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학 사학 논문

과정 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사   개념  중심 로

2016년 2월

울대학  대학원

학과 학전공

류    휘





과정 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사   개념  중심 로

지도 수  경 희

 논문  학 사학 논문 로 제출함

2015년 12월 

울대학  대학원

학과 학전공

류    휘

류 휘  사학 논문  준함

2016년 1월 

  원   ( )

부  원  ( )

       원 ( )





- i -

국 문 록

우리나라 교육과정 정책의 지속 인 흐름 하나는 교육과정을 자율화하고

자 하는 것이다.즉,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통해 교육과정 자

율권을 앙정부에게서 단 학교와 교사에게로 이양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일련의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따라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해 자율 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 여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교사들이 교육과정에 해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지에 해

서는 지속 으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한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장에서

그리 환 받고 있지 못하다는 도 많은 연구를 통해 지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둘러싼 문제가 정책에 가정된 교사의

자율성 개념과 련되어 있다고 본다.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서 교사에게 상당

히 많은 자율성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정작 정책에서 가정된 교사 자

율성 에는 교사들의 능동성을 충분히 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그러나 교

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성패는 결국 장에서 교육과정을 편성․운 하는 교사

에게 달려있는바,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교사들에게 합한 자율성 개념을 담

고 있지 못하다면 그 효과를 기 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사 자율성 개념을 심으로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비

으로 고찰함으로써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문제를 심층 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이러한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서 교사에게 허용하는 자율성은 무엇인가?

둘째,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가정된 교사의 자율성 개념에는 어떤 문제 이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하여,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담고 있는 표 인 정책 문서인 국가교육과정 문서를 검토하 다.검토

한 문서의 범 는 일반 으로 교육과정 자율화가 시작되었다고 여겨지는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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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부터 제7차 교육과정,2007개정 교육과정,2009개정 교육과정까지로,

교육과정 편제 시수,교육 내용,교육 평가의 세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편제 시수 측면에서 교사에게 허용되는 자율성은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거듭하며 증가되었다.교육과정 자율화가 처음 시도된 제6차 교육과정 시

기에는 자율성이 고등학교 일부 선택과목 등학교의 학교재량 시간에 해

서만 허용되었던 반면,제7차 교육과정에는 고등학교에 으로 선택 심교육

과정이 도입되고 재량시간이 학교 으로 확 됨에 따라 교사에게 허용되는

자율성이 늘어났다.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에 선택 심교육과정이

더욱 강화되고 집 이수제가 도입됨으로써 교사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이 허용되

었으며,2009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러서는 교과군 학년군 체제의 도입,교과

(군)별 20% 시수 증감 가능,고등학교에 학교자율과정 도입, 학교 으로 교

과 집 이수제 확 ,창의 체험학습 도입 등으로 편제나 시수 배정에 한 자

율성이 제도 으로는 거의 완 히 허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더 많은 자

율성을 허용하는 것이 반드시 더 많은 자율성의 발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교육 내용 구성 측면에서는 교과 외 역의 경우 거의 완 히 자율성이 보장

되었지만,교과 역의 경우 매우 제한 으로 자율성이 허용되었다.제6차 교육

과정 이래 지속 으로 교과 내용의 ‘순서,비 ,방법’에 해서만 교사가 자율성

을 발휘할 수 있음이 명시되고 있기 때문이다.즉,교사가 제시된 내용을 삭제

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이는 시수 증감이 자유

로워진 2009개정 교육과정 시기에도 마찬가지여서,교사의 자율성이 융통성과

충실성 간의 긴장 계 속에 치해 있음을 보여 다.

교육 평가의 경우,국가에서 교과 별 교육 내용과 함께 성취 기 과 평가 기

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취 수 을 결정하는 것에 한정된다.그럼에도 불

구하고,학교 상황에 맞게 성취 수 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허용되는바,실

질 으로 평가에서도 교사들은 충분히 자율성을 허용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제7차 교육과정 이래 ‘교육과정 질 리’가 강조됨에 따라 국가나 시․도

수 에서 주기 으로 학생의 성취도,학교,교육과정 편성․운 에 한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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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더군다나 이러한 평가는 행정 ,재정

유인가와 함께 제공되거나 학교장의 책무성 평가에 반 된다는 에서 제도

으로는 자율성을 허용하지만,실질 으로는 교사들이 외부로부터 부과된 규정과

규율을 따르게끔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교사에게 허용되는 자율성에 한 탐색을 바탕으로,다음으로는 교육과정 자

율화 정책에 가정된 자율성 개념이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 비 으로 고

찰해보았다.먼 ,우리나라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가정된 교사 자율성 개념

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서 교사 자율성은 국가에 의해 교사에게 부여될

수 있으며,통제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은 교사 자율성

을 허용하기 한 제도를 모든 교사가 따라야 할 것으로 강제하거나,구체 이

고 상세한 지침을 처방하는 경향을 보 다.교사 자율성을 평가하는 방식 한

강제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둘째,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은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한다면 주어지는 것들을

변형하고 재구조화할 것이라 간주한다.이는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통해 ‘변

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도가 반 된 것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교사

자율성에 한 이러한 제한된 이해는 교사들의 능동성을 간과하게 한다.

셋째,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상정된 교사 자율성 개념에는 교육과정을 편

성․운 함에 따라 교사가 필연 으로 경험하는 단의 복잡성이 배제되어 있

다.교사의 단은 환경 맥락뿐만 아니라 교사 개인의 맥락과도 긴 히 연결

되어 있는바,복잡한 양상을 띤다.그러나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은 복잡성을 배

제하고 교사의 문제를 일원화하거나 일방 으로 안을 제안하는 등 교사 단

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가정된 이러한 특성들은 앞서 탐색한 교사 자율성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

은 이를 발 으로 재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교사의 자율성은 외부로부터 부여되기보다 오히려 맥락 속에서 성취된

다.이 때 맥락은 재 학교의 상황뿐만 아니라,교사의 과거 경험,미래에의 바

람, 재의 문화 구조 ,물질 차원을 모두 일컫는다.따라서 교사에게 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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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더 많은 자율권을 주는 것보다는 교사가 필요로 하는 맥락에 맞는 자율권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한 자율화 정책은 학교 맥락에 심을 기울이

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은 국가가 의도한바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이기보다는 교사의 교육 목 에 터해 교육과정을 운 하는 것이다.교육과

정 자율화 정책에서 교사 자율성의 거에는 학교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국가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변형과 재구조화를 강조하는 교육과정 재구성 논

의가 표 인 이다.그러나 교육에 한 교사의 은 다양하며,재구성의

정도도 다양할 수 있다.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은 제도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육 의도를 지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도록 노

력을 기울여야 하며,교사의 비 반성과 학습을 지원해야한다.

셋째,교사 자율성은 교사의 단 과정에서 복잡성을 배제하기보다는 이를

극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종래 교사 자율성은 주로 ‘결과’만을 통해 단되

어 왔다.그러나 교사의 자율성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해서는 구체 인 맥락

속에서 단이 어떻게 내려졌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에 따라,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한 평가 한 교사가 스스로 정한 내 기 을 존 할 필요가

있으며,자율권 활용에 한 평가도 생태학 환경과 련하여 얼마나 자율권이

활용되는지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국가가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검토하 다

는 에 그 의의가 있다. 한 교육과정 분야에서 기존에 필요성이 자주 언 되

었지만,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교사 자율성 개념에 한 이해를 증진

시켰다는 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

반면,교사 자율성 개념을 비 으로 이해하기 한 분석 상이 국가의 정책

문서,주로 국가교육과정이라는 에서 제한이 있다. 한 연구 목 상 교사

주체성에 한 논의를 간단히 소개하고 참조하는 수 으로 다루고 있는바,향후

교사 주체성에 한 면 한 이론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상된다.

*주제어:교육과정 자율화 정책,교사 자율성,교사 주체성

*학번:2011-2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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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목

세계 각국에서 교육 개 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특히,국가교육과정을 견지

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최근 국가가 제시하는 지침과 규정을 최소화하는 신,

교사의 교육과정 결정 권한을 확 하는 흐름이 공통 으로 나타나고 있다(소경

희,2011;김선 ,소경희,2014;Priestley& Biesta,2013).가령 스코틀랜드의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사를 ‘변화의 주체(agentsofchange)’로 간주하고 있으

며(Priestley& Biesta,2013), 국의 경우 국가교육과정의 과도한 처방이 문제

가 되어왔다는 을 들어 국가교육과정은 핵심 인 지식만을 엄선하고,이를 실

제로 가르치는 교수법은 교사의 결정에 맡기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

다(소경희,2015).

이와 같은 흐름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사하다.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국가

가 앙집권 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 해 온 바,교사들이 교육과정에

해 자율 으로 단 내릴 여지가 많지 않았다.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이 교육과

정 분권화를 선언한 이래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지속 으로 교육과정 자율

화가 이루어져 왔다.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기치 하에

‘교육과정 자율화’가 교육과정 편제에 본격 반 되었으며,2009년 6월 11일 발표

된 『학교단 책임경 을 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을 바탕으로 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러서는 단 학교의 자율권이 제도 으로 폭 확 되었

다.일련의 자율화 정책에 따라 교사들은 교육과정 편성·운 에서 ‘자율성’을 발

휘할 것으로 기 되었다(조덕주,2002;신경희,2009,2012).교육과정 자율화 정

책이 허용한 자율성을 기반으로 교사들이 자율 이고 극 으로 교육과정 운

에 참여할 것이라 생각된 것이다.

그러나 제도 여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교사들의 교육과정 편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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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미 있는 정도로 변화했는가에 해서는 지속 으로 의문이 제기 되어

왔다.많은 교사들은 여 히 교과서를 최소한으로 재구성하거나 거의 재구성하

지 않을뿐더러,주어진 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경우에도 개 순서를

다소 변경하거나 내용을 추가·생략하는 것과 같이 소극 인 수 에 그치는 사례

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다(성경희 외,2004;김평국,2004,2005).뿐만 아니라 국

가로부터 주어진 자율권에 한 장의 반응 한 그리 정 이지 않은 것처

럼 보인다.자율권이 지나치게 많은 지침과 함께 주어지는바,많은 경우 교사들

은 자율권을 교육과정에 한 자율 인 의사결정을 도와주기보다는 처리해야할

다른 업무로 여겼다(정 근 외,2010;홍원표,2011).

오랫동안 획일 인 교육과정이 문제시 되어왔으며 자율성이 ‘마땅히 추구되어

야 할 당 권리(나병 ,1993)’임에도 불구하고,교사들이 자율권을 활용하여

극 으로 자신만의 교육과정 운 에 참여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먼 ,

많은 연구들은 자율화 정책의 방법 인 측면에 문제가 있음을 지 한다.즉,

재 자율화 정책이 주체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 것이기 보다 국가에서 일방 으

로 제공하고 요구한 ‘타율 ’이고 ‘강제 ’인 자율화 정책이라는 것이다(김재춘,

2011;정 근·이근호,2011). 재 자율화 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의 문제

를 지 하는 연구들도 있다(홍후조,2009;이승미,2009).이들은 정책이 담고 있

는 지침의 내용 등의 문제로 인해 자율권이 실질 으로 장의 자율성을 증진

시키기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컨 ,교사들이 재량껏 교육 활동을 계획하고

운 할 수 있는 재량활동을 새로운 역으로 신설하 지만,하 역들이 소상

히 규정됨됨에 따라 교사가 교육과정을 운 함에 있어 발휘할 수 있는 자율성

은 매우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한편 실제 인 요인도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

에 장애물로 지목되고 있다(홍원표,2011;정 근 외,2010;이미숙 외,2011;한

혜정·민용성·백경선,2011).교육과정 자율화 이념이나 이를 지원하는 제도는 바

람직 하지만,평가 체제나 교원 수 문제,교사 간 시수 배분과 같은 실질 인

문제에 부딪 그 취지가 제 로 발휘되기 어렵다는 것이다.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재의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은 정책 내

외 한계로 인해 교사의 자율성을 진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면 교육과정 운 에 있어 교사의 자율성을 제도 으로 보장하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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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책은 무의미한 것인가?즉,개인의 자율성은 제도 상황과는 무 하게

발휘되거나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는 결

론에 이르게 되는가?연구자는 이에 해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불완 함에

도 불구하고,국가는 교사가 자율 인 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속 인 지

원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생각한다.제도가 개인의 선택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분명히 개인의 선택이나 결정에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신,이제는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상 인 수 에서

지 하고 안을 마련하는 것에서 나아가,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근본 인 가

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상정된 교사 자율성

개념은 조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정책에서 교사 자율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는지에 따라 교사들이 발휘할 수 있는 자율성은 달라지며 자율화 양상

한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율은 일상 으로 추구해야할 가치로 여겨지는바,교사의 자율성은

당연히 바람직한 가치로 간주되었으며, 개는 별다른 질문 없이 교육과정 자율

화 정책이 부여하는 교사 자율성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그런데 교사 자

율성은 객 인 ‘사실’이라 할 수 없다.오히려 교사 자율성은 모종의 상을

추상화한 하나의 ‘개념’인 바,교사 자율성이라는 개념 안에는 여러 의미가 혼재

되어 있고,실제로 다양한 맥락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일례로,

WermkeandHöstfält(2014)는 교사 자율성이 국가나 시 에 따라 제도 인 자

율성(institutionalautonomy)일 수도 있고, 에의 서비스를 한 자율성

(serviceautonomy)일 수도 있으며,제한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확장된 형

태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분석한 바 있다. 한 Lawson(2003)은 교사 자율

성이 교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교사들을 오히려 통제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이처럼 교사의 자율성은 다양한 가능성을 내

포하고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 다면 우리나라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는 교사 자율성에 해 어떤 가정

이 상정되어 있는가?즉,우리나라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은 교사의 자율성 개념

을 어떤 성격의 것으로 보고 이를 정책상에서 다루고 있는가?이러한 질문에

한 답은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교사 자율성을 허용하고 진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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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정책 내용을 통해 탐색될 수 있을 것이다.가령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교사에게 자율성을 허용하는 방식을 통해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서 자율성이

국가에 의해 부여가능 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지 는 교사 개인이 성취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지 등의 가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자율성을

평가하는 방식을 통해 자율성이 국가의 의도 로 작동 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

주되는지 는 보다 교사의 의도에 을 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만약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교사의 자율성의 개념을 지나치

게 소극 이거나 제한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면,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추진한다하여도 교육과정 실천을 변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라 상할 수 있다.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한 교사들의 반응도 정

이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는 많은 노력을 기울 음에도 불구하고 자율화 정책에 한 장의

불만이 지속 으로 제기되는 이유가 정책에서 가정하고 있는 교사 자율성 개념

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 다.이러한 문제 가능성을

고찰하고자,본 연구는 교사 자율성 개념을 심으로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비 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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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 은 재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교사의 자율성 개념을 심

으로 비 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이 연구에서

는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서 교사에게 허용하는 자율성은 무엇인가?

둘째,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가정된 교사의 자율성 개념에는 어떤 문

제 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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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교육과정 자율화 정책과 교사 자율성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한 본격 인 탐색에 앞서,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한,일반 으로 교육과정을 자율화한다고 할 때,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선행연구들을 탐색함으로써,우리나라 교육과정 자율

화 정책에서 교사 자율성 개념을 비 으로 고찰하기 한 이론 기반을 마

련하고자 한다.

1.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흐름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은 ‘교육과정 자율화’를 정부차원에서 행정력을 동원하

여 추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본 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

이 왜 등장했으며,어떻게 개되어 왔는지 그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통 으로 우리나라는 앙집권형 교육과정 체제를 유지해 왔다.이러한

앙집권형 교육과정 체제는 표 인 지식을 효율 으로 달하는 체제를 구축

함으로써,폭발 으로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발맞추어,교육을 양 으로 팽창시

켰다.

앙집권형 교육과정 체제가 교육의 양 팽창을 통해 교육의 화,보편화

에 크게 기여하 음에도 불구하고,질 인 측면에서는 그 한계가 지 되어 왔

다.가령 지식사회로의 환에 따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창안할 수 있

는 창의성이 요구되었지만,획일 이고 일방 인 교육과정 체제 하에서는 창의

인 사고를 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 앙집권형 교육과정 체제로는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이러한 시

·사회 맥락은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추진되는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



7

다.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은 주로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시행

되었으며,자율화 정책이 본격 으로 등장한 것은 제6차 교육과정 시기라 볼 수

있다(함수곤,2000;박채형,2003;민용성,2008;박순경,2008;김선 ,2011).물

론 그 이 에도 국가로부터 교육과정의 결정권한이 일부 이양되는 경우가 있었

다. 컨 ,5차 교육과정의 지역화 교과서의 경우 자기 고장과 살고 있는 시·도

에 한 학습은 각 지역의 특징을 담을 필요가 있는바,시·도 교육청이 직 교

과서를 개발하고 단 학교에 보 하 다.그러나 교과서를 집필하는 주체가 지

역교육청이나 교육연구원의 장학사,연구사,지역의 일부 교사라는 에서 이러

한 사례로는 단 학교에 교육과정 운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홍

성윤,김유미,1997).따라서 실질 인 자율화 정책은 ‘지방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의 환을 최 로 선언한 제6차 교육과정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6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자율화가 태동한 시기로,국가의 교육과정에 한

결정 권한 일부를 시·도 교육청과 단 학교에 임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

자율화가 정책 으로 실시되었다. 표 으로 등학교 과목인 ‘우리들은 1학년’

과 고등학교 선택과목을 로 들 수 있다.기존에 국가가 편성하고 내용을 구성

하던 등학교 ‘우리들은 1학년’교육과정의 편성·운 권이 시·도 교육청으로

임됨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지역별 생활이나 경험,능력 수 ,지역 특성,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편찬할 수 있게 되었다.고등학교 보통 교

과의 경우,공통 필수 과목은 교육부에서,과정 필수 과목은 시·도 교육청에서,

과정 선택 과목은 단 고등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과목 선택 결정권한을

임하여 역할 분담 체계를 확립하 다.1)이처럼 최 의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

은 국가가 시·도교육청과 단 학교에 교육과정 결정 권한을 분배하는 ‘분권화’

의 성격을 띠었다.

