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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문 초 록

교과서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수업으로 인한 학생 소외와 교사의 전문성    

퇴보와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국v교육, 

과정 개정 시기마다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과 성취기준 중심의 다양한 수업 

운영을 강조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교육과정 연구에서) 

도 설문 조사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이

유에 한 탐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지Ⅲ 우리나라 교사들의 성취기) 

준 사용률은 여전히 매우 낮고 많은 교사들은 성취기준 중심 수업에 해 , 

거부z과 어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사실은 )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환경적이고 맥락적인 이유에 한 탐색Ⅲ이 아니라 성취기준 자체와의 

관련성 속에서 무엇이 교사들의 성취기준 사용을 어렵게 Ⅲ드는지 그리고 , 

무엇이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을 v능하게 할 수 있는지에 한 심도 깊은 

탐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교사들) 

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성취기준을 사용하게 되었고 실제 수업 운영을 위, 

해 성취기준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용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교사들의 성취, 

기준 사용과 관련된 쟁점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세 개의 )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 

였다) 

첫째 교사들은 어떤 계기로 성취기준을 사용하게 되었고 어떻게 이해하  , , 

고 있는v9

둘째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용하는v  , 9

셋째 교사들의 성취기준 사용에서 나타나는 쟁점은 무엇인v  , 9

첫 번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 

크게 두 v지였는데 교과서 중심 수업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열망과 성

취기준에 한 학습이 그것이다 여섯 명의 교사들은 교직 경력은 다양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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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오랜 시x 무비판적이고 타율적으로 행해오던 교과서 진도 나v기식 수

업에 한 답답함과 불Ⅲ을 느끼고 있었고 그러던 중 교원 연수 등을 통해 , 

성취기준을 접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교사는 교과서를 넘어 성취기준을 사) 

용할 권한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 성취기준 사용의 직접적인 계기v 되었

다 교사들은 이러한 계기로 성취기준을 사용하면서 성취기준의 역할에 ) 

해 핵심적인 연x 학습 목표와 v르쳐야 하는 필수 기준으로 이해하였다)

두 번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 성취기준을   , 

해석하고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쳤다 먼저 성취기준을 해석하는 단계) , 

에서는 국v교육과정 문서v 교사들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교과

지도서를 활용해 학년 성취기준 표를 Ⅲ들었고 그렇게 Ⅲ든 성취기준 표에, 

서 v르쳐야 할 것 파악하였으며 파악한 내용에 해서는 교사의 관점에서 

그것을 수업으로 Ⅲ드는 것이 적절한v에 해  평v와 판단을 하였다 다) 

음으로 성취기준을 수업에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v장 먼저 성취기준 표에 , 

나열된 교과별 성취기준 문장들을 교사의 관점으로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성취기준과 부수적인 성취기준 한시적으로 다룰 것과 지속적인 학습을 통, 

해 다룰 성취기준 등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성취기준을 그것에 도달하기 위) 

한 세부 단계들로 쪼개거나 서로 , 다른 교과에 있다 하더라도 비슷한 주제

나 함께 지도하면 좋은 성취기준을 찾아서 통합하여 수업을 Ⅲ들었다 또한 ) 

이러한 과정 중에서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의미 있는 수업으로 연결

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성취기준들을 변형하거나 삭제하였다)

세 번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의 성취기준 사용과 관련하여 교사의   , 

교육과정 문해력 습득 기회의 부족과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처방 -+,0 

수준의 문제v 쟁점으로 나타났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이 일반적인 ) , 

교사들과 달리 성취기준을 사용하게 된 데는 성취기준에 한 학습 기회v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성취기준의 의미와 필) 

요성에 해 공z하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성취기준을 사용해보는 경험을 , 

해보면서 자신의 수업에서도 성취기준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게 되었

다 따라서 성취기준에 한 접근성을 높이고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습득 ) 

기회를 확 시킬 필요v 있다 둘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지나치게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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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이고 수업의 방법이나 맥락적인 부분까지 처방하는 성취기준에 해 답

답함과 y등을 느끼며 주어진 권한을 넘어 성취기준을 수정하고 삭제하는 

양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한 y등을 겪었다 이를 통해 볼 때 개정 교) , -+,0 

육과정 성취기준에 제시된 내용과 처방 수준에 한 재고v 필요해 보인다)

이 연구의 의의는 선행연구와 달리 최소 년 이상 성취기준을 사용하여   -

수업을 해오고 있는 교사들의 사례를 통해 이들이 성취기준을 사용하게 된 

과정과 이들의 사용 양상에서 드러나는 쟁점을 탐색했다는 점에 있다 또한 ) 

이 연구는 성취기준의 개선 방안을 교사의 목소리를 통해 탐색함으로써 교

사들의 관점에서 성취기준의 문제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v 있다) 

그렇지Ⅲ 이 연구는 연구 범위의 제한성과 연구 사례의 특수성으로 인한   , 

한계를 ~는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를 현재 개정 교육과정 성) , -+,0 

취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교사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년의 담,, -

임교사Ⅲ을 상으로 하였고 이로 인해 교과 역시 학년에서 다루는 국, ,, -

어 수학 통합교과Ⅲ을 상으로 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 , ) 

서 다루지 못한 학교급과 학년 교과를 상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v 수행, 

될 필요v 있다 또한 이 연구에 참여한 여섯 명의 교사들은 교사로서 전문) 

성 향상과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수업 운영에 한 열망이 강하고 수업 연

구에 많은 시x을 쏟는 교사들이었다 하지Ⅲ 교사들 중에는 다른 관점을 ) 

v진 교사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교사들의 사례를 모든 교사의 이야기로 

일반화하기는 다소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사례와 다른 특성을 ) 

v진 사례들을 다루는 연구v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v 있다 향후 이 연) 

구v v지고 있는 한계들을 보완하는 후속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

써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보다 다, 

양하게 드러나길 기 해본다) 

주요어 개정 i육과정 성취n준 i육과정 실행 초등i사의 성취n1 )'(, , , 

준 해석과 사용 성취n준 중심 수업 i육과정 문해력 , , 

학  번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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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T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오랜 시x 중앙 집권적 국v교육과정 체제를 통

해 운영되어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무슨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v르쳐야 

하는지를 국v교육과정에서 규정해왔고 이는 다시 교과서를 통해 표준적인 

수업을 예시하는 형태의 학습 자료로 구체화되어 왔다 하지Ⅲ 교사들에게 ) 

교과서는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자료 중의 하나v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지

니는 국v 교육과정과 비슷한 위상으로 작용해왔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의 단위학교 교실수업은 국v교육과정과 그 안에서 교과별 학습내용을 제시

하는 성취기준 신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것이다 김재춘 외( , 

그 결과 전국 다수 초등학교의 개별 교실에서 모두 교과서에 제시-+,+%) 

된 내용과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획일적인 수업양상이 나타났

다 김세영 정광순 서경혜 서명석( o , -+,/6 , -++46 , -+,,%) 

그러나 교과서 중심 수업 으로 인하여 w 단위학교의 서로 다른 수업상  ‘ ’
황과 학생요구v 반영되지 못하고 모든 학교 교실에서 획일적인 수업이 이, 

루어지며 동시에 교사의 전문성이 퇴보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제 차 교육과정 이후로 매 개정 시기마다 교과서 중심의 수업 이 아1 ‘ ’
니라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 이 강조되었다 교육부 교육과정 중심의 ‘ ’ ( , ,442%) 

수업이란 교사v 교과교육과정 기준에 기초하여 교과를 재구성하고 조정하

여 수업을 계획 실행 평v하는 것을 의미한다 홍후조 여기서 교과, , ( , -+,,%) 

교육과정 기준은 성취기준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v교육과정 중에서도 교과, 

교육과정과 그 안의 성취기준은 교사의 수업 계획 수립의 토 이자 기준으

로서 교실 수업과 v장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조상연 따라서 ( , -+,0%)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을 한다는 것은 교사v 성취기준에 기반한 수업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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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하고 운영하는 것으로서 교과서를 과거와 같이 금과옥조로 생w하는 것, 

이 아니라 하나의 학습 자료로 보고 수업 내용 수준 순서 진도 운영 방, , , , 

식 등을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교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과 성취기준 중심 수업의 중요성은 최근 고  

시되어 시행중인 개정 교육과정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왜냐하면 -+,0 )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역량을 습득하기 위-+,0 

한 구체적인 도달지점과 기준으로서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

육부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의 목적이 학생들의 역량습득, -+,1%) -+,0 

에 있고 이를 위해 더 이상 교과서 진도 나v기 수업이 아니라 성취기준 중

심의 수업 즉 교사v 성취기준의 도달지점을 파악하여 학생들이 이에 도달, 

할 수 있도록 교과 내용과 교과서 등을 조직하고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수업

이 요구되고 있다)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과 성취기준 중심의 수업 운영은 교사의 전문성과도   

직결되는 부분으로 w 학교 및 학생의 맥락에 적합하고 의미 있는 수업이 , 

이루어지기 위한 토 v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지Ⅲ 문제는 교사들의 성) 

취기준 활용률이 여전히 낮고 많은 교사들이 성취기준 사용을 어려워 한다

는 사실이다 박지혜 홍후조 이병호 선행연구에서는 교사들이 ( o , -+,/6 , -++4%) 

성취기준에 해 교과서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문서 작성을 위해 형식

적으로 사용할 뿐 실제로는 교과서v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성취기준 , , 

중심 수업을 업무 증v라고 여겨 거부z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길말선 외( , 

또한 김선영 김v은 과 김세영 은 교사v 교육과정을 실-+,1%) o (-+,0% (-+,2%

행하는 과정에서 y등을 경험한다는 사실과 여러 v지 요인들로 인해 교사

v 교육과정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러한 ) 

연구 결과는 교사들의 성취기준 사용을 v로Ⅱ는 문제들이 있음을 보여준

다) 

하지Ⅲ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은 교육과정 재구성에 한 연구를 통해서   

일부 다뤄질 뿐 직접적으로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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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그리고 부분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한 연구들은 ) 국v교육과정을 

포괄적인 의미로 보았기 때문에 ‘국v교육과정 과 교과서 를 구분하지 않고 ’ ‘ ’
교사들이 교과서와 지도서를 활용하는 양상을 통해 x접적으로 교사의 성취

기준 사용을 파악하였다 강성문 박윤경 외 박주향 서( , -+,06 , -+,16 , -+,16 

경혜 이처럼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과 성취기준 사용에 한 연구v , -++4%) 

교육과정 재구성 논의에 치중되어왔기 때문에 교사의 관점에서 국v교육과

정 성취기준이 어떻게 이해되고 사용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조상연(-+,0%

과 김세영 의 연구v 전부였다 먼저 조상연 의 연구에서는(-+,2% ) , (-+,0% 성 ‘
취기준 Ⅲ을 v지고 수업을 설계한다고 v정한 v상의 상태에서 진술 방식’
에 따른 세 v지 종류의 성취기준을 교사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탐색하였

고 김세영 의 연구에서는 교사를 상으로 하는 연수에서 교사들을 , (-+,2%

인터뷰하고 관찰하는 방식으로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을 살펴보았다 위의 ) 

두 연구 김세영 조상연 는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 양상에 해 ( , -+,26 , -+,0%

탐색한 시론적인 연구로서 교사들의 실제적인 성취기준 사용 양상이 개발, 

자들이 생w하는 것과 다를 수 있음을 드러냈고, 현재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방식에 한 분석을 근거로 성취기준이 개발될 필요성을 제기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v 있다) 하지Ⅲ 두 연구 모두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4 

준을 상으로 실험적인 상황 조상연 이나 연수 및 강의 상황 김세, ( , -+,0% (

영 에서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최근 개정된 , -+,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사용에 해 파악하지 못하였고 학생들의 수-+,0 , 

준 및 교실환경 등과의 관련 속에서 실제적인 사용 양상을 보지 못했다는 

한계v 있다) 

이와 같이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에 한 선행 연구들은 교사v 성취기준  

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개정 , -+,0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에 해서는 살펴보지 못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평소에 성취기준을 사용) 

하고 있지 않은 교사들을 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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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 그러나 성취기준 중심의 수업이 실제 교사들의 실행에 의해서 현실) 

화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환경적이고 맥락적인 

이유에 한 탐색Ⅲ이 아니라 성취기준 자체와의 관련성 속에서 무엇이 교

사들의 성취기준 사용을 어렵게 Ⅲ드는지 그리고 무엇이 교사의 성취기준 , 

사용을 v능하게 할 수 있는지에 한 심도 깊은 탐색이 필요하다 또한 성) 

취기준이 사용자인 교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사용되는지를 파악하

고 교사들이 성취기준 사용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살펴봄으로, 

써 성취기준 사용의 쟁점을 탐색할 필요v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 

국v교육과정이 개발되고 국v교육과정 개발 과 교사의 교육과정 사용 이 , ‘ ’ ‘ ’
서로 연관되어 계속적인 환류v 이루어질 때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과 교육

과정 중심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미향( , -+,0%) 

따라서 본 연구는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0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여섯 명의 사례

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이 성취기준을 사용하게 된 계기v 무엇인지 그리고 , , 

실제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취기준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용

하는지에 해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교사들의 ) 

경험을 통해 무엇이 교사들의 성취기준 사용을 v능케 하는지 그리고 교사, 

들이 성취기준 사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해 이해하고 교, 

사들의 성취기준 사용의 어려움과 쟁점을 발견하여 이에 해 논의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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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교사들의 성취기준 사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교사들이 -+,0 

어떤 계기로 성취기준을 사용하게 되었고 사용 양상은 어떠한지에 해 이, 

해하고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과 관련된 쟁점에 해 논의하는 것이다 따라) 

서 성취기준을 사용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여섯 명의 교사들이 어떤 계기로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사용하게 되었고 수업 계획과 운영을 위해 -+,0 ,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과 관련된 쟁점과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i사들은 어떤 dn로 성취n준을 사용하a 되었e 어떻a 이해하  , , 

e 있s[4

첫 번째 연구문제는 다수의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  

서 성취기준을 사용하여 수업하는 여섯 명의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사용할 , 

수 있게 Ⅲ든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교사들이 성취기준에 해 어떻, 

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여섯 명의 교사들이 ) 

어떤 계기나 이유로 성취기준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현재 성취기준의 역할, 

과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이 성취기준을 사용하, 

게 된 과정과 현재 이들이 ~는 성취기준의 역할에 한 이해를 파악해볼 

것이다) 

둘째 i사들은 성취n준을 어떻a 해석하e 사용하s[  , 4

두 번째 연구문제는 여섯 명의 교사들이 구체적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실  

행하기 위해 성취기준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용하는지 탐색함으로써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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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사용 양상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성취기준 사용을 ) 

강조하는 정책적 흐름에 비해 실제 교사들의 성취기준 사용이 어떤 모습인

지에 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v 많지 않다 두 번째 연구문제를 통하) 

여 성취기준을 사용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교과별 성취기준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수업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수업 계획을 세우는지, 

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i사들의 성취n준 사용에서 o타os 쟁점은 무엇인[, 4

 

세 번째 연구문제는 앞의 두 v지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들을 바탕으로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교사들이 보여주는 계기 이해 해, , , 

석 적용에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를 논의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쟁점, ) 

에 한 탐색을 통하여 교사들의 성취기준 사용을 어렵게 Ⅲ드는 요인이 무

엇이고 성취기준을 사용하며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에 한 해석도 

세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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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이론적 배c

성취n준의 도입 배c과 개념(. 

[ 미k의 n준중심 개혁운y 의 흐름 . (sN>nA>rA movemenN)

우리나라 교과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은 성취기준으로 진술된다 성취기준  ) 

으로 교육 내용을 진술하기 시작한 것은 차 교육과정시기인 년부터이2 ,442

며 이러한 형식은 이후 현재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오-+,0 

고 있다 교육과정을 성취기준 중심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은 년 부터 ) ,43+

미국에서 먼저 일어났고 우리나라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 성취기준이 도입되

게 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들에 한 분석을 통해서 미국의 ) 

기준 중심의 교육과정 개혁 운동이 어떤 이유로 발생하게 되었고 어떻게 ,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년 발x된 위기에 처한 국v 라는 보  ,43. ‘ (: GSf[an Sf K[e]%’
고서를 계기로 기준중심 교육 개혁운동 이 시작되며 국(efSndSdd mahWmWnf%

v적 차원의 교과 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소경희 이 보고( , -+,.%) 

서에서는 미국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경고하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를 사설 교과서 출판업자들과 시험문항 

제작 회사들에 의해 결정되도록 맡기기보다는 교과별로 표준화된 성취기준

을 Ⅲ들어서 제공할 필요v 있음을 권고했다 이 보고서의 (KSh[fUh, -+,+%) 

여파로 미국 교육은 기준에 관심을 ~게 되었고 년  후반부터는 공적,43+

으로 기준을 제정하고 그 기준을 충분히 높여 학생들이 더욱 많은 것을 배

울 수 있도록 하자는 기준중심 개혁운동이 시작되었다 기준중심 개혁운동) 

에서는 무엇을 v르칠 것이며 어느 수준까지 v르칠 것인vv 기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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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교육내용과 수준을 설정하는 성취) ,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허경철 외( , ,441%) 

이러한 기준 중심의 교육 운동은 특히 수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  

는데 년에 결성된 전국수학교사협의회,431 (GSf[anSl <agnU[l af MWSUhWde 

이하 는 년에 미국의 모든 학교에서 v르쳐af FSfhWmSf[Ue, G<MF% ,434

야 할 수학적 지식과 기능에 한 합의된 기준을 개발하여 발표하였다 소경(

희 의 영향으로 일부 주 에서는 기초과목에 한 학습, -+,.%) G<MF (efSfWe%

과정의 체제를 마련하기 시작했고 국v 기준과 이에 따른 국v 시험이라는 

아이디어는 교사 일반 중 교육정책v 및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 

윤현진 외 년에 들어선 조지 부시 정부( , -++3%) ,434 A) (GWadYW A) ;geh% 

는 국v수준에서 교육의 목표를 확립해야할 필요성에 동의하고 이러한 국v 

수준의 교육 목표 제정의 움직임은 곧 국v수준의 기준 확립의 필요성에 

한 인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년 월 부시 통령은 개의 핵) ,44, / 0

심교과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지리 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국v 기준 및 이 ( , , , , %

기준에 따른 시험을 제안하는 이라는 교육계획을 발표하였‘:mWd[US -+++’
다) 

이후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v진 사람들로 구성된 전국 교육 기준 및   

시험 협회 는 높은 (GSf[anSl <agnU[l an >dgUSf[an LfSndSdde Snd MWefe%

기준 및 이에 따른 평vv 교육적인 공정성을 촉진하고 민주주의를 보존하

며 시민문화를 고양하고 경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제안, 

된 높은 기준과 이에 따른 평v에 한 강력한 지지를 표현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보여주어야 (KafhmSn, -+,,%) 

할 지식과 기능에 한 내용기준 및 이들이 도달해야 할 (UanfWnf efSndSdde% 

수행수준을 제시하는 수행기준 을 국v적인 차원에(bWdfadmSnUW efSndSdde%

서 마련할 필요v 있다고 권고했다 미국의 통령 및 주 지도자들이 이와 ) 

같이 국v적인 수준에서 내용기준과 수행기준을 세우고자 한 근본적인 이유

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로 미국 교육의 질이 낮은 상태에 있으므로 ) 

향상되어야 하는데 종래와 같이 지역적으로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방식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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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발전을 v져오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준은 학생들이 무엇을 ) , 

알아야 하는지 확실히 제시해야 하며 학생들의 교육성취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높은 수준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경희( , 

-+,.%) 

이와 같은 국v 기준 개발 노력은 년에 의회에서 기준 도입을 반  ,440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기준 도입이 무산될 뻔한 위기를 겪었지Ⅲ 

기준의 필요성에 한 공z을 기반으로 주 및 지역 수준에서 교과 기준을 

설정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었고 이후 년에 들어선 클린턴,44. (;[ll <l[nfan% 

정부에서는 년 월 법안을 통과,44/ . ‘GaSle -+++5 >dgUSfW :mWd[US :Uf’ 
시켰다 이 법안은 w 주들이 최소한 수학과 영어에 해 (KafhmSn, -+,,%)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비추어 학생들의 수행을 측정하기 위

한 평v를 개발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시행하는 주들에 재정 지원하는 ,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그 결과 년에는 아이오아주를 제외한 개) -+++ /4

의 주v 자체적으로 기준을 개발함으로써 교과별로 기준을 개발하는 일이 

국vv 아닌 w 주 정부의 소관으로 넘어갔다 이러한 주 차원의 기준중심 ) 

개혁은 조지 부시 정부에서 년에 재정된 낙오아O) (GWadYW O) ;geh% -++- ‘
동방지법 이하 법을 통하여 더욱 강화되었다(Ga <h[ld EWff ;Wh[nd, G<E;% ) 

왜냐하면 법은 학생들이 졸업 시점까지 달성해야하는 숙달G<E;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연x 목표 설정과 학생 발달 정도(bdaf[U[WnUk%

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시험 결과에 한 책무성을 더욱 강조했기 때문이

다 소경희( , -+,.%) 

하지Ⅲ 법이 w 주 에게 기준 비 높은 평v 결과를 요구  G<E; (efSfWe%

하면서도 정작 어떤 것을 v르쳐야 하는지를 명시하지 않고 기준을 개발하

는 역할마저 w 주에 위임했기 때문에 w 주v 자체적으로 정한 내용 및 수

행 기준은 주에 따라 수준 차이v 심하게 났고 에 의한 제재를 피하G<E;

기 위해 기준의 하향평준화마저 초래되었다 이로 인해 기준(KSh[fUh, -+,+%) 

중심 개혁운동에서는 국v 수준의 통일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

v 다시 높아지게 되었다 즉 기준이 주 x에 동일해야 하고 그러한 기준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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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들을 위한 높은 기 로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v ) 

공통 기준에 한 논의v 확 되며 전국주지사협회(GSf[anSl GahWdnade 

이하 와 주교육z협회:eeaU[Sf[an, GG:% (<agnU[l af <h[Wf LfSfW LUhaal 

이하 의 주도 하에 년 월 Hff[UWde, <<LLH% -+,+ 1 ‘<amman <adW LfSfW 

라는 이름으로 영어 모국어 와 수학의 국v공통 기준이 발표되었LfSndSdde’ ( %

다 국v 공통기준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학년 에 해(GWiWdfl, -+,-%) (Dm,- %

당하는 모든 학생들이 w 학년이 끝날 무렵 알아야 할 것과 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제시한 학습 목표이다(<amman <adW LfSfW LfSndSdde Bn[f[Sf[hW, 

즉 국v공통 기준은 w 학년의 학생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 , 

해 공유된 명료한 목표와 기 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국v공통 기준의 특

징적인 점은 그 개발의 과정이 학교교육의 마지Ⅱ 지점 다시 말해 고등학, 

교 말에 모든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학과 직업 준비도 기준을 먼저 설‘ ’ 
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학년의 학년별 기준을 Ⅲ드는 순서로 이루어졌Dm,-

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준의 개발이 아래 학년부터 고학년의 순으로 개) 

발되는 것과 달리 미국의 국v공통 기준은 종착점을 먼저 설정하고 이 기준

에 도달해 v는 과정을 학년별로 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소경희( , 

-+,.%) 이와 같은 영어와 수학의 국v공통 기준의 제시에 이어 과학 교과에 

서도 미국 과학 발전 협회의 지원을 받아 주별 공동 노력으로 차세  과학 ‘
기준 이하 이 개발되었다(GWjf GWnWdSf[an LfSfW LfSndSdde, GGLL% (GWjf 

GWnWdSf[an LU[WnUW LfSndSdde, -+,.%) 

요컨  미국의 기준중심 개혁운동은 미국의 교육 문제와 경제 위기를 해  

결할 수 있는 안으로서 시작되었고 따라서 년 에 개발된 기준과 최,43+

근에 개발된 국v공통 기준에 이르기까지 기준은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

문적 기준을 지향해왔다 특히 최근 개발된 국v공통 기준은 엄격한 내용과 ) 

고등 사고 기능을 통한 지식의 적용을 강조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졸업 후 

학 및 직업에서 기 되는 능력을 ~추도록 준비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초기의 기준 운동은 국v 및 주 수준 기준의 의미를 주로 학습할 내용에 초

점을 둔 내용 기준 으로 보고 개발해왔다 그러다 기준 ‘ (UanfWnf efSndSd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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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 전개되어 오면서 기존의 내용 기준에 기반을 두되 그것을 수행의 용

어로 진술해야 한다는 목소리v 점점 커져갔다 결국 기준은 모든 학생이 ) 

숙달해야 할 내용 및 기능과 함께 바람직한 수행의 형태를 규명하는 데 초

점을 두었고 이는 최근에 개발된 국v공통 기준과 차세  과학 기준(GGLL%

을 비롯한 교과 기준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O[lWe & ;and[, -+,/%)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호주 싱v포르 등 주요 국v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 , 

나는 흐름으로 이 국v들은 소수의 핵심 개념 과 학생이 할 수 있, (T[Y [dWS%

어야 할 능력을 엄선하여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수행 

능력에 초점을 두고 기준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v고 있다 최근 미국을 ) 

비롯한 주요 국v들에서 기준은 학생이 졸업 시 보여주어야 할 능력

을 출발점으로 개발되며 학교 교육의 결과 를 나타낸(UambWfWnUk% (agfUamW%

다 이광우 외( , -+,/%) 

o 우리o라의 성취n준 도입 배c과 발전 과정  . 

