맞추어 그에 필요한 환경을 선정하고 이를 배치시킴으로써 학

습자의 학습을 불러일으키고 촉진시키는 것을 설계의 주요 과업으로 삼는 것이

다. 설계에 대한 이와 같은 과정 중심 접근은 기존의 지배적인 설계 전통에서

설계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것이 주로 ‘맥락에서 벗어난 지식

(knowledge-out-of-context)’이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인한다. 말하자면 교육과

정을 설계함에 있어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할 때 학습자가 배워야만 하는 내

용으로 교육과정을 계획하면서 학생들이 처한 맥락에 기초한 지식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Pinar, 2004, 김영천(역): 268). 이는 교수-학습 과정을 이러한

지식을 배우려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지식이 갖는 생생함을

박탈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행위에 기초한 지식(knowledge-in-action)’을 강조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교수-

학습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와 교사들이 그들의 참여를 통해 배우

게 되는 것을 중시함으로써 지식이 갖는 능동적이고 가변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지식이 발전해나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대화 그 자체의 과정을 통하여 타협해 나가는 지식, 다시 말해 ‘행위를 통한 지

식에 기반을 둘 때 그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Applebee, 1996: 39-40).

이렇듯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지식이 맥락에서 벗어나서는 그 의미를 지닐

수 없다고 보고 맥락과 행위에 기초한 지식의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설계가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때 지식이

맥락과 행위에 기초를 두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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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교수-학습의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

한 질문들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질 때 그에 사용되는 재료로서의 지

식은 그 생생한 의미를 되찾게 되고 토론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의미로 생성되

는 것이다.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던지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알

고 있는 이 세계를 공공 토론을 통해 시험하고 나서야 올바른 질문을 찾아낼

수 있다. 주로 토론 전에 조건으로 제시되는 정보는 토론의 부산물로 보는 것

이 더 옳다. 우리의 주위를 한곳에 모으고 충분히 토론에 임할 때, 우리는 관

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설사 우리가 그 정보를

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하다(Lasch, 1995:

162-163, Pinar, 2004: 346에서 재인용).

이처럼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지식이 생성되는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보며, 그것이 생성되는 맥락은 필연적으로 대화와 토론을 필요로 한

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교육과정 설계는 공동체 내의 보다 활발한 대화와 적

극적이고 발전적인 토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이러한 맥락적·환경적 요소들을

어떻게 적절히 배치시키고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이를 실현할 것인가에 관심

을 두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역할 또한 교육과정 설

계의 주요한 관심사로 나타난다. McKernan은 교육과정 설계가 과정 중심 접근

에 따라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교사가 따라야 할 절차적 원리를 규명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이를 제시하였는데, 이때의 절차적 원리는 ‘교사는 학습자들이 토

론들 통해 스스로의 가치와 신념을 생각해 보도록 돕는다.’, ‘교사는 학습자가 특

정 이슈에 대해 완전히 열린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고무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논쟁적인 이슈들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돕는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McKernan, 2008: 93). 이렇듯 교육과정 설계의 대상이 지식에서 맥락으로 그

초점을 옮긴다면 교사의 역할 또한 지식을 조직하여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

식이 발생할 수 있는 적절한 맥락과 환경을 선정하고 이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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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설계의 대상을 지식이

아닌 맥락으로 바라봄으로써 설계의 과업을 다르게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 과

정 중심 접근에서 바라보는 지식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맥락에 의존하여 생성되고 구성되는 것인 바, 설계 또한 지식을 선정하고 조

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식이 생성될 수 있는 맥락을 적절히 선정하고 배

치하는 일로서 여겨지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지식이 맥락과 행위에 기반을 두

어 생성된다고 보는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활발한 대화와

토론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교사의 역할도 단순히 지식을 조직하여 이

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토론을 통해 지식을 생성해낼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맥락과 환경을 적절히 배치시키고 이를 고무시키는 것

으로 변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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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논의