1) 6차 과  편 에  과는 보통 과   과  나누어진다. 보통 과는 리, 

어, 한 , 수학, 사  등 주  계 고등학 에  다루어지는 과 , 과는 

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등 계 고등학 에  다루어지는 과 다. 보통 과는 고등

학  모든 학생  수하는 공통 필수 과목과 각 과 ( •사  과 , 연과 , 직업 과

)에 알맞게 수하는 과 별 필수 과목 및 택과목  나누어진다. 과 별 택과목  

‘ 양 택’ 과 역에 배 어  철학, 리학, 심리학, 학, 생 경 , , 

경과학 등  과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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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통해 임된 교육과정 결정권한이 상당부

분 시·도 수 에 머무름으로써(황규호,1995;박순경,2008)상 으로 교사의

교육과정 결정 권한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실제로,학교교육

과정에 한 강조에도 불구하고,교사들의 교육과정 운 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란주,1993;정경인,1996;홍성윤,김유미,1999).

이처럼 제6차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이

유는 교육과정 결정 권한의 문제도 있지만,보다 근본 으로는 교사들의 충분한

공감을 얻거나 실천맥락을 고려하지 못하 다는 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당시

교육과정 자율화 실태를 탐색한 연구들은 ‘학교교육과정 운 을 수행할 능력을

교사들이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든지 ‘교사들의 의지가 부족하다’,‘필요성

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실행가능성에 의문을 제기 한다’는 등 공통 으로 교사와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 간의 괴리를 지 하고 있다.기실,당시 앙집권형 교육

과정 운 과 사고가 몸에 배어있는 다수의 교사들에게 교육과정에 한 자율성

은 추상 이고 이상 인 가치이며,그 필요성이 제 로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교육과정을 운 하는 것은 더욱 생소하고 요원한 일

이었을 것이다.이를 통해 볼 때,우리나라 최 로 제6차 교육과정을 통해 실시

된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은 역설 으로 교사가 느끼고 바라는 자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1995년 5월 31일 교육개 원회에서는 ‘신교육 체제 수립’의 슬로건을

앞세워,『정보화,세계화 시 를 주도하는 신교육 체제 수립을 한 교육 개

방안』을 발표하 다.1990년 는 많은 앙집권형 교육과정 체제를 견지하는

국가들이 20세기를 마무리 하고 새로운 시 를 비하기 해 학교교육 체제를

정비하고 개 하던 시기 다(김선 ,2011).우리나라 한 당시 과학·기술과 학

문의 격한 발 ,경제 산업·취업 구조의 변화, 속한 사회 변동,교육 수요자

의 요구와 필요의 변화,교육여건 환경의 변화 등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내

외 인 체제 환경의 폭 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더군다나 곧 다가올

21세기가 사회의 환기가 될 것이라는 망은 새로운 인재에 한 요구를 불

러일으켰다.이처럼 격한 시 ·사회 변화 속에서 교육 개 방안은 발표되

었다.소 5․31교육 개 안으로 불리는 이 개 방안은 학교운 원회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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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교의 자율 인 운 ,학교 선택제,수 별 교육과정,학교 평가제 실시 등

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특히 수요자 심교육을 강조하 다.

발표된 개 안은 곧 제7차 교육과정 개정으로 이어졌다.7차 교육과정은 교육

의 수요자를 고려한,‘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표방하 다.그동안 교육과정이 형

식 ·선언 기능 수 에 그친 것은,교육부가 편찬하거나 검정해서 공 한 교

과서를 심으로 학교교육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되었다(교육부,

1997b:114).이러한 교과서는 구체 인 학습자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바,국

가가 막 한 인력과 시간,경비를 투입하 음에도 불구하고,실 되는 교육과정

과는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이에 한 해결방안은 교육과

정 결정의 주체인 교사에게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교육 과정 심 학

교 교육’으로 학교교육을 환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학교교육이 안고 있

는 획일 교육 내용,학생 개개인에 한 고려 부재,창의 인재 양성의 어려

움 등의 문제는 개별학교가 심이 되어 교육과정을 운 함으로써 해결 가능하

다고 여긴 것이다.자율성은 마치 한국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특효약

(panacea)으로 간주되었다(Kim,2014:1).

제6차 교육과정과는 달리,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행정 인 측면에서 분권화보

다는 교육 수요자에 한 고려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단 학

교의 자율권이 강조되었다(김수진,2012).이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과정 체제가 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

정과 고등학교 2,3학년 시기에 해당하는 선택 심교육과정으로 이원화 되었으

며,선택 심교육과정은 학생의 성과 진로,요구를 고려하여 단 학교에서

특색 있게 편성하도록 하 다. ,교과 외 활동으로 재량시간을 확 하고 특별

활동의 역별 시간 배당을 제거함으로써,창의성을 발휘하여 학교가 교육과정

을 운 할 수 있는 여지를 확 하 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여 히 교사들이 충분히 자율성을 발휘하

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주어진 교과서’가 아닌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에

한 강조로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한 인식 정도는 비교 높아졌으나,인식에

비해 여 히 교사들의 행동은 매우 소극 인 것으로 나타났다(손충기,2009).특

히,교육과정을 편성·운 하기 한 문성 개발의 여지가 충분치 않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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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되었다.단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 할 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

서 수요자에 맞게 직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이를 수업으로 녹여낸다는 것은

‘ 다른 업무’로 여겨지곤 했다.특히,교육과정을 만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

지,가령 개발의 범 가 어디까지인지에 한 자세한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국

가교육과정을 통해 자율성을 발휘해야하는 상황은 교사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 다.자율성을 발휘하라는 요구에 비해 보다 이를 한 실질 인 방안들이

다소 부족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용상의 문제 을 보완하

기 해 2007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었다.특히,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편

성·운 의 자율권을 실질 으로 확 하는 방안들을 도입하 다. 컨 ,교과 집

이수제 도입으로 단 학교의 필요에 따라 한 학기 는 두 학기에 교과를 집

하여 편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선택 심교육과정 한 일원화 체제로 정비

됨으로써 과목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며,분리되어 있던 재량활동 역을 통합하

고 특별활동 결정권을 학교로 넘겨 단 학교가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운 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 다.그러나 2007개정 교육과정은 미처 장에 뿌리내리

기도 에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갈음되었다.이는 정권 교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김재춘,2011:63).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학교교육의 다양화,자율화를 표

방했으며,2008년과 2009년 교육과정 자율화를 포함하는 일련의 학교 자율화 조

치를 발표하 다.먼 ,2008년 4월에는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이 발표되어,3

단계로 추진되었다.1단계에서는 그 동안 학교를 규제해왔던 29개 지침을 폐지

하 고,2단계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 의 권한 하에 있던 유아 · 등교

육 13개의 업무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하 으며,마지막 3단계에서는 폐

지할 경우 공교육에 미치는 향이 크거나 장에서 받아들일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지침에 한 단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 다(교육과학기술부,2008).

각종 지침을 폐지하고,권한을 이양하는 일련의 조치는 단 학교의 자율성을

확 함으로써,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

육을 제공하고자 하 다.

한 2009년 6월 11일에는 교육과정 자율화,교원인사의 자율화,자율학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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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장 지원 체제 구축을 골자로 하는 『학교단 책임경 을 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이 발표되었다.특히,교육과정 자율화를 해서는 교과(군)

별 연간 수업 시수 20% 증감 운 허용,교과군 학년군 체제의 도입,교과

집 이수제 확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통합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방안들은 소 ‘미래형 교육과정’이라 불리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

반 되었다.2009개정교육과정은 2007개정 교육과정의 자율화 조치가 제7차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는 제 로 구 되기 어렵다고 보고,교육과정 자율화가 가

능한 새로운 교육과정 체제의 틀을 고안하고자 하 다.이를 해 먼 교육과

정 체제 재편을 통해 고등학교 과정이 면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환되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3년 기간 체에 걸쳐 교과의 이수시기가 자율화되었다.교

과군과 학년군이 도입되어 기존의 학년과 교과를 기 으로 구분되던 교육과정

편제의 경계가 간소화되었으며,선택과목의 편성·운 에 자율성이 늘어났다. ,

교과(군)별 수업시수의 20% 증감이 허용되었고,특히 고등학교에는 ‘학교 자율

과정’이 도입되어,교과 이수 단 180단 64단 는 국가 차원의 구체 지

침이나 규제 없이 단 학교가 자율 으로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그

밖에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이 창의 체험활동으로 통합되어 활동 내용이 단

학교에 일임되었으며,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에 도입되었던 집 이수

제도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확 ·보완되었다.

이처럼 2009개정 교육과정은 재 가르치는 교과 내용의 변화나 교과목의 설

폐보다는,단 학교가 자율 으로 교육과정을 운 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

용과정에 융통성을 마련하고,재량권을 임하는 데 이 있었다(허숙,

2012).

2009개정 교육과정은 단 학교가 교육과정 운 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획기 인 조치 지만(조난심,2010;허숙,2012),한편으로 2009개정 교육

과정을 사용하게 될 학교 장에서 정 인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우선

자율화 조치들이 장에 용되면서 내용상의 문제가 지 되었다. 컨 ,집

이수제는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제한함으로서 학습

집 도를 높이고 학습 부담을 이고자 하 다.그러나 과목에 따라 1년에 걸쳐

차분히 배우는 것이 더 효과 인 경우,한 학기에 집 으로 이를 다루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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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학습 효과와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야기되기도 하 다(홍원표,2011:

32).2009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고 개되는 방식도 문제로 지 되었다.2009

개정 교육과정이 획기 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단 학교의 상

황이나 요구에는 계없이 모든 학교에 일 으로 용됨으로써 자율성을 오

히려 ‘타율’으로 ‘강요’하는 모양새를 띠었다.이러한 ‘강요된 자율성’은 단 학

교에서 교육과정 자율화 지침이 잘 용되고 있는지를 정부가 지속 으로 감독

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 ,2007개정 교육과정이 미처 장에서 시행되지

도 않은 상황에서 2009개정 교육과정이 공표됨으로써,학교 장이 혼란에 빠

졌다는 도 간과할 수 없다.매해 교실에서 용되는 교육과정이 바 면서,한

해 사용할 교육과정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용하는 것은 고스란히 교사들의 부

담이고 업무가 되었다.요컨 ,2009개정 교육과정은 제도 인 측면에서 단

학교를 한 교육과정 자율화의 기틀을 마련하 다고 평가되었지만(홍원표,

2011),실질 으로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종합컨 ,제6차 교육과정에서 ‘분권화’를 통해 역할 분담을 하고자 했다면,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자율화’의 이름으로 단 학교가 특성 있는 교육과정을 만

들어갈 것을 강조했다.2007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본격 으로 실질 이고 구체

인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하 으며,2009개정 교육과정은 자율화를 해 단

학교에 많은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교사들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 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정작 자율성

을 발휘해야하는 교사들에게 항상 정 으로 받아들여져 온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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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육과정 자율화와 교사 자율성

본 에서는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분석하고 비 으로 고찰하기 한 기

반으로,교육과정 자율화에서 교사 자율성이 어떻게 여겨지는 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이를 해 먼 1항에서는 교사 자율성의 개념을 탐색할 것이다.즉,

교사 자율성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 으며,일반 으로 교사 자율성은 어떤 의

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만약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사 자율성

의 개념이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한다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충분치 않다면

련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교사 자율성의 의미를 극 으로 해석하고 개념화하

도록 한다.한편,2항에서는 교육과정 자율화 맥락으로 범 를 좁 ,교육과정

자율화에서 교사에게 어떤 자율성이 기 되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이를 해

교육과정 자율화가 무엇인지 맥락 상황을 확인하며,교육과정이 자율화된 상

황에서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보다 구체 으로 교육과정

에서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범 를 선행연구물을 검토해 으로써,

재 우리나라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분석하기 한 토 를 마련할 것이다.

1)교사 자율성의 개념

통 으로 학교는 합리 인 료제 조직으로 여겨져 왔다(박상완,2010:

158).합리 료제 조직으로서 학교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서는 학교에 한

앙집권 통제와 조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교사에게는 더 강한 책무성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여겨져 왔다. 한 권 와 권력을 갖는 외부 기 이 지침을

하달하면,교사는 이를 실천의 장에 합한 방식으로 용하는 역할을 맡게 된

다.가령,학교 변화를 해 외부로부터 변화의 지향 과 세부 내용들이 처방되

면 학교에서는 처방된 내용을 실천 맥락을 고려하여 용하는 역할을 맡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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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이는 형 인 하향식(top-down)개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산과 인 투입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향식 개 은 실패를 거

듭했다(Fullan,2001).실패의 원인은 다름 아니라,계획 단계에서는 미처 고려하

기 어려운 실제의 복잡성에 있었다.변화에 한 외부의 요구는 실천의 맥락과

괴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성공 인 개 이나 학교 변화를 해서는

교사들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학교에 변화가 일어나기

해서는 실천의 맥락을 잘 알고 있는 교사가 능동 으로 아래로부터의

(grass-root)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교사들은 자신의 일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이는 교사들이 더 이상 외부로부터 처방된 정책을 수

동 으로 실행하는 역할이 아니라,스스로의 필요와 문성에 터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되었음을 의미한다.즉,교사들은

자신의 과업2)에 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power)을 갖게 된 것이다

(Webb,2002:47).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교사 자율성을 보는 견해는 다양하다.박상완(2010)은

학교 내에서 교장과 교사 간의 자율성은 상 계에 있다고 보면서,학교교

육에서 어떤 구체 인 항목에 해서 교사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지를 살

펴본다.즉,교사의 자율성을 교사 개인이나 집단이 학교 내의 일상 활동에 직

으로 련되는 쟁 에 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로 간주한

다고 볼 수 있다.황재웅(2010)은 교사 자율성의 수 과 바람직한 수 에 차

이를 분석하면서,교사 자율성을 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자기 이성에 바탕을

둔 독자 인 결정에 의해,자기 의지 로 행동하고 활동하는 것으로 본다.이러

한 교사의 자율성은 학교경 ,교육과정운 ,장학 연수,인사 복무,학교

사무 측면으로 구성된다고 본다.장은미(1991)의 경우, 문직으로서 교직에 종

사하는 교사는 교사가 학사운 과정,교육과정운 ,교원인사,지역사회 계,시

2) 사  과업  크게  차원  과업과 직  차원  과업  나누어진다고 볼 수 

다(Friedman, 1999).  차원  과  개발과 학생  가 는 수 동, 평가  

포함하 , 직   산 계 , 원 능  개발 등 학  경  수  사 결  참여

 가리킨다. 본 연 에 는  차원과 하여 주  사   하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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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용과 같은 과업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장은미는 교

사 자율성에 해 엄 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선행연구 개 을 통해 교사

가 교육활동에서 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에 주목하고 있는 것처

럼 보인다.조덕주(2002)는 학교교육과정 개발과 련하여,교사의 교육과정 결

정 권한을 교사의 자율성으로 본다.이 때 자율성은 교사의 문성과 긴 히

련된 개념으로,교사가 인식하는 문성의 범 가 넓고 깊을수록 그의 자율성의

범 도 넓고 깊어진다고 본다.즉,교사가 문성에 따라 자율성은 발휘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바,교육과정에 한 결정 권한 자체가 자율성은 아니며,

문성과의 계 속에서만 자율성은 이해가능하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이들이 교사 자율성에 해 공통 으로 지 하고

있는 은 교사 자율성이 교사가 자신의 과업에 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의 여부 는 정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즉,교‘사가 자율성이 있다’, 는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한다’고 할 때에는 교사가 교사로서 자신의 과업에 해

스스로 단하고 결정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이를 충분히 활용함을 의미

한다.따라서 교사의 자율성은 교사의 권한,소 ‘자율권’이라 불리는 권한과 떨

어질 수 없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사 자율성은 ‘자율권’과는 주체 측면에서 구분된다.자율성을 발휘하

고 경험하는 주체가 ‘교사’라면,자율권을 교사에게 부여하는 주체는 바로 기존

에 권한을 소유하고 있던 ‘국가’라 볼 수 있다.교사는 국가가 부여한 ‘자율권’을

활용하여 ‘자율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주체 측면에서 자율권과 자율성의 구분에 따라 필연 으로 자율권과 자율성

사이에는 괴리가 생긴다.교사들이 항상 권한을 부여하는 측이 의도하는 방식

로 행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Wermke& Höstfält,2014:63).가령,교사들은

자율권이 주어져도 자율권을 활용하여 자율성을 발휘하지 않을 수 있다.이러한

경우 교사들은 자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에 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가령,자율권이 부여된바 자율성이 있지만 단순히 교사들이 자율성을 발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이는 타율에 익숙한 교사들의 습 때문일 수도,교사들

의 문성 부족에 기인할 수도 있다.반면,교사들에게 원치 않은 자율권이 주

어진 경우 교사들이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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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에게 주어진 자율성은 ‘강요된 자율성’이라 일컬어진다.실제로 1990년

이후 세계 으로 강조되어 온 학교 심의 자율화 정책은 ‘강요된 자율성’이

라는 모순성을 띠는 경우가 많았다(Kennedy,1992;김재춘,2011:51재인용).

한편,교사 자율성을 ‘교사가 자신의 일에 해 스스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할 때,‘스스로 의사결정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한 논의도

필요하다.스스로 의사결정 할 수 있다는 것은 교사들에게는 무엇이든 마음 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뜻인가?그럼 교사에게 자율성이 허용될 때,교

사가 내리는 어떠한 결정도 가능하며 바람직하다는 뜻인가?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해서는 자율의 본래 의미를 탐색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국어사 에 따르면 ‘자율(自律)’은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일. 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제하는 일’로 정의된다(국립국어원,2008).사 의미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은 자율이 ‘남의 지배나 구속이 아닌 스스로’의 원칙에 의한 것이라는 과,그

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내키는 로가 아닌 ‘원칙’에 기반 한 ‘통제나 제’를 요

구하고 있다는 이다.특히,‘자유’가 ‘외부 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

하고 자기 마음 로 할 수 있는 상태’임에 견주어보면 ‘자율’의 의미는 더욱 도

드라진다(국립국어원,2008).자율의 어 단어에 해당하는 autonomy 한 그

어원을 쪼개어 살펴보면 ’자아(self)‘를 의미하는 ’auto-'와 ‘습,법칙’을 의미하

는 ‘-nomos’로 구성되어있다.이를 통해 볼 때 자율이 ‘스스로의 원칙에 따른 행

동’을 강조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사 의미에 비추어볼 때,‘스스로 의사결정 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의사결정 한다는 뜻으로,교사가 자율성이 있다는 것은 곧 ‘스스로의 원칙

에 따라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으로 간주할 수 있다.이러한

교사 자율성 개념은 교사의 스스로의 원칙,즉,교사의 교육 의도를 강조한다

는 에서,권한에 방 을 둔 기존의 교사 자율성 개념보다 더 극 인 해석이

라 볼 수 있다.