우리나라에서 성취기준 이라는 용어v 등장한 것은 제 차 교육과정 개정  ‘ ’ 2

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였다 성취기준 개념이 국내의 공식 문서에서 처음으) ‘ ’ 
로 체계화되어 등장한 것은 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x된 국v 공,441 ‘
통 절 평v 기준 일반모형 개발연구 허경철 외 를 통해서이다 이 ( , ,441%’ ) 

보고서에서는 성취기준의 용어 및 개념을 소개하며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였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취기준이 미국의 기준중심 개혁운동

의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Ⅲ 미국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 도입된 성취기준은 그 도입 의도  

v 미국과는 달랐다 앞서 언급한 보고서 허경철 외 에서는 우리나라) ( , ,441%

에 성취기준이 도입된 기원이 당시의 교육개혁안에 의해 도입된 학교0o., 

생활기록부의 실현방안으로서 절 평v를 실시할 기준을 개발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허경철 외 다시 말해 성취기준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 , ,441%) , 

국v 수준의 절  평v 즉 준거참조평v를 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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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 것이다 미국의 경우 국제비교 평v 결과 성적의 최하위권에서 탈출해) 

야 한다는 다소 성적 지향의 동기에서 기준이 도입되었다면 우리나라는 오, 

히려 입시경쟁의 과열 속에서 성적 위주의 수업 문화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준의 기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의도 속에서 기준이 도

입되었다) 이처럼 성취기준은 교육과정적 맥락에서 사용되기에 앞서 교육평

v적 맥락에서 먼저 사용되었다) 

이어진 국v공통 절 평v 기준 활용방안 연구 이돈희 외 에서는   ( , ,442%

성취기준의 도입 근거로 종래의 주제 또는 제재 나열식 교육과정 진술 방식

의 재고를 언급한다 즉 교사v v르쳐야 할 주제 및 제재 나열식의 내용 ) , 

제시는 학생들이 해당 단계나 학년에서 성취해야 할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

엇이며 또한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시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

다 이는 성취기준 도입의 교육과정적 측면에 해 이야기한 것으로 앞서 ) 

교육평v적인 측면에서 논의된 도입배경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성취기준과 평v기준에 한 정의를 보면 성취기준은 

해당 학년에서 반드시 v르치고 배워야 할 요소들을 학생들이 달성해야 할 ‘
능력 또는 특성의 형태로 진술한 것 허경철 외 으로 평v기준은 해( , ,442%’ , ‘
당 성취영역에 하여 학생들이 성취한 정도를 몇 단계의 수준으로 나누어 

판정하는 데 기준으로 이용되는 진술문 이돈희 외 으로 나뉘어 정의( , ,442%’
되었다) 

이어 후속 연구 백순근 소경희 에서는 수업과 평v 장면이 명확히   ( o , ,443%

구분되어 성취기준과 평v기준의 정의v 이루어진다 성취기준은 w 과목별 ) ‘
교수 학습 활동에서 실질적인 기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국v 수o

준의 교육과정을 구체화하여 학생이 성취해야할 능력 또는 특성의 형태로 

진술한 것 이며 평v기준은 과목별 평v 활동에서 기준 역할을 하는 것 으’ ‘ ’
로 정의된 것이다 이 정의는 성취기준에 한 새로운 정의라기보다는 성취) 

기준과 평v기준의 역할 구분을 전제로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개념을 포괄

적으로 수용하여 재 진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제 차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평v기준 개발하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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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연구 정구향 외 에서는 성취기준의 개념을 교수 학습 활동의 실( , -++,% “ o

질적인 기준으로서 w 교과에서 v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과 그러한 내용 학

습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또는 보여주어야 할 능력과 특성을 명료( % 

하게 진술한 것 정구향 외 으로 정의하고 성취기준의 진술형태( , -++,5 0,%”
를 내용 지식 기능 태도 행동 학습자의 능력 특성 의 형태로 진술 정“ ( , , % & ( , % (

구향 외 하도록 함으로써 선행 논의를 거의 그 로 반영하고 있, -++,5 0.%”
다) 

이를 통해 제 차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던 시기인   2

년과 년에 미국의 기준중심 개혁운동의 영향을 받은 교육과정 연,441 ,442

구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발 논의에 성취기준 의 개념이 도‘ ’
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초기에 교육평v적 맥락에서 더 비) 

중 있게 다루어졌으며 그런 다음 교육과정의 맥락에서 별도의 논의로 발전

하였다 이 때 교육과정적 측면에서 본 성취기준은 교과의 목표와 내용 학) , 

습의 결과로 학생이 v져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상세화

한 것의 의미였으며 주로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진술 방식을 개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성취기준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과정에) 

서 원래의 의미v 축소되어 차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성열관 외 큰 ( , -++3%) 

틀에서 보면 제 차 교육과정에 도입된 성취기준의 의미는 기준의 다양한 의2

미 중에서 내용기준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UanfWnf efSndSdd%’
허경철 미국에서 내용기준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인사들이나 교과 ( , -++2%) 

영역 전문v들이 교과 내용에 있어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고 합의하여 제시

하는 규범적 성격의 기준이다 김진숙 하지Ⅲ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 , ,444%) 

리 이미 매우 강력한 국v 중심의 표준 교육과정 개발체제를 v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취기준이 교육과정 진술 방식의 변화Ⅲ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v 

축소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과 맥락 속에서 도입된 성취기준은 제 차 교육과정과   2 -++2 

개정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을 거쳐 v장 최근 고시된 개정 , -++4 -+,0 

교육과정에서까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고 그와 관련된 용어도 그동안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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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변화를 겪어 왔다 제 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개정 교육과정까지 ) 2 -+,0 

성취기준과 평v기준에 관련된 용어v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정리하면 

그림 과 같다Q (,R ) p

그림 성취기준과 평v기준 관련 용어의 변화Q (,R p

그림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v교육과정 문서에서 제시된 내용  Q (,R , p

을 일컫는 용어v 제 차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으로 개정 교육과정에2 ‘ ’ -++2 

서는 성취기준 으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성취기준 으로 사용‘ ’ ) -++4 ‘ ’
되다v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시 성취기준 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0 ‘ ’ ) 

w 시기별 국v교육과정에 따른 평v기준 개발 연구에서 개별 성취기준의 

달성 정도를 나타낸 평v기준을 칭하는 용어로는 제 차 교육과정과 2 -++2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평v기준 개발 연구에서는 평v기준 을 사용하였‘ ’
고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평v기준 개발 연구에서는 성취수준 을 , -++4 ‘ ’
사용하였으나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평v기준 개발 연구에서는 다-+,0 

시 평v기준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미경 외 이처럼 제 차 교‘ ’ ( , -+,1%) 2

육과정 시기부터 개정 교육과정까지 성취기준과 평v기준을 지칭하는 -+,0 

용어v 변화해왔고 그에 따라 성취기준에 한 정의도 다소 변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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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성취n준의 개념  . 

제 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성취기준은 교육과정 개정이 진행되며 평v기  2

준과 같은 관련 기준과의 관계 속에서 용어와 정의v 조금씩 변화해왔다) 

먼저 교육과정 개정 시기별로 한국교육과정평v원에서 진행한 성취기준 및 , 

평v기준 개발 연구에서 성취기준을 어떻게 정의해왔는지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표 성취기준 정의의 변화7 (,8 p

  출처 이미경 외 를 수정함5 (-+,15 -.% )

이처럼 제 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용어의 사용은 조금씩 차이v 있었지Ⅲ   2

큰 틀에서는 네 번의 개정 시기 모두 성취기준을 w 교과목에서 학습을 통

해서 학생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 등의 능력과 특성을 진술한 것으, , 

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v기준을 ww의 성취기준에 하여 학) 

생들이 성취한 정도를 몇 개의 수준으로 나누어 w 수준에서 기 되는 성취 

교육과정 용어 정의 특징

제 차 2

교육과정
내용

교수 학습 활동의 실질적인 기준으로서 w 교과목o

에서 v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 지식 기능 태도( , , %

과 그러한 내용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또는 보여주어야 할 능력 및 특성을 명료하게 ( % 

진술한 것
교수 학습 o 

기준으로서

의 역할 

강조개정 -++2 

교육과정
성취기준

교수 학습의 실질적인 기준으로서 w 교과목에서 o

v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 지식 기능 태도 과 그( , , %

러한 내용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또(

는 보여주어야 할 능력 및 특성을 명료하게 진술% 

한 것

개정 -++4 

교육과정

내용성취

기준

교수 학습 및 평v에서의 실질적인 근거로서 w o ,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진술한 것, , 

교수 학습o

뿐Ⅲ 

아니라 

평v근거로

서 역할 

강조

개정 -+,0 

교육과정
성취기준

교수 학습 및 평v에서의 실질적인 근거로서 w o ,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진술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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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며 성취기준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교

수 학습 및 평v의 실질적인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다 홍미영 외 특o ( , -+,-%) 

징적인 점은 제 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이 교수2 -++2 o

학습 활동의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와 개정 교육과정에-++4 -+,0 

서는 성취기준을 교수 학습뿐 아니라 평v에서의 실질적인 근거라고 정의함o

으로써 교수 학습뿐Ⅲ 아니라 평v의 기준으로서의 성취기준 역할을 강조하o

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 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배워) 2 -++2 

야 할 내용 지식 기능 태도 과 성취해야 할 능력 및 특성을 구분하였으나 ( , , %

와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식 기능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진술-++4 -+,0 ‘ , , 

한 것 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이들을 통합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 

이와 같은 성취기준의 의미는 개정 교육과정 문서에서 교사들의 성  -+,0 

취기준에 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한 일러두기 에서 다소 다르게 정의된‘ ’
다)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

를 기 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 활동의 기준 교육부( , -+,0%

이 정의에 의하면 성취기준이란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수 학습 활동  o

의 근거v 되는 것으로서 학생들이 w 교과 수업을 통해 배워야 할 내용 지(

식 기능 태도 과 관련된 능력 또는 특성을 진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 % (

미경 외 또한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이루어진 교과 교, -+,1%) -+,0 ‘
육과정 개발 방향 설정 연구 이광우 외 에서는 성취기준의 의미를 다( , -+,/%’
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성취기준은

수업 후 학생이 할 수 있어야 할 능력을 나타내는 결과 중심의 도달점을 의미한다o )

교과를 통해 학생이 배워야 할 지식과 기능을 나타낸다o )

수업에 한 안내의 역할을 하여 수업의 방향을 제시한다o )

평v 활동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광우 외o ) ( ,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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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을 학생의 학습 결과  -+,0 ‘
를 제시함으로써 수업과 평v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반이 되는 것(agfUamW% ’

으로 보고 있다 진술 형식에 있어서는 내용과 기능을 정합하여 진술할 것) 

을 요청하는데 이광우 외 이는 제 차 교육과정 이래로 성취기준 진( , -+,/% 2

술 형식으로 유지되어온 내용 행동 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 ’ ) 

한 성취기준은 후속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교과별 평v기준의 개발 근거이다) 

따라서 성취기준 도입 초반에 다소 모호했던 성취기준과 평v기준 사이의 

경계를 확실히 구분하고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 , , 

도의 능력과 특성 으로 평v기준은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상 중 하 ’ , ‘ , , 

등의 단계로 구분하여 학생들이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으’
로 보고 있다 이미경 외( , -+,1%)

성취n준과 h련된 쟁점). 

  제 차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이 도입된 이후부터 v장 최근 고시된 2 -+,0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성취기준은 교과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성격 진술방식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등 여러 측면에서 지속적, , 

으로 논의v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던 )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사용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성취n준의 진술방식과 역할  . 

성취기준은 국v교육과정에서 v르치고 배워야할 내용을 안내하는 부분으  

로 교사들이 수업과 평v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 

이 성취기준은 제 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되어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2 -+,0 

까지 교과 교육을 위한 모종의 지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취) 

기준은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매 국v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어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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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담아야 하고 교육내용을 어느 정도로 규정해야 하는v에 한 논쟁이 , 

지속되고 있다 다시 말해 성취기준의 진술 방식과 역할에 한 논쟁이 지) , 

속되어온 것이다) 

성취기준이 교사들에게 학생들이 학습의 결과로 도달해야할 지점에 해   

분명하게 알려주어 수업 계획 및 운영에 도움이 되고 교사의 자율적이고 창

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를 위해 성취기준이 어떻게 진술되어야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

는지에 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y린다 성취기준 사용자인 교사들의 정확) 

하고 원활한 이해와 의사소통을 위해 성취기준을 v능한 상세화하고 구체화

해야 한다는 의견과 v능하면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x략하게 제시하고 

이에 한 해석은 교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립해온 것이다) 

먼저 성취기준의 구체화를 주장하는 입장은 상세화된 성취기준을 제시함  , 

으로써 교육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무엇을 v르치고 배워야 하는지

에 해 분명한 의사소통이 v능하다고 본다 서영진 즉 v급적 상( , -+,.%) , 

세하고 명료한 설명을 통해 오독이나 서로 다른 해석이 이루어질 여지를 없

앰으로써 모든 교사들이 성취기준에 해 같은 이해를 ~는 것이 중요하다

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성취기준에 v르칠 내용이 구체적으로 ) 

제시되고 다양한 수업의 예시 또는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이나 교수 학습 o

활동 등을 자세히 제시해줌으로써 교육과정을 현재의 교육과정 해설서나 교

사용 지도서와 같이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고 본다 박지혜 홍후조( o , -+,/6 

이향근 또한 지금까지의 성취기준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있어 교사, -+,,%) 

v 읽고 해석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기에는 무리v 있기 때문에 교사

v 쉽게 읽을 수 있도록 v능한 쉬운 용어와 진술 방식을 사용하여 설명해

야 하고 이렇게 될 때 교실 또는 교사 친화적 인 교육과정이나 현장 밀착, ‘ ’ ‘
형 교육과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향근 황현미 같은 맥락’ ( , -+,,6 , -+,1%) 

에서 김민정 과 유지승 은 교사들이 연수나 연구와 같은 별도의 (-+,2% (-+,2%

노력 없이 교육과정 문서를 읽는 것Ⅲ으로도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이 의도한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친절한 교육과정이 Ⅲ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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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고 더 나아v 성취기준의 이해와 해석을 돕는 내용을 제시하여 성취

기준을 읽음으로써 교사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요컨 상세하고 자세한 성취기준을 주장하는 관점에서 명료성 은 다른 자, ‘ ’
료 없이 성취기준을 읽는 것Ⅲ으로도 쉽게 이해v v능하고 개발자v 의도, 

한 바를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없이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

았기 때문에 성취기준이 교육과정 해설서나 교과지도서 정도로 훨씬 더 상

세화되고 그 역할 역시 교사의 교실 수업에 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

써 현재의 성취기준과 교과서 교과지도서 의 중x 수준 의 역할을 해야 한‘ ( % ’
다고 보았다) 

반면 국v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을 상세화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  , 

이 지역이나 학교 수준 또는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에 한 의사결정 권한과 

자율권을 위축시키고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성취기준은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x략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 강현석 외 법적인 구속력을 v진 국v( , -++1%) 

교육과정과 그 하위의 성취기준이 명세화 구체화 된다면 지역적 맥락과 학, 

생들의 다양한 상황이나 수준 등이 고려되지 못하고 전국의 학교에서 수업

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백남진 이런 관점에( , -+,/%) 

서 기준 과 교육과정 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기준은 학생들이 필수적‘ ’ ‘ ’
으로 학습해야하는 것 학습의 결과로 도달해야 하는 지점 등에 한 공유, 

된 기 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교육과정은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적인 ) , 

차원 즉 어떻게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해 구체적으로 구안한 것, 

이다 소경희 우리나라는 오랜 시x 국v교육과정 이라는 이름으로 ( , -+,.%) ‘ ’
국v 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교교육을 획일적으로 규제해 왔지Ⅲ 성

취기준이 도입되며 국v 수준의 교육과정을 기준 으로 개념화하고 국v공통‘ ’
의 통제와 지침보다 단위학교 및 개별 교사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 하는 

방향으로 국v교육과정을 개정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 

지의 성취기준은 과거의 교육과정처럼 교과에서 v르쳐야 할 내용을 상당부

분 구체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경혜 소경희( , -+,16 , 



- 20 -

따라서 국v 수준에서 모든 학교v 따라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는 성-+,.%) 

취기준은 교과지도서와 같은 교육과정 자료와 분명하게 구분되어 기준 으로‘ ’
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침을 제공하거나 학, 

생들의 학습과정과 학습에 사용되어야 할 자료를 서술하기보다 교과별로 필

수적인 지식과 기능이 무엇인지 정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도달 정

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을 제시해야한다 소경희( , -+,,6 

KafhmSn, -+,,%) 

이와 같이 성취기준이 어느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되어야 하고 어떤 역할  

을 해야 하는지에 해서는 서로 다른 관점이 립해오고 있다 한편 차 ) , 2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이 도입된 이후 성취기준이 도입 취지와 다르게 학‘
교에서 v르치고 배운 결과로서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도달점 이 아니라 학’ ‘
교에서 무엇을 v르치고 배워야 하는v에 한 교육과정 표준 으로 이해되’
고 개발되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경혜 정혜승 이러한 비( , -+,16 , -++2%) 

판은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량 개념이 들어오면서 더욱 강해졌고 -++4 ‘ ’ 
개정 교육과정에 해서도 성취기준과 역량의 관련성에 한 이해를 -+,0 

바탕으로 성취기준을 진술할 때 학생의 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진술해, 

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선영 백남진 개정 교( , -+,16 , -+,/%) -+,0 

육과정에서도 외형상 내용 행동 의 형태로 성취기준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 & ’
에 성취기준형 내용 진술 방식의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하지Ⅲ 내용 행동) ‘ & ’
의 성취기준형 진술 방식Ⅲ으로 교과의 학습을 통해 도달하리라 기 되는 

학생들의 수행 능력의 범위와 유형에 한 진술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해

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소경희 다시 말해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 , -+,0%) , 

교과의 내용이 내용 행동 형태로 진술되어 있긴 하지Ⅲ 실제로 개발된 성‘ & ’ 
취기준은 학생의 수행 능력을 지칭하기 보다는 개념적 지식이나 수업 활동

을 제시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모경환 강 현 서( o , -+,-6 

영진 백남진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은 성취기준에 제시되는 , -+,.6 , -+,/%) 

내용을 활동의 예시나 교수법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학교 밖 지식과 차별화되

고 사회적 객관성을 확보하며 개념적으로 조직될 수 있는 강력한 지식 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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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v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적용하여 해낼 수 있어야 하는 능력 특성을 

중심으로 진술함으로써 성취기준을 역량에 기반하여 개발해야 함을 주장하

였다 소경희( , -+,05 -+2%)

o i사의 성취n준 사용과 i육과정 문해력  . 

제 차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의 도입과 함께 Ⅲ들어v는 교육과정 이 강  2 ‘ ’
조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동안 중앙 집권적으로 운영되어오던 국v교육과

정을 지방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및 학교의 교육과

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을 확 시키기 위함이었다 백남진 이와 같은 , ( , -+,.%) 

흐름은 교육과정 자율화 또는 교육과정 재구성 과 같은 이름으로 지속되‘ ’ ‘ ’
어 왔고 교사들은 교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기초하여 수업을 계획 및 운, 

영하고 이 과정에서 교과서에 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성취기준을 직

접적으로 사용할 것이 요구되었다 홍후조( , -+,,%) 

하지Ⅲ 교사의 교육과정 성취기준 사용이 정책적으로 강조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교사들은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성취기준 사용에 매우 소

극적이었다 이병호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 , -++4%) 

력 에 한 논의v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구(Ugdd[Uglgm l[fWdSUk%

체적으로 교사v 성취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 문해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에 한 논의는 )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에 한 선행 연구에서 우리나라 교사들이 오랜 시x 

획일적인 국v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그 로 따르는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성

취기준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박상완 박순경 정광순 즉 교사들이 오랜 ( , -++46 , -++36 , -+,-%) , 

기x 교과서 진도 나v기 수업을 해오며 국v교육과정과 같이 국v에서 개

발하여 교사에게 배부하는 교과서를 교사 자신보다 더 신뢰해왔기 때문에 

스스로 성취기준을 읽고 사용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 

해 교사v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을 읽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교사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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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학생들의 수준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성취기준에 해 판단하고 사용할 , 

줄 알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소경희 정광순( , -++06 , -+,-%)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이라는 개념은 교사v 교육  (Ugdd[Uglgm l[fWdSUk% ‘
과정을 읽고 상용하는 능력 정광순 교사v 교육과정 문서를 읽고 ( , -+,-%’, ‘
해석 이해하는 학습의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의 배경 및 기본 방향 교과의 , , 

내용 등 교육과정에 한 교사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안목을 종합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수업 설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백남진( , -+,.%’, 
교사v 교육과정을 읽고 이를 이해하고 해석하여 그것을 실제 교육에 사용‘ , 

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김세영 등으로 정의된다 결국 교사의 교( , -+,2%’ ) 

육과정 문해력이란 교사들이 국v교육과정 문서를 읽고 해석하여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넘어 교사 자신의 의미 구성을 통해 해석한 교육과정을 사용,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처럼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은 교사v 성취기준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  

한 전문적 능력으로 교사들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읽고 해석하여 교육과정 

문해력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교사v 교육과정 문서를 읽고 의미를 부여) 

하는 해석 은 교육과정 문해력 안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 

교사의 교육과정 해석의 의미에 한 탐색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

는데 먼저 는 교사의 교육과정 해석을 객관적인 해석 과 , ;Wn(IWdWfl(,44+% ‘ ’
주관적인 해석 으로 구분하였다 객관적 해석은 교육과정을 해석할 때 개‘ ’ ) , 

발자의 의도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최 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해석하기 때문에 누v 해석하든 비

슷하게 해석된다 반면 주관적 해석은 해석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지식과 경) 

험에 기반한 해석으로 개인의 실천적 지식이나 개인적 구인 등에 근거해 해

석하기 때문에 교사v 교육과정 문서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다양하게 해

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사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지식과 경험 v치관 ) , , 

등에 의해 같은 교육과정이라도 다양하게 해석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 논의를 토 로 백남진 은 교육과정 해석에 두 v;Wn(IWdWfl (-+,.%

지 차원이 있다고 보았는데 저자의 의도 파악 을 목적으로 하는 재현 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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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과 독자의 의미 구성 에 기반을 둔 창의성 의 차원이 그것이다 재현의 ‘ ’ ‘ ’ ) 

차원에서 해석은 교육과정을 Ⅲ든 개발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교사는 교육과정의 수동적인 소비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반해) , 

창의성의 차원에서 해석은 독자v 다양한 의미를 Ⅲ들 수 있는 기회를 의미

하고 여기서 교사는 교육과정의 적극적인 의미 제작자의 역할을 교육과정, 

은 교육적 내용과 학생 경험의 변주를 위한 기반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 

서 의 객관적 해석은 백남진 의 재현 의 해석과 맥;Wn(IWdWfl(,44+% (-+,.% ‘ ’
을 같이하고 주관적 해석은 창의성 의 해석과 의미v 통한다고 볼 수 있다‘ ’ ) 

백남진 은 교사의 교육과정 문서 해석은 개발자의 의도를 해석하는 것(-+,.%

과 교사 자신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재현의 해석

과 창의성의 해석이 함께 일어날 때 교육과정 문서v v진 잠재력을 최 한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서로 상반되는 두 v지 해석의 차원이 ) 

교사에게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다소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Ⅲ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 및 전문성은 책무성과의 균형 속에서 ) 

발휘된다는 점을 z안할 때 교육과정 문서 역시 개발자의 의도v 명료하게 , 

읽혀지되 한 편으로는 다양한 해석과 의미v 창출되도록 읽혀져야 한다 정, (

광순 백남진 한편 이승은 은 해석학의 역사적 흐, -+,-6 , -+,.5 -,-%) , (-+,0%

름에 비추어 교사의 교육과정 해석의 성격을 탐색하였다 그녀는 현  해석) 

학 연구의 양상을 방법의 관점 과 이해의 관점 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는‘ ’ ‘ ’
데 먼저 방법의 관점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해석을 추구하기 때문에 방법의 , 

관점에서 교육과정 해석은 문서로 제공된 교육과정을 누구나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반면 이해의 관점은 방법의 관점을 통해 진리에 ) 

도달하고자 하는 시도v 불v능함을 지적하며 그것의 안으로 등장하였고 

해석의 상과 해석의 주체v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해석은 필연적으

로 특정한 관점과 선입견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승은) 

은 방법 에서 이해 로의 해석학적 관점 변화에 기반하여 교육과정 (-+,0% ‘ ’ ‘ ’
해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이러한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 

서 교육과정과 교사v 분리되어 있고 교사는 교육과정의 외부에서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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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석의 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속에서 교사의 지평과 

교육과정의 지평이 Ⅲ나 순환적인 이해를 생성해야 하고 또한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을 품고 교육과정을 Ⅲ나게 된다 또한 교사는 교육관이나 신념) 

과 같은 선이해를 배제하고 교육과정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교사의 선입견이나 전통 권위 속에서 해석이 이루어진다, ) 

교사의 교육과정 해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더 나아v 김세영과 정광순  

은 국v교육과정을 통제v 아니라 자율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을 통(-+,.%

해 교육과정 v능성 의 개념을 탐색하였다 이들은 (Ugdd[Uglgm bafWnf[Sl% ) 

의 논의에 터하여 교육과정이 교사에 의해 해석되고 실행될 때;Wn(IWdWfl , 

교육과정과 교사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교육과정 v능성이 생긴다고 보았

다 상술하자면 교육과정에 제시된 정보의 구체화 정도 교육과정 구조의 ) , , 

느슨함이나 엄격성 등은 교육과정 v능성의 범위를 결정하고 교사v v진 

교과 지식 교육철학 학생에 한 지식 교육과정 자료 개발 경험 등은 교, , , 

육과정 v능성의 영역을 인식할 수 있는 안목이 되는 것이다 김세영 정광순( o , 

또한 우리나라의 국v교육과정 성취기준은 교과서를 판단할 수 -+,.5 .3%) 

있는 기준이 되고 성취기준에 제시된 내용을 언제 얼마Ⅲ큼으로 다루어야 , , 

할지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v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다 김) 

세영과 정광순 은 이러한 점이 국v교육과정을 통제v 아니라 자율로 (-+,.%

인식하게 해주는 교육과정 v능성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고 교육과정 v, 

능성이 확 되기 위해서는 교사v 결정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여지 및 공x

과 이러한 공x을 활용할 수 있는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교사v 교육과정 자율성을 발휘하기 위해 교육과정 문해력  

이 필요하다는 논의v 여러 학자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윤미 정광순) o (-+,0%

의 연구에서는 교사로서 교육과정 실행 경험을 돌아보았을 때 교육 학교, 

의 교육과정에서는 예비 교사들에게 교육과정에 한 명확한 관점을 v르치

지 않고 성취기준을 사용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였

다 연구자는 교과서 집필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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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비로소 교과서를 하는 태도의 변화, 

와 나아v 교육과정 문해력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중학) 