1. 요약

이 연구는 오늘 날의 포스트모던 사회에 적합한 교육과정 설계의 대안적인

접근을 탐색하기 위하여 최근의 교육과정 논의에서 대두되고 있는 과정 중심

접근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

였다. 첫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의 기본

관점을 밝히고자 하였고, 두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의 특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연구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과정 중심 접근의 이론적 기반을 살펴보는 작업이 선행되었으며,

이는 과정을 중시하는 사유의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도출될 수 있다고 보고

과정 중심적 사고의 의미를 탐색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했던 과정 중심적 사고의 의미는 Whitehead, Dewey, Doll이라는 세 명의 학자

의 논의를 토대로 탐색되었으며, 이들은 과정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사고

방식을 취하여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나간 대표적인 학자

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세 명의 학자들의 논의에 있어서 과정 중

심적 사고가 잘 드러나는 개념이나 이론에 초점을 두어 과정 중심적 사고의 의

미를 탐색한 바, Whitehead의 리듬적 사고, Dewey의 반성적 사고, Doll의 변형

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여 이들이 각각 실재와 사고 과정, 그리고 교육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 대해 갖는 이해와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후에는, 과정 중심적 사고의 의미를 통해 탐색한 과정 중심 접근의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하여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의 기본 관점과 특징

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먼저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의 기본 관점

은 크게 세 가지 측면, 즉 교육 목적, 교육 내용, 교육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탐색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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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교육 목적에 대하여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이를 잠정적이고 수정

가능한 것으로 바라봄으로써 교육 목적이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고정적 산물이 아니라 다양한 교수-학습의 맥락에 따라 수정되고 보완되는 것

으로 이해한다. 또한, 교육 목적이 갖는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도 외부에서 부과

되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이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지식을

활용하고 사고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으로서 교육 목적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한

다.

두 번째로 교육 내용에 대한 과정 중심 접근의 관점은 교육 내용의 주요 대

상으로 논의되는 지식에 대한 관점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바, 과정 중심 접근

에서 바라보는 지식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 아닌 맥락과 해석에 따라

구성되고 생성되는 것으로서 교수-학습의 맥락 속에서 사용되는 유용하고 실제

적인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은 학습자가

토대를 두고 있는 불확실하고 혼돈스러운 삶의 맥락 속에서 발생하며, 다양한

문제들을 탐구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교수-학습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재료로서

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세 번째로 교육 주체에 대한 과정 중심 접근의 관점은 교수-학습 과정의 직

접적인 주체인 학습자와 교사에 대한 관점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학습자에 대해 수동적이고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는 객체가

아니라 내적인 지적 호기심을 지니는 적극적이고 구성적인 주체로서 바라본다

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교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

어서도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학습

자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를 촉진시키는 적극적인 존재로서 교사를 이해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의 기본 관

점을 토대로 과정 중심 접근이 교육과정 설계에 대해 갖는 특징에 대해서 탐색

하였다.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

에서는 설계의 특징이 드러날 수 있는 세 가지 측면을 설계의 초점, 설계의 목

적, 설계의 대상이라고 보고 각각의 측면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과정 중심 접근

이 설계에 대해 갖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설계에 대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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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접근의 특징을 보다 명료히 드러내기 위해 기존의 지배적인 교육과정 설

계 모형으로 볼 수 있는 Tyler의 설계 모형과의 비교 논의를 통해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교육과정 설계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지에 관해 과정 중심 접근에서

는 이를 목표가 아닌 과정에 두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의 초점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세분화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목표가 과정의

외부에서 결정되어 과정으로 투입되는 산물이 아니라 과정의 내부에서 생성되

고 발생하는 산물로서 잠정적이고 부분적인 산물의 성격을 지닌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주체 또한 교수-학습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주체들을 포함하게 되는 바, 이들에 의해 과정의 내부에서 목표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교육과정 설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과정 중심 접근에

서는 그것이 완성이 아닌 변형에 있다고 보았다. 이는 교육과정 설계의 목적이

최종적인 완성적 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형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존의 지배적인 설계 전통에서는 교수-학습

과정에 투입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물을 만들어 내는 것을 설계의

목적으로 삼았던 반면,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교수-학습 과정 내에서 지속적인