한편,교사 자율성에 한 극 인 해석과 련하여 교사 주체성(teacher

agency)논의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교사 주체성은 ‘구조 으로 결정된 한계

내에서 교사가 자신의 직업 삶을 능동 이고 목 으로 결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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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교사 주체성 논의는 오랫동안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온 미국, 국,핀란드 등에서 최근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Hilferty,2008).교사 주체성과 교사 자율성은 교육과정에 한 교사 자신의 결

정을 포함한다는 에서 공통 이 있다.단,교사 자율성이 교사 스스로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권한’여부와 련되어 있다면,주체성은 권한과는

별개로 자신의 원칙에 따라 단하고 행 하는 교사의 특성을 일컫는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즉,자율성이 있거나 없는 문제는 교사가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상황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는 지에 을 둔다

면,주체성이 있거나 없는 문제도 교사가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과 긴 히 연결되어 있되,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사가 나름 로

의 결정내릴 수 있는 내 역량에 방 이 있는 것이다.자율성과 주체성의 차이

를 잘 보여주는 단 인 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조차도 교사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변용’ 는 ‘용’하여 장에 용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Priestley,

Biesta,& Robinson,2015).

이와 같은 개념 차이에도 불구하고,교사 주체성 논의가 교사 자율성을 이

해하는데 의미 있는 까닭은 교사 주체성 논의가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한 모

종의 의사결정을 할 때 경험하는 메커니즘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때문이다.

교사 주체성 논의에 따르면,교육과정을 운 할 때 교사들은 진공상태가 아닌

여러 맥락과의 계 속에서 의사결정을 한다.교사들에게 자율성을 허용하는 국

가 정책은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한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표 인 맥락

하나이다.

Priestley,Biesta& Robinson(2015)에 따르면,교사가 교육과정을 운 함에

있어 주체성을 발휘하는 것은 ‘생태학 맥락’속에서 일어난다.이 때 생태학

맥락은 교사가 교육과정을 운 하는 지 이 곳의 문화,구조,물질 조건을

포함하여 과거 교사의 경험,미래에 한 교사의 지향 등 모든 시간 이고 상황

인 맥락을 아우르는 것이다.지 이 곳에서 교사의 교육과정 운 에 향을

미치는 이 모든 맥락들을 교사의 교육과정 운 을 둘러싼 생태계(ecology)라 볼

수 있다.이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그림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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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평가 (현재)

복 (과거)

-개  경험

-직업  경

→

- : 아 어, 가 , 

신 , 담 , 언어

- : 사  ( 계, 

역할, , 신뢰) 

- 질: 원, 리  경

←

투영 (미래)

-단  지향

-장  지향

↓

주체성(Agency)

[그림 Ⅱ-1]교사 주체성 모델의 핵심 차원

(Priestley& Biesta& Robinson,2015:30)

[그림Ⅱ-1]에 따르면,교사가 교육과정 운 의 주체로서 자신의 교육 목

에 비추어 교육과정을 운 하는 데에는 시간의 축에 따른 여러 요인들이 복합

으로 작용한다.시간 축의 세 차원은 반복 ,실천 -평가 ,투 차원이라

할 수 있다.

반복 차원과 련하여,교사의 과거 경험 즉,개인 이고 일상 인 경험과

교사라는 직업과 련한 경험이 모두 교사가 주체성을 발휘하는 데 향을 미

친다.이 때 직업 경험은 교사로서 축 된 경험뿐만 아니라,교사로서 받았던

교육,학생으로서 교사를 만났던 경험 등 직업과 련한 다양한 경험이 모두 포

함된다.

투 차원은 미래에 한 장·단기 지향을 포함한다.이 때 미래에 한

지향에는 이성 으로 가지고 있는 비 뿐만 아니라,기 나 소망,두려움 등 정

서 이고 실천 인 측면이 모두 투 된다고 할 수 있다.

실천 -평가 차원은 재 단이 일어나는데 향을 미치는 상황인 문화 ,

물질 ,구조 측면을 아우른다.문화 측면은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방식,가치나 신념,기 등을 의미한다.많은 경우,공식 이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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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교사의 역할이나 학생에 한 가치 에 한 문 념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것은 교사의 교육과정 운 에 큰 향을 미친다(Priestley,Biesta,&

Robinson,2013:192).물질 차원은 교사가 교육과정을 운 하는 것과 련되

어 있는 자원을 의미한다.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 등이

표 이라 할 수 있으며,학교의 재정이나 교구,시설 등도 련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조 차원은 학교 내의 수평 는 수직 계,권력 구조,

리자와의 계,교사에게 부여된 권한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 볼 때,교사가 교육과정을 운 할 때에는,교사의 과거와 미래,그리고

교실과 학교 사회의 여러 맥락이 이에 향을 미치고 있으며,교사는 ‘시간

지속과 공간 장(場)’속에서 교육과정에 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Dewey& Bentley,1949;김무길,2006:68재인용).그 다고 특정한 맥락

이 교사를 구조 으로 제약하고 억압하는 것은 아니다.반 로 교사가 맥락과는

별개로 교육과정을 운 하거나 이를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교사

와 맥락은 서로가 서로에게 향을 미치고 그 향 속에서 서로가 형성되는 교

호 인(transactional) 계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Emirbayer& Mische,

1998).

교사 주체성 논의에 비추어볼 때,교사가 교육활동에서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

은 단지 권한의 문제는 아니다.교사에게 주어지는 권한조차도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하여 능동 으로 교육과정을 운 하는 데 향을 미치는 하나의 맥락이기

때문이다.물론,교사의 교육과정 운 은 교사가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운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한과 히 계를 갖고 있다.교사 주체성에 한 논의

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미국, 국,핀란드 등의 국가들이 역사 으로 교사들에

게 자율 인 권한을 많이 부여하고 있다는 은 그 단 인 라 할 수 있다.그

럼에도 불구하고,교육과정을 운 할 수 있는 권한은 교사가 자율 으로 교육과

정 운 에 참여하기 한 필요조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교사의 교육과정

운 에는 국가로부터의 권한 외 많은 맥락들이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 ,교사가 극 으로 자신의 교육 목 을 반 하여 교육과정을 운 하

는 것은 국가로부터 부여된 권한을 포함한 여러 맥락들과 상호작용한 결과 가

능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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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육과정 자율화에서 기 되는 교사 자율성

교육과정이 자율화 된다는 것은 교육과정을 운 하는 주체가 스스로의 원칙

에 따라 교육과정에 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그 다면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 하는 주체는 구라고 볼 수 있는가?교육과정 자율

화의 주체는 곧 ‘학교교육에 한 주요 의사결정권을 가 가질 것인가’,즉 ‘학

교 교육과정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 주도 인 권한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이다

(박상완,2009:121).학교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학교운 원회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기실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과정과 련된 학교의 모든 구성원,즉

학교 리자(교장,교감),교사,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숙고하고 결정해

야할 문제이다.그러나 학교에서 이 모두의 의견을 아울러 교실에서 교육과정을

실제로 운 하는 것은 교사라는 에서,교육과정 자율화의 주체는 교사로 여겨

지곤 한다(김수진,2012:53).

교육과정 자율화의 주체로서 교사에게 기 되는 역할은 ‘교육과정 운 의 주

체’로 표될 수 있다(정 순,2012).그러나 교육과정을 운 한다는 것이 교사

가 모든 것을 창안하고 자의 으로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

니다.사실,‘주체’로서 교사는 문성을 발휘하여 학교 맥락에 합한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 할 것에 한 기 와,한편으로 국가라는 제도 구조

속에서 권한을 임받은 입장,둘 간의 긴장(tension) 계 속에 치해 있다

(Wermke& Höstfält,2014:60).여기에서 후자는 행정․경제학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어온 ‘주인- 리인 계’를 의미한다.주인(principal)과 리인(agent)의

계에서 주인은 어젠다를 개발하며 방향성을 설정한다.반면 리인으로서 주

체는 주인에 의해 설정된 방향성과 정도를 충실히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즉,

교사의 문 자율성은 ‘주인’이 허용한 범 내에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우리나라와 같이 국가교육과정이 존재하는 경우,교사가 자율성을 발휘

하여 교육과정을 운 한다는 것은 국가교육과정과 학생을 매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교사들은 국가교육과정의 이루고자 하는 바와,학생들의 배우고자하는

욕구 둘 사이를 조율한다고 볼 수 있다.즉,국가교육과정과 학생 사이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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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사는 이들을 조정하여 교육 으로 의미 있는 모종의 교육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능태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정 순,2012:80).물론,학생

들의 흥미나 요구, 성뿐만 아니라,지역사회나 학부모나 교육 으로 바람직한

가치 등 실천의 여러 맥락들을 종합 으로 고려하고 이에 비추어 국가교육과정

을 운 하는 것으로까지 교사의 역할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변치 않

는 부분은 교육과정 운 의 주체로서 교사가 국가교육과정으로부터의 요구와

실천 맥락의 요구를 재한다는 이다.

이처럼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해 교사들에게는 더 이상 일방 으로 주어진 국

가교육과정을 수용하고 그 로 달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국가로부터 부여

된 교육과정이 존재한다 해도 국가와 교사는 각자 맡아야할 역할과 임무가 있

는바,국가와 별개로 교사가 단하고 결정해야할 부분이 생기는 것이다.특히,

자율화는 비단 한 국가만의 상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경향으로,

많은 나라에서 교사의 자율성과 함께 ‘권한(power)’,‘유연성(flexibility)’,‘분권화

(decentralization)’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그

러나 실제로 교육과정이 자율화 된다고 할 때,교사가 어떤 역에서 얼마만큼

의 자율성을 발휘해야하는 지에 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우선,교육과정이 자율화된다는 것은 교사에게 ‘가르치는 방법(how toteach)’

과 함께 ‘가르치는 내용(whattoteach)’에 한 자율성이 주어지는 것이 필요함

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다(Webb,2002;신경희,2009,2012;Giroux,1992).가

르치는 일은 종종 복잡한 윤리 쟁 을 다루는 작업이기 때문이다(Webb,

2002:50). 컨 ,신경희(2009:202)에 따르면 자율성이 높은 미국의 Spring

County지역에서는 고교 역사 과목 시간에 어떤 내용이 가르쳐질 것인지를 교사

들이 결정한다. 재 미국의 역사 교과서의 주요 주제 하나는 16세기에서 18

세기 유럽확장기이지만,교사들의 단에 따라 근 시기 등 다른 역사 시기

와 주제가 보다 강조되어 가르쳐질 수 있다.가령,아시아 학생들이 많은 경우,

유럽 역사보다는 아시아 역사가 강조되어 가르쳐진다.

이처럼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선택하는 문제는 곧 교사가 그들 자신의 어젠

더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련된다.Giroux(1992)에

따르면,교육과정 자율화가 교사에게 ‘가르쳐야 하는 지식’에 근할 권한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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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육과정을 자율화한다하더라도 교사의 역할은 변할 수 없

다.교육활동의 매개가 되는 지식은 필연 으로 권 와 히 련되어 있다.

즉,지식이란 것은 가치 립 이지 않다는 것이다.따라서 가르쳐야할 가치로운

지식에 해서는 문제제기가 반드시 필요하며,무엇을 왜 가르쳐야 하는지에

한 비 언어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교사는 여 히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마찬가지로 가르치는 내용,즉 교육과정 주제에 한 자유로운 선

택의 권한이 없다면,교사들은 자율 문가로 인식되기 보다는 기술 인

(technical)정책 실행가로 여겨진다고 볼 수 있다.이런 경우,교육과정이 자율

화되어 모종의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여 히 앙집권화된

통제 하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많은 비 교육과정 이론들이 교사 자율성

에 해 이와 유사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Apple,2013;Beyer,1992)

한편,교사의 자율성을 ‘로그램에 한 반 인 목 과 원리’,‘교수 내용’,

‘교수 방법이나 활동’의 세 측면에서 검토한 연구도 있었다(Öztürk,2011).

Öztürk에 따르면,터키는 2000년 이후 교육과정 개 을 통해 지속 으로 교육

과정 자율화를 추진해왔으며,2007년 이후 교육과정을 면 개정하 다.그러나

개정 교육과정의 역사 교과를 분석한 결과,교육과정 문서를 통해 특정한 국가

의 의도를 강하게 어필하고 상세한 지침들을 덧붙임에 따라,오히려 교육 로

그램 목 에 해 교사가 목소리를 내기는 더욱 어려워졌으며,교수 내용,학습

방법과 자료를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 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자율화를 표방하는 국가들에서 실제로 교사에게 제공한 자율 권

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많은 경우,자율 권한은 소 ‘교육과정 편성’측

면이라 불리는 교육과정 편제나 시간 측면에서 주어졌다.Bjork(2009:24)에 따

르면 일본 정부는 2002년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통합 교과(IntegratedSubject)

를 도입함으로써,통합 교과에 해 정부의 처방 없이 교사가 자신의 아이디어

로 스스로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 으며,이에 따라 학교는 통합 교과에

해 ‘시수 배당’,‘교과 선정’,‘내용과 그 배열’측면에서 자율성을 허용 받았다.

반면 공식 담론과 달리,교사들에게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

된 바 있는 포르투갈의 경우,국가교육과정을 통해 ‘다루어져야 하는 교육과

정 역’,‘역별 시간 배당’,‘활동을 다루기 한 교사의 특징’을 매우 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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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처방하 다(Morgado& Sousa,2010:375).

우리나라의 경우,교육과정 자율화는 국가 정책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교사

들은 크게 교육과정 ‘편성’과 ‘운 ’측면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것이 기 되었다

(조난심,2010:.22).이 때 교육과정 편성 측면은 교육과정 편제를 작성하는 것

을,교육과정 운 측면은 편성된 교육과정을 교수 학습 활동을 통해 운 하는

것을 의미한다.편성․운 측면에서 교사에게 자율성이 허용된 역에 한 국

내의 논의는 체로 다음과 같다.먼 ,황규호(1995:30)는 교과 편제(개설 교과

목의 종류 과목별 시간 배당),교과목별 각론(과목별 주요 학습 내용 수

),교수학습 자료(각론에서 제시된 주요 학습 내용을 가르치기 해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제반 수업 자료)가 학교 수 의 교육과정 개발 상,즉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범 이라고 본다.반면,홍후조(2002:212)는

국가수 (거시수 )에서 할 일과 학교 수 (미시수 )에서 할 일을 구분하는 것

을 강조하면서,학교 수 에서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할 역은 특별활동·재량활

동,특성화 로그램,교과목 내 단원 구성,단원 내 주제 구성,수업 계획,수업

자료 개발,평가 계획을 들고 있다.김선 (2011:21)은 국,핀란드,미국의 사

례를 통해 학교수 의 교육과정 개발이 모든 역에 해서가 아니라,가르칠

교과의 편제와 시간 배당,교과별 교육 내용,운 방식,자료 선정 개발,평

가 등의 역에 국한되어 있음을 분석하 다.특히,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정

편제,시간 배당,교육 내용 구성,교육 평가 네 범 가 학교수 교육과정 개발

의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쟁 이

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 하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교육과정 자율화에서 교사들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역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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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편 과  운 타

규 (1995) 과 편
( 과개 , 시간배당)

과목별 각
(  내용, 수 ) 수업 료

후 (2002) 단원 내 주  과목 내 
단원

과 동
특 프 그램
수업 료
평가계

(2011) 과  
편 시간배당 내용 평가

Ozturk(2010) 수 내용 수방법/ 동 프 그램  목

본(Bjork,2009) 과 시수 배당 내용 배열

포 갈
(Morgado&Sousa, 2010) ( 과 역) (시간 배당) ( 사 특징)

Webb(2002), 신경 ( 2009, 
2012), Giroux(1992)

가 는 내용
: 특  강 가 는 방법

[ Ⅱ-1] 과  에  사들   발 할 수 는 역

교육과정 자율화의 흐름 속에서 공통 으로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할 것이라

기 되는 범주는 특히,교육과정 편성과 교육과정 운 이며,그밖에 평가 측면

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특히,교육과정 편성 면에서는 교육과정 편제와 시

간 배당이,교육과정 운 의 경우 내용에 해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강조되

고 있다.먼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에서는 가르칠 교과를 선정하고 얼마

만큼의 시간을 배당하는 가는 오랫동안 앙집권 교육과정 체제 하에서 국가

의 고유한 권한으로 여겨져 온 바,천차만별의 학생들을 상으로 획일 인 학

교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첨병의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따

라서 교사가 교과를 선정하고 이 교과를 얼마나 가르칠 수 있는 지 결정하

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학교교육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디딤

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가르치는 교과 내용에 한 의사결정권한의 경우,교

사가 주어진 것을 효율 으로 달성하기 한 기술자의 역할에 그치는 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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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로서 그 권 를 인정받는지에 련된 문제와 련이 되어 있다.즉,가르

치는 교과 내용에 한 의사결정권한은 교사 자율성 문제의 요한 쟁 하

나라 볼 수 있다.마지막으로 교육 평가는 교사가 다양한 평가 도구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평가 기 이나 성취 수 을 자발 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에

한 것이다(김선 ,2011:64).고책무성 평가로 인해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

이 획일화된다는 사례들이 보여주듯,평가의 문제는 교사가 평가에 한 자율성

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실질 으로 교사가 교육과정을 운 하는 데 있어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더군다나,교육의 내용에 한 평가권뿐만 아니라,교육

과정 자체에 한 평가권도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인 바,평가에 한

의사결정권한은 교사 자율성의 요한 쟁 하나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그리고 교육 내용 구성,교육 평가의 세 측면에 나

어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교사에게 허용하는 자율성이 무

엇인지 살펴보고,그 특징을 탐색해보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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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서 교사에게 허용하는 자율성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가정된 교사 자율성 개념을

이해하기 해,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서 교사에게 허용하는 자율성의 내용을

구체 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국가교육과정은 그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교육과

정 자율화 정책의 내용이 잘 드러나는 정책 문서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

우,국가교육과정을 통해 주로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율화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고 여겨지는 제6차 교육

과정 이후의 국가교육과정 문서,즉,제6차 교육과정,제7차 교육과정,2007개정

교육과정,2009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국가교육과정문서와 그에 한 해설서를

분석의 상으로 한다.그밖에 자율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발표한

정책 문서인 『세계화·정보화 시 를 주도하는 신교육 체제 수립을 한 교육

개 방안(1995)』,『학교자율화 추진계획(2008)』,『학교단 책임경 을

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2009)』을 참고하 으며,필요에 따라 련 선행 연

구물들을 참조하 다.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은 Ⅱ장 2 에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측면,교육 내용 구성 측면,교육 평가

측면을 심으로 살펴볼 것이며,각 측면에서 교사에게 허용되는 자율 인 결정

은 무엇이고,구체 으로 어떻게 허용되고 있는지를 교육과정 시기별로 확인하

고 그 특징을 악하도록 한다.