교 역사 교사들의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한 이해와 활용 양상을 살펴본 연

구에서도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Ⅲ드는 요인으

로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한 이해 능력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길말선 외( , 

마찬v지로 김세영 역시 예비 교사 및 현직 교사들이 국v교-+,1%) (-+,2% 

육과정 문서의 주 사용자를 교과서 개발자로 보고 교사 자신이 v르칠 것으

로 국v교육과정을 떠올리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교육과정 성) 

취기준을 사용하여 수업 시량을 배분하고 수업으로 구현하는 교육과정 계획

과 사용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는 교사에게 교육과정에 해 안내

하는 실질적인 교사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선행 연구) 

에서는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부족이 교사의 교육과정 사용을 v로Ⅱ는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은 교육과정 사용을 ) 

위한 필수적인 능력이고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향상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광순( , -+,-%)

개정 i육과정과 성취n준3. )'(, 

[ 개정 i육과정의 특징  . )'(, 

우리나라는 매 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교육과정이 목표로 하는 정책 슬  

로건이 제창되어 왔다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 -+,0 ‘
학기술 창조력을 ~춘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 이 그에 해당한다 이를 구현o ’ ) 

하기 위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여러 v지 시도들이 이루어졌는데 크-+,0 

게 두 v지 변화v 특징적이다 첫째는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을 반영한 역량 ) 

중심적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 -+,0 

학교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추어야 할 여섯 v지 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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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z성 역, , , , 

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총론에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의 , , 

특성을 반영한 교과 역량을 제시하였다 교육부 그리고 이러한 역량( , -+,0%) 

을 교육과정에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내용체계표의 기능‘
을 제시하고 이를 교과의 내용 요소와 결합해 성취기준으로 제시함(e][lle%’

으로써 학교 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경 외 둘째로 견고화된 분과적 교과 교육과정을 극복하고 창( , -+,1%) 

의 융합형 교육과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과별로 통일된 내용체계표를 개발o

하였고 성취기준을 코드화 하였다 상술하자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 -+,0 

기존 교육과정에서 교과별로 달랐던 내용체계표의 형식을 통일하고 그 안에 

교과의 기초 개념이나 원리를 v리키는 핵심 개념 과 교과의 탐구 과정 및 ‘ ’
전략을 v리키는 기능 등을 도입하였으며 모든 성취기준에 코드를 부여하‘ ’ , 

였다 이것은 교과 x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핵심개념 및 성취기준을 축으로 ) 

하여 원활한 연계 융합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 외o ( , 

이와 같은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정리하여 -+,0%) -+,0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출처 교육부 외5 (-+,05 -/%)

그림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특징Q (-R -+,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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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 나타나 있듯이 개정 교과 교육과정은 핵심역량 및   Q (-R -+,0 p

교과역량이 내용 체계표의 기능 과 성취기준의 수행 기능 부분을 통해서 ‘ ’ ‘ , ’ 
구체화된다고 보고 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특유의 교과구조 및 ) 

틀을 유지하면서 분과적 교과 학습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통합적 종합적 문o

제해결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개념 및 성취기준 코드화를 통해 교과 x 

연결성 및 관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특징을 반영하여 변화된 개정 교육과정 문서 체제 전체  -+,0 

의 구체적인 구성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출처 이광우 외 를 수정함5 (-+,05 ,2% )

그림 개정 교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와 구성Q (.R -+,0 p

위의 그림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정 교과 교육과정 문서   Q (.R -+,0 p

체제의 특징은 첫째 성격 에 교과 역량 의 요소와 의미를 제시한 점 둘째 ‘ ’ ‘ ’ , 

내용 체계 v 모든 교과에서 동일하게 영역 과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 ’ ‘ ’ ‘ ’, ‘
식 내용 요소 기능 으로 구성되었다는 점 셋째 성취기준은 내용 요소’, ‘ ’, ‘ ’ , ‘ ’
와 기능 을 결합한 형태로 작성하도록 한 점 등이다 또한 개정 교육‘ ’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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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표방하는 핵심역량이 단위 학교의 수업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

는 방안으로 그림 의 오른쪽 부분과 같이 학교 교육과정 핵심 역량Q (.R ‘p

교과 역량 기능 수업 학습 활동 으로 이어지는 구도를 구축하였다( , % ’ ) r r r

o 개정 i육과정에서 성취n준의 의미  . )'(, 

앞 절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과 교과  -+,0 

역량을 통한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개발과 분과적인 교과교육과정을 개선하

기 위한 문서 체제의 변화v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개정의 ) 

방향에 따라 성취기준 역시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개정 교육과정에서 -+,0 

성취기준이 v지는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개선 배경 및 취지 성취기준의 , 

성격과 의미 성취기준의 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개선 배경 및 취지  (,% -+,0 

개정 교육과정이 개발된 배경에는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0 -++4 

한 비판을 바탕으로 성취기준 개선의 목소리v 제기되었다 첫째로 교과) , 

의 단순 내용과 지식 습득 위주의 성취기준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종래 제) 

시된 성취기준은 학생들의 역량과 수행 능력의 습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교과 지식과 내용을 아는 것에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예컨 모경환) , o

강 현 조광희 백남진 등의 연구에서는 개정 교(-+,-%, (-+,.%, (-+,/% -++4 

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분석한 결과 부분의 성취기준이 주로 내용 지식‘m( o %

을 안다 이해한다 의 형태로 진술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안다 이해한다 의 , ’ ) ‘ , ’
서술어를 중심으로 알아야 할 것을 제시하는 성취기준은 결국 수업의 목적

이 지식의 습득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비판하고 향후 성취기준이 학생의 능

력을 중심으로 제시될 것을 제언하였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 -+,0 

성취기준을 수업 후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할 능력을 나타내는 결과 중심‘
의 도달점 이라고 보고 보다 학생들의 수행 중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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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 외( , -+,0%) 

둘째로 단순 활동을 나타내는 진술 형태의 성취기준을 개선하고자 하였  , 

다 제 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성취기준식의 내용 제시 방식을 도입하는 과) 2

정에서 이를 내용 행동 의 형태라고 진술지침을 정하였고 이후 모든 교과‘ & ’
에서 이러한 형태의 성취기준을 제시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고정된 형태의 ) 

성취기준 진술방식은 성취기준에서 제시되는 학습자의 행위v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과 더불어 단순한 수업 활동의 형태로 제시되

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예컨 내용 지식 을 살펴본다 발표한다 관찰한) , ‘m( o % , , 

다 와 같은 단순 행동 동사로 진술하여 수업에서의 활동을 단편적으로 제시’
하는 경우v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별 기능) -+,0 

을 교과를 통해 길러주어야 할 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교과를 통해 길러주어야 할 학생의 능력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성

취기준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광우 외 이미경 외( , -+,/6 , -+,1%)

셋째로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비구조화 되고 과다하게 제시  , -++4 

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시기마다 적정) 

화 차원에서 성취기준 수를 줄이고자 하였으나 성취기준을 삭제 조정하는 o

경우보다 병합하여 성취기준의 수를 줄이는 경우v 많았다 모경환 강 현( o ,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진술된 성취기준이 단순 행동 동사 위-+,-%) 

주로 수업 활동을 예시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등 구조적으로 제시되지 못했

다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 교육과정 성취) -+,0 

기준에서 제시된 내용의 로 줄이고자 하였고 권점례 외 교과별 3+% ( , -+,1% 

내용체계표를 구성하는 핵심개념 과 일반화된 지식 을 근거로 학년군별 내‘ ’ ‘ ’
용을 추출하고 여기에 내용체계표의 기능 을 덧붙여 학년군별 내용 과 기‘ ’ ‘ ’ ‘
능 을 정합한 형태의 성취기준을 개발하였다 교육부 외 이광우 외’ ( , -+,06 , 

이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정된 내용 행동 형태의 성취기준 -+,0%) ‘ & ’ 
진술방식의 문제 이승미 박순경 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내용 행동 형( o , -+,/% ‘ & ’ 
태의 진술 지침을 개선하기보다 행동 부분을 좀 더 높은 수준의 기능 으로 ‘ ’ ‘ ’

체하고자 하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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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성격과 의미  (-% -+,0 

성취기준을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 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 활동의 

기준 교육부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성취기준이 교과를 ( , -+,0%’ ) 

통해 배워야하는 지식과 그 지식을 통해 할 수 있어야 할 수행 능력을 동시

에 나타내고 있음을 뜻한다 여기서 수행 능력은 단순한 활동과는 구분되는 ) 

의미의 수행으로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역량과 밀접하게 관련된 -+,0 

개념으로 사용된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역량이 수행능력 및 기) -+,0 

능으로 구체화되고 이는 다시 수업 활동으로 더 구체화된다고 보았다 이광(

우 외 이광우 외 다시 말해 성취기준의 수행 부분을 통해 , -+,/6 , -+,0%) , 

교과 역량이 구현된다고 본 것이다 또한 성취기준은 수업 후 학생들이 할 ) 

수 있어야 할 또는 할 수 있기를 기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결과 중심의 , 

도달점 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성취기준은 낮은 (agfUamW% ) 

수준의 교육 내용과 단편적 지식 또는 학생의 단순한 행동이나 수업의 활동

을 제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심층적인 탐구를 v능하게 하는 핵심 개념과 고

등 사고 기능을 위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이 수업을 통해 배) 

우고 결과적으로 나타내길 기 하는 능력의 특성은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 

평v해야 할 학생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알려줄 수 있

어야 한다)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구성  (.% -+,0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성취기준 진술 지침에 나타난 성취기준의   -+,0 

구성방식은 내용체계표를 근거로 하여 학년군별 내용 요소 기능을 정합한 

문장형태로 진술하는 것이다 이광우 외 즉 내용 요소 을 기능 할 ( , -+,/%) , ‘( % ( %

수 있다 형태의 문장으로 개발된 것이다 이와 같은 성취기준 진술문의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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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그림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술하자면 성취기준 진술문Q (.R ) p

은 내용 요소 와 기능 이라는 요소를 통해 구성되는데 먼저 내용 요소 는 ‘ ’ ‘ ’ ‘ ’
내용체계표의 핵심개념 과 일반화된 지식 이 학년군별로 나누어 구체화된 ‘ ’ ‘ ’
핵심적인 교과 내용 및 지식에 해당한다 이러한 내용 요소 를 성취기준의 ) ‘ ’
구성 요소로 활용하는 이유는 핵심개념 수준에서 기능 과 결합할 경우 성‘ ’ ‘ ’
취기준이 매우 포괄적으로 개발돼 학습량 증v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용요소 와 기능 을 결합하는 형태로 개발하였다 교육부 외‘ ’ ‘ ’ ( , -+,0%) 

또한 기능 은 내용체계표의 마지Ⅱ 칸에 제시되는 것으로 기존의 성취기  ‘ ’
준이 내용 중심적인 기준에 머무른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성취기준의 수행적

인 성격을 강화시키는 요소로써 성취기준의 수행 부분 제시의 근거v 되고 

있다) 이전의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기능 이 구체화되어 제시되지 않은 반‘ ’
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을 제시하기 전에 내용체계표를 통, -+,0 

해 교과 및 영역 특유의 기능 을 밝히고 이를 성취기준 개발에 활용하고 ‘ ’
있다) 그런데 여기서 기능 의 성격을 보면 교육 분류 체계에서 지식 기능‘ ’ ‘ , , 

태도 로 구분되는 기능 또는 단순한 활동과는 다른 의미로 그림 에 ’ Q (.Rp

나타나는 기능의 위계와 같이 핵심역량 과 교과역량 을 구체화한 것이자 ‘ ’ ‘ ’
성취기준에서 수행 을 진술하는 근거로서 성취기준이 역량 습득을 위한 구‘ ’
체적 도달 지점이 되도록 하는 요소이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성취기준 의 하  -+,0 -++4 ‘ ’
위 항목으로 성취기준 해설 등의 구성 요소v 추v되었다 개정 교과 ) -+,0 

교육과정 문서 체제에서 성취기준 항목의 구성Ⅲ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권점례 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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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성취기준 항목의 구성7 (-8 p

출처 권점례 외 를 수정함5 (-+,15 1% )

기존에는 개별 성취기준과는 별개의 항목으로 일반적인 수준에서 제시했  

던 교수 학습 방법과 평v의 유의사항을 w 영역의 성취기준별로 제시하여 o

성취기준에서 의도한 학습과 평vv 이루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안내를 하고 

있다 따라서 성취기준의 개수v 줄어든 것에 비해 성취기준과 관련된 전반) 

적인 내용의 분량은 실질적으로 z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분 의미

성취
기준

학습요소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을 핵심어로 제시한 
것

성취기준
해설

제시한 성취기준 중 자세한 해설이 필요한 것에 대한 부연 설명
으로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성취기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교 수 학 습 ·
방법 및 
유의사항

해당 영역의 교수 학습을 위해 제안한 방법과 유의사항· ·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및 유의미한 학습 경험 제공 등을 유도·

하는 내용 제시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해당 영역의 평가를 위해 제안한 방법과 유의사항·
해당 영역의 교수 학습 방법에 따른 다양한 평가 특히 과정 중· · , 

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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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연구 방법

이 연구는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0 

성취기준을 사용하게 된 계기와 사용 양상을 탐색하고 성취기준 사용의 어

려움과 쟁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과정) 

에서 겪는 어려움을 탐색함으로써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 

제기되어온 낮은 성취기준 활용률의 문제를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교사의 관

점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과서나 교사) 

용 지도서 등의 매개체를 통해서v 아니라 개정 교육과정 문서의 성-+,0 

취기준을 직접적으로 읽고 사용하는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사용하게 된 계기

v 무엇이고 성취기준에 해 어떻게 이해하며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 행동을 구체적 맥락과 함께 기록하고 ) 

그 행동의 의미를 당사자들의 주관적 세계 속에서 해석하는 질적 연구 방법

조용환 을 활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교사들의 ( , -++3% ) 

사용 맥락을 살펴보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양상을 심층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성취기준 사용의 어려움과 성취기준 개선

방안을 교사의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이해하고 사용하  는 사례를 중점적으

로 분석해야 하므로 질적 사례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사례연구는 비교적 분) 

명한 특성과 경계를 ~고 있는 하나 혹은 복수의 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함

으로써 왜 혹은 어떻게 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할 때 유용한 방법이다“ ” “ ”
현재 우리나라 교사들의 교육과정 (P[n, -++4%) 활용률은 매우 낮고 이병호( , 

많은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재구성할 때 상당 부분 교과서나 -++4% 

지도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지혜 홍후조 그렇기 때문에 많( o , -+,/%) 

은 선행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다수의 교사들을 

상으로 그들이 왜 성취기준을 사용하지 않는지에 해 탐색하였다 하지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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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v 실제로 성취기

준을 사용하는 교사들의 경험과 관련하여 그들이 사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

움과 함께 탐색될 때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성취, 

기준을 사용하는 교사를 상으로 그들의 성취기준 사용 양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성취기준을 해석하고 사용하는 교사v 많지 않은 ) 

상황에서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0 

하는 특정 교사들의 사례를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써 교사들의 성취기준 사

용의 쟁점을 다른 w도에서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에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를 위해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초등 교사들의 구체  -+,0 

적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개별 교사들이 지닌 이해와 그들의 사용 양상에 

관한 모습을 다w도로 탐색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성취기) 

준 사용상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성취기준 개발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w상(. 

[ 연구 사례 . 

이 연구에서는 사용 상이 되는 교육과정 문서를 년 월 일에 고  -+,0 4 -.

시되어 년부터 초등학교 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현장 적용되-+,2 ,, -

는 개정 교육과정-+,0 ,%으로 한정하여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사-+,0 

용하고 있는 교사들의 이해와 사용 양상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개정 ) -+,0 

1)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 시작 시기는 다음과 같다 2015 .
년 월 일 초등학교 학년2017 3 1 : 1, 2
년 월 일 초등학교 학년 중학교 학년 고등학교 학년2018 3 1 : 3, 4 , 1 , 1
년 월 일 초등학교 학년 중학교 학년 고등학교 학년2019 3 1 : 5, 6 , 2 , 2
년 월 일 중학교 학년 고등학교 학년2020 3 1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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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역량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핵심‘
역량 과 교과역량 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였고 역량을 습득하기 위한 ’ ‘ ’ , 

구체적인 도달 지점으로서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 이러한 ( , -+,1%) 

맥락에서 개정 교육과정은 총론을 통해 수업과 평v를 운영할 때 교-+,0 

과별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성취기준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교육부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이 ( , -+,0%) -+,0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보고 개정 교육과정으로 맥락을 한정하여 연구-+,0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 즉  , 

성취기준을 사용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에 한 이해와 경험이 

있는 교사일 필요v 있다 하지Ⅲ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 

교사들의 교육과정 성취기준 활용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박지혜 홍후( o

조 이병호 성취기준에 한 이해와 사용 경험이 있고 현재 , -+,/6 , -++4%, 

사용하고 있는 교사를 찾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따라서 )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연구 사례

즉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사용하여 수업을 운영(ISffan, ,43+% , -+,0 

하는 교사 사례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여러 학교급과 학년군 중에) 

서 초등학교 학년군으로 연구 상을 한정하였는데 이는 개정 교,, - , -+,0 

육과정이 연구v 진행되는 년에는 초등학교 학년군에Ⅲ 적용되기 -+,2 ,, -

때문이다 따라서 사례의 조건에 부합하는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현) 

재 학년의 담임을 맡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중에서 개정 교육과,, - -+,0 

정 성취기준을 사용하여 수업을 하는 교사를 참여자로서 물색하였다) 

연구 사례를 선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개정 교육과정   ) , -+,0 

성취기준을 사용하여 수업하는 학교나 교사를 탐색하고자 관련 연구물들과 

교육과정 운영 사례집 교사들이 집필한 교육과정 재구성 관련 저서  , , ,++

교육과정 선정 학교 보고서 등을 찾아 읽으며 성취기준을 사용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교사 및 교사학습공동체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수) 

집한 개별 교사와 교사학습공동체 소속 교사들에게 전화로 직접 연락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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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동시에 교직에 종사하는 주변 지인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하고) 

자 하는 사례에 해 자세히 설명하고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수업

하는 교사학습공동체나 교사를 소개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부탁하였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하여 몇몇 교사 및 교사학습공동체와 연결이 되었고 이렇게 , 

모집된 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진행 기x 연구 과정 비밀 보장 및 참여, , 

의 의의 등을 자세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를 부탁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성취기준 중심 수업에 해   

연구하는 교사학습공동체 및 교사들 중에서 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여,, -

섯 명의 교사들을 최종적인 연구 사례로 선정하였다 이 교사들은 국v교육) 

과정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성취기준 중심 수업 방안에 해 연구하는 교사

학습공동체에서 활동하며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에 얽매이지 않고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은 다년x의 교직생활 속에서 교과서 진도 나v기 수업을 하다v 교  

과서에 한 불Ⅲ과 의문을 품기 시작하며 교육과정 문해력 및 성취기준 중

심 수업 운영에 한 여러 연수를 찾아들었다 이들이 속한 지역 교육청에) 

서는 년부터 역량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며 학생의 역량 습득을 위해 -+,-

교과서 진도 나v기 수업이 아니라 성취기준 중심의 수업이 운영되도록 지

원해왔고 그 일환으로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과 관련된 여러 연수와 강의, 

를 운영해왔다 따라서 교사들이 성취기준 중심 수업 운영에 한 강의나 ) 

연수를 접할 기회v 많이 열려있었다 여섯 명의 교사들은 이러한 연수를 ) 

듣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취기준 중심 수업을 운영하고자 하여 다른 교

사들과 교사학습공동체를 Ⅲ들고 운영하며 성취기준 중심의 수업에 해 함

께 연구하고 실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 양상을 ) 

보다 v시적으로 드러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o 연구 참여자 .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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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사용하는 실제적인 모습을 이해함으로써 성취기준 사용 과정에서 나

타나는 쟁점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 목적과 부합하는 ) 

정보를 풍부하게 v지고 있는 사례 로서 성취기준과 이에 기‘ (ISffan, ,43+%’
반한 수업을 연구하는 교사학습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여섯 명의 학년 담,, -

임교사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여섯 명의 연구 참여자 중 첫 번째 교사는 햇빛초등학교  -%의 박지혜 교사

로 올해 경력 년차인 학년 담임교사이다 박 교사는 년 전 급 정교사 1 , ) - ,

연수에서 교육과정 재구성 및 성취기준 중심 수업에 한 강의를 들은 이후 

작년부터 개정 초등 교육과정 연구회 발도르프 교육 연구회 등 다‘-+,0 ’, ‘ ’ 
양한 교사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며 년 째 동료 교사들과 교육철학 및 성취-

기준 중심 수업에 해 연구하고 수업하고 있다) 

두 번째 연구 참여자는 달빛초등학교의 이찬미 교사로 올해 경력 년차  ,-

인 학년 담임교사이다 이찬미 교사는 이 학교의 교육과정부장 업무를 맡, ) 

아 학년 초에 달빛초등학교의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이 교사는 다년) 

x 연구 부장 업무를 하며 국v교육과정 문서를 보아왔기 때문에 성취기준 

자체에 친숙한 상태였고 년 여름 교육과정 문해력과 관련된 연수를 들, -+,0

은 이후부터 성취기준 중심 수업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과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취기준 사용에 해 고민해왔다 또한 같은 학교 동학년 ) 

교사들과 함께 일반 학교인 달빛초등학교 안에서 학년 한 학년Ⅲ을 혁신 , ‘
학년.% 으로 운영하며 교과서에 구애받지 않고 성취기준 중심으로 수업을 운’
영하고 있다)

세 번째 연구 참여자는 별빛초등학교의 김은혜 교사로 올해 경력 년차  ,4

인 학년 담임교사이다 김은혜 교사 역시 년째 교육과정부장 업무를 맡아 , ) -

학년 초에 별빛초등학교의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김 교사는 작년에 ) 

2) 이하 이 연구에서 등장하는 모든 이름과 학교명은 가명임을 밝혀둔다 . 
3) 한 학년이 학급 이상인 중 대규모의 일반 학교 중 한 학년 교사 전원이 희망할 경우  2 ·

신청 및 선정을 통해 혁신학교와 같이 혁신학년으로 지정하여 학년 단위 교사학습공동
체를 운영하며 학년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재구성 개발하고 수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 
제도 전라북도교육청(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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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올해도 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데 작년부터 교과서v 실제 자신이 맡,

고 있는 학년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꼈다 이에 한 문제의, ) 

식을 느끼던 중 교사의 교육과정 사용과 관련된 연수를 듣게 되었고 이후 

성취기준 중심의 수업을 운영하고자 동학년 교사들과 학년 전체를 혁신 학,

년으로 운영하며 성취기준과 수업에 해 연구하고 있다 또한 김 교사는 ) 

년에 한국교육과정 평v원에서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평v기준을 -+,1 -+,0 

개발하는 연구 백경선 외 에 연구 협력진으로 참여한 Ⅲ큼 개정 ( , -+,1% -+,0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한 이해도v 높았다) 

네 번째 교사는 물빛초등학교의 최승혁 교사로 올해 경력 년차인 학  ,3 -

년 담임교사이다 물빛초등학교는 전체 학급의 소규모 학교로 작년에 혁신) 1

학교v 되고자 지원하여 선정되었고 올해 년차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 

최승혁 교사는 이 학교의 교무기획부장 업무를 맡고 있다 최 교사는 년 ) 0

전부터 같은 지역 교사들로 구성된 교사학습공동체에 친분이 있는 교사들과 

함께 참여하였고 이후 꾸준히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며 학생들이 학습하

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요소 등에 해 고, 

민해왔다 이러한 고민을 거쳐 작년부터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 

하며 동료 교사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교사는 은빛초등학교의 조사랑 안예진 교사로 w  , 

w 년과 년의 교직 경력을 v지고 있다 은빛초등학교는 년도에 ,, ,0 ) -+,,

소속 교사들이 지원하여 혁신학교로 선정되었고 년째 혁신 더하기 학교로 2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은빛초등학교 교사들은 전체적으로 수업 연구에 매) 

진하는 분위기였고 수업에 한 열의와 자부심이 매우 높았다 조사랑 교사) 

와 안예진 교사는 은빛초등학교의 학년 동료교사로서 수업 고민과 연구를 ,

함께하고 있었다 두 교사는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고 의미 있는 수업에 ) 

해 고민하다v 년 전부터 성취기준에 기반한 수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 

연구 참여자 목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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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구 참여자 목록7 (,8 q

자료 수집). 

이 연구를 위한 예비 조사는 박지혜 이찬미 김은혜 교사를 상으로   , , 

년 월부터 월 초까지 약 두 달x 이루어졌고 본격적인 자료의 수집-+,2 / 1 , 

은 최승혁 조사랑 안예진 교사를 포함해 여섯 명의 연구 참여자를 상으, , 

로 년 월부터 년 월 초까지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은 심층 면-+,2 1 -+,2 ,+ ) 

담과 참여 관찰 현지 자료를 통해 다w적으로 이루어졌고 교사별로 연구에 , , 

참여하게 된 시기나 처해 있는 상황 등이 달라 여섯 명의 참여자로부터 수

집된 구체적인 자료의 양과 종류에는 조금씩 차이v 있었다)

[ 심층 면v .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해석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해 이해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제기한 질문들은 교) 

사들이 성취기준을 사용하게 된 계기 성취기준에 한 인식과 이해 해석하, , 

는 방식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과정 수업에서 구, , 

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성취기준을 읽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름 근무 학교 학교유형 담당 학년 교직경력 성취기준 
사용 기간

1 박지혜 햇빛초등학교 일반학교 학년1 년5 년2

2 이찬미 달빛초등학교
일반학교
혁신학년

학년1 년11 년3

3 김은혜 별빛초등학교
일반학교
혁신학년

학년1 년18 년2

4 최승혁 물빛초등학교 혁신학교 학년2 년17 년2
5 조사랑 은빛초등학교 혁신학교 학년1 년11 년4
6 안예진 은빛초등학교 혁신학교 학년1 년15 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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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진행횟수는 교사별로 다소 차이v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 참여자인   

박지혜 교사는 예비 조사 기x부터 본 조사 기x까지 합쳐서 총 회의 면담2

을 하였고 회당 시x에서 시x 분 정도의 시x이 소요되었다 이찬미 , , .+ ) 

교사와 김은혜 교사 역시 예비 조사 기x부터 연구에 참여하여 ww 회와 /

회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회당 시x 정도의 시x이 소요되었다 최승혁 조0 , ) , 

승연 안예진 교사는 본 조사 기x부터 연구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ww 회, .