변화와 변형을 이루어가는 것에 설계의 목적을 둔다. 따라서 설계를 통해 만들

어지는 결과물 또한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완성적 산물이 아니라 잠정적이고 맥

락 의존적이며 타협적인 부분적 산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결과적으로 볼

때, 교육과정 설계는 최종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단일하고 획일적인 활동이 아

닌 다양하고 잠정적인 산물들을 산출해내고 변형해 나가는 지속적이고 복합적

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교육과정 설계의 대상을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대해 과정 중심 접

근에서는 지식이 아닌 맥락을 대상으로 설계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는 지식

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산물이 아니라 맥락에 의존하여 생성되고

구성되는 것인 바, 교육과정 설계 또한 지식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선정하고 조

직하는 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생성될 수 있는 맥락과 환경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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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배치하는 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지식은 맥락과 행위에

기반하여 생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교수-학습 과정에서 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활발하고 적극적인 대화와 토론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육과정 설계는 지식이 생

성되고 구성될 수 있는 교육적으로 적절한 맥락과 환경을 선정하고 배치하여

교수-학습 과정 내에서의 활발한 참여를 고무시키는 일로서 여겨지게 된다.

2. 논의

이 연구에서는 포스트모던적인 사회의 맥락에 적합한 대안적인 교육과정 설

계에 대한 접근으로서 과정 중심 접근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즉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과정 중심 접근에 대해 이론적인 논의를 기반으로 그 의

미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과정 중심 접근

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봉착

하게 된다. 말하자면 교육과정을 과정 중심 접근에 기반을 두어 설계한다고 할

때, 그것이 추구하는 교육의 기본 사조이자 맥락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는 이 연구에서 살펴본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과정 중심 접근을 토대로 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적 맥락

이자 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교육과정 설계에 대해 과정 중심 접근이 요구되는 배경에는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러

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더 이상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은

의미를 지니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가치 있다고 여겨져 온 지식 체계를 교과

라는 테두리에 담아서 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기존의 학교교육에

대한 강한 도전을 낳았다. 포스트모던적인 오늘 날의 시대에서는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활용하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요구

되는 것이다.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과정 중심 접근은 구성주의적인 지식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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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하여 교수-학습 과정상에서 직접 지식이 생성되고 변형되는 것을 강조

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변화의 흐름에 적합한 새로운 설

계에의 접근으로서 제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배경 하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흐름으로 ‘역량중심 교육’을 말할 수 있다. 역량중심 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

과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필요성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왜냐

하면 역량중심 교육은 ‘점차적으로 빨라져 가는 사회의 변화 속도에 맞추어 과

연 다음 세대를 살아갈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존의 학교교육을 통해 가르쳐졌던 지식 체계

에 대한 교육이, 이를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교육의 방향성 아래에서는 더

이상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그동안 이루어져 온 학교교

육에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선별되어 조직된 지식 체계를 모두 습득

하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교육 내용의 양이 적지 않았던 바, 끊임

없이 교육 내용의 적정화 문제 또한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역량중심 교육은 이

와 같은 시대적이고 교육적인 필요성과 배경 아래, 새로운 교육의 방향이자 목

표로서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들에 비추어 볼 때, 역량중심 교육은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과정

중심 접근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적 사조이자 목적으로서 논의될 수 있다. 말하

자면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과정 중심 접근은 역량중심 교육을 통해 보다 그

의미가 풍성해지고 실천적인 맥락에서 실현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부

터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이와 같은 연구자의 주장을 뒷받침해 보도

록 하겠다.

첫 번째로, 역량중심 교육에서는 지식에 대한 활용 능력과 이를 기반으로 하

는 사고 능력의 발달을 강조하는 바,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과정 중심 접근과

교육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래 역량이라는 개념이 교육적 맥락

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데는 지식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능력이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었던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역량은 문제

를 해결하는 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과 같이 한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서 길러져야 할 능력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논의된다(소경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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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능력들은 모두 사고 능력의 일부분이거나 이와 관계되는 능력들

인 바, 역량중심 교육은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과정 중심 접근에서 추구하는 주

요한 교육 목적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역량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는 역량중심 교육에 대한 인문주의적 접근