1.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측면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처음 시작된 제 6차 교육과정에서 교사들은 교과 외

역에서는 교사가 재량껏 교육과정 편제를 짜는 것이 허용되었다.이는 6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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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이 그동안 ‘동일한 교육 내용을,동일한 장소에서,동일한 방법과 자료를

활용하여,동일한 속도로 교육해 온 산업 모델 교육’에 한 반성으로 ‘개별성,

수월성,다양성,효율성, 합성을 강화하기 한 인간모델 교육’으로의 환을

지향한 것에서 비롯된다(교육부,1992:43).이에 따라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등학교에 ‘학교재량시간’이 34시간 도입되어,주당 약 1시간가량 교사들이 학교

의 필요나 학생의 요구에 따라 자율 으로 교육활동 마련하고 운 할 수 있게

되었다.3)특히 국가에서는 재량활동의 하 역을 지정하지 않고,‘시‧도의 교

육과정 편성‧운 지침에 따르’되,‘창의 인 교육 활동 시간으로 활용할’것을

권장하 는데(교육부,1992),시·도의 교육과정 편성·운 지침 한 특별한 제

한 사항을 두는 바가 없어,교사들은 교과 외 역에 해 그야말로 교육과정을

스스로 고안하고 운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4)이처럼 학교재량시

간이 등학교에만 부분 으로 도입된 바,비록 등학교 교사들에 국한되긴 하

지만,교사들은 외부의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재량을 발휘하여 교육 활동을 마

련할 수 있는 공식 인 기회를 처음 갖게 되었다.

반면 제6차 교육과정에서 교과 역 편제에 해서는 부분 으로만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교과 역 편제에 해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개 등학교 ‘선택 심 교육과정’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

이다. 학교 선택 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성과 필요에 따라 주당 1-2

시간가량 선택 교과를 편성할 수 있게 되었으나,선택 교과는 한문,컴퓨터,환

경으로 제한되었다.만약 그 밖의 과목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 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 사 에 필요한 차를 거친 후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어,교

육과정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가 많은 학교에서 실질 으로 여타 교과를 선정

하여 편성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교육부,1992).

고등학교 보통 교과의 경우,공통 필수 과목만 국가가 선정하고,과정별 필수·

3) 6차 과 에  단  학 는 연간 34시간  학 재량시간  보하게 어 , 

는 34주   하는바, 한 주 당 약 1시간  학 재량시간  운 다고 볼 수 

다.

4) 6차 과  울특별시 등학  과  편 ·운  지  살펴보 , 하  역 나 

운 방식에 한 규 가 없 , 학 모나 학생  요 , 학  및 사  실태  고 하여 

원 가  하고 학 장   택·결  내리도  어 다( , 199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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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과목 선택권은 시·도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함에 따라 국가의 권한을 상당

부분 하 기 에 이양하 다.그러나 학교에는 필수 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짐으로써 실질 으로 교사들은 주당 4시간에 해당

하는 과정별 선택 과목,즉 교양 과목만을 선택할 수 있었다.선택 과목 한

‘철학,논리학,심리학,교육학,생활경제,종교,환경과학’으로 제한되어 있어,선

정의 폭이 제한되어 있었다(교육부,1992b:4).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인문·사회,자연,직업과정 외 기타 계열을 설치할 수

도 있도록 허락되었으나,이 한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되었으며,‘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하거나 ‘시·도 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 사 에 필요한 차를 거

치’게끔 되어 있어 실질 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것 외의 계열과 그에 따른 과목

을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수 배당 측면에서 제6차 교육과정은 교사에게 자율성을 허용하고 있으나,

여 히 제한 이었다.총 수업시수의 경우,상황에 따라 학교가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나,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연간수업시수를 충족시키는 한에서,증배하는

것만이 가능했다.교과의 경우에도,공통필수과목 외에는 2단 만큼 증감이 가

능하나,4단 과목의 경우 증배만이 가능한 것으로 제한되었다.이처럼 교사들

은 시수 배당에서 자율성을 어느 정도 허용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국가가

정하는 시수 조건들을 충족시킨 후에 추가 인 부분에 해서만 증배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는 에서 제한이 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자율화를 본격 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제7차 교육과정 시기의 표 인

자율화 정책은 교과 외 역인 재량 활동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제 6차 교육

과정에서 등학교에 제한되어 있던 ‘학교 재량 시간’이 ‘재량 활동’이라는 이름

으로 모든 학교 에 확 도입되었다.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에서 교과 외

역인 학교 재량 시간이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 던 것과는 달리,제7차 교육과

정의 재량 활동에서는 교사가 자율 으로 편제를 짜는데 상당히 많은 제한을

두었다.

일단,재량활동은 그 하 역이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 재량 활동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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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되었다.교과 재량활동은 선택과목이나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

습을 한 것으로,창의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 필요나 학생의 요

구,범교과 학습이나 자기주도 학습을 한 것으로 그 목 이 구분되어 있다

(교육부,1997b:124).그런데,교과 재량활동의 경우,기존의 선택과목에 해당하

는 한문,컴퓨터,환경,생활 외국어를 먼 배정한 후,나머지 시간은 국민공통

기본교과의 심화·보충으로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역의 명칭만 달라졌

지,제6차 교육과정의 선택 심 교육과정을 그 로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제6

차 교육과정의 선택 심 교육과정이 상당히 제한 으로 교사 자율성을 허용하

고 있음을 고려할 때,교과 재량 활동이 학교 으로 확 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실상 교사에게 허용된 자율성이 크게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창의

재량 활동의 경우,16개 항목의 범교과가 제시되어 교사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편성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특히,환경,교통, 약 등 몇몇 범교과 인

학습 내용에 해서는 ‘반드시 학년별로 학교 교육 과정에 그 내용을 편성하게’

되어 있으며,‘시·도 교육청과 각 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운 을 검할 때에도

특별히 유의’하도록 련 지침을 덧붙이고 있어,교사가 범교과와 련 없이 재

량껏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교육부,1997:169).

그밖에,특별활동의 경우에도 자치 활동, 응 활동,계발 활동, 사 활동,행

사 활동의 하 역으로 구분하고,배당 시간을 학교에서 결정하되 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교사들이 자체 으로 편제를 개발하는 것

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교과 역의 경우,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과정에 선택 심교육과정

이 도입되어,교사가 학생들의 진로 등을 반 하여 개설할 과목을 선택할 수 있

는 여지가 커졌다.구체 으로,단 학교는 선택 과목 136단 28단 이상5)

을 지정할 수 있으며,교양 교과의 경우 심화 선택이 필요하면 문교과의 과목

을 선택하거나,시‧도 운 지침에 의거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는 것이 허용되었

다.이처럼 부분 이고 고등학교에 한정되긴 하지만,제7차 교육과정을 통해 교

5) ‘단 ’는 고등학  과  편 에  수업에 할당  시간 수  나타내는 단 , 1단 는 

매주 50  수업   하여 1학  동안(17주) 수하는 수업량  뜻한다( , 

1992c: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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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으며 학교가 필요에 따라 새로운 과

목을 신설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재량활동,특별활동에 해 최소한의 시간을 제

시함으로써,그 이상에 해서는 교사들이 학교 상황에 맞게 재량껏 수업 시수

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 ,고등학교 2-3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선

택 심교육과정이 강조되었으며,선택과목의 기 단 를 2단 까지 증감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그러나 여 히 공통교과의 시수는 교사 수 에서 증감이 불

가능한바,교사가 시수를 자율 으로 배당하는 것은 주로 고등학교 선택교과에

서만 허용되고 있음을 보여 다.

2007개정 교육과정 교과 역의 편제에서는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허용된 자

율성이 단연 돋보인다.고등학교 2-3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선택 심교육과정에

서 종래의 일반선택과 심화선택의 구분이 무 짐으로써,과목 선택이 자유로워

졌다.즉,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양 교과로서 심화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

는 경우, 문교과 에서 선택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신설할 수 있었지만,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심화선택과 일반선택이 통합됨으로써,사실상 고등학교에

서는 자유로운 과목의 개설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국민공통기본교

육과정에 해당하는 등학교나 학교의 경우,여 히 과목별로 최소한의 시간

이 정해져 있어 교사가 과목이나 시간별로 교사가 자율 인 편제를 짜는 것은

어려웠다.

한편, 학교나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 집 이수제가 도입되어 학기 당 교과를

배분하는 것에도 교사의 재량이 허용되었다.교과 집 이수제란 교과를 학기

는 학년 단 로 집 이수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로, 컨 ,주당 1시간 배정이

되는 교과의 경우,두 학기 분량을 한 학기에 몰아 한 학기에 주당 2시간의 수

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제7차 교육과정은 교과 역의 시간 배정에서 요일

교과 간의 균형을 유지할 것을 권했다면,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집

이수제가 도입됨으로써 교과를 특정 학기에 집 하여 편성,운 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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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외 역에서는 특별활동에서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났다.기존에는 하 역에 한 균형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었다면,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역 간 균형을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역을

으로 집 하여 운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2008b).특

히,‘정일제,격주제,집 제’와 같은 융통성 있는 운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은 학교교육과정의 편제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다.

재량활동의 경우에도,재량활동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검

토할 것을 권한다.‘고정 인 일과표의 운 이나 시간 배정에서 과감히 탈피하

여 시간 계획을 수립’,이나 ‘학교를 벗어나 지역 사회의 시설과 공간을 극 활

용’할 것 등의 지침은 이를 잘 보여 다(교육과학기술부,2008b:229).특히

등학교에서는 교과 재량활동을 폐지하고,구성주의 학습 에 근거하여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진하기 한 창의 재량활동 운 을 심으로 재량활동

을 운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2008a:161).자기 주도 학습

이란,학습자가 스스로의 필요와 요구가 무엇인지 스스로 진단하여 필요한 정보

를 스스로 선택하고 가공하는 능력,즉 문제해결력과 비 사고력을 기르기

한 학습으로 ‘교사 는 학습 자료에 의해 직 으로 주어지는 지식에서 벗

어나 무엇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를 스스로 수행해 갈 수 있는’학습 기회를

학습자에게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재량활동은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하 역에 한 규정 없이 교사가 재량을

발휘하여 편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에서 교사에게 허용되는 자율성이 늘었다

고 볼 수 있지만,한편으로는 ‘자기 주도 학습’이 모든 교사들이 자율 으로

교과 외 교육과정을 편성함에 있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인지에 해

서는 질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가령,교사들이 학습에 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다양한바,교육과정 해설서에서 학습에 해 제시하고 있는 ‘학문 인

논리를 따라 객 화된 지식을 체계 으로 습득하는 과정보다는 학습자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이 되도록 하라는 견해는 모든 교사가 동

의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시수 배당 면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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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개정 교육과정에는 학년군과 교과군 체제가 도입되어,교육과정 편제를

짜고 시수를 배당하는데 있어 교사들의 자율성이 폭 확 되었다.이 때,학년

군은 학생들의 발달 특징이 공통되는 연령과 학년을 묶어 하나의 단 로 표

한 것으로,교육과정은 1년간 한 개의 학년을 기 으로 운 되는 것이 아니

라, 등 1-2학년,3-4학년,5-6학년,그리고 학교 7-9학년,고등학교 10-12학

년으로 구성되었다(교육부,2014:39).교과군은 교육목 상의 유사성,학문 탐구

상 는 방법상의 인 성,실제 생활양식에서의 상호 연 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를 국어,외국어,수학,사회/도덕,과학/실과, 술,체육으로 재분류한 것을

의미한다(교육부,2014:39).학년군과 교과군 체제의 도입에 따라,교사들은 학

교의 특성,학생이나 학부모의 요구사항,수 ,능력 등을 감안하여 매 학년과

학기별로 배워야 할 필수교과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고등학교에는 학교자율과정이 도입되는바,가르쳐야 할 교과를 직 정할

수 있게 되었다.학교자율과정이란 국가 차원의 구체 인 지침이나 규제 없이

단 학교가 자율 으로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역을

의미한다(김재춘 외,2008:105).이에 따라 학교는 총 180단 의 교과 이수 단

64단 만큼은 직 교과목을 선정하여 운 할 수 있게 되었다.이 때 과

목은 통 인 교과를 심화 보충하기 한 것뿐만 아니라,AP,IB,SAT와 같은

외국과목,삶과 철학,표 술,텃밭 가꾸기,서양 요리 등 안과목을 개설하

는 것이 가능해졌으며,학교 내에서 운 이 어렵다면 학교 밖에서 선택 과목을

이수 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물론 이러한 제도가 의도한바 효과를 낼 수

있는가,교사가 실제로 자율성을 발휘하는가는 제도 권한과는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다.한혜정·민용성·백경선(2011)은 학교자율과정이 학입시와 맞물려

부분 국어,수학, 어 과목에 집 배치 되고 있으며,다양한 로그램 시에

도 불구하고 기 교과 역을 심으로 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은 편성

황을 드러낸 바 있다.이는 국가가 부여하는 자율 인 권한이 본래의 취지

로 단 학교에서 활용되지 않았을 때,자율성이 발휘되었다고 해야 하는 지,그

지 않다고 보아야하는지에 한 질문을 던지게끔 한다.

한편,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도입되었던 집 이수제가 학교 에

면 확 되었다.그러나 집 이수제는 한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과목 수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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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으로 한정지음으로써,오히려 교사들이 자율 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양상을 보 다.특히, 등학교의 경우,교사들이 각자의 하

나의 교과를 맡고 있는바,한 학기에 가르칠 수 있는 한정된 과목의 몫을 어떻

게 나 것이냐는 교사들의 이익과 긴 히 연 되어 갈등을 유발하거나 교원수

문제의 어려움을 야기했다(이미숙 외,2011).게다가 이상 인 가정과 달리,

실제 교과를 한 학기에 집 하여 가르치는 것이 항상 효과 인 것은 아니어서

장의 불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 다(정 근·이근호,2011).이처럼,2009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교사들은 가르칠 교과를 선택하고,선택한 교과를 시간표상에

편제하는 것이 제도 으로는 자유로워졌지만,여러 가지 실제 맥락 속에서 이러

한 제도는 교사가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편성·운 에서 발휘하는데 걸림돌이 되

기도 하며,특정한 면에서는 갈등의 소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과 외 역에 한 편제에서도 제도 으로 교사들의 자율성은 확 되었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창의 체

험활동으로 모든 학교 에서 일원화하 다.자율활동,동아리활동, 사활동,진

로활동의 활동 역 이에 따른 활동 내용 국가 수 에서 제시되지만,이는

권고 성격을 띠는 것으로 학교에서는 이보다 창의 이고 풍성한 교육과정을

‘선택과 집 ’을 통해 운 할 것이 권장되었다(교육인 자원부,2010).제7차 교

육과정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이 많은 지침과 하 역 처방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형식 으로 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창의 체험활동은 교육

활동이 담긴 그릇만을 제시하고,그 활동이나 내용,방법에 해서는 교사들에

게 일임하겠다고 공표한바,교사들이 교과 외 역에 해서는 거의 온 히 자

율성을 발휘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간 배당의 측면에서 2009개정 교육과정은 교과군 학년군 체제가 도입

되고,교과(군)별 시수를 20% 증감하는 것이 허용되면서,각 교과와 학년에 얼

마만큼의 시간을 배정할지를 교사들이 자체 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즉,교과나 학년별 수업 시수는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최소 수업 시수가 아니라,

교육과정 개발에서 ‘기 ’이 되는 기 시수로 제시된바,교사들이 기 시수의

20% 내외에서 자유롭게 교과와 학년을 편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그러나 후속

지침으로 인해 사실상 교사들이 자유롭게 시수를 편성하는 것은 어려운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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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가령,2012년 7월 개정 고시된 2009개정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체육,

술(음악/미술)교과목은 기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할 수 없음을 고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2012:11).이러한 후속 지침 식의 규제는 국가수 뿐만

아니라 시·도 는 지역 교육청 수 에서도 지속 으로 덧붙여져, 장의 어려

움을 더했다(이미숙 외,2011).

2.교육 내용 구성 측면

교육과정 편제와 시수 배당이 학교 체의 교육과정 틀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교육 내용 구성은 교사들이 일상 으로 경험하는 수업과 련된다는 에서 교

사가 자율성을 발휘하는 데 매우 핵심 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그 다면 우리

나라 교육과정 정책에서는 교사들에게 구체 으로 어떤 측면에서 교육 내용 구

성의 자율성이 허용되어 왔을까?

제6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교과 외 역인 학교재량 시간에서 교사들이 교

육 내용을 자율 으로 결정할 것이 강조되었으며,실제 구체 인 지침이나 조항

을 덧붙이지 않음으로써 실질 으로 자율성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 역의 경우,교사들에게 허용된 자율성은 매우 제한 이었다.

교육과정 편성·운 의 지침에 따르면 ‘교과와 특별 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필요한 경우에 순서와 비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 할 수 있다(교육부,1992).’즉,교육 내용에 해 교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순서와 비 ,방법’정도로 제한되는 것이다.이는 엄 하게는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삭제하거나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

가하여 가르치는 것은 허락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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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교육과정 시기에 교사에게 허용된 교과의 내용 구성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교육과정 편성 운 의 지침에 따르면,교과의 내용 배열은 ‘시 인’

것이며 교사들은 ‘필요한 경우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한 지도 내용의 순

서와 비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교육부,1997).이는 여 히 교과 내용 자

체에 해서는 국가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교사들은 이를 상황에 맞게 ‘조정’

하는 수 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차 교

육과정에서는 수 별 교육과정을 강조함에 따라,학생의 학습 능력 수 을 고려

한 교육내용의 재구성을 ‘권한이자 의무’로 강조하고 있다는 은 특기할만하다

(교육부,1997:162).