씩으로 위의 세 교사보다 면담 횟수v 적었다 면담 소요 시x은 회당 시) ,

x에서 시x 분 정도로 비슷하였고 조승연 교사와 안예진 교사는 같은 , .+

학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한 교실에 모여 동시에 면담이 이루어졌다 여섯 ) 

명의 교사와의 면담은 주로 방과 후에 해당 교사의 교실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수업 관찰 이후 관찰한 내용과 관련하여   

추v적으로 이루어졌다 면담 초반에는 비구조화된 면담 의 형태로 진행되) ‘ ’
었고 연구문제v 구체화되고 자료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반구조화된 , ‘
면담 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비구조화된 면담에서는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 ) 

교사 개인마다의 고유한 배경과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

였다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과 관련하여 여러 맥락들이 어느 정도 파악된 ) 

후에는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때는 자료 분석과 면담이 순환적) 

으로 이루어졌는데 자료를 분석하고 범주화하여 ww의 범주에 한 이해를 

깊이 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모든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 

에 녹음한 후 이를 전사하여 기록으로 남·다)

o 참여h찰  . 

참여 관찰은 교사와 학생을 포함한 교실의 전체 상황을 관찰하면서 교사  

v 특정 성취기준을 어떻게 해석하여 수업으로 Ⅲ들어v는지에 주목하여 주

로 수업을 참여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면담Ⅲ으로 드러) 

나지 않는 수업 운영 장면들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에 

한 연구자의 이해를 더욱 심화시켰다 는 연구자v 관찰 ) LbdSdlWk(,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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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는 사람들과 더불어 활동 속에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완전 참여

자 적극적 참여자 중x 수준의 참여자 수동적 참여자 비참여관찰자로 분, , , , 

류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기준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중x 수준 으로 , ‘ ’
참여 관찰이 이루어졌다) 

참여 관찰은 회당 차시에 분량의 수업을 참여 관찰 하였고 w 연구   ,m-

참여자별로 회 이루어졌다 참여 관찰은 교사v 맡은 수업 시x에 해당 ,m. ) 

교실에서 이루어졌고 관찰한 내용은 녹음하거나 수기로 기록하였으며 녹음, , 

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을 시에Ⅲ 진행하였다 참여 관찰 이후에는 수업을 ) 

관찰하며 생긴 의문점이나 교사의 수업 의도 등에 관하여 추v적으로 면담

을 하기도 하였다) 

t 현지자료 수집  . 

교사들의 성취기준 해석과 사용 양상 전반을 보는 연구이므로 교사의 수  , 

업에 직 x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료들은 모두 현지 자료로서 수집하였다o ) 

교사v 사용하는 성취기준 문서 수업을 위해 참고하거나 Ⅲ들어내는 수업 , 

관련 자료 예컨 수업시x에 활용하는 학습지 수행평v지 단원평v지 수, , , , 

업일지 등과 교수 학습 지도안 활동 기록지 교사일지 학급 교육과정 문서o , , , , 

동학년 협의 문서 등을 수집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의 분석과 해석3. 

먼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는 와 이   , LfdSgee <adT[n(,43+%

제시한 개방적 코딩 중추적 코딩 선택적 코딩 을 활용하였다 개방적 ‘ ’, ‘ ’, ‘ ’ ) 

코딩은 분석 초기에 아무런 제한 없이 카테고리들을 설정하고 검토해보는 

방식으로 조용환 이 연구에서는 면담자료 및 관찰자료를 수집한 직( , -++3%, 

후에 이를 상으로 개방적 코딩을 수행하였다 즉 면담 이후에 전사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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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읽으면서 연구 참여자v 놓인 맥락과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맥락을 이

해하고자 하였고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언급되는 단어나 문장이 ,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발견된 의미 있는 부분들을 포괄하는 ) 

범주v 무엇인지 개념을 붙이고 관련 있는 개념들을 묶어 범주화하는 작업, 

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심 범주를 도출하였다) ) 

이렇게 중심 범주를 도출한 후에 중심 범주를 축에 놓고 관련 범주들의   ‘
관계를 파악하는 조용환 중추적 코딩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 , -++3% , 

동안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범주들 x의 관계를 탐색할 수 있었다 이 ) 

과정에서 연구자는 계속해서 연구주제와 연구목적을 검토하였고 추출된 범, 

주들과 연구 목적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며 연구문제에 한 의미 확인 작업

을 지속해 나갔다 이를 통해 첫 번째 연구 문제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성취) ‘
기준을 사용하게 된 계기와 성취기준에 한 이해 와 관련하여 자료에서 반’ , 

복적으로 나타나는 개념이나 주요 내용들을 서로 x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범주로 묶었다 성취기준 사용 계기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세 개의 범주v ) 

도출되었는데 교과서 중심 수업으로부터 탈피에 한 열망 교육과정 문‘ ’, ‘
해력 관련 연수 참여 성취기준 관련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v 그것이었다’, ‘ ’ ) 

묶여진 범주에 따라 해당 사례를 더 모으거나 범주 x을 비교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범주를 좀 더 세분화 혹은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 과정에, 

서 세 개였던 범주v 교과서 중심 수업으로부터 탈피에 한 열망 과 성취‘ ’ ‘
기준에 한 학습 의 두 v지로 줄어들게 되었다 교육과정 문해력 관련 연’ ) 

수에 참여한 경험과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경험이 모두 성취기준에 한 학

습이라는 점에서 이 두 v지 범주를 하나로 통합시킨 것이다 이처럼 범주 ) 

구분과 명칭에 한 조정을 거쳐 두 번째 연구 문제에인 교사의 성취기준 , ‘
사용 양상 에 한 하위 범주까지 도출해내었다 이후에는 지금까지 검토한 ’ ) ‘
모든 카테고리들을 하나의 체계 속에 정리하고 그 체계에 따라서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코딩하는 조용환 선택적 코딩을 통하여 자료들’( , -+++35 0/% 

을 하나의 체계로 다시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w 범주를 나눈 기준에 , 

따라 자료를 다시 검토하여 세부 내용들 중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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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해당하는 새로운 내용들이 있을 경우 추v하였다 그리고 이 두 v지 ) 

범주들에 해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하위 범주들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 , ) 

현재의 연구 결과에 나온 소제목들이 최종적인 하위 범주로서 생성되었다) 

마지Ⅱ으로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반복적으로 읽어보며 연구 결과에서 나  , 

타나는 쟁점을 탐색하고 이러한 쟁점이 지니는 의미나 시사점을 학술적인 

논의에 비추어 해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이 현상의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이) 

라면 해석은 발견한 구조를 통해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작업이다 다시 ) 

말해 해석은 사례를 통해 드러난 현상을 생생히 기술하는 것을 넘어서 이, 

를 더욱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맥락에서 통찰함으로써 일반적인 의미를 발견

하는 과정인 것이다 조용환 따라서 연구자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 , -+,-%) 

애초에 설정한 연구 문제를 분명하게 하고 분석을 통해 도출된 자료를 반, 

복적으로 읽으며 거기서 주목할 Ⅲ한 것을 발견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그) 

러한 쟁점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적인 논의를 찾아 그에 비추어 현상에 한 

풍부한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해석 단계는 연구자의 판단과 목소리v 강) 

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연구자v 속한 학문공동체의 동료 연구자 및 연구 참

여자들과 자료에 한 해석이 타당한지를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며 왜곡된 

해석이나 편향된 해석의 v능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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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n준에 w한 i사들의 이해. Ⅳ

제 차 교육과정 이후로 v장 최근에 고시된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  2 -+,0 

기까지 교사의 성취기준 중심 수업 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왔다 교육부‘ ’ ( , 

교육부 하지Ⅲ 이러한 교육과정의 흐름과는 달리 일반적인 ,4446 , -+,0%) 

교사들의 성취기준 활용률은 매우 저조하였고 많은 교사들에게 성취기준은 , 

그저 학년 초에 학교교육과정 문서 작성을 위한 피상적인 용도로 활용되었

다 이병호 이런 상황 속에서 연구에 참여한 여섯 명의 교사들은 어( , -++4%) 

떤 계기와 목적으로 성취기준을 사용하여 수업을 운영하게 되었고 성취기준

에 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이 ) 

어떻게 성취기준을 사용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교사v 성취기준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나 과정이 무엇인지를 추측해볼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여섯 명의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이후 ) 

살펴볼 성취기준 사용 양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들이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과정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 명의 교사들이 ) 

성취기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취기준의 역할과 의미를 파악할 필요v 있다) 

이 장에서는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사용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0 

여섯 명의 교사들의 성취기준에 한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 

교사들이 현재와 같이 일상적으로 성취기준을 사용하게 된 계기v 무엇이었

고, 성취기준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고찰해볼 것이다) 

(. i사들이 성취n준을 사용하a 된 dn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었듯 부분의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학교교육과정   

문서 작성과 같이 피상적인 용도로 사용할 뿐 실제적인 수업 운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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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연구에 참여한 여섯 명의 교사들 역시 처음부터 ) 

성취기준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x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수업을 해

오다v 년에서 년 전부터 성취기준을 사용하여 수업하기 시작했다 따라- / ) 

서 이 절에서는 여섯 명의 교사들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 성취기준을 접하게 

되었고 현재와 같이 성취기준을 사용하고자 노력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봄으, 

로써 교사들의 성취기준에 한 이해v 형성된 구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였

다 그 결과 여섯 명의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과거에 교과서 중심 수업을 하) 

면서 실제 학생들의 수준이나 맥락과 맞지 않는 교과서를 타율적으로 따라

야 하는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며 교과서 중심 수업 탈피에 한 열망 을 “ ”
느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성취기준에 한 학습) “ ”
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계기를 통해 성취기준을 사용하게 되었다)

[ i과서 중심 수업 탈피에 w한 열망. 

여섯 명의 교사들은 과거에 교과서v 국v교육과정과 같이 교사v 반드시   

따라야Ⅲ 하는 것이라고 생w하였고 타율적으로 교과서 중심의 수업을 운, 

영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교과서 중심의 수업을 하면서 교과서v 모든 학생) 

들의 수준이나 학교의 맥락을 고려하여 Ⅲ들어진 것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 

반드시 적합하고 흥미로운 수업 자료v 되는 것도 아니라고 느꼈다 교사들) 

이 구체적으로 느끼는 교과서에 한 문제의식과 비판 지점은 다양했지Ⅲ 

이들은 공통적으로 교과서를 따라서 진도를 나v는 수업이 학생들에게 흥미

와 동기부여를 해주지 못한다고 보았고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이 일원화되

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또한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의 수준이 실제 학) 

생들의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경우v 많아 교과서를 중심으

로 수업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박지혜 제v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학년을 v르쳤는데 학년 사회 교과서를 5 1 1

보면 정말 개념이 많은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애들도 재미없어하고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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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치는 저도 v르치기 팍팍하고 그러다v 작년에 학년을 맡게 되면) ,

서부터 그 마음이 더 커졌죠 학년은 아직 s t도 안배우고 들어왔) , , 

는데 국어 교과서를 보니까 시작부터 글자를 바르게 써봅시다 라며 ‘ ’
문장이 나와요 중략 이걸 보면서 다시 한 번 이건 아니다 교과서) ( % ) 

로 수업하는 것은 아니다 싶었죠) 

김은혜 오랜 시x 교과서를 v르쳐오면서 교과서는 사실 우리 같은 소도시5 , 

시골 학교를 상으로 Ⅲ들었다는 생w이 들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교) 

과서 수준이나 소재나 다 도시 중심으로 이미 똑똑한 애들을 중심, 

으로 구성돼요 좀 소외z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수준) ) 

이나 환경과 하나도 안 맞는 것을 v르쳐야하는 이유v 뭐지 싶었어9 

요 실제로 교과서 뒤편 보면 집필진이 나오는데 부분 도시 선생) 

님들이에요 그걸 보고 과연 이중에 정말 시골의 소규모 학교의 상황) 

을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싶었죠9 ) 

교사들은 오랜 시x 여러 학년에 걸쳐 교과서 중심의 수업을 진행해오며   

교과서의 수준이나 소재 v 실제 학생들과 수업 환경에 맞지 않고 학생“ ” , “
들이 재미없어 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따라 수업하다보면 학생들이 수업에” 

서 소외되는 경우v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예컨 김은혜 교사는 교과서) , 

v 다양한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자“ ” 

신의 학생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내용들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박지혜 교) 

사는 학년 국어 교과서의 경우 국v에서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지 않고 입,

학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문장으로 지시문이 제시되는 것은 모순적이라

고 비판하였다 기실 교과서는 성취기준을 구현하는 하나의 예시로서 성취) 

기준에 한 교과서 개발자들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 개) 

발자들 역시 성취기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점과 상황을 반영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교과서의 내용이 모든 지역의 서로 다른 학생들에게 적합

한 것이 될 수는 없다) 

이처럼 교과서와 학생의 수준이나 학습 상황이 맞지 않는 경우는 여러 학  

년 여러 교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은 교과서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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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수업을 하며 학생이 점점 소외되고 교과서v 주인공이 되어 교과서

의 내용을 다뤄주는 것 그 자체v 수업의 목적이 됐다고 느꼈다 이 과정에) 

서 교사들은 교과서에 한 답답함과 불Ⅲ을 느끼며 교과서 진도 나v기 수

업을 통해서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

였고 교과서를 조금 수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의미의 자율성을 , 

발휘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교과서에 한 불Ⅲ을 느끼는 v운데 교과서를 넘어 교사   

자신의 교육관과 교육 철학을 실현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느꼈다 여섯 ) 

명의 교사들은 교육에 한 w자의 관점과 철학을 v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교육관은 현재 이들의 수업에서 근본적인 목적이 되었다 하지Ⅲ 교사들은 ) 

자신이 과거 교과서에 매몰되어 진도 나v기 수업을 할 때 이러한 교육관, 

이나 교육철학과 상관없이 단순히 교과서의 내용을 전달하는 지식전달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다루기에도 빠듯한 시x 속에 , 

자신의 교육관을 반영할 여지v 없다고 느꼈다) 

이찬미 그전에는 정말 뭐 교과서 진도 나v기v 바빴죠 교과서v 잘 됐든 5 ) 

못 됐든 교과서를 다 떼줘야 한다고 생w하니까 교과서 내용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내 생w과 상관없이 교과서 진도 나v는 것Ⅲ으

로도 바쁜 거에요 그러다 보면 나는 교과서 전달자인v 싶은 생w) 

이 들었어요)

이처럼 교사들은 교과서 중심 수업을 할 때는 교과서 내용이 너무 많기  “ ” 

때문에 그 내용을 다 v르기 위한 진도의 압박 을 받게 되었다 하지Ⅲ 이“ ” ) 

찬미 교사는 진도에 쫓겨 바쁘게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을 모두 다루기 위해 

노력하다 자신의 역할이 교과서 전달자 인 것인지에 한 회의z을 느끼게 “ ”
되었고 교사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한 고민을 하게 되, 

었다 이찬미 교사뿐 아니라 나머지 다섯 명의 교사들도 이와 같이 교과서) 

에 한 불Ⅲ과 교과서 진도 나v기식 수업의 공허함을 느끼며 교과서 중심 

수업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게 되었고 이는 교사들이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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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습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직접적인 계기v 되거나 교사v 성취기준 중

심 수업에 해 접했을 때 적극적으로 실행해보고자 하는 계기v 되었다, )

o 성취n준에 w한 학습. 

여섯 명의 교사들은 교과서 중심의 수업에서 탈피하고자 하던 중에 연수  

나 강의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활동 등을 통하여 성취기준을 접하고 학습, 

할 기회를 v졌다 교사들이 구체적으로 성취기준을 접하게 된 상황은 연수) 

나 특강을 통해 교육과정 문해력에 한 강의를 듣거나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동료 교사들과 연구와 학습을 하는 등 서로 다르게 나타났지Ⅲ 이러, 

한 기회는 성취기준에 해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계기v 되었다 먼저) , 

먼저 박지혜 이찬미 김은혜 교사의 경우 교사들의 교육과정 문해력과 관련, , 

된 연수를 들은 경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박지혜 몇 년 전 급 정교사 연수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시는 선생님들께5 ,

서 강사로 오셔서 선생님들이 직접 성취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교‘ ) 

과서에는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v 있어요 라고 강의하셨어)’
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들이 자기들의 수업 사례를 공유해주셨어요 그 ) ) 

연수에서 실제로 성취기준을 보면서 애들에게 무엇을 v르칠지 어떻, 

게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직접 찾아보고 Ⅲ들어보기도 했거

든요 그렇게 경험했을 때 되게 강렬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동안 교과) ) 

서를 따라야 한다는 압박z이 강했는데 그 연수를 통해서 아 내v 교‘
사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느껴서 교실에 돌아와 시도해보’
게 됐어요) 

김은혜 그 전까지는 지나v면서 언뜻 들어보긴 했지Ⅲ 정말 잘 몰랐어요 성5 ) 

취기준에 해서도 몰랐는데 소망 초등학교 v명 아시죠 소망초에서 ( % 9 

주제중심 통합수업인v를 했잖아요 성취기준을 v지고 우연한 기회9 ) 

에 그 연수를 들었어요 그 때 제v 이 학교로 오기 전에 있던 학교에) 

서 방문 연수로 희망초에 있는 몇몇 선생님들을 불러다v 성취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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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업을 Ⅲ든 사례를 듣게 됐어요 그 때는 솔직히 좀 버겁게 들렸) 

어요 그런데 그 뒤로 또 정광순 교수님 강의를 듣게 됐어요 거기서 ) ) 

교사들의 교육과정 사용 능력에 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의 연수를 들으면서 그래 교과서v 아니라 성취기준을 따라야 하는 ‘ , 

거구나 내v 느끼는 교과서에 한 답답함을 성취기준으로 해결해봐) 

야겠다 는 생w을 하게 됐죠)’ ) 

박지혜 교사는 급 정교사 연수 를 통하여 김은혜 교사는 다른 학교에  “, ” , 

서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사례에 한 강의와 교육과정 문

해력에 한 강의를 통하여 성취기준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다 이들은 모) 

두 성취기준과 교육과정 문해력에 한 연수와 강의를 통해 교사v 교과서

보다 상위에 있는 성취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구체적, 

으로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운영된 수업 사례들을 보자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것에 한 기 z과 용기를 ~게 된 것이다 이들은 모두 교육) 

학교에서 예비 교사 교육을 받았음에도 그 과정에서는 교과서나 교과지도서

를 참고하여 일정 차시의 수업을 Ⅲ드는 것Ⅲ을 배웠다고 하였다 나아v ) 

교생 실습이나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교과서와 교과지도서v 주

어지고 그것을 수업으로 잘 풀어내는 능력Ⅲ을 평v받았다 결국 교사들에, ) 

게 교과서v 참고 자료일 뿐이고 성취기준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교육이나 성취기준을 사용하여 수업을 Ⅲ드는 과정에 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이로 인하여 교사들은 교사v ) 

된 이후에도 오랜 시x 교과서v 반드시 따라야Ⅲ 하는 것이라고 생w하고, 

교과서에 매몰되게 된 것이다) 

하지Ⅲ 이들은 오랜 시x 교과서 진도 나v기식 수업을 하면서 교과서에   

한 문제의식과 더 나은 수업에 한 목마름을 v진 상태에서 교사의 교“
육과정 사용 능력 에 한 강의를 듣게 되고 또한 실제로 성취기준을 v지” “
고 Ⅲ든 수업 사례 를 연수를 통해 접하면서 커다란 인식의 전환이 왔다” )  

그 전까지는 교과서에 한 의무z으로 인해 교사v 성취기준을 사용하여 

수업을 할 수 있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지Ⅲ 강의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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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성취기준을 사용함으로써 확장되는 교사의 , 

자율성 등에 해 이해하며 강렬한 느낌 을 받았고 성취기준을 사용할 필“ ”
요성에 해 공z하게 되었다) 

한편 최성혁 교사 안예진 교사 조사랑 교사의 경우 교육과정 연구회와   , , , 

같은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하여 동료 교사들과 연구와 학습을 하며 성취기준

을 접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학교 안팎에서 뜻이 맞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 

연구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성취기준에 해 접하게 되었고 성취기준 사

용에 해 고민하고 이를 실행하게 되었다) 

 

최성혁 저는 사실 교사학습공동체를 시작한 것이 먼저였어요 중략 거기에 5 ) ( % 

좌장으로 계신 신평화 v명 선생님이 전에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 % 

친분이 있어서 초 를 해주셨어요 그분은 형식적인 학교교육과정 개) 

발과 운영에 해 교사 입장에서 비판하는 책도 쓰셨거든요 저도 교) 

과서라고 하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서 같은 고민을 v지고 같은 성향을 v진 선생, 

님들이 모여서 논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취기준 사용으로 이어지

게 됐어요)

안예진 저희는 혁신 학교다 보니까 교사들 사이 연 z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5 

요 그런데 년 전쯤 그 당시 연구 부장이었던 선생님이랑 동학년을 ) .

했어요 그 선생님은 성취기준 관련해서 외부 강의도 자주 나v고 계) 

시거든요 그분이 동학년 모임에서 교과서v 별로라면 교과서 로 할 ) 

필요v 없다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수업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같, 

이 수업을 연구해보자고 하셨어요 그 전에는 교과서에 얽매이지 않는 ) 

수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몰랐는데 그 선생님이 적

극적으로 연구와 논의를 추진해v시니까 저도 기 z을 v지고 하게 

된거죠)

최성혁 교사는 학교 밖의 교사학습공동체 에서 안예진 조사랑 교사는   “ ” , , 

학교 안의 동학년 모임 에서 성취기준 사용에 한 논의v 이루어졌다 이“ ” ) 

러한 모임에는 공통적으로 성취기준에 해 잘 알고 있고 사용 경험이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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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와 관련된 저서를 집필했거나 외부 강의를 하는 전문적인 교사v , 

있었고 이러한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성취기준에 해 논의와 연구를 진행, 

하였다 이러한 교사 연구 모임에 참여하기 이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 “
해야 하는 건지 모르는 Ⅱ연함을 v지고 있었지Ⅲ 경험이 풍부한 교사v ” 

적극적으로 연구와 논의를 추진 했기 때문에 함께 연구하는 과정에서 성취“ ”
기준 사용에 한 Ⅱ연한 부담z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성취기준 사용으“
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들은 혼자서는 다소 ⅡⅡ하고 두려울 수 있지Ⅲ 다” ) 

른 교사들과 함께 연구하였기 때문에 기 z 을 v지고 성취기준을 사용하“ ”
게 된 것이다 또한 교사학습공동체는 연수나 강의와 같이 단발적인 것이 ) 

아니라 성취기준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동료 교사들과 주기적이고 지

속적으로 Ⅲ나 성취기준 중심의 수업에 해 연구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하, 

였을 때 느낀 어려움 등에 해 함께 고민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 

사들은 동료 교사들과의 이러한 네트워크v 처음 성취기준을 사용하기 시작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Ⅲ드는 지지 v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여섯 명의 교사들이 구체적으로 성취기준에 해 이해하게 된 상  

황은 연수나 강의 교사학습공동체 활동과 같이 서로 다르지Ⅲ 이는 결국 , , 

성취기준에 한 학습 기회v 되었고 이러한 학습은 이들이 성취기준을 사

용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v 되었다 여섯 명의 교사 모두 이러한 성취기준) 

에 한 학습이 예비 교사 교육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년x의 교

사 생활을 하던 중에 경험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교과서와 교사의 역할을 ,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 

로 성취기준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에 해 공z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취기준

을 사용하게 되었다) 

). 성취n준의 역할에 w한 i사들의 이해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섯 명의 교사들은 여러 계기를 통하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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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기준을 접하고 성취기준의 의미와 필요성 등에 해 공z하며 교과서v , 

수업의 중심이 되던 수업에서 벗어나 성취기준을 사용하여 수업을 운영하게 

되었다 여기서 교사들이 성취기준에 해 v지는 이해는 그들의 성취기준 ) 

사용 양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에 해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다시 말해 현재 여섯 명의 교사들이 성취기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 , 

보는지에 따라 그들의 성취기준 사용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 

다면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성취기준에 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v 또9 

한 이들은 성취기준이 학교 현장의 교과 교육에서 실제로 사용될 때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는v 여섯 명의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접하고 학습하게 된 9 

구체적인 과정이 서로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해하는 성취기준의 , 

역할은 매우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상술하자면 여섯 명의 교사들은 ) , 

자신이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취기준이 크게 핵심적인 연“
x 학습 목표 와 v르쳐야하는 필수 기준 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 ” ) 

[ 핵심적인 연] 학습 목표. 