과 맞닿아 있다. 기본적으로 역량중심 교육은 그것이 토대를 두는 사회의 실제

적인 역할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행동주의적 접근과 인문주의적 접근이라는

두 가지 양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소경희, 2009). 이때 역량을 과도하게 행동주

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이것이 매우 구체적인 기술이나 기능만을 포함

하는 것으로서 해석될 위험이 있다. 실제로 역량에 대해 발생하는 많은 오해들

은 역량에 대한 행동주의적인 접근에서 기인하는 바,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만

역량을 이해하게 되면 자칫 역량에 대한 좁고 편협한 이해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역량을 인문주의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하게 될 때, 역량은 다양한 요소와

능력들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과정 중심 접근을 통해 발현될 수 있는 역량의 의미에 더욱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역량중심 교육에서는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자율성을

확장시키는 바, 이는 교수-학습의 과정상에서 교육 목표, 교육 내용, 평가와 같

은 설계의 요소들이 내부적으로 생성된다고 보는 설계에 대한 과정 중심 접근

을 구현할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설계의 접근에서는 국가교

육과정을 통해 세부적인 지식 체계를 규정해왔고, 이로 인해 단위학교와 교사로

대표되는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교육 실천의 장에는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자율

권이 상당부분 제한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국가교육과정을 통해 교육 내용의

대부분을 규정해놓는 이러한 접근은 교육을 통해 전달되어야 할 객관적이고 가

치 있는 모종의 지식 체계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가정한다. 그러나 교육의 목적

이자 방향성으로서 역량을 설정하고 이러한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

한다고 할 때, 이는 지식으로 대표되는 교육 내용에 대해 강조하기보다는 학습

자의 사고 능력에 대한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에서는 국

가교육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 체계를 정해주기보다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만들고 변형할 수 있게끔 한다. 즉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조직에 대



- 77 -

한 자율권을 단위학교와 교사, 궁극적으로는 교실공동체에 넘겨줌으로써 교육

실천적인 맥락과 상황에 맞추어 보다 유동적으로 교육 내용이 설정될 수 있게

끔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역량중심 교육에서의 접근은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과정 중심 접근과 상당 부분 그 맥을 함께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 설

계에 대한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 학습자의 삶과 경험에

기반을 두어 생성될 수 있다고 보는 바, 교수-학습 과정상에서 교실 공동체에

의해 내부적으로 선정되고 조직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따르면, 역량중심 교육은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과정

중심 접근을 취할 때 교육이 실현되어야 할 방향이자 목적으로서 여겨질 수 있

다.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학습자의 사고 능력을 성장시킨다는 거시적인 교육

목적 아래, 구체적인 교육과정의 설계는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생성되고 변형

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역량중

심 교육은 설계에 대한 과정 중심 접근이 구현될 수 있는 교육적 토대이자 방

향성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지금까지 전개해 온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가 갖는 의

의와 한계에 대해 간략히 논하자고 한다. 먼저 이 연구는 포스트모던적 성격을

나타내는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이를 위한 대안적인 교육과정

설계에의 접근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대안적인 교육과정 설계

방안을 탐색해 온 많은 연구들은 기존의 설계 모형이 갖는 한계점에서 출발하

여 이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과 보완의 수준에 머물러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변화된 사회적·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설계를 위해 기존과는 다

른 지식관을 토대로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에 분야에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심적인 접근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의 모습

을 탐색하였다는 점도 이 연구가 갖는 의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 이 연구는 몇 가지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이

연구는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에 대해 이론적인 탐색을 시도한

바,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설계 모형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나타낸

다. 교육과정 설계는 현실적인 토대 위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는



- 78 -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형이나 모델

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

라의 경우 국가교육과정을 토대로 하여 교육과정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연구는 국가교육과정 설계가 과정 중심 접근으로 이

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물론 국가교

육과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지만 그에 대한 구

체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다. 이에 대

해, 연구자는 이 연구가 지니는 몇 가지의 한계점이 앞으로의 활발한 연구에 의

해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교육과정을 과정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하

는 새로운 흐름이 지니는 의미와 가치를 고려할 때, 앞으로 이루어질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정 중심 접근에 대한 연구들이 교육과정 분야에 보다 풍성한 논

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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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lternative curriculum design in 

the light of the postmodern social background which features unpredictable 

change.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focused on the approach which 

construes curriculum not as product but as process and tried to explore the 

process-based approach for curriculum design. At this point, the 

process-based way of thinking, which was discussed by Whitehead, Dewey, 

and Doll, can shed light on process-based approach for curriculum design. 