교과 외 역에서는 ‘재량활동’이 학교 에서 확 운 되었음에도 불구

하고,교사가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자율성이 크게 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등학교에서만 운 되던 학교재량 시간이 제7차 교육과

정 시기에는 재량활동으로,주당 2-4시간 학교 에서 확 운 되었으나,

상당부분이 교과재량이라는 이름으로 교과의 심화‧보충에 활용되거나 등학교

에서는 기존의 선택 교과가 재량활동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민주 시민 교

육,인성 교육,환경 교육,경제 교육 등 16가지의 범교과 학습 내용이 재량활동

에서 으로 지도되도록 명시됨에 따라,창의 재량활동 한 국가‧사회의

요구가 강하게 작용하는 만큼 교사들이 교육 내용을 재량껏 구성하는 것은 쉽

지 않았다.라서 제7차 교육과정 교과 외 역에서,교사들에게는 이미 주어

진 내용들을 학교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수 에서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자율성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2007개정 교육과정 시기에도 교과 역에 한 내용 구성 권한은 이 과 크

게 다르지 않다.즉,교과 내용 자체에 해서는 국가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교사들은 지도 순서,비 ,방법 등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수 에서 ‘수정·보

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교과 외 역의 경우,국가‧사회 요구를 반 한 범교과 활동이 35개

항목으로 늘어난 만큼 학교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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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후속 지침 개정(교육과학기술부,2008b:2)을 통해 등학교 5,6학년에

서는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각각 17시간 이상의 보건 교육을 실시할

것을, 학교에서는 재량활동 선택과목으로 보건교육을 선택할 것을 지시한

은 교사가 내용 구성 권한을 온 히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단 인

사례라 할 수 있다.

2009개정 교육과정 시기에는 교과 집 이수제,교과(군)수업 시수 20% 증감

허용,교과군 도입에 따라 교사들에 의한 교과 역의 내용 구성이 강조될 수밖

에 없었다.이는 개 ‘재구성’이라는 이름으로 강조되었다.즉,수업 시수 증감

시 교과 교육내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바,교사들은 주어진 교육 내용을 재구

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그러나 ‘재구성’이라는 말의 모호성

에서 드러나듯,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는 것이 교사들에게 교육 내용을 자체

으로 선정하거나 제외함으로써 온 히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었다.가령,2009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에 따르면 ‘교과 시간을 20%

감축하는 것은 단원 재구성,교육과정 압축 등으로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지,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가르쳐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교육부,2014).’즉,

국가가 제시한 교육과정 성취기 의 일부를 생략할 수는 없으며,수업 시수를

감축하더라도 모든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 은 빼놓지 않고 다루어지고 성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 증배에 따른 교과 내용 구성의 경우 교과별로

다양한 주제를 실천 심으로 운 할 것을,감축하는 경우 특정 부분을 삭제하

는 것이 아니라 압축·재구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다시 말해,교사가 교육 내

용을 재구성한다 하더라도 교육 내용을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아니라할 수

있다.이처럼 교육과정의 탄력 운 을 강조하는 2009개정 교육과정은 재구성

을 강조하되,내용을 삭제하는 것에 해서는 지속 으로 주의를 으로써 융통

성과 충실성 사이의 긴장 계 속에 교사의 내용구성의 자율성을 치시켰다.

교과 외 역의 경우,분리되어 있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창의 체험활동

으로 통합함으로써,창의 체험활동에서 교사들이 보다 다양한 활동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특히,이 때 창의 체험활동의 내용과 운 방안을 학교에 일



37

임한바,교사들에게 내용을 선정하고 구성할 수 있는 자율성은 면 확 되었다

고 할 수 있다.그러나 창의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보건교육,한자교육,정보통

신활용교육을 체계 으로 지도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교육인 자원부,2010)교

사가 그 내용을 온 히 선정하고 구성하는 데에는 여 히 다소간의 제약이 있

는 것이 사실이다.

3.교육 평가 측면

평가는 교육의 과정이자,교육과정 운 의 방향을 결정짓기도 하는 핵심 인

부분이라는 에서 교사들이 발휘하는 자율성의 핵심 인 부분 하나로 볼

수 있다.교육 평가에 한 자율성에서는 교사들이 다양한 평가 도구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평가 기 이나 성취 수 을 학교가 자율 으로 개발할 수 있

는지 등이 요한 문제로 손꼽힌다(김선 ,2011:64).이에 더하여 최근 교육과

정 평가가 강조되고 있는 을 고려할 때,교육평가와 련하여 교사들이 교육

과정 운 에 한 평가에서도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다만,교육 평가와 련하여 염두에 둘 은,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교육과정

을 통해 교과별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바,이에 따른 성취 기 평가 기

을 국가수 의 교육과정 각론에서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이다6).따라서 교

6) 취  각 과별  다루어야 할  내용  시하는 하나  방식 , 과 개

 시 에 라 사용 도 하 다. 가 , 2009 개  과   내용  취  

심  시하지만, 6차 과  경우, 학 별 내용 라는 항목  통해  내용  

시하 다. 취  시는 다 과 같다: “다  사람  말 나 야  귀 울여 들

 내용  한다(2009 개  과  어과 등학  1-2학  듣 ·말하  내용 

취  (1))”

평가  경우, 각 과별  각 에  평가 항목  어 시하고 다. 컨  6차 

과  바 생  과  경우 “ 본  과 도  규범에 한 지식, 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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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이 교과 역의 평가에 해 자율성을 발휘한다고 할 때에는 정해진 성취

기 에 한 학생의 ‘성취 수 ’을 결정할 수 있는 가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성취 수 이란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6차

교육과정의 국어과 1학년 학습 내용 에 “겪은 일을 일의 차례에 맞게 이야기

한다.”는 성취 기 이 있다.이는 1학년 교육과정을 통해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

는 ‘성취의 기 ’이라 볼 수 있다.이와 같은 성취 기 에 해 성취 수 을 교

사가 결정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겪은 일을 일의 차례에 맞게 이야기’를 얼마만

큼의 수 으로 할 수 있을 때 학생이 성취 기 에 도달했다고 평가해야하는 지,

그 수 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컨 ,‘방학동안 겪은 일 세 가지를 차례에

맞게 이야기 할 수 있다’면 기 에 한 성취 수 을 ‘상’으로,‘방학동안 겪은

일을 세 가지 이야기 하 지만,차례에 맞지 않다’면 성취 수 을 ‘’으로,‘방학

동안 겪은 일을 이야기 할 수 없다’면 성취 수 을 ‘하’로,교사 수 에서 결정할

수 있다.이처럼 성취 수 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다는 것은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나 학습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 으로 평가를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는 에서,평가 측면에서 요한 자율성으로 여겨질 수 있

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역에 해 학교가 ‘학년별 성취 수 을 설정’하

고,‘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도록 제시되고 있다는 에

서 교사가 실질 으로 발휘할 수 있는 최 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교과 외 역에 해당하는 특별활동의 경우,각 하 역의 평가 기

도 국가가 제시하는 바 없이,담당 는 담임교사가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교

사에게 많은 자율성을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경우,교육과정의 질 리를 강조하면서,국가수 에서 주

기 으로 학생의 학력 평가,학교와 교육 기 평가,교육 과정 편성·운 에

능 , 태도, 행동 향 등  합  평가한다”  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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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 다.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 정도를 ‘

기 에 의해 평가’한다는 항목이 국가 교육과정 상에 제시되었으며,교과 별

로 평가 기 을 개발,보 하도록 하 다. 한 에듀넷 등 컴퓨터 통신망

을 통해 학교가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수 의 평가 문항 은행을 구축하도록 하

다.이는 한편으로 자료나 가이드라인으로서 교사들의 평가에 한 부담을 덜

어 수 있다는 에서 유용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한편으로는 평가에 한

기 을 제시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운 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교과 외 역에 한 평가에서는 학년으로 신설·확

된 재량활동에 해서 활동의 특성과 학생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주안 을

학교에서 작성,활용하도록 하여 평가에 한 교사의 자율성을 허용하 다.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7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질 리 심의 교육

과정’이 강조되고 있다.이는 교육과정 개정에서 추구하는 변화가 문서에서의

수사 수 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장에서의 실질 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

도록 하기 해 도입된 개념이다(교육과학기술부,2008b:115).이에 따라 국가

에서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에서 의도된 교육

과정이 학교 장에서 어떻게 운 되는 지를 지속 으로 평가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구체 으로는 주기 인 학업 성취도 평가,교육과정 편성·운 평가 등

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나 시·도 교육청 수 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사실상 평가 도구나

방법,기 등이 교사들의 교육과정 편성․운 과는 상 없이 주어진다는 에

서,교사들이 자율 인 교육과정 편성․운 을 시도하기보다는 외부로부터 정해

진 규정과 규율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운 하게 되는 강제 성격을 띨 수

있다.게다가 교육과정 질 리를 해 주기 으로 실시하는 학교 기 평가 결

과에 따라 ‘학교에 행정 ,재정 유인가(incentive)를 제공한다’는 지침은 외부

로부터 실시되는 교육과정 평가가 강제 인 성격을 띨 수 있음을 보여 다(교육

과학기술부,2008a:175).실제로,이러한 지침은 차후 실행과정에서 얼마나 자율

권을 사용하 는가를 거로 시·도 교육청이 학교를 평가하게 되는 근거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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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평가로 인해 학교가 학교 맥락이나 필요에 상 없이 자율권을 더 많이 사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하 다(정 근 외,2011).

2009개정 교육과정 한 2007개정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학교가 다양한

평가 도구 방법을 개발하여 사용하고,성취 수 을 설정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에서 권한 인 측면에서는 자율성을 충분히 허용 받았다.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군)별 수업 시수 증감이 20%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학

교별로 교육과정의 편성·운 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국가나 시·도 교육청으로부

터 국가나 시·도 수 의 주기 인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는 조항은 여러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표 인 것이 학교가 직 으로 평가

결과와 연계되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더군다나,2009개

정 교육과정이 발표된 당시는 교육과정 질 리 등을 목 으로 국가수 학업

성취도 평가가 지필고사로 모든 학교 에서 치러지고 있던 상황으로,평가 결

과가 공개되고,평가 결과에 따라 교장의 책무성 여부가 단되고 있던바,교육

과정 질 리를 한 평가가 오히려 평가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편성·운 반

에서 교사가 실질 으로 자율성의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이는 결과를 야기

하기도 하 다(정미경,2010:42).

종합해볼 때,제6차 교육과정 시기 고등학교의 일부 선택과목 등학교의

학교재량 시간에만 자율성이 허용되었던 것이,재량시간의 신설 확 고등학

교에 선택 심교육과정을 도입한 제7차 교육과정,그리고 고등학교 선택 심교

육과정 강화 집 이수제를 도입한 2007개정 교육과정을 거쳐,교과군 학

년군 체제 도입,학교자율과정 도입,교과 집 이수제 도입,교과(군)별 20% 시

수 증감 가능,창의 체험학습 도입이 이루어진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러

서는 제도 으로 교사가 교육과정 편제를 짜고 시수를 배정하는 것이 거의 완

히 허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더 많은 제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교사에게 실질 으로 더 많은 자율성을 허용하거나 발휘 하는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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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학교자율과정에서는 학교가 학생들의 진로나 흥미를 고려하여 기존에

학교교육에서 시도되기 어렵던 과목을 신설하고 로그램을 운 하는 것을 허

용하 지만,정작 국가가 시한 격 인 교육과정 로그램을 채택하는 학교

는 거의 없었다(한혜정,민용성,백경선,2011).이는 교사가 교육과정에 해 의

사결정을 하는데 국가가 부여하는 권한 외에,입시제도나 교원수 문제 등 여러

가지 실제 인 맥락이 여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후속

인 지침이나 상세한 처방이 교사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는 도 에 띤다.

교육 내용 구성에 한 교사의 자율성은 교과 외 역의 경우,범교과 학습

내용에 의해 일부 교사의 자율성이 제한된 것 외에는 거의 허용되는 것처럼 보

인다.그러나 교과 역의 경우,교사에게 허용된 자율성은 매우 제한 이라 할

수 있다.국가교육과정은 제6차 교육과정 이래 지속 으로 내용에 해 교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순서,비 ,방법’등임을 명시하고 있다.즉,교사가 국

가로부터 제시된 내용을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그러

나 학습자나 학교 맥락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교사의 자율성이 요

구되는바,이러한 제한된 자율성은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이름으로 교육과정

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한편,2009개정 교육과정 시기는 교과 집 이

수제,교과(군)수업 시수 20% 증감 허용,교과군 도입에 따라 교사들에 의한

교과 역의 내용 구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학교 수 의 교육과정 편성에 따

라 국가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기 보다 수업 시수가 늘어날 수도, 어들

수도 있는바,더 많은 교육내용 혹은 더 은 교육내용이 요구되는 것이다.그

러나 이 경우에도 교사들은 교육내용을 자체 으로 선정하거나 제외할 권한은

없다.특히,수업 시수를 감축한다하더라도,교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 은 빼놓

지 않고 모두 다루어져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이는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 속에

서 교사의 자율성이 융통성과 충실성의 긴장 계 속에 치해 있음을 보여 다.

교육 평가의 경우,국가에서 교과 별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바,성취 기

이나 평가 기 한 제시되고 있어 교사의 자율성은 성취 수 을 결정하는

것에 한정된다.그러나 제 6차 교육과정 이래,제7차 교육과정,2007개정 교육

과정,2009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 까지 교사들에게는 학교 상황에 맞게 성취

수 을 설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허용되어왔으며, 한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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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사용하는 것이 허락되었다.교과 외 역의 경우도 부분의 경우 교사의

자율성을 허용하 다.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 이래 교육과정 질 리가 강조됨

에 따라,국가수 에서 주기 으로 학생의 학력 평가,학교와 교육 기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 에 한 평가를 실시할 것이 명시되었으며,2007개정 교육

과정부터는 학교 외부 평가의 주체가 시·도 교육청으로 확 됨에 따라 표면 으

로는 교사에게 자율성을 주지만,실질 으로 교사들이 외부로부터 부과된 규정

과 규율을 강제 으로 따라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에서는 비 이 제기되었다.

특히,외부로부터 평가가 행정 ,재정 유인가를 제공하거나,학교장의 책무성

평가에 반 된다는 은 평가로 인해,평가 외 교육과정 편제와 시수 배당,교

육 내용에서의 자율성까지 침해받게 되는 상황을 우려 하 다.

이처럼 우리나라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서 교사에게 허용하고 있는 자율성

을 교육과정 시기별로 검토해본 결과,자율성의 허용정도,범 ,주체 측면에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교사에게 자율성이 더 많이 허용될수록,제약 사항도 더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자율화가 시작된 제6차 교육과정 이후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이

르기까지 더 많은 역에서,더욱 구체 인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교사들에게

교육과정에 해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허용하 다.그러나 많은 역

에서 교사의 자율성이 허용되면서,동시에 많은 제약과 규제가 함께 가해졌다.

교과(군)별 20% 시수 증감 시 특정 교과는 감축할 수 없다는 세부 인 지침이

나 교과 외 역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는 범교과 교육

내용,그리고 교육의 질 리를 목 으로 시행된 국가나 시·도 교육청 수 의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 평가 등을 로 들 수 있다.‘교육과정 자율화라는

문이 열림과 동시에 작은 빗장이 사방에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한 교사의

회고는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가진 양면성을 잘 보여 다(이미숙 외,2011).

둘째,교사의 자율성은 제한 인 범 내에서 주어졌다. 컨 ,교과에 한

교육과정 편제의 경우 제7차 교육과정까지 주로 선택교육과정에서 교과를 선택

하는 데 제한되어 있었다. 교육 내용의 구성 측면은 국가의 역으로 제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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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있는바,교사들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은 제한 인 부분에 불과했다.그

러나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는 교육과정의 핵심 인 질문이라는 을 고려할

때,이는 재 허용되는 자율성의 한계라 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자 할 때에도,교과 외 역에서는 개 자율성을 한껏 발휘할 수 있었지만,교

과 역의 경우 주어진 교육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수 에서의 자율성밖에 허용

되지 않았다.그러나 필수 교과가 학교 교육의 핵심 인 부분이라는 을 고려

한다면,제한된 범 의 자율성은 교사가 주어진 권한의 양에 비해 실질 으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느끼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셋째,교사에게 허용되는 자율성은 주로 고등학교 에 치우쳐져 있다.특히,

이런 상은 교육과정 편제 시수 배당 측면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컨 ,

선택 심교육과정이나 이에 따른 과목 신설 허용,2007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집 이수제는 고등학교를 심으로 도입되었으며,고등학교 교사들에게는 비교

많은 자율성이 허용되었다.이는 등학교는 기본교육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충분한 기본 학습 능력 제고가 필요한 반면,고등학교는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

과 성,진로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김선 ,2011:

73).그러나 실질 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제도로 인해 교육과정 편성·운

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기에 부담이 크다는 ,학교를 둘러싼 학부모나 학생들

의 요구를 반 할 때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입시교육을 한 도구로서 용

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은 고등학교 심의 자율화 정책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오히려, 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가 다수의 교과

를 지도하는바,교과를 넘나드는 유연한 교육과정 운 을 시도하기에 보다

하며,학생들의 발달 단계상 실천 경험이나 체험을 심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과정 운 이 합하다고 볼 수 있다.이런 에 비추어 볼 때,고등학교 교사에

게 자율성을 우선 으로,그리고 더 많이 부여하는 재의 교육과정 자율화 정

책은 당연하다고만은 볼 수 없으며, 재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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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가정된 교사 자율성 개념에

한 비 고찰

Ⅲ장에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서 교사에게 허용하고 있는 자

율성이 무엇이며,교사들에게 어떻게 허용되어왔는지를 살펴보았다.그 결과,교

육과정 자율화 정책은 지속 으로 교사에게 허용하는 자율성의 범 와 그 정도

를 확 해온 것으로 보인다.즉,교사에게 주어지는 교육과정에 한 의사결정

의 권한이 확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의사결정 권한이 더 많이 허락된다고 해서,반드시 교사가

더 많은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허락된 권한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교사가 반드시 자율성을 발휘한다고 느끼는 것도 아

니다.교사에게 허용되는 자율성은 교사가 실제 경험하고 느끼는 자율성과는 괴

리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이는 특히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가정된 교사