여섯 명의 교사들은 성취기준에 제시되는 내용이 수업이나 학습의 결과로  

서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해야 하는 학습 목표로 이해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학) , 

생들이 결과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도달 지점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교사들) 

이 성취기준을 이와 같이 이해하게 된 것은 성취기준의 진술 방식이 을 ‘m
할 수 있다 의 형태로 학생들이 습득해야할 능력에 해 제시하고 있기 때’
문이기도 하지Ⅲ 이들이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목적과도 관련된다 여섯 명, ) 

의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수업과 관련된 거의 모

든 것을 차시 단위로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에서 탈피하여 수업에 한 더 , 

넓은 자율성을 발휘하고 다양한 수업을 운영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교사들) 

은 그동안 v르쳐야 할 것과 v르칠 수단 모두를 교과서 로 보았다면 이제‘ ’ , 

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자신이 v르쳐야 할 것과 v르치기 위한 수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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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고자 하였다 교사들은 성취기준이 세세한 학습 과정이나 수업 방법) 

에 해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반드시 할 수 있어야 , 

하는 핵심 능력Ⅲ을 제시하기 때문에 성취기준에 제시된 내용에 도달하기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은 교사들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최성혁 성취기준은 최소한의 연x 학습목표라고 생w해요 제v 담임교사로5 ) 

서 년 동안 이것Ⅲ큼은 아이들에게 습득시켜주어야 한다 그런 거, ) 

죠 제v 지금처럼 수업하기 전에는 정말 뭐 교과서 진도 나v기v ) 

바빴어요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 다뤄주고 단원평v 보고 그것Ⅲ으) 

로도 바빴죠 근데 지금은 진도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성취기준은 ) ) 

여기에 도달시켜주기Ⅲ 하면 수업을 운영하는 방식은 제v 알아서 

해도 되는 거니까 교사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준 거라고 생w해요) ) 

김은혜 성취기준은 년x 수업을 통해서 내v 이제 듣기 말하기에서는 애들5 ,

한테 무얼 도달시켜야 하는지 읽기에서는 뭘 도달시켜야 하는지 교, ) 

과 안의 w 영역에서 도달해야 할 것 이 학년에서는 꼭 학습하고 , 

v야 할 것을 제시하는 거지요 중략 특히 이제 저는 정말 도움이 ) ( % 

되는 게 내v 올 한 해 동안 어디까지 도달시켜야 하는지 알 수 있, 

어서 도움이 돼요) 

최성혁 교사는 성취기준을 최소한의 연x 학습 목표 라고 보았고 성취  “ ” , “
기준에 도달시켜주기Ⅲ 하면 수업을 운영하는 방식은 알아서 해도 된다 고 ”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성취기준이 교과서보다 교사에게 더 많은 자율성) “ ”
을 허용하고 있다고 느꼈다 마찬v지로 김은혜 교사 역시 성취기준이 수) “
업을 통해서 애들에게 무얼 도달시켜야 하는지 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
보았다 또한 김 교사는 성취기준에 제시되는 내용을 통해서 한 해 동안 ) “
어디까지 도달시켜야 하는지 를 파악하고 연x 목표를 통찰할 수 있다고 보”
았다 즉 성취기준이 도달해야 하는 학습 목표와 같은 것인데 이 때 도달해) , 

야 하는 지점이 수업 한 두 차시에 해당하는 단기적인 학습목표v 아니라 

한 해에 걸쳐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교육목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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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것이라고 여·다 따라서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통해 학생들이 년 동) ,

안 학습해야 하는 것들에 한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고 이러한 연x 학

습 목표와의 관련성 속에서 단위 수업을 계획할 수 있었다) 

이찬미 성취기준은 년 동안 v는 목표죠 원래는 성취기준이 학년 군5 , ) ,, -

으로 제시되어 있잖아요 중략 근데 저희는 현재 담임 연임제를 9 ( % 

하고 있진 않아서 학년 성취기준들Ⅲ 따로 뽑았어요 이게 그러면 , ) 

최소한 국v에서 학년에게 원하는 성취기준이구나 하는 거죠 그럼 , ) 

저희에게 진도라는 개념이 최종적으로 이 성취기준을 다 달성하는 

것 그게 년 목표니까 그 목표를 염두에 두고 한 차시 수업을 Ⅲ) , ) 

들게 되는 거죠)

이찬미 교사 역시 성취기준을   년 동안 v는 목표 라고 보았다 하지Ⅲ “, ” ) 

이 교사는 현재 성취기준이 제시되는 방식이 학년군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

문에 정확히 말해 연x 학습 목표v 아니라 년 동안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

고 보았다 하지Ⅲ 학교에서 학년군 단위로 담임 연임제를 운영하지 않기 ) 

때문에 학년에 해당하는 성취기준Ⅲ을 따로 뽑아서 연x 학습 목표의 형태,

로 사용하였다 결국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년 내지 년x의 학습을 통해 ) , -

도달해야 하는 장기적인 학습 목표로서 학생들이 여러 차시의 수업과 학습, 

을 통해 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제시한다고 이해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사랑 교사는 성취기준이 연x 학습 목표와 같은 것이  

고 과거의 성취기준과 달리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이 보다 포, -+,0 

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포괄적인 진) 

술은 곧 교사에게 해석의 여지를 준다고 보았다)  

조사랑 예전이랑 다르게 성취기준은 포괄적으로 개괄적으로 제시하고5 -+,0 

자 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에서는 핵심성취기준을 따로 제시) -++4

했지Ⅲ 이번엔 처음부터 개수를 줄여 핵심적인 것Ⅲ을 제시했고요) 

제v 보기에도 상당히 포괄적으로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제v 수업에 

적용하기v 쉽죠 옛날에는 되게 구체적이었잖아요 성취기준 양도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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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근데 지금 많이 양도 줄고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문장으로 나, , 

와 있어서 교사v 나름 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여지v 있어요, ) 

조사랑 교사는 다른 교사들보다 성취기준을 사용한 기x이 길었던 Ⅲ큼   

과거의 성취기준에도 익숙했고 새로운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될 때 어떤 점, 

에서 변화v 있는지를 관심 있게 살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 교육과) -+,0 

정이 성취기준의 개수를 줄이고 강화하고자 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상당부

분 공z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성취기준을 따) -+,0 

로 추출하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핵심적인 것 Ⅲ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 ” “ ”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변화에 해 조 교사는 실질적으로 수업에 적용하) “
기v 쉬워졌다 고 보았다 왜냐하면 교사 자신이 보다 다양한 해석을 할 ” ) “
수 있는 여지v 있다 고 보았기 때문이다” ) 

결과적으로 교사들은 성취기준이 단위 수업 수준에서 세세하고 구체적인   

학습내용이나 활동 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 해의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년x의 학습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

하는 지점을 안내한다고 보았다 또한 성취기준은 수업 목표와는 달리 포괄) 

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교사는 이에 해 교사의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교사들은 이러한 해석에 근거해 성취기준에 도달하) 

기 위한 세부적인 수업 목표나 수업의 과정 등을 교사v 자율적으로 결정하

고 그에 따라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v하였다) 

o [르쳐야하s 필수 n준. 

여섯 명의 교사들은 성취기준의 역할에 해 연x 학습 목표뿐Ⅲ 아니라   

교사로서 v르쳐야하는 필수 기준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교사들은 하나) , 

의 참고 자료인 교과서와 달리 성취기준은 국v에서 제시하는 법적 고시문, 

서로서 선택의 문제v 아니라 모든 교사v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섯 명의 교사들은 수업에서 보다 확장된 자율성을 누리고자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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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교과서를 필수v 아닌 참고 자료로 활용하

였다 그러나 교사들은 자신이 공립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성취기준은 선택)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v르친 결과 반드시 도달시켜

야Ⅲ 하는 필수적인 기준이라고 이해하였다 즉 수업을 통해 모든 성취기준) , 

을 다루고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사로서 책무이자 의무라

고 본 것이다)

최성혁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한테 성취기준은 그냥 하나의 꼭 해야 하는 의5 

무에요 제v 수업은 자유롭게 이렇게 교과서와 무관하게 여러 v지 ) 

활동으로 하고 있지Ⅲ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립학교로써 학생들

이 도달해야 할 어떤 지점이기 때문에 이것Ⅲ큼은 v르쳐야 한다) 

그런 거죠)

박지혜 저 역시도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v 아니라 평v를 받는 어떤 공무원5 

이고 또 교육 공무원이라는 입지 자체v 국v에서 원하는 교육과정, 

이 있다면 그것Ⅲ큼은 제v 넘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9 , 

제v 봄 이라고 해서 애들하고 Ⅱ 화전 부쳐먹고 나v서 봄꽃으로 ‘ ’
반지도 Ⅲ들어서 놀고 이런 게 아니라 성취기준에서 아이들이 배울 )) 

거라고 기 하는 내용을 고려해서 수업을 해야죠)

최성혁 교사는 성취기준이 꼭 해야 하는 의무 로 자신이 교과서와 무  “ ” , “
관하게 다양한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공립학교의 교사로” 

서 성취기준에 제시된 내용Ⅲ큼은 반드시 도달시켜줘야 한다고 보았다 마) 

찬v지로 박지혜 교사 역시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v 아니라 평v를 받는 “
공무원 이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v에서 원하는 교육과정이 있다면 ” ) “
그것Ⅲ큼은 넘을 수 없다 고 보았고 그 경계선이 바로 성취기준이라고 이” , 

해하였다 최 교사와 박 교사 모두는 성취기준의 이러한 필수적인 성격에 ) 

해 이야기할 때 자신이 공립학교 교사 공무원 임을 언급하며 성취기, “ ”, “ ”
준에 한 선택권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미루어볼 때 교사들은 ) , 

자신의 수업에 한 자율성이 성취기준 이라는 범위 내에서 발휘될 수 있는 ‘ ’
것으로 생w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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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어떻게 보면 국v에서 성취기준을 제시하면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5 

거죠 모든 학생들이 성취기준에 나온 내용Ⅲ큼은 동일하게 할 수 ) 

있기를 바라는 거에요 수업을 교과서로 하든 다른 어떤 방식으로 ) 

하든 그래도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학년을 거쳤다면 학년 말에는 , ,

최소 이건 할 수 있어야 하고 교사는 그걸 반드시 도달시켜줘야 한, 

다고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고 생w해요 이 성취기준이 특히 국어나 , ) 

수학 같은 주지교과에서는 이런 성취기준이 중요할 수 있어요 중) (

략 그런 걸 생w하면 어느 정도 국v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긴 하겠% 

지Ⅲ 너무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역의 여) 

건 아이들의 여건 여러 v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 ) , 

일괄적으로 수업의 많은 부분을 결정해서는 안 되죠) 

김은혜 교사는 성취기준이 국v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 하는 수단이고 그  “ ”
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기준이“ ” 

라고 보았다 이처럼 성취기준이 필수적인 기준이라는 점에 해 국어나 ) “
수학 같은 주지교과 의 경우에는 이러한 최소 수준을 유지하는 장치v 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김 교사는 v르쳐야 하는 필) 

수 기준으로서 성취기준의 필요성에 해 공z하면서도 이러한 필수적인 성

취기준이 지나치게 세세한 것까지 처방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그녀는 “ ” ) 

학교에서 교사v 수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여러 v지 변수들 이 있기 때문“ ”
에 이러한 요소들에 한 고려 없이 성취기준이 많은 부분을 결정 하는 것“ ”
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 것이다) 

이 외에도 세 명의 교사들도 최성혁 교사 박지혜 교사 김은혜 교사와 같  , , 

이 성취기준이 국v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수업을 통해 반드시 v르치고 학, 

생들을 도달시켜야Ⅲ 하는 필수 기준이라고 이해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성, 

취기준에 제시된 내용을 반드시 다뤄야 한다는 의무z을 느꼈다 결과적으) 

로 교사들은 성취기준이 교과서 중심 수업에서 느끼던 답답함을 탈피하고, 

더욱 확장된 자율성을 발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v 교육의 질 , 

관리를 위한 필수 기준으로서 교사들이 발휘할 수 있는 자율성의 범위의 한

도를 결정한다고 또 다른 한라고 이해하였다) 



- 58 -

성취n준의 해석과 적용. Ⅴ

연구에 참여한 여섯 명의 교사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성취기준의 역  

할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하기 위해 교과서 , 

등의 매개체를 거치지 않고 성취기준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 

교사들은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느 장면에서 어떻-+,0 

게 사용하는v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교사들은 언제 성취기준을 사용9 

하는지 탐색한 결과 공통적으로 수업 전 단계 즉 수업 계획 단계에서 성취, , 

기준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들은 주로 수업 전) 

에 성취기준을 해석하고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에 근거해 수업, 

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성취기준에 한 해석과 사용은 수업 설계 단

계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교사들이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 

성취기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 

사들이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살펴보고 이-+,0 , 

렇게 해석한 성취기준을 어떻게 수업에 적용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교사) 

들이 성취기준을 해석하고 사용하는 양상은 교사마다 다소 상이한 부분도 

있었지Ⅲ 공통적으로 성취기준을 읽고 해석하는 단계와 이를 구체적인 수업

으로 구현하는 단계를 통해 수업을 설계하였다 따라서 성취기준을 해석하) ‘
는 과정 과 성취기준을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 으로 나누어 교사들의 성취기’ ‘ ’
준 사용 양상을 탐색할 것이다)

성취n준을 해석하s 과정(. 

여섯 명의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사용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하  

여 v장 먼저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여-+,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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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성취기준을 해석한다는 것은 주어진 성취기준을 읽고 분석하여 그 내

용 안에 무엇이 있는v를 파악하는 것과 주어진 성취기준을 교사의 관점과 

학생의 맥락 등에 비추어 평v하고 판단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즉 교육) , 

과정 개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객관적 차원과 이에 해 교사v 의미를 구

성하는 주관적 차원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다 백남진 여섯 명의 교사( , -+,.%) 

들이 성취기준을 해석하는 구체적인 과정은 교사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

기도 했지Ⅲ 공통적으로 성취기준을 사용하기 위해 교과별 지도서를 활용해 

학년 성취기준 표를 Ⅲ들었고 개정 교육과정 속의 성취기준 원문을 , -+,0 

보기보다는 이렇게 Ⅲ들어진 성취기준 표를 통해 교과별 성취기준을 읽었

다 그리고 w 성취기준을 읽고 거기에서 v르쳐야할 것을 파악하였고 그 ) 

후 성취기준에 해 평v와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교사들이 ) 

성취기준을 해석하는 과정을 지도서를 활용해 학년 성취기준 표 Ⅲ들기‘ ’, 
v르쳐야할 것 파악하기 성취기준에 해 평v와 판단하기 로 나누어서 ‘ ’, ‘ ’

살펴보았다) 

[ 지도서를 활용해 학p 성취n준 표 만들n.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어떤 경로로 접하고 사용하고 있을까 연구에 참여  9 

한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읽고 해석하기에 앞서 성취기준을 추려서 모으는 

작업을 하였다 다시 말해 자신이 년 동안 v르쳐야 하는 교과별 성취기준) , ,

을 추출해 문서화하는 작업을 한 것이다 교사들은 국v에서 개정 교) -+,0 

육과정 문서를 책자형태로 배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국v교육과정 

문서를 찾거나 교과 지도서를 활용하여 학년 또는 학년의 학년 성취기준 , -

표를 Ⅲ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점은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0 

은 학년군별로 제시되기 때문에 학년군 성취기준이 구분 없이 한꺼번에 ,, -

제시되지Ⅲ 교사들은 교과 지도서를 참고하여 자신이 담당한 학년 교과서, 

에서 다루고 있는 성취기준Ⅲ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골라낸 학년 성) 

취기준을 교과별 영역별로 모아서 학년 성취기준 표 또는 학년 성취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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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표 의 형태로 Ⅲ들어 교사의 책상 위나 칠판 한 구석에 붙여놓고 이 문’
서를 통해 성취기준을 읽고 해석하였다 즉 교사들은 학년군 성취기준을 교) , 

과 지도서에 근거하여 학년 성취기준으로 따로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

이다) 

이찬미 부분 교사들은 국v교육과정 정보센터 사이트 를 잘 모르잖아5 G<B<( %

요 저는 v장 불Ⅲ이었던 게 국v 교육과정을 개정했다고 했는데 교9 

육과정 원문조차 모든 교사v 못 받아요 배포v 학교당 한 두 권이 ) 

와요 사실 성취기준을 사용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모든 교사들에게 성) 

취기준 문서를 책자로 배포하는 게 맞죠 근데 그건 주지 않고 교과서) 

와 교사용 지도서Ⅲ 주잖아요 거기서 부터v 잘못됐다는 생w이 들더9 

라고요 그래놓고 왜 성취기준을 활용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게 앞뒤v ) 

맞지 않는 거지요 중략 저는 제v 성취기준을 학년에 해당하는 내) ( % ,

용Ⅲ 교과별로 정리한 거를 뽑아서 코팅해서 책상에 이렇게 붙여놓고 

쓰고 있어요) 

연구자5 그럼 보니까 학년군 성취기준에서 몇몇 성취기준들을 추출하신 거,, -

잖아요 그걸 추출하는 기준이 혹시 뭐에요 이게 학년 거라는 기준9 9 , 9

이찬미 교과서죠 성취기준은 학년 군으로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5 ) ,, - 9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문서에 제시된 내용들은 사실 학년 때-+,0 -

까지 성취하면 되는 내용들인 거죠 근데 학년 담임을 연임하는 ) ,, -

것은 학교별로 상황이 달라서 여의치 않기 때문에 크게 년을 통틀어-

서 계획 세우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도서를 통해서 학년 9 ,

교과서에 다뤄져 있는 성취기준들Ⅲ 뽑아놓은 거에요)

김은혜 국v교육과정 원문을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접속해서 볼 수 있다는 것5 

을 알고는 있죠 그런데 그 사이트v 어디인지 또 사이트 안에서도 ) , 

카테고리v 너무 복잡해v지고 한참을 헤매게 되어있더라고요 몰라서) 

도 못한다니까요 사이트에 들어v서도 그 안에서도 어디에 있는지도 ) 

찾기 어렵게 해놨어 그러니까 사실 일반 교사들이 온라인으로 교육과) 

정을 보는 건 너무 번거롭고 어려워요 근데 이제 교사들이 제일 쉽게 ) 

성취기준에 접근하는 방식은 지도서죠 이번에 나온 지도서v 잘 Ⅲ들) 

어진 게 w 차시별로 연결된 성취기준이 무엇인지 나와요 제v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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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건 거기에 나온 성취기준들을 교과별로 모아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편집을 한 거죠 그럼 이게 이제 학년에서 해야 하는 성취기준) ,

이니까 이렇게 한 페이지에 모아서 보는 거에요) 

교사들은 개정 교육과정 원문조차 모든 교사v 못 받았고 개정   “ ” -+,0 

교육과정 원문을 보기 위해서는 G<B<(http://ncic.go.kr/)와 같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야 하는 상황에 해 상당히 불편해했고 불Ⅲ을 느꼈다 이들) 

은 학년 초에 교육부에서 성취기준은 주지 않고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Ⅲ “
주는 상황이 교사로 하여금 성취기준을 접하기 어렵게 Ⅲ들고 암묵적으로 ” 

교사v 교과 지도서나 교과서에 의존하도록 Ⅲ든다고 보았다 그리고 성취) 

기준에 한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일부 교사들은 국v교육과정 원문을 어

디에서 열람할 수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은 성취기준에 접근하는 방식 으로서 지도서를 활  “ ”
용하였다 학년 교과 지도서에서 학년 교과서에서 다뤘다고 명시한 성취) , ,

기준Ⅲ을 모아서 하나의 문서로 편집한 것을 학년 성취기준이라고 본 것이,

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 원문을 접한 교사들 역시 학년군 성취기) -+,0 ,, -

준 전부를 보지 않고 지도서를 통해 학년 교과서에 다뤄져 있는 성취기준“ ,

Ⅲ 을 추출하여 학년 성취기준 표를 Ⅲ들었다 이와 같이 교사들은 학년 성” ) 

취기준 표를 Ⅲ들어서 책상에 붙여놓고 사용하였다 결국 이들은 학“ ” ) ,, -

년군으로 제시된 여러 성취기준에서 직접 학년 또는 학년 성취기준을 구, -

분하거나 수업으로 다룰 성취기준을 선택하지 않고 교과 지도서와 교과서 

개발자들이 ww 학년과 학년의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분류해놓은 것을 그, -

로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취기준의 학년군 단위 제시는 ) 

교사들에게 그다지 큰 의미v 없었고 오히려 혼란Ⅲ 준다고 느끼기도 하였,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v교육과정은 법령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반드  

시 지켜야 하는 것인 반면 교과서 및 지도서는 그에 따른 참고 자료로서 , 

국v교육과정과 같은 성격의 문서v 아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학년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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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이 국v에서 지정한 학년의 성취기준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즉 학년군 성취기준에서 무엇을 학년 때 v르치고 또 무엇) , ,, - ,

을 학년 때 v르쳐야 하는지에 해서는 정해진 바v 없기 때문에 교사의 -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고 학생들이 학년을 마칠 무렵에 - ,, 

학년군 성취기준을 모두 달성하기Ⅲ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Ⅲ 그럼에도 - ) 

불구하고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지도서를 통해서 학년 성취기준을 추출하

고 표로 Ⅲ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여섯 명의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모) 

습을 보이는 이유는 학년군 단위로 성취기준이 제시되는 것에 비해 학교 현

장에서는 교사의 담임연임제v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었다 학년군 ) 

교육과정이 의미를 ~으려면 한 교사v 같은 학생들은 년에 걸쳐 지속적으-

로 v르치며 학년군 성취기준을 어떻게 학년과 학년으로 나누어 v르,, - , -

칠지를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같은 교사v 학생들을 ) , 

년x v르침으로써 학년군 성취기준이 누락되는 것 없이 적절하게 연- ,, -

x 배분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Ⅲ 현실적으로 담임 연임제를 할 수 없는 ) 

여건에서 학생들이 다음 학년에 다른 교사를 Ⅲ나게 될 경우에 수업 결손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 지도서를 기준

으로 교과서에서 다룬 성취기준을 학년 성취기준으로 추출하게 되는 것이

다) 

o [르쳐야 할 것 파악하n. 

여섯 명의 교사들이 성취기준 문장을 읽을 때 v장 먼저 하는 것은 w 성  

취기준에서 v르쳐야 할 것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상술하자면 내용 행동 의 ) ‘ & ’
문장 형태로 제시된 성취기준을 읽고 거기서 자신이 수업을 통해 핵심적으

로 v르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모든 교사) 

들이 모든 교과의 성취기준을 해석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었다) 

하지Ⅲ 구체적으로 무엇을 v르쳐야할 것이라고 보고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

는지는 교과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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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어과 성취기준의 경우 교사들은 앞서 성취기준의 역할 해 v졌  , 

던 이해와 v장 유사하게 연x 학습 목표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였다 예컨) 

김은혜 교사는 국어과 성취기준에서 v르쳐야 할 것으로서 년x의 학, ,

습을 통해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 무엇인지를 파악“ ”
하고자 하였다 교사들은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과 성취기준이 추상적) -+,0 

이고 포괄적인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성취기준에 제시된 내용 역시 한 번, “
의 수업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지속적이고 누적적 인 과정을 통해서 성”, “ ”
취되는 것들이어서 국어과의 연x목표처럼 느껴진다고 하였다) 

김은혜 국어과 성취기준을 보면 이게 한 번 수업으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5 

요 길게는 한 학기나 년 동안 누적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많아요) , ) 

예를 들어서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에 한 생w이나 느낌을 ‘
쓴다 이거에 해 학기 때는 그림과 더불어 문장 한 두 문장이었)’ ,

다면 학기 때는 여기에 내 생w이나 느낌을 쓰면서 좀 더 풍부하, -

게 쓰죠 이게 더 심화v 되는 거겠죠 그니까 국어과 성취기준에서) ) 

는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

에요)

이처럼 교사들은 국어과 성취기준을 궁극적인 목표로 보았기 때문에 국어  

과에 제시된 성취기준 문장들을 읽을 때도 성취기준 문장 전체를 모종의 학

습목표라고 생w하고 문장을 분리하거나 쪼개지 않고 하나의 문장으로 읽었

다 다시 말해 내용과 행동을 결합해서 읽음으로써 문장 전체의 흐름 을 ) , “ ”
이해하고 성취기준에서 요구하는 학년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을 파악하“, ”
는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국어과 성취기준에서 제시되는 할 수 있어야 하) “
는 것 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거나 행동 기능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 , “
신의 생w을 문장으로 쓰는 것 과 같이 지식과 내용이 몸에 체화되도록 절”
차화하는 과정을 거쳐 도달되는 능력이나 역량에 v까운 것으로 이해하였다

소경희(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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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미 학년 국어 성취기준은 예를 들면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확인한다5 , ‘ ,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주고받는다 같은 것들이에요 이건 하나의 ’ ) 

학습목표 같은 것이기 때문에 끊어서 분절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한 

문장 전체의 흐름을 이해해서 여기서 학년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을 파악해야 하는 거죠) 

안예진 자신의 생w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이 성취기준을 보면 아 국v에5 ‘ ’ ‘ , 

서는 학년 교육과정이 끝났을 때 아이들이 단 한 문장이라도 자기 ,

생w을 쓸 수 있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해요 이거는 어떤 지식’ ) 

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글자를 쓰는 반복적인 연습과 9 

자기 생w을 표현하는 과정이 숙달돼서 결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능력 같은 거지)

교사들이 국어과 성취기준에서 파악하는 v르쳐야할 것은 개념적인 지식  

이나 기술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능력 으로 년x의 학습“ ” ,

을 통해서 습득되어야 하는 역량과 같은 것이었다) 

또한 교사들은 국어과 성취기준을 해석하며 성취기준에 표면적으로 나타  

나지 않는 개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추상적으로 제시) , 

된 성취기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학습의 범위를 파악하고자 한 것

이다 그런데 이 때 일부 교사들은 성취기준이 추상적이고 포괄적 으로 제) , “ ”
시되기 때문에 국어 수업의 방향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Ⅲ 구체

적으로 학생들이 어디까지 도달해야 하는지를 알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 

래서 이들은 구체적인 학습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교과서를 참고하기도 하

였다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과 내용들을 확인하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할 ) 

수 있을 때 성취기준을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최성혁 국어과 성취기준은 5 부분 포괄적이고 좀 추상적인 경우v 많아서 보

시면 아시겠지Ⅲ 정량적이거나 구체적인 부분은 나와 있지 않잖아, 

요 그니까 이걸 해석할 때 교과서에 제시된 단원별 차시별 학습목9 , 

표를 참고하게 되는 거죠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목표v 어떻게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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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을 단계별로 쪼개서 Ⅲ든 거니까 Ⅲ약에 인상 깊었던 일이) ‘
나 겪은 일에 한 생w과 느낌을 쓴다 하면 몇 문장 정도를 쓸 수 ’ 
있어야 하는지 그런 수준을 교과서 학습목표를 보고 어느 정도 한계9 

를 짓는 거죠)

최성혁 교사와 같이 교과서를 참고하여 성취기준을 해석하고 구체적인 학  

습범위를 한정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과정 한계 를 파악(Ugdd[Uglgm WnhWlab%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는 (;Wn(IWdWfl, ,44+%) ;Wn(IWdWfl(,44+%

교사v 교실에서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사용할 때 교육과정이 애초에 의도한 

바를 훼손하지 않고 교육과정을 변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서 교육과정을 

수정하고 변형하여도 교육과정의 의도v 바뀌지 않는 지점을 교육과정 한‘
계 라고 정의하였다 즉 교육과정 한계의 안에서는 수정과 변형이 교육과정’ ) , 

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적인 변화라면 교육과정 한계의 밖으로 넘어, 

v면 교육과정에서 애초에 의도했던 바와 멀어지는 것이다 일부 교사들은 )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시된 성취기준에서 개발자v 의도하였던 교육과정 

한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교과서를 참고하였다 하지Ⅲ 또 다른 교사) 

들은 이와 반 로 성취기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개발자의 의도를 파악하

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교사의 관점에서 다양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박지혜 저는 성취기준을 해석할 때 아이들을 먼저 보거든요 그리고 제 교5 ) 

육관에 비추어서 성취기준을 해석하죠 저는 성취기준조차도 하나의 ) 

그냥 단초 역할일 수 있다고 생w해요 사실 성취기준 자체를 문장 9 ) 

그 로 수업으로 옮겨내는데 급급하기보다 국어에서 명확하게 도))) 

달해야하는 지점을 제시하지 않지Ⅲ 제v 맡은 학생들의 수준 같은 

것을 고려해서 파악하는 거죠 사실 수업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제 ) 

아이들과 살아v는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저에게 자연스

럽게 흘러v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성취기준을 좀 자유롭게 해석하) 

다보니까 걸림돌이라고 느끼지도 않아요) 

박지혜 교사는 성취기준조차도 하나의 단초 일 수 있다고 보며 성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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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석함에 있어서 개발자의 관점을 의식하기보다 자신의 교육관에 비추어

서 자유롭게 해석 하였다 박지혜 교사와 같이 성취기준을 해석하는 교사“ ” ) 

들은 자신의 해석이 교과서와 꼭 같아야 한다고 보지 않고 다른 교사와도 

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 기실 국v교육과정과 교과서v 같은 문서v 아니기 ) 

때문에 엄밀히 말해 교육과정 개발자v 곧 교과서 개발자는 아니고 교과서, 

에서 제시하는 것이 성취기준을 해석하는 유일한 정답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교사들의 해석이 교과서와 같은 것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수학과 성취기준의 경우 교사들은 다른 교과에 비해 v르쳐야   “
하는 내용이 분명 하게 제시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 ” ) -+,0 

수학과 성취기준을 읽고 해석할 때도 성취기준 문장에서 맥락이나 교수 방

법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내용과 v르쳐야 하는 핵심 개념 및 능력을 구분하

여 후자에 집중하며 읽었다) 

이찬미 수학 성취기준은 보면 v르칠 내용이 분명해요 그래서 저한텐 수학 5 ) 

성취기준이 결국 내용 핵심 개념으로 다v와요 내v 다뤄야 하는 , ) 

것 v르쳐야 하는 것 이번 학년 성취기준들이 총 개v 있는데 , ) , ,.