The process-based way of thinking presupposes continual and monistic view 

about the world and reality.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the process-based 

approach as an alternative approach for curriculum design based on the 

process-based way of thinking through the work of Whitehead, Dewey, and 

Doll. To this end, the research questions were constructed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basic perspectives of the process-based approach for 

curriculum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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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what are the main features of process-based approach for 

curriculum desig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order to gain 

findings from the first research ques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three main 

points of education: the purpose, the contents, and the subjects. First, the 

process-based approach understands that the purpose of education is 

temporary and modifiable, thereby could be changed by the context of the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In addition, the purpose of education is putting 

knowledge to practical use and developing thinking ability at the macroscopic 

and general view. Second, the process-based approach argues that the 

contents of education can be constructed and generated according to the 

context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subjects of education. In other words, the 

content of education can have practical and useful meaning in the context of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Third, in the process-based approach, the 

subjects of education are deemed as active agents. The learner has an active 

role engaging in the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with having the intellectual 

curiosity, not as a passive object. Also, the teacher takes the role of an 

active promoter and facilitator of intellectual curiosity and a creator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not a passive object who conveys his/her own 

knowledge.

Next, this study delineated the features of process-based approach for 

curriculum design by focusing on the three main points of it: the focus, the 

purpose, and the object. Especially, the researcher compared the 

process-based approach of curriculum design with the dominant Tylerian 

model of curriculum design. In result, first of all, the process-based approach 

put more focus on the process, not on the goal. This implies that the focus 

of the curriculum design is on the process in pursuit of the goal rather than 

subdividing the goal into a series of sub-goals. With this change of the focus, 

the curriculum design can include the subjects of education who engag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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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directly. The goal can be made by the 

subjects of education in the inside of the process. Second, the process-based 

approach considers the purpose of the design as transformation, not as 

completion. Namely, it is the continual change and transformation that the 

process-based curriculum design pursues―not the production of the final 

products. Therefore, the curriculum founded on the process-based approach 

shows provisional and context-dependent features, not fixed and absolute 

ones. Third, the process-based approach emphasizes the context, not the 

knowledge, as the object of the design. This entails that the curriculum design 

is not synonymous with choosing and organizing knowledge, but choosing and 

arranging the environment and the context in which knowledge can be 

created. This can be possible through active and lively discussion in the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In the concluding part, the researcher discussed the directions of education 

to actualize the process-based approach of curriculum desig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researcher presented the possible future trend and 

context of education which could be gained from adoption of process-based 

approach to curriculum design. In result, the research made a conclusion that 

the competence-based education could be sought as the suitable one in order 

to actualize the process-based approach of curriculum design. There are two 

reasons to support this argument. First, the competence-based education 

shares the purpose of education with the process-based approach because it 

stresses the ability to utilize knowledge and thinking ability. Second, the 

competence-based education, in common with the process-based approach, 

gives greater autonomy in the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when it comes 

to selecting the goal and the contents of education.  

Meanwhile, this study has some significancies and limitations as well. First, 

it suggests a new approach to the curriculum design in the light of  

postmodern backgrounds based on the different view of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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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it explores the process-based approach for curriculum design with 

reference to the recent stream of the field of curriculum. Nevertheless, this 

study may frustrate desire for setting a specific model of curriculum design, 

because it was a theoretical approach towards the process-based curriculum 

design. Also, since this study discussed the curriculum design microscopically, 

it was not expansive enough to deal with the curriculum design at the 

national level specifically. Thus, further studies need to be done to uncover 

the specific aspects of realization of the process-based approach and to 

discuss all the matters of it. 

* Key words: curriculum design, process-based approach, 

             postmodern curriculum

* Student number: 2012-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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