자율성 개념이 문제 속성을 내포하고 있을 때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가정된 교사 자율성 개념이

모종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본래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가 교육과정 자율화 정

책에 가정된 교사 자율성 개념을 비 으로 고찰하고자 한다.이를 해 먼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가정된 교사 자율성 개념의 특징 인 성격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 자율성 개념에 해 비 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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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가정된 교사 자율성 개념의 특성

1)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것

우리나라는 교사에게 교육과정 운 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 국

가교육과정을 활용한다.즉,국가교육과정에 련된 항목이나 지침을 제시함으

로써 교사가 특정한 측면에서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이 허용됨을 안내하는 것이

다.그런데 국가교육과정이 교사들에게 제시한 지침들을 보면 교사들에게 자율

성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마치 자율성이 국가에 의해 부여되고 통제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가령,교사가 발휘하는 자율성의 방향성이 국가에 의해 틀 지워질 수 있는 것

처럼 여겨진다.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야심차게 선보인 교과(군)별 시수 20%

증감 운 지침의 경우,정책 용 과정에서 많은 학교들이 주지교과 과목들을

집 으로 편성하자,정부는 술 체육교과는 시수를 감축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수정 고시하 다.그 동안 국가는 교사에게 허용한 자율성이 단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성으로 이어지며,이는 입시 주의 교육으로부터 학교교육을

벗어날 수 있게 할 것이라 기 해왔다(교육부,1997b:90).그러나 입시 교육에

한 학부모,학생들의 강한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시수 증감 권한이 주지 교과

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자 후속 지침을 통해 교사가 이러한 방향으로 자

율성을 발휘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Ⅲ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그

밖에도 많은 교육과정 자율화 지침들이 매우 구체 이고 상세한 방식으로 제시

되고 있다는 에서 국가가 교사 자율성의 방향을 통제할 수 있음 가정하고 있

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더욱이 국가는 교사가 발휘할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 으로 ‘강

제’함으로써 교사의 자율성이 마치 국가에 의해 부여될 수 있는 것처럼 다루기

도 한다. 표 인 사례가 2009개정 교육과정의 ‘집 이수제’라 할 수 있다.집

이수제는 처음 도입된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상황에 따라 교사들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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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 따라 교과 집 이수제를 활용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 지만,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축소 편성하도

록 국가수 의 교육과정에서 처방되었다.즉,교사의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사안을 강제 으로 처방함으로써 어 되었든 교사들이 권한을 사용하게 되면

자율성을 발휘한 것이며,자율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이와 같은 강

제성은 정책을 한 기 연구 단계와 2009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자율화 정책을 한 기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은

자율화 정책의 본래 의도가 일련의 자율화 조치를 모든 학교에 획일 으로

용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다(정 근 외,2010;김평국,2014).오히려 애

에 자율화는 ‘여건이 되는’학교들이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 할

수 있는 ‘길을 터 다’는 의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그러나 실제 교육과정 자

율화가 정책으로 학교에 용되는 방식은 마치 자율 인 권한을 부여하면 교사

들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것이 바람직하다는 듯 모든 학교에

일 으로 실시되었다.

이처럼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은 교사의 자율성이 국가에 의해 통제 가능 한

것,즉 방향 지워질 수 있으며,부여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특히,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법 효력을 가진 국가교육과정을 통해

용되면서 이러한 성격은 더욱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평가’는 교사의 자율성을 통제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 이래 국가는 교육과정의 질 리를 강조해왔다.이에 따라 국가

그리고 시․도 교육청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비롯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 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실제로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단 학교가 잘 실행하고 있는 지 지속 으로 감독하고자 하 다.

이 때 평가는 종종 주어진 자율권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 지를 기 으로 함으

로써 교사들이 학교의 철학이나 구체 인 맥락 여하에 상 없이 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특히,평가가 교사성과 과 같은 보상 제도와 연결되거

나 학교 평가에 반 됨으로써 그 통제 정도는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 하에서 교사의 자율성 개념은 국가에 의해 통

제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졌으며,나아가 국가에 의해 자율성이 부여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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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간주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2)변형과 재구조화로 제한되는 것

국가가 교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면,교사가 국가의

통제 로 자율성을 발휘하 을 때 나타나게 될 결과 한 모종의 상으로 가정

되어 있음을 상할 수 있다.국가에 의해 가정된 교사 자율성의 발휘 결과는

개 ‘변형’과 ‘재구조화’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자율’그 자체가 바람직한 가치이기 때문에 교육 정책을 통해 추구해야할 가

치이기도 하지만,기실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은 모종의 변화를 모

색하기 한 수단으로 실시되어 온 경향이 강하다.7)가령 고질 인 획일 교육

을 벗어나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해서는 교육 내용

방법이 다양화되어야 하며,이는 교사의 자율성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논리이

다(허숙,2012).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시 사회 변화에 응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르기 해서는 ‘교과서 심의 학교교육 체제’에서 과감히 탈피

하여 ‘교육과정 심의 학교교육 체제’로 환될 필요가 있으며,이를 해서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 이 핵심 임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1997:111).

이처럼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종래의 학교교육으로부터 ‘변화’를 지향함에

따라,교사들에게도 기존의 형식,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형식,새로운 틀로

교육을 하는 것이 기 된다.즉,교사들이 자율성을 발휘한다면 이는 곧 종래의

‘교과서 심’교육,‘교과지식의 심의 교육활동’방식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만

들어낼 것이라 기 되는 것이다(교육부,1997;교육부,2014:21).

‘교육과정 재구성’은 표 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교육과정 재구성이

무엇인지에 해서는 개념 논쟁이 있어왔으나,학계에서 공통된 의견은 학습

을 해 주어진 자료를 ‘재구조화’하거나 ‘변형’하는 것이라는 이다(추갑식·신

7) 과   책  학  신 주 하  한 수단 라는 도 근 발  

시 고 나( : Kim, 2014; 천 , 2012), 본 연 는 주요 상  가 과

 하는바, 러한 는 본 연  범  벗어났다고 보고, 본 에 는  

한 는 염 에 거나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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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2015).제6차 교육과정 이래 교육과정 재구성은 ‘학습자의 흥미나 수 을

반 할 수 있도록’,‘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도록’ 는 ‘목표 달성에 합하도록’

실시될 것이 지속 으로 권장되어 왔다.그러나 상기한 목 들이 ‘재구조화’나

‘변형’을 수단으로 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지는 고려해볼

문제이다.종래에 해왔던 방식 로 주어진 것들을 그 로 이용할 때에는 학습자

의 흥미나 수 을 고려하는 것이, 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운가?더 바

람직한 교육과정 운 은 반드시 변형과 재구조화를 통해서만 가능한가?

학교 수 의 교육과정 편성과 련해서도 주어진 것에 한 ‘재구조화’나 ‘변

형’이 강조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교과(군)별 시수 증감 권한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 는지를 지속 으로 평가하는 것은 표 인 라 할 수 있다.주어진

교육과정 기 에 더 많이 변형을 가할수록,교사들은 자율성을 많이 발휘한 것

인가?종래의 학교교육과정과 다른 모습의 교육과정을 운 하는 학교만이 자율

성을 발휘하는 학교인가?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 다수 내용이 국가수 의 기 을 교사가 변형하고

재구조화하는 것을 허용하는 권한인 것은 맞다.그러나 문제는 국가가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수단으로 학교교육에 변화를 꾀하는바,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하

는 양상이 오직 ‘변화’를 통해서만,즉 주어진 것을 그 로 사용하던 학교교육의

모습과는 다르게 기존의 것을 ‘변형’하고 ‘재구조화’하는 행 에 국한되어 이해되

거나 인정될 가능성에 있다.실제 국내 논의를 보면,교사들이 교육과정 운 에

서 자율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여부를 교육 내용 ‘재구성’측면에서 탐색하는 연

구들이 많다. 표 으로 김평국(2004,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연구자에

따르면 교사의 교육과정 수 은 주어진 교과 내용의 틀을 얼마나 많이 재구조

화하 는가에 따라 ‘극 수 ’과 ‘소극 수 ’으로 나 어진다.이러한 틀에

비추어 볼 때,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변형하지 않는 많은 교사들은, 는

과 마찬가지로 교과서를 그 로 사용하는 교사들은 교육과정 운 에 있어 자율

성을 거의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리해본다면,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학교교육의 ‘변화’라는 지향 을 상정

하고 있는바,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은 주어진 것을 그 로 사용하던 기

존의 방식과 달리 으 주어진 자료를 ‘변형’하고 ‘재구조화’할 것이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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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한다면,교육과정의 편성․운 의 방식은 종래의 그것

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기 되는 역할은 교사로서 나의 신념에 터해, 는

학교의 철학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운 하는 것보다는,국가로부터 부여된 자

율권을 활용하여 주어진 것을 변형하고 재구조화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더

욱 문제인 것은 주어진 것을 재구조화하고 변형하는 것 자체에 이 맞추어

지면서,교사들이 ‘무엇을 왜 가르쳐야하는가’에 해 질문하기보다 변화를 한

‘방법’에만 을 맞추게 된다는 이다.즉,교사의 자율성은 기술 인 것으로

락하게 된다.2009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오히려 학교 장에서 시수를

20% 증감하고 집 이수제로 인한 과목제한을 맞추기 해 ‘이 게 혹은 게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차와 기술만이 강조되고 있다’는 지 은 이를 잘 보여

다(정 근 외,2010).

교사의 자율성을 ‘변화’에만 국한시킴으로써 교사들의 능동성이 간과하기

쉽다.때때로 교사들은 교육 신념이나 가치에 따라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거

나,주어진 틀을 유지하고자 할 수 있다.그러나 교사에게 ‘변화’만을 강조할 때,

상기의 교사는 자율성을 발휘하기는커녕,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 변형을 시도

하지 않는 고리타분하고 무능력한, 는 게으른 교사로 여겨지기 쉬운 것이다.

기실 교사에게 부과되는 이런 역할은 앙집권형 교육과정 하에서 주어진 교

육과정을 충실히 실행하던 기존의 교사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교사가 하는 일은 자신의 신념과는 별개로 국가의 의도를 충실히 실행하

는 것을 목 으로 하기 때문이다.비록 자율성을 갖고 있지만,교사는 앙집권

교육과정 개발 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해 국가로부터 지시 사

항을 학교 상황에 알맞게 재구조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조덕주,

2002).교육과정이 어떻게 운 되어야 할지에 한 실질 은 결정권은 국가가

지니고 있고,교사는 이미 정해진 방향 로,수단에 한 사소한 결정만을 내릴

때 교사는 권한을 이양(devolution)받은 것이 아니라, 임(delegation)받은데

그친 것이라 볼 수 있다(Karlsen,2000).

요컨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할 때 ‘변형’이나 ‘재구

조화’가 일어날 것이라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교사의 자율성 발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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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형이나 재구조화로 제한될 때,교육과정 운 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사의

능동성은 간과하고 쉽다.

3)교사 단의 복잡성이 배제된 것

교사가 발휘하는 자율성을 이해하기 해서는 교사 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자율은 결국 ‘스스로의 원칙에 의한 단과 행동’이기 때문이다.흔히 교사의

단은 ‘교사가 얼마나 타당하게 결정 내리는 가’의 결정의 문제라 생각하기 쉽

다.그러나 교사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먼 상황을 이해해야하며,문제

를 인식하고,가능한 여러 안을 마련하는 등 상당히 복잡한 인지 과정을 거치

게 된다.그런데 이 때 동일한 상황에서도 개인 인 는 직업에서의 경험에 따

라 교사들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이해하며 문제를 인식한다. ,동일한

교사라 할지라도,근무지를 옮기면서 매우 다른 방식으로 교육과정 운 하기도

한다.이는 교사의 단이 환경에 향을 받기 때문이다.이처럼 교사의 단은

환경 맥락뿐만 아니라 교사 개인의 맥락과도 긴 히 얽 있는바,일방 으로

처방을 내리거나 결과만으로 옳다,그르다를 평가하기는 어렵다.교사의 단은

복잡성(complexity)을 띤다.

그러나 재의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은 교사의 단이 지닌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먼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은 교사의 문제를 일

원화하여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확 된 집 이수제를

로 들 수 있다.집 이수제는 한 학기에 학습해야하는 교과의 수가 많아 학습

부담이 많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7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도입되었다.물

론 그 동안 교과가 가능한 잘게 쪼개어 하나씩 순차 이고 논리 으로 배열되

다 보니,가르칠 내용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과 해진 측

면이 있던 것은 사실이다(정 순·박창언·이민정,2011).그러나 모든 교사에게

한 학기에 가르치는 교과가 많은 것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한 학기에 가르치는

교과의 수 외에,주지교과 주의 교육과정 운 이 문제라고 보는 교사도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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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학교의 실제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시수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교

사도 있을 것이다.이처럼 문제에 한 교사들의 인식이 상이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재 교육과정 자율화 제도는 모든 교사가 집 이수제를 받아들이고 한

학기 8교과목 이내로 교과목을 축소하도록 하는바,교사들의 문제 인식이 다양

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실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한 처방에서도 마찬가지이다.2009개정 교육과

정에서는 교과(군)별 수업 시수 20% 증감의 경우,처음에는 ‘자율 증감’을

허락하 으나,입시문화로 인해 비주지 교과가 주변화 되는 것이 문제로 지

되자 정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체육,음악,미술의 경우 수업 시수를 감축

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그러나 술과 체육 교과의 시수를 감축할 수 없도

록 고정하는 것이 모든 학교에 한 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가령 ‘국

어’교과 시수의 증배가 필요한 학교의 경우 국어교과를 증배함에도 불구하

고,체육,음악,미술을 일 수 없는바,해당 학교는 지나친 부담을 안거나

수업부담을 덜기 해 불가피하게 감축이 필요하지 않은 교과를 이게 되

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이처럼 맥락에 한 고려 없이 일방 으로 해결

책을 처방하는 것은 교사의 단에서 맥락이 미치는 향들을 간과하고 표

면 인 결과만을 고려의 상으로 삼는다고 볼 수 있다.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 하나는,교사가

자율성을 제 로 발휘하지 않는다는 비난의 상이 되기 쉽다는 이다.교사의

결정은 교육과정 편성․운 을 둘러싼 여러 맥락 속에서 교사 개인의 경험과

신념이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단 과정을 거친 결과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과정에 한 고려 없이 그 결과만을 평가할 때,많은 경우 교사가 자율성

을 발휘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이는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한다는 것이 마

치 진공 상태와 같은 맥락 없는 상황에서 오직 가장 합리 이고 이성 인 결정

을 내리는 것으로 규정하는 바와 같다 할 수 있다. 컨 ,학교자율과정이 도

입되면서 학교에서 편성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특성화 방안을 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소 주요교과인 국어, 어,수학에

과정이 집 배정되고 있다(한혜정·민용성·백경선,2011:83).교육의 공공성을

염려하는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자율화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교육과정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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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교사들이 주어진 자율권을 제 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기기

쉽다.즉,교사들에게 획일 인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이상 으로 그려왔던 교육

과정을 편성·운 할 수 있는 자율성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교사들은 자율성

발휘하기보다는 실에 안주하는 편을 택했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교사들의 단은 학부모의 바람,학생들의 요구와 필요,교육 수요자들에게 선

택받아야 하는 학교의 치 등의 구체 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에서

단지 이상 으로 바람직한 결정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즉,교사들이 자율

성을 발휘한다는 것이 맥락과 계없이 이상 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

라는 것이다.오히려 국어, 어,수학을 집 편성한 교사들은 실의 여러 요

구와 상황을 부단히 고려한바,그러한 방식으로 자율성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

다.

물론 그 다고 교사의 단의 복잡성을 고려한다는 것이 교사의 모든 결

정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단의 과정을 배제한 채 그 결과만으로

교사의 자율성 발휘 여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은 주지될 필요가 있다.

요컨 , 재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은 교사 자율성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

단의 복잡성을 배제하는바,획일 인 처방을 내리고 문제 해결에 실패하는 경

우가 있다. , 단의 복잡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결과만으로 평가됨으로써

교사는 자율성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비난에 쉽게 직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리의 수면 아래 무수한 물장구처럼 교사의 단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단한 맥락과의 상호작용이 있는바,결과만으로 교사의 자율성 여부를 평

가할 수는 없다.