이건 학기 동안 다뤄야 하는 v르쳐야 하는 핵심 개념의 목록인,, -

거죠) 

박지혜 지금도 보면 뭐 하나의 수를 두 수로 분해하고 두 수를 하나의 수: ‘
로 합성하는 활동을 통하여 수 감각을 기른다 이거는 분해하고 합.’ ‘
성하고 장황하게 썼지만 결국에는 수 가르기와 모으기를 이렇게 쓴 ’ 
것 같아요 덧셈과 뺄셈이 이루어지는 실생활 상황을 통하여 덧셈. ‘
과 뺄셈의 의미를 이해한다 이 부분도 중요한건 덧셈과 뺄셈이고.’ . 
예를 들어 덧셈과 뺄셈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 상황을 통하여 보다 ,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칠 수도 있으니까 지금 고민 중이었거든요.. . 
결국 저는 수학 성취기준을 보면서 아이들이 수학과 관련하여 뭘 알
아야 하고 뭘 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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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한 문장으로 된 성취기준을 수 v르기와 모으기 덧셈과 뺄  “ ”, “
셈 과 같이 한 단어로 요약하여 이해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수학과 성취기” ) 

준이 전반적으로 v르칠 내용이 분명 해서 무엇을 어디까지 v르쳐야 하는“ ”
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성취기준을 해석하는 과정

에서 국어과 성취기준을 해석할 때와 달리 여섯 명의 교사 모두v 성취기준

에서 뭘 알아야 하고 뭘 할 수 있어야 하는지 를 추출해 이해하고 해석하“ ”
는 것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일부 교사들은 이렇게 추출한 핵심 개념과 능) 

력을 성취기준에서 학생들에게 v르쳐야 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 외의 부분

에 해서는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 예컨  박지혜 교) 

사는 덧셈과 뺄셈을 이야기를 통해서 v르칠 수도 있다 고 보고 성취기준“ ”
에 제시된 핵심 개념을 반드시 성취기준에 부연 설명된 교수학습 방법이나 

맥락을 활용해서Ⅲ v르쳐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또한 교사들은 수학과 성취기준을 해석할 때 다른 교과와 달리 v르쳐야   , 

하는 내용을 능력이나 지식적인 측면에 한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수

학과 성취기준에 태도나 정의적인 측면에 한 내용이 없고 능력과 지식에 

한 내용으로Ⅲ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교사들은 수학과 성취기준이 본질) 

적으로 국어나 통합교과의 성취기준과 다르지 않다고 생w했지Ⅲ 실제적으

로 해석할 때는 수 개념 길이와 무게 등과 같이 인지적인 측면에 집중“ ”, “ ”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해 교사들은 실제 성취기준에 제시되는 내용들) 

이 알아야 하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들 로Ⅲ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따라“ ” ) 

서 일부 교사들은 이렇게 파악한 개념과 능력을 실제 수업으로 연결시킬 때

는 자신의 교육관에 따라 그 의미를 충분히 느끼고 수학의 v치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w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마지Ⅱ으로 교사들은 통합교과v 모학문이 존재하고 학문적 구조를 지닌   

국어나 수학과는 달리 학년에Ⅲ 존재하는 주제 중심 교과라고 보았고 ,, -

그렇기 때문에 통합교과의 성격이 다른 교과와는 다르다고 보았다 또한 )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교과 성취기준 역시 다른 교과 성취기준과 달리 -+,0 

교육 목표나 핵심 개념과 같은 내용이 아니라 학습 활동들의 예시 와 같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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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을 제시한다고 느꼈다 따라서 교사들이 통합교과 성취기준을 읽고 해) 

석하는 양상은 국어 수학과의 성취기준을 읽고 해석하는 양상과는 다소 상, 

이하게 나타났다) 

조사랑 통합교과의 성취기준은 국어나 수학과 달리 도달 목표라기보다 활동 5 

안내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통합교과 자체v 주제 중심 교과 교) , 

과라고 하기엔 모학문이 없는 활동들의 총합으로 느껴지고 또 실제 

수업에 있어서도 국어나 수학 수업과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시된 활동들이 정답이 아니라 다른 활동) 

을 통해 수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이찬미 통합 교과는 성취기준이 성취해야할 목표v 아니라 활동 예시의 느낌5 

이 강해요 진술된 성취기준 문장을 읽어봐도 이게 과연 도달지점이라) 

고 볼 수 있을까 라는 생w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취기준을 9 ) 

볼 때도 주제를 중심으로 보게 되죠 통합교과 수업은 성취기준을 도) 

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성취기준 위에 제시된 주제 문서상 명칭은 (

영역 를 다뤄주는 것을 목적으로 수업을 많이 해요‘ ’% ) 

안예진 국어나 수학은 어떻게 보면 애들이 성취할 수준을 알려주는 그런 종5 

류의 성취기준이었었는데 통합교과는 놀이를 한다 교실을 꾸민다, ‘ , , 

관찰한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활동을 제시해줘요 교과의 ’ ) 

성격이 달라서 그런v 그러니까 통합교과 성취기준을 볼 땐 영역별9 

로 어떤 활동들이 있나 살펴보는 느낌으로 봐요 제 수업에서는 예) 

를 들어 v을 이라고 하면 꼭 성취기준에 제시된 것이 아니어도 v, ‘ ’
을과 관련된 다른 것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취기준에 제시) 

된 활동은 수업 활동 구성에 참고하기 위해서 보는 정도죠)

이처럼 교사들은 통합교과 성취기준에는 활동에 한 내용 이 많다고 느  “ ”
꼈고 따라서 이 성취기준을 활동 안내 또는 활동 예시 처럼 생w하였다“ ” “ ” ) 

때문에 교사들은 통합교과 성취기준에서 v르쳐야할 것을 파악할 때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나 알아야 할 개념 등을 파악하기보다 활동이나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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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보았고 성취기준 자체보다 성취기준을 아우르는 영역이 무엇인” 

지 영역별로 성취기준에서 어떤 활동을 제시하는지를 보았다 영역은 통합, ) 

교과를 구성하는 큰 주제와 같은 것인데 교사들은 성취기준보다 영역 및 , 

주제를 핵심적으로 v르쳐야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 

은 영역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성취기준 진술문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제시

되고 있는지를 훑어보고 이를 참고 로서 이해하였다 즉 교사들은 통합교“ ” ) , 

과 성취기준을 반드시 도달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거나 최소한의 것이라

고 여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교사들의 관점에서 통합교과의 성취기준은 어) 

떠한 역량이나 핵심적인 개념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영역을 다루기 위한 활동

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여졌고 따라서 특정 영역을 학습하기 위해 반드시 

성취기준에 제시된 활동들을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생w되지 않았기 때문이

다) 

박지혜 국어 수학이나 학년 입장에서 그런 부분보다 통합교과v 좀 더 지5 , , , 

시적 교사한테 다v올 때 구체적이라서 재구성하기v 어려운 여지9 9 

v 부족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구성이라는 것은 9 ) 

사실 성취기준에 여지v 많을 때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전문성을 발, 

휘해서 다양한 수업을 고민해 보는 건데 통합교과는 이런 여지v 부

족하다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통합교과 성취기준에 제시된 ) 

내용은 참고를 하는 정도v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교사들은 통합교과의 성취기준이 다른 교과에 비해 구체적 이고   “ ”
지시적 어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지Ⅲ 재구성의 여지v 부“ ” “

족 하다고 느꼈다 교사v 교육과정 v능성 을 발휘하” ) (Ugdd[Uglgm bafWnf[Sl%

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뿐Ⅲ 아니라 교육(Ugdd[Uglgm l[fWdSUk%

과정 문해력을 통해 v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공x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는 교육과정의 구조v 교육과정 v능성을 ;Wn(IWdWfl(,44+%

결정한다고 보았다 즉 세세하고 많은 부분을 통제하는 자료일수록 발휘할 ) , 

수 있는 교육과정 v능성이 적고 느슨하고 해석할 수 있는 공x이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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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일수록 발휘할 수 있는 교육과정 v능성이 많은 것이다(;Wn(IWdWfl, 

따라서 교사들은 통합교과의 성취기준이 단순한 활동을 지나치게 구,44+%) 

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교육과정 v능성이 발휘될 여지v 부족하다고 느꼈

고 이로 인하여 통합교과의 성취기준에서는 성취기준보다는 더 상위에 있는 

영역을 v르쳐야할 것으로 생w하였다)  

t 성취n준에 w해 평[와 판u하n. 

여섯 명의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개발자의 입장에서 제  

시된 v르쳐야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이후 교사의 입장에서 성취기준을 

평v하고 판단하였다 상술하자면 교사들은 성취기준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 

교사 자신의 신념과 관점 그리고 실제 학생들의 수준 등에 비추어서 과연 , 

적절한지 더 나은 방향은 없는지에 한 모종의 평v를 내린 것이다 성취, ) 

기준 사용에 앞서 이러한 성취기준에 평v와 판단을 내리는 것은 모든 교사

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양상이었다 하지Ⅲ 성취기준에 한 구체적인 평) 

v는 교사마다 그리고 교과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 

먼저 전반적인 국어과 성취기준에 해서는 부분의 교사들이 긍정적으  

로 평v하였다 교사들은 국어과 성취기준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진) 

술되어있는 경우도 있다고 보았지Ⅲ 결과적으로 이러한 진술이 성취기준을 

해석하고 수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여지를 주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

았다 또한 국어과 성취기준에는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것과 할 수 있어야 ) 

하는 것 ~춰야 할 태도에 한 것이 종합적으로 들어v 있어 어느 한쪽, “
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 

김은혜 국어과 성취기준에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에 한 내용이 부분이지5 

Ⅲ 자세히 살펴보면 말하기 듣기 읽기 이런 하위 영역마다 최소 한 o , 

개씩은 학생들이 ~춰야할 태도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식) 

적인 부분에Ⅲ 치우치지 않았죠 수준도 학년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 ,

이고요 그래서 국어과 성취기준에 큰 불Ⅲ은 없어요 하지Ⅲ 성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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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시된 내용이 저희 반 모든 학생들에게 균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반에 유독 학습이 느린 애들이 두 명 있) 

거든요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고 할 정도로 한글 문해력이 낮은 ) ‘ ’
학생이요 이 아이들을 평v할 때 이 성취기준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 

것은 무리v 있다고 봐요 얘들은 자기의 속도로 느리게 성장하고 있) 

으니까요 Ⅲ약에 성취기준을 v지고 상 중 하를 평v한다고 하면 얘) , , 

들은 무조건 하 에요 하지Ⅲ 얘들이 성장을 안 하고 있냐 배운 것이 ‘ ’ ) 9 

없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9 )

이와 같이 교사들은 국어과에서 제시되는 성취기준의 수준이 학년 학생  “,

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 ) 

라서 성취기준의 수준이 다소 높게 느껴지는 학습이 느린 몇몇 학생들에“ ” 

게는 성취기준의 수준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Ⅲ 이런 경우는 성취기준이 

잘못 되었다기 보다는 이 학생들이 특수한 상황으로서 교사들의 성취기준 

조절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부분의 교사들은 국어과 성취기) 

준을 긍정적으로 평v하였고 큰 문제없이 수용적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박지혜 교사의 경우 국어과 성취기준을 해석하며 자신의 관점과 실  

제 학생들에게 비추어볼 때 불필요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성취기준도 있다고 

느꼈다 따라서 국어과 성취기준의 모든 내용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 

고 비판적으로 평v하였다)

박지혜 성취기준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걸까요 왜냐면 제v 요즘 궁금한 게 5 9 

생·는데 국어 성취기준 중에 글자를 바르게 쓴다 는 부분이 있고 성‘ ’
취기준 해설에 획순을 지켜서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획순을 반드‘ ’ ) 

시 지켜서 써야 되는 이유v 있을까요 획순을 지키지 않아도 글자를 9 

바르게 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글자는 바르고 예쁘게 반듯하게 썼) 

는데 획순에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걸 지적해주고 획순이 틀렸다) 

고 말하는 게 맞나 글자를 반듯하게 써야 하는 건 제v 맞다고 생w9 

을 하거든요 그런데 획순까지 지켜야Ⅲ 하는 것일까 싶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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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박지혜 교사는 주어진 성취기준을 개발자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교사 자신의 신념과 생w에 비추어서 성취

기준에 제시된 내용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를 질문하고 고민하였다 박 교사) 

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v교육과정을 찾아“
보고 또한 국립국어원에 문의 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자신의 ” “ ”
생w 로 성취기준을 해석하고 평v해도 된다는 확신을 ~게 되었다) 

박지혜 획순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것인지 너무 궁금한데 이게 중요한 이5 

유에 한 내용은 성취기준이나 국v교육과정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

요 그래서 저는 국립국어원에 한번 물어보려고요 획순은 어떻게 정) ) 

해진 건지 과연 이게 중요한 것인지 중요하다면 어떤 의미에서 중요, , 

한 것인지 그래서 그걸 지켜야Ⅲ 바른 것인v 의미를 알아보고 v르) 

치고 싶어요)

박지혜 제v 그 때 국립국어원에 문의를 했더니 한국의 어문규정에 이런 획5 

순과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없 요 그러나 u 을 쓰는 방법은 안내) ‘ ’
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획순을 지켜서 쓴다 라고 했는데 ) ‘ ’
굳이 지켜서 쓰지 않아도 되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w이었고 이, 

렇게 알아보고 나니 획순을 못 쓴다고 해서 크게 문제 삼을 건 없다

고 봐요 다Ⅲ 과연 획순이 v지는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반) 

듯하게 글자를 못 쓰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획순을 지켜서 쓰게 해보

면 좀 더 반듯한 글씨를 유도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의미v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아이들을 v르칠 때는 글자를 바르게 )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듯꼴 글씨Ⅲ 유지를 해서 쓴다면 굳이 획순

은 강조하지 않으려고 해요) 

박 교사는 성취기준에 제시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습득하고 이해하는 방식  

의 해석에서 나아v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해당 성취기준의 v치와 한계점을 

스스로 설정하였다 박 교사v 이와 같은 비판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실제 )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옆에서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은 교육과정 개발자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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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교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학생에 한 전문v라는 확신을 v지고 있

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박 교사는 성취기준 개발자와 이를 해석하고 사용하) 

는 교사를 동등한 위치에 놓고 학생에 한 이해를 v진 교사의 관점에서 

성취기준에 제시된 내용의 교육적인 의미와 v치에 해 의문을 v지고 비

판적으로 생w해보고 평v하였다 이와 같은 양상은 v 구) ;Wn(IWdWfl(,44+%

분한 교육과정 해석의 두 v지 양식 중 주관적 해석에 해당한다 그녀는 교) 

육과정을 해석하는 방식에는 객관적 해석과 주관적 해석의 두 v지v 있다

고 보았는데 이 중 객관적 양식은 개발자의 의도와 목적에 충실하게 교육과

정을 있는 그 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주관적 해석은 교사v 개) , 

인의 실천적 지식이나 경험 등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에 한 판단을 내리고 

다양한 의미로 해석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박지혜 교사의 경우 국어과 성취) 

기준에 해 평v하고 판단할 때 객관적인 차원을 넘어 주관적 차원의 해, 

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수학과 성취기준에 해 부분의 교사들이 큰 문제를 느끼지   

않았다 교사들은 수학과 국어는 교과 자체v 학문적 체계나 구조v 분명하) 

기 때문에 성취기준에 제시된 내용에 해서도 이러한 학문적 구조에 따라 

학년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배분되어 제시되었다고 보고 별다른 문제,, -

의식을 느끼지 않았다 다Ⅲ 안예진 교사는 다른 교과와 달리 수학과 성취) 

기준이 지적인 측면에 치중 하여 진술되고 있다고 보고 이 점이 다소 아쉽“ ”
다고 하였다 국어나 통합교과에서는 교과 학습에 한 흥미와 태도 에 관) “ ”
한 내용이 함께 제시되는 반면 수학은 다섯 개의 영역 모두에서 무엇을 할 “
수 있다는 내용의 능력에 관하여Ⅲ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안예진 다른 교과에 비해 수학 성취기준은 전체적으로 지식적인 측면에 치중5 

되어 있다고 보여서 좀 아쉬워요 다른 교과에는 학습에 한 흥미나 ) 

태도에 관한 내용이 함께 나오거든요 저는 수학이 물론 논리적인 사) 

고를 위하여도 필요하지Ⅲ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하면서 숫자의 의미

와 아름다움을 느끼고 수학의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고 또 수학을 공

부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를 서로 질문하고 도와서 풀어내면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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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 능력이나 협력을 배우고 함께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w해요)

안 교사는 수학과 성취기준에 제시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  

니지Ⅲ 제시된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성취기준은 물론 최소 필) 

수의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 아니고 v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내용Ⅲ을 담았다 하지Ⅲ 안 교사의 관점에서는 수학적인 개념들) 

을 알게 되고 연산 능력 등을 습득하는 것Ⅲ큼 수학의 재미를 느끼고 공“ ” 

부를 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이나 협력 과 같은 능력을 습득하는 것“ ”
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성취기준에는 지적인 능력에 관련된 내) 

용Ⅲ 담겨있음으로써 정서적 태도적 측면의 중요성을 x과한다고 본 것이, 

다 이러한 양상은 박 교사와 마찬v지로 교사 자신의 교육관에 비추어서 ) 

성취기준이 과연 충분한 것인지를 비판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Ⅱ으로 통합교과 성취기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v장 적극  

적으로 성취기준에 한 평v와 판단을 내렸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사들) 

은 개정 통합교과 성취기준을 읽고 해석하며 성취기준이 마치-+,0 활동 “
의 예시 처럼 느껴진다고 하였다 즉 성취기준이 국어나 수학에서처럼 반드” ) , 

시 v르쳐야 하는 개념이나 역량이 아니라 학교 봄 v족 등과 같은 주제‘ , , ’ 
를 v르칠 수 있는 예시적인 활동 같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성취) 

기준에 제시된 내용이 학생들의 흥미나 수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당 , 

영역을 다루기에 v장 적절한지를 비판적으로 평v하였다) 

박지혜 통합교과 성취기준은 무엇을 할 수 있다 v 아니라 꾸민다 찾아본다5 ‘ ’ ‘ , , 

관찰한다 이런 거다 보니까 제v 이해할 때는 지시적으로 꾸미세요’ ‘ , 

애들 관찰시키세요 선생님 이렇게 들리는 거에요 이게 성취의 기준, ’ ) 

이라고 의문이 들었죠 그니까 국어 같으면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재9 ) , 

구성해서 아예 교과서 없이도 동화책을 통해서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데 통합은 성취기준을 따르려면 반드시 모종도 심어야 되고 도구, , 

를 구분해봐야 하고 이런 식으로 제v 해야 하는 수업이 이미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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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요 하지Ⅲ 성취기준에 나온 내용이 꼭 봄 이라는 주제 여름 이) ‘ ’ , ‘ ’
라는 주제를 다루기에 v장 적합한 내용이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9 )  

최성혁 통합교과 성취기준은 구체적이라서 재구성하기에 불편하다고 느껴요5 ) 

재구성이라는 것은 성취기준에서 해석의 여지v 있을 때 선생님들이 

거기에 전문성을 발휘해서 다양하게 변형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저) , 

희 학교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이고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학

교보다 좀 더 다양하고 체험적인 활동들을 계절별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꼭 성취기준에 제시된 내용들이 아니어도 봄 여) , 

름 v을 겨울이라는 영역을 느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 ) 

데 통합교과 성취기준은 다른 활동들이 나오니까))

교사들은 통합교과 성취기준이 구체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다   

보니 다른 교과에 비해 지시적 이라고 느꼈고 수업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 ”
있는 여지v 부족하다 고 보았다 다시 말해 도달해야 하는 포괄적인 목표“ ” ) , 

나 개념 등을 제시해주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은 교사의 판단에 의해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국어나 수학과는 달리 교사v 해야 하는 수업이 “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 것이다 하지Ⅲ 교사들은 개별 학교의 상” ) 

황에 따라 성취기준에 제시된 것보다 더 다양하고 체험적인 활동을 통해“ ” 

서 성취기준을 포괄하는 영역을 느껴보고 체험할 수 있다 고 보았다 즉“ ” ) , 

성취기준에 제시된 활동보다 나은 방법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w

한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통합교과의 구체적이고 지시적인 내용이 해석) “
의 여지 를 빼앗고 수업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
평v하였다 이러한 비판적인 해석과 평v는 통합교과 성취기준에 제시되는 ) 

내용이 교사들에게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성취n준을 수업에 적용하s 과정).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읽고 해석한 이후 해석한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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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수업을 운영해y지를 고민하고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계획하고 설계하였

다 앞 절에서 성취기준을 해석하는 것은 성취기준에 제시된 내용을 파악하) 

고 이에 해 교사의 관점에서 평v하는 것이었다면 이 단계는 성취기준에 ,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업을 설계하는 것으로서 성취기준에 수업 시수를 

배분하고 이 시x을 여러 v지 학습 자료와 활동으로 채워 구체적인 교실 

수업을 계획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교과서와 달리 성취기준은 수업 시수나 ) 

구체적인 지도의 시기와 과정 등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성취

기준을 어느 정도의 시량으로 어떻게 수업으로 Ⅲ들어y지에 해 자유롭게 

판단하고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적) 

인 수업을 계획하였고 이러한 양상은 교사별로 다소 차이v 있기도 하였지

Ⅲ 이 장에서는 교사들이 해석한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업을 계

획하는 장면에서 성취기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

고 그 결과 교사들은 성취기준 분류하기 성취기준을 세부 단계로 쪼개‘ ’, ‘
기 성취기준 통합하기 성취기준 변형 및 삭제하기 의 양상으로 사용하’, ‘ ’, ‘ ’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성취n준 분류하n. 