종합해볼 때,일련의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가정하고 있는 교사 자율성 개

념들은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교사들에게 의미 있게 용되고 활용되는데 걸

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먼 ,교육과정 자율화가 장에 용되

는 방식을 볼 때,교사의 자율성은 ‘국가에 의해 부여’될 수 있고 일방 으로 ‘통

제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모종의 학교교육 ‘변화’를

지향하는바,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은 종래의 ‘그 로 사용하는’방식과

달리 ‘변형’과 ‘재구조화’를 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라 가정한다.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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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서 교사의 자율성 개념은 단의 복잡한 과정을 배제하

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즉,교사의 문제가 획일 인 것으로,해결책도 하나의

안으로 처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며,자율성의 발휘여부도 드러난 결과 여부

로만 평가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바,교사는 비난의 도마에 오르기 쉬운 것

이다.이처럼, 재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가정된 교사 자율성 개념이 문제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을 고려할 때,많은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

과정 자율화 정책이 장에서 충분한 공감을 얻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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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육과정자율화정책에서교사자율성개념에 한비 논의

1 에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가정된 교사 자율성 개념이 어

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 지 살펴보았다. 재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가정된 교

사 자율성 개념은 체로 교사를 국가의 의도 로 행동하는 소극 존재로 여

기고 있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상태’라는 자율성의 본래

의미에 비추어볼 때,교사의 자율성은 보다 극 으로 이해되고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반 될 필요가 있다.따라서 본 에서는 앞서 Ⅱ장 2 에서 다

루었던 교사 자율성 개념에 한 보다 극 인 해석에 비추어, 재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서 교사 자율성 개념을 비 으로 논의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맥락 속에서 성취되는 것

계몽주의 이래 자율성은 인간의 이성 인 행 능력으로 여겨졌다. 컨 ,

칸트에게 자율성은 보편 도덕 법칙에 따라 행 할 수 있는 이성 인 역량이

있는가의 문제 다(박 원,2012).이러한 자율성의 아이디어는 각 개인이 이성

능력,즉 단의 기 을 소유(have)하고 있으며 마음먹는다면 언제 어디서든

이를 발휘할 수 있음을 강조하 다.개인이 자율성을 잠재 으로 소유하고 있다

는 것은 행동의 규범이 더 이상 외부로부터 규칙으로 주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

을 의미한다.즉,행동의 규범이나 단의 권 가 이성을 가진 개인에게로 넘어

가는 것이 가능하며 바람직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자율성에 있어 가장 요한

문제 하나는 의사결정의 권한을 개인에게 넘겨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하는 가는 결국 교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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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을 충분히 넘겨주었는가의 문제로 간주되

었다.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은 교사가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

성․운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많이 넘겨주는 것,즉,그동안 교사의 의사결정을

가로막아왔던 국가로부터 부과되는 지침들을 제거해주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지침들을 제거하고 교사가 자율 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을 늘려주는 것이 교사가 교육과정에 능동 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물론,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자율성을 발

휘하지 않는 것이 제도 미흡함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다.제6차 교육과정에서

나타났듯,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 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범 가 매우 한정 이라든지,교사가 교육 활동이나 교육 내용을 정할 수 있도

록 교육과정 상에 국가로부터 특정한 활동이나 내용이 처방되지 않은 빈

(empty)시간을 마련하 지만 정작 하 역을 구체 인 시수와 함께 부여함

으로써 교사들이 실질 으로는 활동이나 내용에 해 의사결정 할 여지가 없었

던 제7차 교육과정의 특별활동의 경우가 그 라 할 수 있다.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연구들이 공통 으로 지 하고 있는 은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려

운 보다 실질 인 원인은 보다 실 인 부분에 있다는 것이다. 표 으로

학 입시 문화를 들 수 있다.교사가 아무리 자신의 교육 의도에 터해 교육과

정을 운 하고자 하여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입시가 요하고,학

부모들이 그것을 원하는”상황에서는 자신의 교육 의도에 비추어 교육과정 운

에서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이 쉽지 않다(홍원표,2011).학교의 문화가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김정윤(2014)에 따르면 학교에 만

연해 있는 ‘튀지 않는’문화는 통합교육과정 실천에서 교사의 열정을 반감시키

고, 극 인 교육과정 재구성에 걸림돌이 된다.이처럼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

하는 데에는 제도 권한뿐만 아니라 보다 실질 인 맥락들이 작용하고 있다.

교사들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데 향을 미치고 있는 맥락은 간단히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상식 인 수 보다 훨씬 범 하다.일정한 높이에서 떨

어지는 물체에 비유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우리는 떨어지는 물체에 해 일반

으로 뉴턴 물리학의 간단한 공식을 이용해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데 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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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계산한다.이 때 여러 변수들은 마치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과 수많은 맥락은 불가분의 연결망

속에 있다(Capra,1998:65).가령 물체가 땅에 떨어지는 데에는 공기 항이

향을 미치며,이러한 공기 항은 공기의 온도와 압력,나아가 방 안 공기의

류에 향을 받고 이러한 공기의 류는 방 안에 존재하는 사람의 호흡 패

턴이나 열려진 창문 등 수많은 맥락에 의해 향을 받고 있다.오히려 극단 으

로 공이 떨어지는 상은 이러한 수많은 맥락들의 반 (反影)이라 할 수 있다.

낙하하는 공과 마찬가지로,교사들도 연결망을 이루는 수많은 맥락 속에 존재한

다.가깝게는 학교 내의 교사 문화나 권력 계에 향을 받으며,넓게는 사회

의 지배 인 신념이나 사람들이 교사에게 기 하는 역할에 향을 받는다는 것

을 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 다면 교사는 구체 으로 어떤 맥락 속에서 교육과정에 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볼 수 있는가?Priestley& Biesta& Robinson(2015)은 생태학 근을

통해 교사가 스스로의 교육 신념에 터해 교육과정을 운 하는 것은 반복 ,

실천 -평가 ,투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제시한 바 있다.

반복 차원에서 볼 때,교사의 과거 경험 즉,개인 이고 일상 인 경험과

교사라는 직업과 련한 경험은 모두 교사가 주체성을 발휘하여 교육과정을 운

하는 데 향을 미친다.특히,직업 경험은 교사로서 축 된 경험이나 실천

지식뿐만 아니라, 비 는 직 교사 교육,학생으로서 교사를 만났던 경

험 등 직업과 련한 모든 경험을 포함한다.

투 차원에서 볼 때,미래에 한 교사의 아이디어는 교사의 교육과정 운

에 투 되어 향을 미친다.이 때 미래에 한 아이디어는 교사가 이성 으

로 가지고 있는 장․단기 인 비 뿐만 아니라,미래 상황에 한 기 나 소망,

두려움 등 정서 이고 실천 인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가령 학생

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10년 후 우리 사회의 모습에 한 교사의 측이나 바

람이나 재의 교육 경험이 학생들의 1년 후 는 10년 후 모습에 어떤 향을

미칠 지에 한 기 와 상상 등 미래와 련한 다양한 생각들이 교사의 교육과

정에 한 의사결정에 투 된다고 할 수 있다.

실천 -평가 차원은 재 단이 일어나는데 향을 미치는 상황으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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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구조 측면을 모두 아우른다.문화 측면은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방식,가치나 신념,기 등을 의미한다.많은 경우,교사들은

교사의 역할이나 학생에 한 가치 에 한 문 가치나 신념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것은 교사의 교육과정 운 에 큰 향을 미친다(Priestley,Biesta,&

Robinson,2013:192).국내에서 에 띄게는 몇몇 신학교에서 교사들이 교육

과정 운 을 심으로 학교를 변화시키는 사례가 있지만,극단 인 사례가 아니

더라도,공동체 구성원으로 지속 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의견을 나 는 과정에

서 자연스 문 가치는 공유될 수밖에 없다.물질 측면은 교사가 교육과

정을 운 하는 것과 련되어 있는 자원을 의미한다.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나 교사용 지도서 등이 표 이라 할 수 있으며,학교의 재정이나 교구,시설

등도 련이 있을 수 있다.마지막으로 구조 측면은 학교 내의 수평 는

수직 계,권력 구조, 리자와 교사들의 계,학교 내에서 교사에게 부여된

권한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교사는 과거,미래, 재가 함께 연결된 맥락 속에 치해 있는바,제

도 으로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해서 그 권한을 항상 활용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이러한 권한은 교사의 교육과정에 한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한

요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이는 교사 자율성이 권한을 통해 부여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다.

교사가 교육과정에 해 의사결정을 내릴 때 향을 미치는 여러 차원을 고

려한다면,오히려 교사의 자율성은 상술한 맥락 속에서 성취(achieve)된다고 볼

수 있다.같은 제도 조건 하에서도,교사들은 어떤 맥락 속에 치해 있는가

에 따라 자율성을 발휘할 수도 있고 발휘하지 못하기도 한다.즉,어떤 과거 경

험을 가지고 있는지,미래에 한 비 이나 기 가 있는지, 재 놓여있는 상황

맥락이 어떠한지가 복합 으로 작용함으로써 교사의 자율성은 성취된다.가령,

아무리 교사에게 교육과정 운 권한을 부여하더라도,학부모가 변화를 원하지

않고,학교 리자가 통 인 방식의 교육과정 운 방식을 고수한다면 교사는

교육과정의 운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다. 교사가 학생의 평가 결과에 따른

책무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면 교사는 평가 결과에 을 맞추어 교육과정을

운 할 수밖에 없다.이런 사례들은,교사의 자율성이 제도 권한에 의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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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 아니라,교육과정 운 을 둘러싼 교사 내외의 맥락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지속 인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필요하다 할지라도,자율

권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교사들이 동일하게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교사 자율성이 ‘부여되는 것’이라는 가정은 오

히려 많은 교사들을 비난에 직면하게 한다.

반면,교사 자율성을 ‘맥락 속에서 성취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모두에게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자율화 정책은 변화될 필요가 있다.교사들은

모두 다른 맥락 속에서 교육과정을 편성․운 하는바,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은

교사들은 재 자신이 처한 맥락에서 실질 으로 필요한 내용과 수 의 자율권

을 부여해야한다. 신,교사의 경험이 교육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

는 핵심 인 한 축임을 고려할 때,학교 맥락에 합한 자율권을 선택하고 교육

과정이 운 되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교사들이 풍부한 교육과정 상상

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은 학교의 문화 ,물질 ,구조 측면에도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교사들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데에 재 학교의 맥락은 핵

심 인 지원 요소이자 방해 요인이다.뿐만 아니라, 재 학교 맥락은 재 교

사들의 결정뿐만 아니라,과거의 경험으로써 미래에 교사가 발휘할 자율성에

향을 미치는바,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은 교사들이 자율 으로 교육과정을 운

할 수 있게끔 학교 맥락을 조성하는 방향에 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교사의 교육 목 에 터한 것

교사의 자율성에는 교사가 자신의 일에 해 스스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임에도 불구하고,종래의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가정된 교사 자

율성 개념은 ‘교사가 스스로 의사결정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해서는 크게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이는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교사 자율성



59

자체에 한 심보다는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함으로써 나타나게 될 결과에

심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인 것이 자율성을 발휘하면 ‘변형’과 ‘재구조화’가 나타날 것이라 간주하

는 양상이다. 앙집권 교육과정 정책 하에서 교사들은 교육과정에 한 결정

권이 없는바,주어진 교육과정을 그 로 달할 수밖에 없었으며,이러한 상황

은 획일 인 교육과정 운 으로 이어졌다.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은 교사들에게

자율성을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보았다.교사에게 자율성

을 허용하면 제도 으로 학교마다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이 가능해지면서,개별

학생을 고려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로의 환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허숙,2012:88).이에 따라 획일성을 야기하게 되는 주어진 것을 그 로 사용

하는 방식은 지양해야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반면,자율성을 발휘한 결과 다

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이 나오기 해서는 주어진 것을 ‘변형’하거나 ‘재구조화’시

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서 지속 으로 강조되는 ‘교육과정 재구성’은 그 라

할 수 있다.교사들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지역 환경이나 학생의 흥미,요

구 등을 수용하여 국가로부터 주어진 자료를 ‘재구조화’할 것이 요구된다.교육

과정 재구성 논의에 따르면,기존의 자료를 많이 변화시킬수록,교사는 능동

으로 교육과정 운 에 참여한 것이며,자율성을 많이 발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김평국,2004,2005).

그러나 이것은 교사의 자율성을 국가의 의도 로 해석하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교사가 가진 직업 ,개인 경험과 배경은 매우 다양한바,교육에

한 교사의 신념이나 가치는 다양하며 바람직한 교육과정 운 에 한 교사의

이해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컨 ,자율 으로 교육과정을 운 할 수 있는 권

한이 주어졌을 때,교과를 통합하여 하나의 경험 속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도 있을 것이며, 통 인 방식 로 잘 정련되고 조

직화된 교과 구조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도 있을

것이다.이처럼 교사들이 교육과정 운 에서 자율성을 발휘하는 양상이 다양하

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수 있다.교사들이 자율성을 발휘한다고 해

서 주어진 것을 무조건 재구조화하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아니며,국가가 의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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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로 자율성이 반드시 학교교육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도 아닌 것이다.

교사 자율성이 국가의 의도에 비추어서만 이해될 때,교사들의 능동성은 간

과되기 쉽다. 컨 ,학업 성취도가 부진하여 기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는 학

교 맥락에서는,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신,교과서 내용을 충실히 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교과서를 심으로 교육과정을 운 할 수 있다.그런

데 ‘변형’이나 ‘재구조화’를 기 하는 국가의 의도가 교사 자율성을 별하는 기

이 된다면,교사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성을 발휘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재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도 자율성을 발

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처럼 교사 자율성이 국가의 의도에 비추어서만 규정

될 때,국가의 의도와 부합하는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 다수 교사의 능동성은 간

과되기 쉽다.

그 다면 교사의 자율성 여부는 무엇에 비추어 단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질문에 답하기 해서는 다시 처음의 문제로 돌아가,교사가 스스로 의사

결정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교사가 교육과정에 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은 자신의 경험을 토 로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안을

모색하며 결정내리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즉,의사결정의 가장 기본 인 토

는 교사의 문제에 한 이해,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교사 자율성은

교사가 교육과정을 편성․운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의식을 충분히 투 하

고 해소할 수 있었는지 여부로 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교사 주체성(teacheragency)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교

사 주체성은 교사가 교육과정 운 의 주체로서 나름의 교육 목 을 토 로

주어진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실천할 수 있는 통제력을 의미한다(Hilferty,2008).

즉,교사가 교육과정 운 의 주체라면,교사는 자신의 교육 목 에 비추어 의

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교사 주체성 논의에 따르면,교사가 스

스로 의사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의 의도가 아닌 자신의 교육 목 을

거로 의사결정 하는 것을 의미한다.기실,이는 자율의 본래 의미와도 상통하

는 측면이 있다.사 의미에 따르면 자율성 한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

라 일을 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교사에게 자기 스스로의 원칙이

란 곧 교육 목 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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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 목 에 주목할 때,교사에게 자율성이 있는지 여부는 교사가

자신의 교육 의도를 반 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는가를

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이 게 볼 때,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하는 지 여부는

교사가 주어진 것을 얼마나 변형하고 재구조화하 는지,교육과정을 재구성했는

지 안했는지,수업 시수 증감 권한을 몇 %나 활용 했는지로 쉬이 단될 수 없

다.국가가 부여한 권한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으며,국가의 의도를 얼마나 충실

히 반 하고 있는 가로 단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사 자율성 개념을 염두에 둔다면,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은 교사

에게 자율 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교사가 자신의 교육 목 을

충분히 성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기존에 교사 학습이 어

떻게 더 효과 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에 한 탐색으로 주류를 이루었다면,교

사가 자신의 교육 목 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 학습은 보다 넓은 의

미의 학습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교사에게 자신의 교육과정 실천이 터하

고 있는 가정을 비 으로 반성하거나 교육과정 운 을 둘러싼 구조와 문화를

탐색함으로써 자신의 교육 목 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하

나의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단의 과정이 고려되는 것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서 교사 자율성은 주로 ‘결과’측면에서 단되어왔다.

특히 국가의 의도에 비추어,국가가 의도한 바를 잘 달성하 는지,부여된 권한

을 잘 사용하 는지 측면에서 평가되었다.이 게 교사 자율성을 결과만을 평가

하는 것은 ‘구조를 통한 사고’방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구조를 통한 사고

는 기본 인 구조가 있고 나서 그 구조들이 힘과 메커니즘을 통하여 상호작용

하며,그것들이 과정을 일으킨다는 사고방식이다(Capra,1994:203).이러한 구조

는 개 명백히 분석될 수 있으며,원인과 결과의 선형 연쇄의 형태를 띠는

것으로 여겨진다.역으로 구조를 통한 사고는 인과 계를 따라 구조가 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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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구조에 힘이 작용함으로써 과정이 생겨나고,원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음

을 가정한다.즉,시계장치를 비롯한 ‘기계’처럼 그 구조를 충분히 잘 고안하고

설계한다면,작동된 결과까지도 충분히 상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틀에 비추어볼 때,국가가 교사 자율성을 결과에 을 두고 평가한

다는 것은 최소한 두 가지의 사실을 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먼 ,국가가

제도를 통해 교사가 따라야할 구조를 상세히 마련한다면 각 교사는 바람직하다

고 여겨지는 모종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즉 교사 자율성은

국가에 의해 부여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8) ,국가가 교사 자율성을 결

과 심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한 결과에 따라 교육과정

운 과정이 의미 있거나 없음을 단할 수 있다는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바람

직한 결과 속에는 바람직한 과정이,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과정이 내재되어 있는바,결과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핵심 인 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는 설계된 로 작동하는 기계보다는 환경과 지속 으로 상호작

용하는 유기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바,‘과정을 통한 사고’로 근될 필요가 있다.

과정을 통한 사고란 구조에 앞서 과정이 일차 이고,우리가 찰하는 것들은

계속 으로 서로 다른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역동 인 양태들이라는 가정에 터

한 사고이다(Capra,1994:203).과정을 통한 사고에 따르면,결과는 지속 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양태라 할 수 있다.즉,우리가 결과로 포

착하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과정의 한 단면일 뿐이라는 것이다.이를 교사 자

율성에 용해보면,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운 하면서 자율성을 발휘한 결과라는

것은 매우 임시 이고 언제든지 다른 양태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교사들

이 어떤 환경 속에 있으며,어떤 개인 인 경험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등

교육과정 운 을 둘러싼 맥락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한 결과는 그 무엇인가

가 조 이라도 변한다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하물며,교사 자율성을 이해하

고 지원하고자 할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바로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8) 사  여  수 는 것 지에 해 는 본  1)에  본격  다루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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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단 과정을 주목한다는 것은 교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왜 그러한

단을 내렸는지에 주목하는 것을 의미한다.학생이나 학부모가 요구하는 바가 무

엇인지,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의 상황은 어떠한지,가르쳐야 할 교과

에서 요구하는 바는 무엇인지,실질 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인지,

리자나 동료교사를 비롯한 학교는 교사의 교육과정 운 에 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교사가 교육에 해 가지고 있는 신념은 무엇인지 등 구체 인

맥락 속에서 교사들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바,이 단의 과정을 살펴보아야한다

는 것이다.가령,교사들이 체능 과목을 감축하고 주지교과를 편성한다고 하

여 체능 교과에 해서는 감축이 안 된다는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교사

들이 왜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주목해야한다. ,국가의 역할

은 학생들의 학습량이 많다고 하여 8과목 이내로 교과 수를 일 것을 일방

으로 처방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느끼는 학습량 과다에 해 교사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안을 가지고 있으며,어떤 방식으로 해결 방식을 취

했는지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사 자율성에 한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재 자율화 정책은 학교가 가

지고 있는 교육 철학이나 학교교육목표에 교사 자율성이 얼마나 일조하는가를

평가하기보다는 교사에게 허용된 자율성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에 더 많은

심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기실 교사에게 허용된 자율성은 학교

교육이 내실화되고,교육의 주체들이 더 바람직한 교육의 경험을 갖기 한 수

단이다.기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교사는 교과서를 심으

로 주어진 것을 충실히 달하는 교육과정을 운 할 수 있으며,기 학습 능력

과 직결되는 국어, 어,수학 등 소 주지교과를 증배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과별 시수를 증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지만,시수 증감이 필요

하지 않을 수도 있다.이러한 경우 교사는 교육과정 운 에 있어 자율성을 발휘

하지 않았다고 간주되어야 하는가?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의 교사는 주어진

교과서를 그 로 사용하고 주지교과에 치 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등 자율

성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간주되기 쉽다.그러나 교사의 단 과정을 고려할 때,

의 교사는 교육과정을 편성․운 함에 있어 충분히 자율성을 발휘하 을 수

도 있다.교사가 어떠한 맥락 속에 치해 있으며, 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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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무엇을 문제로 보았는지,왜 특정한 안을 선택하 는지 단의 과정

을 소상히 드러낼 때 교사의 교육 의도나 그 실 과정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면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서 교사의 단 과정은 어떻게 고려될 수

있을까?우선 국가의 입장에서 일방 인 문제규정을 하거나 획일 으로 안을

처방하는 방식의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뿐만 아니라,교사의 단 과정이 고

려되기 해서는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한 평가가 교사 는 학교가 스스

로 정한 내 기 에 터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기존의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

은 국가에 의해 부여된 책무성을 강조하는 평가가 다수를 이루었으며,특히 수

치화된 결과를 통해 외 기 의 도달 여부를 단하는 경향이 있었다.그러나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 은 여러 맥락과 얽 복잡성의 양상을 띠고 있는바,외

부의 단 기 에 의해 온 히 평가되기는 어렵다. 한,기존에 자율성에 한

평가가 ‘자율권을 얼마나 활용 하 는가’자체에 이 있었다면,교사의 단

과정을 고려한 평가는 ‘교사가 처해있는 구체 인 맥락과 련하여 자율권을 얼

마나 활용 하 는가’를 고려할 것이다.즉,자율권 그 자체에만 주목할 것이 아

니라,학생의 흥미와 학업 수 ,학부모의 요구,지역사회의 특수성 등 특정한

상황에 얼마나 합하게 자율권을 활용하 는지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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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요약 결론

1.요약

이 연구는 재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교사의 자율성 개념을 심으로 비

으로 고찰하는 데 목 이 있다.교육과정을 편성·운 하는 주체는 결국 교

사인바,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서 교사 자율성이 얼마나 교사에 합하게 상정

되어 있는가에 따라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목 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서 교사에게 허용하는 자율성은 무엇인가?

둘째,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가정된 교사의 자율성 개념에는 어떤 문

제 이 있는가?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서 교사에게 허용되는 자율성이 무엇인지 제6차

교육과정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국가교육과정 문서를 탐색해보았다.

교육과정 편제 시수 측면에서는 교사에게 허용되는 자율성이 국가교육과

정 개정을 거듭하며 증가하 다.교육과정 자율화가 처음 시도된 제6차 교육과

정 시기에는 자율성이 고등학교 일부 선택과목 등학교의 학교재량 시간에

해서만 허용되었던 반면,제7차 교육과정에는 고등학교에 으로 선택

심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재량시간이 학교 으로 확 됨에 따라 교사에게 허

용되는 자율성이 늘어났다.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에 선택 심교육

과정이 더욱 강화되고 집 이수제가 도입됨으로써 교사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

이 허용되었으며,2009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러서는 교과군 학년군 체제의

도입,교과(군)별 20% 시수 증감 가능,고등학교에 학교자율과정 도입, 학교

으로 교과 집 이수제 확 ,창의 체험학습 도입 등으로 편제나 시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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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자율성이 제도 으로는 거의 완 히 허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더 많은 제도 권한을 허용하는 것이 교사에게 실질 으로 더 많은 자율성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자율과정을 통해 교

사들에게 180단 의 교과 이수 단 64단 만큼은 직 교과목을 선정하여

로그램을 구성하고 안과목을 개설하게끔 허용하 지만,실제로 안과목의

개설은 미비한 실정이며 로그램 구성도 기존의 주지교과 심의 편성과 거의

달라진 것이 없는 실태는 재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서 자율성의 모순 인

측면을 잘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교육 내용 구성 측면에서는,교과 외 역의 경우 범교과 학습 내용에 의해

일부 제약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이 거의 완

히 허용되고 있다.그러나 교과 역의 경우,교사에게 허용된 자율성은 매우

제한 이라 할 수 있다.제6차 교육과정 이래 국가교육과정 문서를 통해 내용에

해 교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순서,비 ,방법’등임을 지속 으로 명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즉,교사가 국가로부터 제시된 내용을 삭제하거나 추가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이는 시수 증감이 자유로워진 2009개

정 교육과정 시기에도 마찬가지여서,교사의 자율성이 융통성과 충실성 간의 긴

장 계 속에 치해 있음을 보여 다.

교육 평가의 경우,국가에서 교과 별 교육 내용을 제시함에 따라 성취 기 이

나 평가 기 한 제시되고 있어 교사의 자율성은 성취 수 을 결정하는 것에

한정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상황에 맞게 성취 수 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허용되는바,평가에서도 충분히 교사들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한편,

7차 교육과정 이래 ‘교육과정 질 리’가 강조됨에 따라,국가나 시·도 수 에서

주기 으로 학생의 학력 평가,학교와 교육 기 평가,교육과정 편성·운 에

한 평가를 시행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더군다나 국가 는 교육청으로부터

의 평가가 행정 ,재정 유인가를 제공하거나 학교장의 책무성 평가에 반 된

다는 은 제도 으로는 교사들에게 자율성을 허용하지만,실질 으로는 교사들

이 외부로부터 부과된 규정과 규율을 따르게끔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

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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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교사에게 허용되는 자율성에 한 탐색을 바탕으로,교육과정 자

율화 정책에 가정된 자율성 개념이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 비 으로 고

찰해보았다.먼 ,우리나라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가정된 교사 자율성 개념

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서 교사 자율성은 국가에 의해 교사에게 부여될

수 있고 통제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교과 집 이수제의 사례에서 드러

나듯 국가는 교사 자율성을 허용하기 한 제도를 모든 교사가 따라야 할 것으

로 강제함으로써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서 교사의 자율성은 마치 부여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한 자율성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구체 이고 상세한 지

침이 처방되거나,교사 자율성을 평가하는 방식이 강제성을 띠면서 교사 자율성

은 마치 국가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둘째,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서는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한다면 주어지는 것

들을 변형하고 재구조화할 것이라 여겨지고 있다.이는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변화’라는 지향 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종래 학교교육에서는

주어진 자료를 그 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바,교사가 발휘하는 자율성은 이를

다른 양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 기 되었던 것이다.그러나 이는 국가의 의도이

자 이며,교사 자율성에 한 이와 같은 제한된 이해는 교사들의 능동성을

간과하기 쉽다는 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셋째,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상정된 교사 자율성 개념에는 교육과정을 편

성․운 함에 따라 교사가 필연 으로 경험하는 단의 복잡성이 배제되어 있

다.교사의 단은 환경 맥락뿐만 아니라 교사 개인의 맥락과도 긴 히 연결

되는바,복잡한 양상을 띤다.그러나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서는 이와 같은 복

잡성을 배제하고 교사의 문제를 일원화하여 이해하거나 일방 으로 안을 처

방함으로써 교사 자율성의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 단의 과정

과 상 없이 결과만으로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했냐 하지 않았냐가 평가됨으로

써 교사는 비난의 상이 되기 쉽다.

그 다면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가정된 이러한 특성들은 교사 자율성 논의

에 비추어 볼 때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어떻게 발 으로 재고 가능할

까?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지 에서 이에 해 답해보았다.



68

첫째,교사의 자율성은 외부로부터 부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보다는 오히

려 맥락 속에서 성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때 맥락은 재 학교의 상황뿐

만 아니라,교사의 과거 경험,미래에의 바람, 재의 문화 이고 구조 ,물질

인 차원이 함께 작용하는 상호작용한 결과를 일컫는다.교사 자율성이 성취되는

것이라면,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무조건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것만은 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은 학교

의 문화 ,물질 ,구조 측면에 심을 기울이고 교사의 자율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학교 맥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국가가 의도한바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이기보다는 교사의 교육 목 에 터해 교육과정을 운 하는 것이라 볼 필요

가 있다.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서 교사 자율성의 거에는 학교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국가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변형’과 ‘재구조화’를 강조하는 교

육과정 재구성 논의가 표 인 이다.그러나 교육에 한 교사의 은 다

양하며,교육과정 운 에 한 이해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교사 자율성의 단

거 한 교사 자신의 교육 목 을 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은 제도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

니라,교사의 교육 의도를 지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기 해 노

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가는 교사가 자신의 실천을 비 으로

반성하고 지속 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교사의 자율성 발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교사의 단 과정의

복잡성을 배제하기보다는 이를 극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종래 교사

자율성은 주로 ‘결과’를 통해 단되어 왔다.이러한 방식은 ‘구조를 통한 사

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교사는 기계보다는 유기체의 성격을 띠는

바,‘과정을 통한 사고’로 근될 필요가 있다.즉,구체 인 맥락 속에서 단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소상히 고려될 때,비로소 교사의 교육 의도와 그 실 가

능성이 충분히 드러나는 것이다.이를 반 한다면,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한 평가는 교사 는 학교는 스스로 정한 내 기 을 존 할 필요가 있다.

한,자율성에 한 평가는 자율권의 활용 정도 자체에만 을 기울일 것이 아

니라,생태학 환경과 련하여 자율권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에 주목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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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2.결론

교육과정 자율화는 필요하다.교육과정을 운 하는 주체가 교육과정에 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 교육과정에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

모,지역 사회의 요구와 상황이 반 될 수 있고,보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학교

에서 구 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교육과정 자율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

고,기존의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장에서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하는 까닭

이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가정된 교사 자율성 개념의 문제에 있음을 연구자

는 주목하 다.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사 자율성 개념을 심으로 재 교

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비 으로 고찰하고자 하 다.

본 에서는 연구 결과가 갖는 의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 향후 연구과제에 해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먼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는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교사의 입장에서 검토하 다고 볼

수 있다.기존의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한 연구들은 정책 문서에 드러난 자

율권을 검토하거나,국가가 제시한 자율권에 비추어 교사의 교육과정 운 을 확

인하는 경향이 있었다.즉,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한 연구는 체로 국가의

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본 연구는 자율권을 통해 교사가

경험하게 되는 ‘자율성’에 을 맞춤으로써 교사 측면에서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다루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본 연구는 교육과정 분야에서 교사 자율성 개념에 한 이해를 증진시

켰다고 볼 수 있다.국내에서 교사 자율성 연구는 개 교육행정 분야에서 이루

어져 왔으며,교사에 한 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교사 자율성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 다.본 연구는 교사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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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극 인 의미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교사의 자

율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의의에도 불구하고,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을 지

니고 있다.제한 에 비추어 향후 연구 과제를 제언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본 연구에서 교사 자율성 개념을 비 으로 이해하기 해 분석한

상은 국가의 정책 문서나 선행연구물로 제한되어 있다.그러나 실질 으로 자율

성을 체감하고 발휘하는 주체는 교사인 바,문서나 연구물 상에 드러난 부분을

통해 교사 자율성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질 연구 방법 등 보다 장을 생생히 드러낼 수 있는 연구 방법을 활용함으

로써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 하에서 교사들이 실질 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교사

자율성은 어떠한지 다룰 필요가 있다.

둘째,교사 주체성(teacheragency)에 한 보다 면 한 이론 탐색이 필요하

다.본 연구에서는 교사 자율성 개념을 보다 극 으로 해석하기 해 최근 교

육과정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교사 주체성 논의를 참조하 다.이는 교사 주

체성 논의가 교사들이 극 으로 교육과정에 해 의사결정 하는 메커니즘을

잘 드러내고 있는바,교사들의 자율 인 교육과정 운 에 시사 을 수 있다

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본 연구에서 참조한 교사 주체성 개념은 아직 국내에

는 본격 으로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으로 보다 면 히 다루어질 필요가

있지만,연구의 목 상 지면을 통하여 깊이 다루고 논의하기는 어려웠다.추후

교사 주체성에 한 보다 면 한 이론 탐색이 이루어진다면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육과정 운 에 한 논의가 더욱 풍성해지리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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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riticalStudyontheCurriculum AutonomyPolicies

:FocusingontheConceptofTeacher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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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curriculum autonomy has become partofthemainstream of

SouthKoreancurriculum policy.TheKoreangovernmenthascontinuously

tried to transfer power over the curriculum to schools and teachers.

However,inspiteofthealmostperfectinstitutionalconditions,teachersare

blamedfornotutilizingtheirautonomymore.

Thepurposeofthispaperistocriticallystudythecurriculum autonomy

policy,focusingontheconceptofteacherautonomy,whichisassumedas

partofthecurriculum autonomypolicy.

Forthispurpose,thepaperanalyzestheNationalCurriculum ofKoreato

show which partsoftheschoolcurriculum can bedecidedupon by the

teachers,divided into three categories:‘curriculum organization and time

allotment,’‘contentsofeducation,’and‘evaluationofeducation’;italsoseeks

tofindoutwhatteacherautonomymightactuallymeantothegovernment

byreflectingonteacherautonomyandtheconceptofteacheragency.

Thus,theresearchquestionsofthisstudyareasfollows:

1)WhatdecisionsdoestheNationalCurriculum allow forateachertomake?

2)Whatdoesthegovernmentassumeisthemeaningofteacherautonomyin

itscurriculum autonomy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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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ultsofthisstudycanbesummarizedasfollows:

StudiesbytheNationalCurriculum onwhatallowsforateachertomake

adecisionaboutcurriculum organizationandtimeallotmenthavefoundthat

thescopeofautonomyateacherisallowedbythegovernmentisincreasing

gradually.Withthe2009AmendedNationalCurriculum,teachershavebeen

abletoorganizetheircurriculum and allottimealmostcompletely freely

becauseofnew ruleslike‘gradeclusters’and‘subjectgroups.’However,

eventhoughtheycanorganizecurriculum andallottimeontheirown,this

doesnotmeantheyactuallydoinpractice.Thisresultsbecausesomerules

areforcedonteachers,causingthem tofeelcontrolled.

Studies on thecontents ofeducation havefound thatin thecase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such as discretionary activities and creative

experienceactivities,teacherscanmakedecisionsontheirown.Butinthe

caseofsubjectmatter,whichiscentraltoteaching,theteacherhasaright

todecideonlythe‘order,emphasis,andthetechniqueusedforteaching’the

contents.Thereisnorighttodeleteoraddcontents.Autonomyisrestricted.

Studiesontheevaluationofeducationhavefoundthatteacherscandecide

theachievementlevel.Butinordertoimprovethequalityofeducation,since

the7thNationalCurriculum,assessmentsofacademicachievementandthe

organizationofcurriculum forschoolshavebeenpresentedbytheEducation

Ministry and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Office ofEducation.This

evaluationisconnectedtofundingandistheaccountabilityoftheprincipal,

soineffecttheteacheriscontrolledbythegovernment.

Usingthedata,threecharacteristicsofthegovernment’sassumedconcept

ofteacherautonomyarepresented.

First,teacherautonomy isconsideredasgrantedandcontrolledby the

government.Thegovernmentgivesautonomytotheteacherwithdetailed

guidelinesandbyforce.

Second,theteacherisconsidered tomodify and reconstructthegiven

materialiftheteacherdisplaysautonomyinimplementingcurriculum.Thisis

thechangethattheNationalCurriculum wantstoimplementinschools.

Third,theconceptofteacherautonomy doesnotincludecomplex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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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A teacher’sprofessionaljudgmentisconnectedtotheenvironment,

the teacher’s experience,and the teacher’s orientation.But curriculum

autonomy policies instead consider teachers the same and prescribe

alternativesunilaterally.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s,the government’s assumed conceptof

teacherautonomyshouldbediscussedcritically.

First,teacherautonomyshouldbeachievedwithinateacher’sparticular

contextratherthanassignedunilaterally.Itisbettertogiveteachersthe

autonomythattheywantintheirspecificcontextsratherthanjustgivethe

samerightforautonomytoeveryteacherineverycase.Itisimportantto

considertheenvironmentsofindividualschools.

Second,teachersworking autonomously should bemanaging theirown

curriculum fortheireducationalpurposesratherthanbeing theagentsof

changethatthegovernmentwants.Forthis,thepolicyshouldbeableto

guaranteenotonlyinstitutionalautonomybutaschoolculturethatsupports

teachers’educationalintentions.Supportforateacher’scriticalreflectionand

learningisalsoneeded.

Third,theconceptofteacherautonomyshouldbeaconceptthatdoesnot

excludebutincludesteachercomplexity.Tothatend,ateacher’sowncriteria

shouldberespected.Andiftheuseofautonomyisevaluated,itshouldbein

connectionwiththeecologicalenvironmentofcurriculum implementation.

Theimplicationsofthisstudyareasbelow:

First, it examines the curriculum autonomy policy not from the

government’sview butfrom theteacher’sview.Second,itbringsforward

thematteroftheconceptofteacherautonomyinthecurriculum field.

Despitethesefindings,thereremaincertainlimitations,andresultsofthis

studyleavemoretobeinvestigatedinregardstothefollowingsubject:

First,thisstudyreferencesdocumentsthatanalyzeandcriticallyexamine

thegovernment’sassumedconceptofteacherautonomy.Thus,thereshould

bean observation on teacherautonomy in a practicalcontextcolle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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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ativeorquantitativedata.Second,thisstudyrefersto‘teacheragency’

tounderstandteachers’curriculum work.Butbecauseitisabrandnew

conceptintheKoreancurriculum field,theconceptofteacheragencyshould

beexploredmoreindepth.

*Keywords:curriculum autonomy policy,teacherautonomy,teacher

agency.

*StudentNumber:2011-23614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문제

	Ⅱ.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과 교사 자율성
	1.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흐름
	2. 교육과정 자율화와 교사 자율성
	1) 교사 자율성의 개념
	2) 교육과정 자율화에서 기대되는 교사 자율성


	Ⅲ.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서 교사에게 허용되는 자율성
	1.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측면
	2. 교육 내용 구성 측면
	3. 교육 평가 측면

	Ⅳ.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가정된 교사 자율성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가정된 교사 자율성 개념의 특성
	1)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것
	2) 변형과 재구조화로 제한되는 것
	3) 교사 판단의 복잡성이 배제된 것

	2.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서 교사 자율성 개념에 대한 비판적 논의
	1) 맥락 속에서 성취되는 것
	2) 교사의 교육적 목적에 터한 것
	3) 판단의 과정이 고려되는 것


	Ⅴ.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참 고 문 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