수업은 일정한 시x 속에서 수업 자료 및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  ) 

런데 성취기준은 그 자체로 정해진 수업 분량이나 수업 자료 등이 있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성취기준을 수업으로 Ⅲ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업 시수

와 구체적인 수업 방법 등은 전적으로 교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진다) 

따라서 교사들은 자신이 Ⅲ든 성취기준 표에 교과별로 나열된 성취기준을 

보며 교사의 교육관 또는 학생의 흥미나 수준 등을 기준으로 짧은 호흡 으“ ”
로 다루어야할 성취기준과 긴 호흡 으로 다룰 성취기준 또는 한 교과의 “ ” , 

핵심 성취기준과 부수적인 성취기준 등으로 구분하였다 다시 말해 구분 없) , 

이 나열된 교과별 성취기준 문장들을 교사의 관점으로 더 핵심적이고 중요

한 성취기준과 부수적인 성취기준 한시적으로 집중학습을 통해서 다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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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과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다룰 수 있는 성취기준 등을 구별한 것이

다 왜냐하면 국v교육과정에서는 교과별 성취기준과 교과군별 총 수업시수) 

Ⅲ을 제시하기 때문에 개별 성취기준들이 얼마Ⅲ큼의 시x을 통해 학습되어

야 하는지는 교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성혁 이렇게 모아 놓은 성취기준이 년x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해야하는 5 ,

것들의 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연x 수업 시9 

수로 이 성취기준들에 도달시켜줘야 하는 거죠 근데 성취기준을 보면 ) 

이렇게 교과별로 쭉 나열되어 있지Ⅲ 이 성취기준들이 다 같은 무게는 

아니거든요 어떤 성취기준은 좀 긴 호흡으로 꾸준하게 다뤄줘야 하고 ) 

어떤 것들은 짧게 몇 차시 수업으로도 v르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 

좀 구분해야죠)

조사랑 성취기준이라고 다 똑같은 성취기준은 아니에요 좀 더 핵심적이고 내5 ) 

v 이번 한 해 동안 이것Ⅲ큼은 꼭 나v줘야 한다싶은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국어에서는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릿값 에 한 것 수학에‘ ’ ) 

서는 수 개념이랑 덧셈과 뺄셈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따로 빼서 이‘ ’ ) 

거 위주로 수업을 구성해v야죠) 

이처럼 교사들은 성취기준마다 무게v 다르기 때문에 모든 성취기준이   “ ” 

다 똑같은 성취기준은 아니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교사의 관점에서 문장 “ ” ) ‘
부호 와 같이 수업을 통해 개념을 알아야하는 성취기준과 학습에 한 흥’ ‘
미 와 같이 특정한 수업을 통해서Ⅲ이 아니라 적절한 학습 환경에 노출됨으’
로써 도달할 수 있는 성취기준이 섞여있고 또한 성취기준의 난이도에 따라 

그것을 다루는데 필요한 시량도 ww 다르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 

해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으로 구현할 때 필요한 수업 시수와 그것을 효과, 

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 등이 달라서 교사들은 이를 구별하고자 한 것이

다 엄밀히 말해 교사는 교과서 개발자v 아니기 때문에 성취기준을 사용할 ) 

때는 반드시 수업의 형태로Ⅲ 편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세영( , -+,2%) 

즉 경우에 따라 성취기준이 반드시 수업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보다 생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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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속에서 또는 학급의 특색 활동 등과 같은 형태로 다루어질 때 더 효과적

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보며 구체적인 수업을 통) 

해 다룰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단기x의 집중 학습을 통해 다룰 것과 지속, 

적으로 다룰 것 등을 구별하였다) 

교사들이 이와 같이 성취기준을 구별하는 것은 모든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양상이지Ⅲ 실제로 어떤 성취기준을 핵심에 두고 또 어떤 성취기준을 

지속적으로 v르쳐야할 것인v와 같은 판단은 교사마다 서로 달랐다 왜냐) 

하면 교사들은 w자의 교육관과 교육철학에 근거하여 그리고 학습자의 흥, 

미와 수준을 고려하여 성취기준을 구별했기 때문이다) 

최성혁 저는 학년 아이들이지Ⅲ 얘들의 조화 배려 이런 걸 먼저 보거든요5 - , ) 

지금 이 아이들이 살아v는 부분에 있어서 v장 필요한 것은 이거라

고 보니까 이런 면에서 제 눈길을 끄는 것들에 중심을 둬요 예를 들) 

면 읽고 쓰거나 계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w하면 그 쪽을 하겠

지Ⅲ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관계 맺기v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 

다고 생w하니까 바른 생활이나 국어도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는 것, 

말하는 이에게 집중하며 잘 듣는 것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이찬미 교사는 기본적으로 내v 왜 수업을 하지 애들을 왜 v르치지 어떤 5 9 9 

아이로 길러야 하지 이게 확고히 서있으면 어떤 교과를 v져오든지 9 

자신의 철학에 맞게 v르칠 수 있다고 생w해요 교과도 결국에는 도) 

구v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엔 학년 때는 의사소통 능력) ,

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저의 교육관의 바탕에) 

서 의사소통과 관련된 성취기준들은 한두 차시 수업Ⅲ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하는 모두 말하기 시x을 통해서 다뤄주고 있죠‘ ’ )

김은혜 애들이 학교에 오는 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v장 중요한 것은 학습5 ) 

의 즐거움이거든요 학교에서 v르쳐주는 내용적인거야 배울 수 있는 ) 

기회v 앞으로도 많이 있고 또 자기v 즐겁고 좋아서 하는 것은 스스

로 찾아서도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재밌어야 하는) 

데 그러려면 수업이 재밌어야죠 그래서 국어도 저는 여러 v지 말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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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말의 재미를 느낀다 이거를 v운데 놓고 말놀이를 통해서 )’ 
한글 자모음 배우고 읽고 쓰는 것도 같이 배우게 하고 있어요, ) 

교사들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국어과 성취기준들을 보고도 아  “
이들의 조화와 배려 를 중요하게 보는 최성혁 교사는 바르고 고운 말을 사” ‘
용하여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나 말하는 이와 말의 내용에 집중하며 듣는’ ‘
다 와 같은 학생들 사이의 관계 와 연관될 수 있는 성취기준을 눈여겨본 ’ “ ”
반면 학습의 즐거움 을 중요시 하는 김은혜 교사는 여러 v지 말놀이를 , “ ” ‘
통해 말의 재미를 느낀다 를 중심으로 국어 수업을 계획하였다 또한 저학)’ ) 

년 때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는 것 이 중요하다는 교육관을 v진 이찬미 “ ”
교사는 그와 관련된 성취기준들을 수업뿐 아니라 모두 말하기 라는 상시 “ ”
활동을 통해 다뤄주고 있었다 이처럼 교사들은 내v 왜 수업을 하는지 를 ) “ ”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며 자신의 교육 철학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

해 교육의 목적과 v치 있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교사Ⅲ의 관점을 

Ⅲ들었다 즉 성취기준을 구별하기 위해 교사들은 자신의 교육 목적과 수업) , 

에 한 관점을 세우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Ⅲ들어진 교육) 

관은 교사v 구체적인 수업을 고민하며 성취기준의 중요도나 구현 방식을 

결정할 때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또한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수업으로 구현, ) 

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더불어 학생을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자신이 

v르치는 학생들의 흥미나 수준을 고려하여 성취기준을 구별하였다 그렇기 ) 

때문에 같은 성취기준들을 보더라도 교사마다 중요하게 생w하는 성취기준

이나 오랜 시x 반복적으로 v르칠 성취기준 등을 구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한 수업의 양상 또한 매우 다양하였다 하지Ⅲ 교사들은 w자의 ) 

관점으로 성취기준을 구별하며 한 해 또는 한 학기 수업 및 학급 운영의 큰 

그림을 조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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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성취n준을 세부 ud로 쪼개n. 

 

교과서는 성취기준을 단원과 차시로 촘촘하고 긴밀하게 엮어서 구체화한   

것으로 교사v 한 차시를 수업 시x표의 한 시x에 해당하는 수업으로 손쉽

게 운영할 수 있도록 Ⅲ든 교재다 그러나 성취기준은 교과서와 달리 최종) 

적인 도달점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수업을 예시하거나 학습의 단계를 제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사들은 수업을 계획하며 성취기준에 제시된 수준에 ) 

이르기까지의 빈 공x을 자율적으로 채워나v기 위해 성취기준을 세부 단계

로 쪼개는 양상이 나타났다 교사들은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기준에 제) 

시된 학습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서는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모종의 과정이나 단계v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김은혜 성취기준이라는 게 특히 저학년에서는 몇 차시를 v지고 이 성취기준5 

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세부) 

적인 과정들을 좀 나눌 필요v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취기준에 ) 

나온 것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전에 무엇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거에요 뭐 예를 들어) ,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
일에 해 내 생w을 쓸 수 있으려 면 일단 경험에 한 자신의 생w’
을 말로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단어를 쓸 수 있어야 하고 그 ) , 

다음에 문장을 쓸 수 있어야하고 또 과거형의 동사를 쓸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성취기준을 더 세밀하게 쪼 다고 해야 하나) 9

이찬미 성취기준 문서를 보면 문장이 되게 x명하고 짧아요 정말 핵심적인 5 ) 

결론Ⅲ 말해주는 느낌 이걸 이제 수업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동학년 9 

협의를 통해 v지를 치는 거죠 저희v, ) 

연구자 v치를 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에요5 9

이찬미 음 성취기준에 살을 붙인다고 할까요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5 )) 9 

과정을 내v v르치는 아이들을 보면서 구체화 하는 거죠 교육과정 ) 

실현은 결국 내v Ⅲ나는 내 애들의 상황 맥락 속에서 Ⅲ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애들의 수준을 고려했을 때 뭐부터 시작해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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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단계로 학습이 진행되면 좋을지를 구체화하는 거에요 앙상한 ) 

성취기준에 v지를 낸다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이와 같이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더 세밀하게 쪼개 거나 성취기준에 v  “ ” “
지를 친다 고 하였는데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였지Ⅲ 이 말의 의미는 결”
국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세부적인 과정들을 나누고 성취기준에 도“ ” “
달하는 과정을 아이들을 보면서 구체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들은 x” ) “
명하고 짧은 성취기준을 일 년 내지는 한 학기동안 v르치고 배워야 하는 ” 

것에 한 목표점으로 보았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 수업으로 구현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성취기준을 적절한 양과 크기로 쪼개어 그것에 도달) 

하기 위한 단계를 구체화한 것이다) 

교사들은 이처럼 성취기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쪼개기 위하  

여 성취기준에 나온 것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전에 무엇을 기본적으로 할 “
수 있어야 하는지 를 고민하였고 이를 통해 교사 나름 로 성취기준에 도달”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위 능력들을 세분화하며 쪼개었다 그런데 성취기준) 

을 세부 단계로 쪼개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내 애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뭐 

부터 시작해서 어떤 단계로 학습이 진행되면 좋을지 를 고민하였기 때문에 ”
w자 맡은 학생들의 수준이나 흥미를 고려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세분화되었

다 예컨 학습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학급의 교사는 보다 기초적인 내) , 

용을 시작으로 하여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를 더욱 촘촘하게 쪼개

었다 또한 교사의 교육관에 의해 더 핵심적이라고 판단되는 성취기준의 경) 

우 더 세부적으로 쪼개기도 하였다) 

박지혜 성취기준을 구현하는 것은 전적으로 제 →이기 때문에 제v 보기에 더 5 

중요도v 있다고 판단되는 성취기준은 좀 더 공을 들여 수업하기 위해

서 수업 시수도 더 많이 배당하고 그 성취기준에 따른 세부 과정을 더 

촘촘하고 구조적으로 설계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취기준에 따른 세부 단계들은 어떻게 나누느냐는 수업 시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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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활동과도 직결되었는데 교사의 판단에 의해 더 촘촘하고 세부적으로 

쪼  성취기준의 경우 수업 시수도 그Ⅲ큼 더 많이 편성되고 구체적으로 , 

어떤 양상으로 세부 단계를 쪼갰느냐에 따라 어떤 활동들을 수업에 구성할

지v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세부 단계로 나누는 과정에서 교과서와 지도서  

를 참고하기도 하였다 때로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읽는 것Ⅲ으로는 성취기) 

준에 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업 방법을 알기 어렵다고 보았고 이럴 경우 

교과서의 단원 학습 목표를 참고하여 성취기준을 세부적으로 쪼개었다 왜) 

냐하면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목표들은 이미 교과서 개발자v 성취기준에 

이르는 단계를 세부적으로 쪼개어 Ⅲ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 

사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단원별 학습 목표를 통해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

한 세부적인 단계의 예시를 보는 것이다) 

뿐Ⅲ 아니라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세부적으로 쪼개는 과정에서 동료 교사  

들과의 협의v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 중 다섯 명) 

의 교사v 혁신 학교나 혁신 학년을 운영하고 있었고 박지혜 교사Ⅲ 일반 

학교의 교사는 외부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하여 성취기준에 해 연구하고 있

었다 따라서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모두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 

고자 노력하는 교사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었고 동, 

료 교사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성취기준을 세부 단계로 구조화하고 수업으로 

구현하기 위한 생w들을 공유하고 있었다) 

조사랑 저희는 학기 초에 수업 계획을 세울 때 성취기준 표를 v지고 동학5 , 

년 선생님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함께 이번 학기에 다룰 성취기준을 ) 

고르거든요 이렇게 골라서 얘네들을 또 단계를 나눠요 이 성취기준) ) 

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 

은 얼마Ⅲ큼의 시x을 통해 다룰 건지를 결정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 

동학년 선생님들의 협력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다양한 아이디어v ) 

나와서 결과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고 우리 학년 전체

v 진도나 이런 부분을 맞출 수 있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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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동료 교사와의 협력은 다양한 아이디어 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  “ ”
고 학년의 진도를 맞출 수 있게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박지혜 교사의 경“ ” ) 

우 성취기준을 단계화하고 이를 수업으로 계획하는 과정은 학교 외부의 교

사학습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었지Ⅲ 이를 실제적으로 반영하

여 수업 계획을 세울 때 같은 학교의 다른 교사들과 진도v 맞지 않는 등 ,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박지혜 옆 반에서는 교과서를 통해서 빠르게 수업을 하니까 이미 글자를 다 5 

안다는 v정 하에 받침 있는 글자를 활용해서 표어 글짓기 하고 그래

요 그런데 저희는 아예 그런 걸 하지 않거든요 저는 교과서 로 성) ) 

취기준을 단계화한 것이 아니라 글자를 천천히 v르치는 중이니까 아) 

이들이 아직 글자를 배우는 중이거든요 동학년 선생님들과 수업 방식) 

이 저Ⅲ 다르다 보니까 진도도 다르고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원래 동) 

학년이면 이번에는 뭘 같이 하면 좋을까요 하면 좋은데 우선은 속도9 , 

v 다르잖아요 그래서 옆 반 선생님들하고 수업에 한 이야기는 거) 

의 못하게 되고 선생님들도 저희 반Ⅲ 너무 다르게 v는 걸 불편해 ,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외로워요) )

박지혜 교사는 교과서 진도 나v기 수업을 하고 있는 동학년 교사들 속에  

서 성취기준을 자신의 관점에서 단계화하고 수업을 운영하면서 수업의 “ ” “
속도v 달라져 수업에 한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러한 박 교사” , 

의 수업에 동료 교사들이 불편함 을 느끼기도 하였다 따라서 박 교사는 “ ” ) 

동학년 협의를 통해서는 수업에 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고 자신

의 성취기준 중심 수업 운영 방식에 한 z정적인 지지를 얻기도 어려웠

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외부의 교사학습공동체에서 활발한 연구를 하고 ) 

있었지Ⅲ 교사들이 보다 자유롭게 성취기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학교 

교사들의 협력적인 분위기v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Ⅱ으로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세부 단계로 쪼개는 양상은 주로 국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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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성취기준에서 많이 나타났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쪼개는 ) 

이유v 성취기준에 제시된 학습의 범위나 수준이 너무 넓거나 높아서 단기

x에 학습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인데 앞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어와 

수학과 성취기준과 달리 통합교과 성취기준은 구체적이고 다소 단순한 활동

들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교과 성취기준에서는 더 세부적으

로 쪼갤 내용이 많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반면 국어와 수학 성취기준) 

은 학습 내용으로 제시되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도달해야하는 수준 역시 높

아서 이를 바로 수업으로 Ⅲ들 경우 학생들이 따라오기 어렵다고 생w되기 

때문에 성취기준을 세부 단계로 쪼개었다) 

t 성취n준 통합하n. 

교사들은 수업 설계 과정에서 쪼개었던 성취기준들을 펼쳐놓고 교사의 관  

점에서 유사한 내용이거나 같이 v르쳤을 때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w되는 

것끼리 다시 묶었다 교과별로 세분화된 성취기준을 바로 수업으로 연결지) 

어 교과별로 수업을 Ⅲ들지 않고 교과 내의 영역 x에 또는 교과 x에 유사

한 내용끼리 통합하여서 교과 통합적인 수업으로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안예진 성취기준에 제시된 순서v 꼭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5 

하지Ⅲ 교육과정에 제시된 순서 로 모아놓고 보게 되잖아요 그러9 

다보면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성취기준들이 하나는 앞에 있고 

하나는 저기 뒤에 있고 이런 경우v 있어서 저희는 동학년 선생님들

이랑 같이 이런걸 좀 묶어보자 했어요 그래서 성취기준을 일일이 다 ) 

오렸어요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성취기준을 별도로 모아서 분류하며 ) 

w 성취기준을 인근 교과와 묶어서 함께 지도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거죠) 

최성혁 서로 교과v 달라도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v 꽤 있어요 x5 ) 

단한 예를 들면 국어에서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여 말하는 태도, ‘ ’
v 나오는데 통합교과에서는 바른 생활에 보면 친구와 잘 지내는 방‘



- 85 -

법을 알아본다 v 있죠 이런 내용은 따로 따로 v르치는 것보다 같’ ) 

이 연결해서 v르치면 학습적으로도 더 도움이 되거든요 꼭 주제중) 

심 통합수업이나 프로젝트 같은 거창한 게 아니어도 이렇게 비슷한 

주제로 되어있는 성취기준들을 좀 모아놓으면 통합적으로 v르칠 수 

있으니까)

이처럼 교사들은 성취기준들을 일일이 오려서 유사한 주제끼리 별도로   “ ” “
모아서 묶는 작업을 하며 낱낱이 흩어져 있는 성취기준들을 통합하였다” ) 

이렇게 성취기준을 통합하는 기준은 교과v 달라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
있거나 같은 주제를 다루는 경우 로 이런 내용들을 연결해서 v르치는 ” “ ” “
것 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 것이다” ) 

교사들이 이처럼 성취기준을 통합한 이유는 크게 두 v지로 나타났는데   

첫째로 학생들의 흥미와 삶에 좀 더 밀접하게 연관되는 수업을 Ⅲ들기 위함

이었다 교사들은 분과적인 교과 수업이 학생들로 하여금 배움에 한 흥미) 

를 잃게 Ⅲ들고 또한 수업을 학생들의 실생활과 분리되어 딱딱하고 재미없

는 시x이 되게 Ⅲ든다고 보았다) 

박지혜 평상시 아이들을 보면 호기심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5 ) 

데 이상하게 수업Ⅲ 되면 궁금한 것도 없고 의욕도 없고 하기 싫어

하죠 저는 그 이유v 수업이 아이들의 삶과 너무 분리되어 있기 때) 

문이라고 생w해요 애들이 공장의 부품도 아닌데 수업은 매 분 단) /+

위로 세팅되어서 시x마다 국어교과서 수학교과서 이렇게 휙휙 바뀌, 

는데 적응해야Ⅲ 하니까요) 

교사들은 분 단위 로 분절된 시x 속에서 교과v 매 시x 휙휙 바뀌  “/+ ” “
는 수업은 아이들의 삶과 너무 분리되어 그 속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 “ ” 

한 흥미와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보았다 교과는 학생들의 삶과 연관성을 ) 

~지 못하고 탈맥락적으로 존재하는 v운데 이를 분 단위로 나눠서 구현/+

한 수업을 통해서는 학생들이 자연스러운 흥미와 호기심을 ~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교과 분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속에서 주인공은 학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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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교과 성취기준이 되어서 학생들은 정해진 시x 동안 수동적으로 교

과를 습득하고 흥미를 ~고자 노력하는 존재v 된다 하지Ⅲ 반 로 수업의 ) 

출발점이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흥미와 삶의 맥락이 된다면 수업은 교과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와 여러 

교과의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실) 

생활과의 연결성 속에서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여 여러 교과의 성취기준을 

통합적으로 수업에 구현해내고자 하였다) 

둘째로 교사들은 자신의 교육 철학 및 교육관에 근거하여 수업을 운영하  , 

기 위해 성취기준을 통합하기도 하였다 교사들은 수업을 구성하는 세 v지 ) 

주요 축이 학생과 교육내용 그리고 교사라고 보았다 따라서 성취기준을 수) 

업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학생의 흥미와 더불어 교사 자신이 v

진 교육 철학과 교육관에 근거한 수업을 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성취기준

을 통합하였다)

조사랑 저희는 발도르프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관과 교육의 목표v 확실5 

하기 때문에 수업도 이걸 바탕으로 해요 그러니까 교과조차도 저희) 

에게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성취기준도 낱낱의 성취기준 그 자) 

체v 수업의 목표v 되는 것이 아니라 제 교육관에 따라 Ⅲ드는 다양

한 수업에 몇몇 성취기준이 녹아드는 거에요 성취기준은 교과별로 ) ,

학년에서 뭘 반드시 다뤄줘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9 

저희의 수업 속에 그 요소들을 다양하게 녹여내는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여러 교과의 성취기준이 통합적) 

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어요) 

교사들이 w자 v지고 있는 교육관과 철학은 저마다 달랐지Ⅲ 교사들은   

모두 자신이 v진 교육관에 근거한 수업을 하고자 하였다 수업에 있어서 ) 

성취기준 그 자체보다 교사의 교육관과 철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조“
차도 수단 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교사들에게 성취기준은 목적이 아니” ) 

라 최소 필수 기준으로 뭘 반드시 다뤄줘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 이다 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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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에 성취기준을 교과 구분 없이 다양하게 녹여내“
는 방식 으로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취기준을 통합한 것이다” ) 

이와 같은 이유로 교사들은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성취기준을   

통합하여 수업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성취기준을 통합하는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먼저 부분의 교사들이 v장 빈번하게 보인 양) 

상은 통합교과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국어와 수학 성취기준을 녹여내는 방식

의 통합이었다 다시 말해 통합 교과의 성취기준을 프로젝트 수업의 주제) , ‘ ’
처럼 활용하는 것이다 예컨 박지혜 교사는 통합교과의 영역 중 봄 영) , ‘ ’ 
역의 성취기준들을 중심으로 국어와 수학의 성취기준을 녹여내는 수업을 계

획하였다)

박지혜 지금 계절이 봄인데 통합교과에는 봄 과 관련돼서 봄에 볼 수 있는 5 ‘ ’ ‘
동식물을 다양하게 관찰한다 와 봄의 모습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v ’ ‘ ’
나와요 그래서 제v 이번에 계획하는 수업은 애들을 데리고 바깥에 ) 

나v서 봄에 볼 수 있는 곤충이나 꽃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그려보고, 

수학의 수 개념 에 한 성취기준을 통합해 잎이 다섯 개 있는 식물‘ ’
을 찾아보면서 아 숫자 다섯 개v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공부‘ , 0, ’
하고 교실에 돌아와 자기v 그려본 그림에다 민들레 거미 이런 식) ‘ , ’ 
으로 이름을 쓰면서 읽어보면서 국어에서 나오는 글자를 바르게 쓴‘
다 랑 낱말을 소리 내어 읽는다 를 다루는 수업이에요 저는 수업이 ’ ‘ ’ ) 

이렇게 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일맥상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 

서 이 수업은 국어 시x도 되네 어 그런데 수학시x도 통합교과 ‘ 9 , 

시x도 되네 하는 식으로 아예 통합적인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9’ ) 

박 교사는 통합교과의 성취기준이 봄 여름 v을 겨울 의 계절을 중심으  ‘ , , , ’
로 구성되어서 학생들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고 따라

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좋기 때문에 통합교과 성취기준을 수업의 

시작점이자 소재로 활용하여 통합교과 속에서 국어와 수학 성취기준의 내용

을 다루는 방식으로 통합하였다 통합교과 성취기준에는 주제를 중심으로 ) 

다양한 활동이 제시되기 때문에 학습의 부담이 적고 학생들이 활동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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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길 수 있는 내용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통합교과 수업에 높) 

은 흥미를 보이고 즐거워하는 경향이 있었고 교사들은 이 점에 주목하여 학

생들이 비교적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국어와 수학의 성취기준 내용을 통합

교과의 소재를 통해 통합하여 v르치고자 한 것이다 교사들은 이렇게 수업) 

을 하였을 때 국어와 수학 성취기준을 공부할 수 있는 소재를 인위적이고 

탈 맥락적인 수업 교구나 자료v 아니라 통합교과 성취기준을 학습하는 과

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주한 것이 될 수 있고 따라서 학생들이 수업의 모든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호기심과 흥미를 유지하면서 수업에 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찬미 교사의 경우 학년 학생들이 동화책에 많은 흥미를 느) ,

끼고 좋아하기 때문에 수학과 성취기준을 지도하기 위한 소재로 동화책을 

소재로 활용하며 국어의 문학 영역 성취기준을 통합하여 수업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이찬미 수학 성취기준인데 이걸 동화책으로 v르치는 거에요 커다란 순무5 ) ‘ ’
라는 동화책으로 덧셈의 기호v 왜 생겨났고 덧셈의 식을 Ⅲ들어 보, 

는 공부를 하는 거죠 이 책의 내용 혹시 아세요) 9 

연구자 아니요5 )

이찬미 중략 할아버지v 순무를 혼자 못 뽑아서 다 불러서 힘을 모으니까 5 ( %

뽑았더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애들이 여기서부터 더하기 부터 더) , , , -

기 더하기 더하기 까지 v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덧셈과 ,, . ,, / , 9 

뺄셈에 한 성취기준과 국어의 문학 성취기준을 통합해서 수업을 하

는 거죠 그렇게 해야 아이들에게 정말 와 닿을 거라고 생w해요 국) ) 

어 시x에 이거 책 읽었어요 하고 와 재밌었어요 역할극까지 해봐‘ ’ , ‘
요 하고는 덮고 나서 수학에서 더하기 나v면 너무 분절적이잖’ ‘, ,’ , 

아요9 

이와 같이 교사들은 w자 다양한 방식으로 성취기준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그러한 흥미와 호기심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고

민하며 성취기준을 통합하였고 이를 통해 여러 교과의 수업이 하나의 흐름“
으로 이어지고 학생들에게 와 닿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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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기준 통합은 교사별로 그리고 한 교사에게서도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졌

다) 

일부 교사들은 위와 같이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여 성취기준을 통합하는   

것 말고도 자신의 교육관에 의해 매일 주기적으로 하는 상시 활동 속에 여

러 성취기준을 통합기도 하였다 이찬미 교사와 조사랑 안예진 교사의 경우 ) , 

매일 교시를 ww 아침열기 나 zw열기 와 같은 교사 자신Ⅲ의 특색이 , “ ” “ ”
있는 상시 활동을 하였다)

이찬미 저희 교실의 교시는 아침열기 에요 왜냐면 애들이 일어나자마자 비5 , ‘ ’ ) 

몽사몽 학교에 오니까 첫 시x부터 몸이 충분히 열리지 않거든요 저) 

는 몸이 열려야 뇌v 받아들인다고 생w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 

바로 수학책 펴세요 해서 수업에 들어v는 게 아이들에게 버거울 거‘ ’
라고 봐요 그래서 아침열기 시x에는 제v 성취기준 중에서도 매일) ‘ ’ 
매일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 한다고 생w하는 것들을 녹여서 분짜-+

리 활동을 해요 예를 들어 상 방을 바라보며 자신 있게 말하기 를 ) , ‘ ’
하기 위해 모두 말하기 를 하면서 돌아v면서 모두v 주제에 한 말‘ ’
하기를 한 번씩 해보는 것 여기서 주제는 보통 통합교과 성취기준에) 

서 많이 따와요 그리고 또 수학에서 의 보수 를 배웠는데 이게 한 ) ‘,+ ’
차시 안에 아이들에게 다 숙달 되었을 수v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도 ) 

역시 아침 열기 시x에 숫자카드에서 의 보수들 짝을 짓는 연습을 ‘ ’ ,+

게임처럼 해서 계속 하는 거죠 수 v르기와 모으기를 통해 수 zw ) ‘
기르는 것 이렇게 아침열기 시x에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한 성취기’) ‘ ’ 
준들을 통합해서 하는 거죠)

안예진 저희는 발도르프 교육철학을 따르고 있어서 교시에는 zw열기 를 5 , ‘ ’
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해서 체조 노래 놀이 , ,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Ⅲ들어진 활동 같은 거에요 이 시x에 그때) , 

그때 학습 진도에 맞춰서 성취기준들을 통합해 넣는 거죠 x단히 설) 

명하면 모여서 저희v 하는 체조v 있는데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그날 

수업과 관련 있는 노래를 불러요 예를 들어 요즘에 부르는 v나다라) ‘
마바사 이런 자음모음 관련된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숫자 놀이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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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콩주머니 돌리기를 하고 또 통합교과에 있는 몇 v지 놀이를 섞

을 때도 있어요) 

세 명의 교사 모두 자신의 교육 철학에 의해 교과 수업이 아닌 상시 활동  

의 형태를 교시에 하고 있었는데 이 시x은 특정 교과의 수업이 아니라 학,

생들이 학습에 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워밍업과 같은 것이었

다 따라서 이 시x은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한 성취기준 이나 그때 그때 ) “ ” “ , 

학습 진도에 맞춰서 필요한 성취기준들을 통합한 활동을 계획하였다 이러” ) 

한 활동은 학생들의 흥미에 중심을 두기보다 교사의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생w되는 성취기준들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계획 하였다)

교사들은 이와 같이 다양한 성취기준들을 그 때 그 때 다양하게 통합하  , 

였는데 그 결과 교과의 구분이 없는 수업이 Ⅲ들어졌고 수업 운영 시x 역

시 매우 유동적으로 이루어졌다 여러 교과의 성취기준을 통합하여 Ⅲ든 수) 

업은 어느 한 교과로 분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업의 시x 역시 분에 /+

맞추어서 분절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이어지거나 교사의 상시 활동과 같이 

분 정도의 시x으로 짧게 운영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연초에 -+ ) 

이루어지는 학년 및 학급교육과정 편성과 실제 수업 운영이 이원화 되어 이

루어짐을 뜻하고 또한 수업 시x 운영이 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

매우 유동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박지혜 국v에서는 연초에 학년이랑 학급 교육과정을 Ⅲ들어서 올릴 것을 요5 

구해요 한 학기 동안 언제 어떤 수업을 할 건지 미리 다 계획하라는 ) 

거죠 그러다보니 연초에 학교교육과정을 형식적으로라도 편성을 안 ) 

할 수v 없어요 오죽하면)  이지에듀 라는 프로그램이 있겠어요 하지‘ ’ ) 

Ⅲ 실제 수업을 진행하고 진도를 나v는 것은 학기 초에 모두 계획할 

수도 없고 그 로 실행될 수도 없기 때문에 학교교육과정과 실제는 

이원화 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과정하고 수업이 완) 

전히 분리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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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연초에 Ⅲ들어지는 학교교육과정이 형식적으로 Ⅲ들어져서   “ ” 

실제 수업과는 이원화 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여러 교과의 성취기준을 “ ” ) 

통합적으로 엮어 Ⅲ드는 수업을 학기 초에 모두 계획할 수 없기 때문이“ ” 

다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통합하는 과정을 연초에 모두 계획해서 끝내놓는 ) 

것이 아니라 교실 한켠에 붙여 놓은 성취기준 표를 수시로 확인하며 학생들

의 흥미에 맞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어느 ) 

시점부터는 국어 수학 통합교과의 전체적인 성취기준의 그림이 략적으로 , , 

머릿속에 그려져서 계획했던 내용이 아니어도 수업 중에 즉흥적으로 성취기

준을 끌어와서 연결시키기도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처음 계획에는 없었) , 

던 성취기준이지Ⅲ 수업을 운영하면서 그 순x의 판단에 의해 함께 지도하

면 좋겠다고 생w되는 성취기준이 있을 경우 수업에 연결시켜서 함께 풀어

내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이러한 형식적인 학교교육과정과 실) 

제 수업의 이원화에 해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뿐Ⅲ 아니라 교사들은 여러 교과의 성취기준을 통합하여 수업을 계획하면  

서 수업 시x 운영의 경직성에 해서도 비판적으로 생w하였다 일) 반적으

로 국v교육과정에서 기준으로 잡는 차시의 시x은 초등학교의 경우 분, /+

이다 하지Ⅲ 이는 기준시x일 뿐 유연한 운영이 v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 

일반적인 교사들은 분 단위의 수업을 하거나 종종 두 차시를 묶어서 한번/+

에 분을 v르치는 블록타임으로 수업을 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수업 시x 3+ ) 

계획을 분 이라는 단위에 얽매이지 않고 수업의 종류에 따라 자유롭게 ‘/+ ’
조절하였고 실제 수업이 운영될 때 학생들의 집중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조정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조사랑 이렇게 세 교과를 모두 통합해서 하루v 한 호흡으로 물 흐르듯이 이5 

어지게 계획을 하고 쉬는 시x은 그 때 그 때 수업 상황이나 애들 상, 

태에 따라서 ~는 거죠 아이들이 몰입하고 재미있어 할 때는 끊지 않) 

고 이어서 y 수도 있고 반 로 힘들어할 때는 분이 안됐어도 끊을 , /+

수 있는 거죠 어차피 하루 동안 나y 내용이니까요 애들이 너무 재) ) 

밌어하는데 그걸 굳이 분 됐다고 끊을 필요v 있을까요/+ 9  



- 92 -

이찬미 수업 시x을 분 단위로 맞추는 건 너무 기계적인 거죠 정말로 우리5 /+ ) 

v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수업을 해도 되는 거고 성취기준에Ⅲ 도달하는 ,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거면 사실은 저는 언제 쉬는 시x을 ~을지, 

를 교사v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우리 반은 이Ⅲ큼 집) 

중이 되어 있는데 긴 호흡으로 끌어v고 싶은데 분 됐다고 종 땡 치, /+

고 쉬어야 되는 건 너무 기계적이죠) 

조사랑 교사와 안예진 교사는   여러 교과v 통합된 수업을 계획하며 하루 “
v 한 호흡으로 물 흐르듯이 이어지는 수업을 계획해놓고 수업 상황에 따” “
라서 학생들이 몰입하고 재미있어 할 때는 수업을 끊지 않고 이어v기” “ ( % 

도 하고 반 로 힘들어 할 때 는 짧게 끊기도 하였다 또한” “ ” ) 앞서 이야기 

하였던 교사들의 상시 활동 같은 경우 매일 분씩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 

따라서 이들은 수업 시x을 분이나 분 단위로 계획하고 교과 분과적인 /+ 3+

시x표를 Ⅲ드는 것은 기계적 이라고 생w하였다“ ” ) 

이찬미 시x표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정보 공시용 결국 총 수업 시수Ⅲ 맞 5 ) 

추면 되는 거니까 매일매일 시x표는 바뀌죠 사실상 교과 구분 없) ) 

는 차시도 섞여 있어서 이걸 시x표에 다 표현해낼 수도 없고 수업, 

을 하면서 내 예상보다 길어져서 그 다음 시x까지 이어서 하기도 

하고)

김은혜 저는 시x표도 무시해요 애들한테 시x표도 안 알려줬어요 제v 부모5 ) ) 

님들께도 학기 초에 충분히 말씀드리고 알림장에 썼어요 제 수업에서 ) 

이 시x표의 의미v 없고 수업이 이 시x표 로 흘러v지 않는다고, ) 

이렇게 교과를 통합해서 수업을 하는 때v 부분이라서 매주 매일 , 

수업이 달라지니까요)

이와 같이 교사들에게 시x표는 정보 공시용 으로 형식적으로 존재하였  “ ”
고 실제 수업은 교과를 통합해서 수업하는 때v 부분 이기 때문에 매“ ” “
주 매일의 수업이 달라 졌다 이처럼 교사들이 여러 교과의 성취기준을 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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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수업을 계획하면서 교과의 구분이 사라지고 수업 시x 운영이 유동

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라 성취n준 변형 및 삭제하n.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사들이 수업을 계획하면서 중요하게 생w한 것은 성  

취기준 그 자체보다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 교사의 교육관과 교육 철학이었, 

고 성취기준이 w 학교와 교실 맥락에서 다뤄질 때에는 현장의 맥락이 중,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수) 

업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중점에 두는 것은 성취기준을 빠짐없이 수업으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기준을 통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교사들은 이러한 목적 아래 수업을 계획하는 과정에) 

서 성취기준을 변형하거나 또는 모든 성취기준을 수업으로 구현하지 않고 

삭제하기도 하였다)

김은혜 국어 성취 기준에 보면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주고받는다 라는 5 ‘ ’
게 성취기준에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예 그 부분을 스킵했어요9 ) 

정확히 말하면 수업으로 구현하지 않기로 한 거죠 왜냐하면 평소에 ) 

인사말을 v르치니까 항상 애들 등교할 때 맞이하기 를 하면서 인) , ‘ ’
사시키고 하교할 때도 마찬v지로 인사시키고 급식 먹으면서 밥 먹) 

을 때도 식사 인사를 시키고 사실은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말은 이렇) 

게 일상 상황 속에서 배우는 것이 맞다고 생w하거든요 교과서처럼 ) 

받침도 안 배운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를 몇 번 써보는 게 아니라‘ )’ )

박지혜 요즘 통합교과에서 이웃에 관련된 내용을 나v는데 성취기준을 보다5 

보니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w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웃) 

과 관련돼서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이랑 직업을 조사하거나 이웃과 ‘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한다 는 성취기준이 있는데 이런 건 수업으’
로 Ⅲ들기v 어려워요 요즘은 안전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도 굉장히 ) 

민z하고 해서 아이들이 동네 사람들이나 이웃을 조사하러 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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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이런 내용은 건너뛰어야죠) )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수업으로 구현하기 위해 성취기준을 보다 보면 수업  

이라는 형식적인 상황보다 일상 상황 속에서 배우는 것 이 더 의미 있는 “ ”
학습이 되는 경우v 있다고 보았다 예컨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주) , ‘
고받는다 와 같이 실제 그 상황 속에서 다룰 때 더 진정성 있고 실천적인 ’ , 

학습이 되는 것이다 이런 성취기준은 오히려 교과라는 형태로 수업 시x에 ) 

다루게 될 때 학생들은 그것을 단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그, 

걸로 충분하다고 생w하고 실제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v 

많았다 따라서 교사들은 이런 성취기준을 수업으로 구현하지 않고 일상생) 

활 속의 생활지도 등의 방식으로 체하였다 엄밀히 말해 성취기준을 수업) 

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구현한 것이지Ⅲ 수업을 구현하는 과정에서는 성취

기준을 삭제한 것이다 또한 교사의 관점에서 볼 때 성취기준을 구현하는 ) , 

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같이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문제v 

될 수 있다고 생w될 경우에는 다루지 않거나 다른 수업으로 체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수업으로 구현하는 것과 자신의 교육적 판

단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성취기준을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주체

적인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삭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은 성취기준의 삭제뿐Ⅲ 아니라 성취기준에 제시된 내용을 변형하  

기도 하였다 이는 주로 통합 교과 성취기준을 사용할 때 자주 나타나는 양) 

상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합교과 성취기준에 제시된 내용이 직접적

인 활동을 예시하는 경우v 많아서 교사들은 통합교과 성취기준에 나온 내

용들보다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w될 때 제시, 

된 성취기준의 내용을 변형하거나 수정하였다) 

최성혁 오늘 참관하신 수업에서 저희v 송편 Ⅲ들기 를 했잖아요 사실 5 ‘ ’ 9 

이건 원래 추석에 해 알아보고 다른 세시 풍속과 비교한다 를 ‘ )’
수업으로 구현한 건데 실제적으로 수업은 추석에 해 알아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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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해보는 것 이 된 거죠 v을 영역에 나온 걸 보면 v을에 추석’ ) ‘ ’
이 있으니까 그것에 해 학습해보라고 Ⅲ든 성취기준인 것 같은

데 선생님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세시 풍속이랑 비교

하고 이런 것보다 추석을 제 로 경험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는 생w이 들어서 바꿔서 수업을 계획했어요 추석에 해서 이야) 

기하고 공부한 다음에 실제로 송편을 Ⅲ들어 본 거죠 우리 아이들) 

은 요즘 사회v 변하기도 했고 여러 v지 이유로 추석에 송편을 

Ⅲ들어볼 기회v 없거든요) 

이처럼 교사들은 특히 통합교과 성취기준에 해서는 반드시 v르쳐야 한  

다는 의무z이나 책임z을 비교적 적게 느끼고 있었다 다시 말해 교사의 ) , 

판단으로 성취기준에 제시된 것보다 더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

w되면 성취기준을 변형한 것이다 교사들은 통합교과 성취기준은 핵심적인 ) 

개념이나 학생들이 꼭 습득해야하는 수행 능력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영역을 

다루는 소재 차원에서 진술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성취

기준을 변형하였다 교사들은 국어와 수학과 성취기준에 해서는 교과 자) 

체v v진 학문적 구조에 의해 시기적으로 다룰 내용이 어느 정도 정해져있

다고 보고 체적으로 큰 비판 없이 따르는 편이었다 하지Ⅲ 통합교과의 ) 

경우 성취기준이 학교 봄 v족 여름 마을 v을 나라 겨울 이라는 영역‘ , , , , , , , ’
을 다루는 활동 예시처럼 제시되기 때문에 낱낱의 성취기준을 모두 v르치

는 것보다 주제를 효과적으로 경험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w했다 따) 

라서 주제를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성취기준에 얽매이기보다 다양한 방법

으로 다루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다양한 수업 방법과 자료를 연구하고 동료 

교사들과 논의하며 성취기준을 변형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앞서  논의하였던 성취기준에 한 교사의 이해와 다소 모 

순되는 양상이었다 다시 말해 앞서 교사들은 성취기준의 역할이 무엇인지) , 

에 해 이야기할 때 공립학교 교사로서 v르쳐야 하는 필수적인 기준 이, ‘ ’
라고 보았지Ⅲ 실제 수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성취기준을 다루지 

않았고 교사의 판단에 의해 삭제를 하거나 다소x의 변형을 v하기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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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성취기준에 한 교사들의 인식과 실제 사용 양상 사이의 부조) 

화v 나타나는 것은 최소 필수 로서의 성취기준 성격과 달리 실제적으로 개‘ ’
발된 성취기준 중 일부는 교사들에게 필수적이거나 핵심적인 것으로 느껴지

지 않았고 성취기준 자체로서는 문제v 없을지라도 실제 수업 상황에서 구, 

현될 때는 문제의 소지v 있다고 보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사들은 성취기) 

준에 한 비판적인 해석과 실행을 보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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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n준 사용과 h련된 쟁점. Ⅵ

지금까지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어떤 계기로 성  

취기준을 사용하게 되었고 실제로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어떻게 -+,0 

해석하여 수업에 적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여섯 명의 교사들은 ) , 

여러 v지 이유와 목적으로 기존의 교과서 중심 수업으로부터 탈피하여 성

취기준 문서를 직접 사용하여 수업을 운영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교사, 

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취기준을 접할 기회를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교육과정 문해력을 ~추게 되었고 그 결과 성

취기준을 사용하여 보다 학생의 수준과 교실 맥락에 맞는 다양한 수업을 운

영하거나 교사의 교육관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Ⅲ 교사들은 성) 

취기준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고 y등

을 겪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앞에서 교사들의 성취기준에 한 이해와 사용 양상  

에 해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들의 성취기준 사용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는 무엇이고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쟁점이 향후 교사들의 적극적인 성취기) 

준 사용과 관련하여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과 관련된 쟁점을 크게 두 v지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습득 기회의 부족에 ) , 

해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성취기준 처방 수준의 문제에 해 논의하였다 w) 

w의 문제에 해 어떠한 입장이 있으며 그러한 입장이 어떠한 의미를 ~는

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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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육과정 문해력 습득 n회의 부족(. (currEculum lENer>cy)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많은 교사들은 여전히 성취기준보다는   

교과서를 v깝게 느끼고 교과서 중심의 진도 나v기 수업을 하며 성취기준 

사용 권한을 의미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반해 연구에 참여한 여) 

섯 명의 교사는 현재 개정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사용하여 수업을 운-+,0 

영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의 성취기준 사용을 v능하게 한 것일) 

까 그리고 어떤 기회를 통해 성취기준을 사용하게 된 것인v 이와 관련하9 9 

여 여섯 명의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성취기준에 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v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v 있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성취기준에 해 학습할 수 있는 몇 v지 계기v   

있었다 먼저 성취기준 중심 수업이나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 (Ugdd[Uglgm 

에 관련된 연수를 통해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연수들은 공통적l[fWdSUk% , 

으로 교과서v 곧 교육과정이라고 생w하고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v르칠 방

법에Ⅲ 몰두하던 교사들에게 성취기준 이 무엇이고 왜 사용해야 하는지 어‘ ’ , 

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해 안내했다 결국 교사들은 교과서) 

v 하나의 자료일 뿐이고 교사들은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더욱 다양한 수업

을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러한 연수를 통해 처음 알게 된 것이다 예) 

컨 이찬미 교사는 교직경력 년 이상의 고경력 교사인데 그녀는 오랜 , ,+

시x 교과서 중심의 수업을 해오다v 학교교육과정 개발 업무를 맡게 되면

서 우연한 기회에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에 한 강의를 듣게 되었다 이 ‘ ’ ) 

교사는 이 강의를 통하여 처음으로 교사v 교과서의 구속 아래 있는 존재v 

아니라 성취기준을 사용할 권한이 있고 자신의 수업을 성취기준에 근거해 

다양하게 운영해y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찬미 그 교수님이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에 해 강의한 연수를 듣게 됐어5 

요 그 연수에서 머리에 망치를 맞은 느낌을 처음 느낀거죠 아 성취) ) ))) 

기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중략 저도 더 젊었을 때는 인디 스쿨Ⅲ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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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v서 자료 몇 개Ⅲ 다운 받아도 나는 열심히 하는 교사야 라고 ‘ ’ 
생w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꼬집어 주시더라고요 중략) ) ( % 

내v 성취기준을 직접 봐야 한다는 그 연수의 핵심을 느꼈어요 그 때 ) 

개인적 깨달음을 얻었었고 그 후로 지금처럼 수업을 하고 있어요, )

이찬미 교사는 자신이 교과서를 반드시 따라야Ⅲ 하는 것이 아니고 성취  

기준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그래야 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머리에 망치, “
를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 교사는 그 전까지 교과서” ) 

에 제시된 내용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고 

그것이 교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w하였기 때문

이다 하지Ⅲ 그녀는 교육과정 문해력에 한 연수를 통해 교과서는 성취기) 

준을 교과서 집필진이 해석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교사는 성취기준을 직접 

읽고 사용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교사들은 교육과정 연구회 와 같은 교사학습공동체에서 활동하며 교  ‘ ’
육과정 문해력을 v지고 있는 동료 교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성취기준을 사

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 연수에서 강의를 하는 교사) 

나 교육과정 평v원에서 진행한 성취수준 개발 연구에 참여한 교사 등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한 이해도v 높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0 

능력과 문해력을 ~춘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여러 교사들과 성취기준을 해

석하고 수업에 적용하는 방법에 해 논의하고 실천해보는 장의 역할을 하

고 있었다 따라서 교사들은 이러한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여 성취기준을 ) 

접하고 사용해보는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문해력을 습득하게 되었다) 

이처럼 여섯 명의 교사들은 이전까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교과서 중심  

의 수업을 운영해왔고 교과서 내용을 잘 v르치기 위한 교수 방법적 고민을 

하는 것Ⅲ으로도 자신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생w하였다 그) 

러나 연수나 강의 교사학습공동체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성취기준이 무엇, 

인지 그리고 왜 교사v 성취기준을 사용해야 하는지 등에 해 학습하고 이 

과정에서 성취기준을 사용해보는 경험을 하면서 커다란 인식의 변화v 생·

다 즉 여섯 명의 교사들은 교과서v 참고자료일 뿐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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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v 도달시켜야Ⅲ 하는 것은 성취기준이라는 것, 

을 깨닫게 되면서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며 결과

적으로 성취기준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 노력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교사v 성취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사용하기 위  , 

해서는 실제적으로 성취기준을 접하고 성취기준에 해 학습하는 경험이 반

드시 필요하고 교사들이 교육과정 문해력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김세영 은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를 상으로 ) (-+,2%

교육과정 문해력에 관한 연수와 강의를 하며 부분의 교사들은 교과서의 

위에 있는 성취기준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이 관여

할 바v 아니라고 생w하는 경우v 많다고 지적하였다 그런 점에서 선행연) 

구들에서 지적되어왔던 교과서 중심 수업에 익숙한 부분의 교사들이 성취

기준의 필요성에 해 공z하지 못하고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 장려 정책에 

해 반z을 ~는 현상은 문해력 습득 기회v 부족하다는 점에 기인했을 수 

있다 길말선 외( , -+,1%)

이처럼 교사들이 교육과정 문해력을 습득하고 성취기준을 수업에 활용하  

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를 v질 때 비로소 성취기준 사용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교사v 교육과정 문해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부족한 상

황이다 지금까지 교육 학교에서 이루어진 예비 교사 교육은 교과서의 한 ) 

차시를 수업으로 능통하게 풀어내는 능력에Ⅲ 치중되어왔기 때문이다 김세(

영 다시 말해 예비 교사들은 교과서와 지도서를 활용하여 교수 학, -+,2%) , o

습 과정안을 작성하는 경험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취기준을 사용하여 수업

을 Ⅲ들어 보는 기회는 거의 없었고 현직 교사들 역시 교육과정 문서의 주 , 

사용자를 자신이 아니라 교과서 개발자라고 생w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교) 

사들은 성취기준을 사용하여 수업을 구현하는 것에 해 매우 어렵고 ⅡⅡ

하게 느끼며 성취기준이 자신의 수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업무

를 증v시키기Ⅲ 한다고 생w하였다 이로 인해 부분의 교사들은 성취기) 

준을 연초에 학급교육과정 문서 작성을 위해 형식적으로 사용할 뿐 실제 , 

수업과 관련하여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게 된다 게다v 연구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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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사들은 성취기준에 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고 지적했다 즉 성취기“ ” ) , 

준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v 적을 뿐 아니라 성취기준 문서 자체를 교사들

이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연초에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국v교) 

육과정이 아니라 교과서와 교과지도서였고 교사들이 성취기준 원문을 얻기 , 

위해서는 국v교육과정 정보센터 홈페이지 에 접속해서 (hffb5//nU[U)Ya)]d/%

개정 교육과정을 찾아 다운로드 받아야Ⅲ 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0 ) 

거쳐야Ⅲ 하기 때문에 부분의 교사들은 국v교육과정 내의 성취기준 원문

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이는 교사들의 성취기준 사용을 어렵

게 Ⅲ들었다) 

이렇듯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성취기준에 한 학습   

경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교사들에게 성취기준

을 접할 기회v 부족하다는 점은 성취기준 활용률이 낮은 이유를 짐작케 한

다 아무리 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을 정책적으로 강) 

조한다 해도 교사들이 성취기준에 해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v , 

여전히 부족하다면 성취기준 사용에 한 교사들의 공z도 자발적 의지도 ,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v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사용할 수 있는 ) 

능력 즉 교육과정 문해력을 습득하지 못한다면 교사들의 성취기준 사용은 ,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취기준을 사용해야 한다는 당) 

위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주장이나 성취기준에 근거한 연x 학습계획과 학

급교육과정을 Ⅲ들도록 강제하는 정책을 통해서는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의

미 있는 성취기준 사용을 이끌어낼 수 없다 이러한 정책은 교사들이 학기 ) 

초에 학급교육과정 문서 작성을 위해 형식적으로 성취기준을 사용하고 실제

로는 이와 무관한 수업을 운영하는 양상 초래할 뿐이다 박민정( , -+,-%) 

따라서 교사들의 적극적인 성취기준 사용이 v능하려면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습득의 기회를 확 시키고 성취기준에 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v 

있다 다시 말해 교사들이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의미와 필요성에 해 이해) , 

할 수 있는 기회와 성취기준을 직접 사용하여 수업을 구성해보는 구체적이

고 체계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손쉽게 접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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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국v교육과정 성취기준 문서를 모든 교사들에게 배부해야 한다 이) 

를 위해 예비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 학교에서는 교과서의 내용을 잘 v르

치기 위한 교수 방법적인 수준의 교육에서 더 나아v 성취기준을 직접 해석

하고 이에 근거해 수업 계획을 세워보며 성취기준을 근거로 교과서를 판단, , 

해보는 연습 등 교육과정 문해력 향상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윤미 정광순 뿐Ⅲ 아니라 현직 교사들은 연수나 강의 교사학( o , -+,0%) , 

습공동체 등을 통하여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습득의 필요성에 해 공z

할 수 있게 하고 성취기준으로 수업을 Ⅲ드는 다양한 예시를 공유함으로써 , 

교사들이 성취기준 사용의 실제적인 모습을 체z하고 그것에 한 부담z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에도 지속적  

으로 교사학습공동체에서 활동하며 성취기준에 한 비판적인 생w 에 “ ”
해 논의하고 교육 철학을 공유 하거나 성취기준을 사용해서 수업을 운영“ ” “
하고 그 후기에 해 이야기 하며 교육과정 문해력을 발전시켜v고 있었다” ) 

선행 연구에서는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이 성취기준‘ (Ugdd[Uglgm l[fWdSUk%’
을 있는 그 로 읽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단계부터 교과서 개발자와 동

등한 위치에 서서 성취기준의 내용에 해 자유롭게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

는 단계까지 여러 단계v 있다고 보았다 김세영( , -+,06 ;Wn(IWdWfl, ,44+%) 

또한 교사들이 기초적인 교육과정 문해력을 습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교육

과정 문해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전달 연수보다 교사 연구회나 

교사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성취기준 사용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에

서 발생한 어려움에 해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다 김세영 서경혜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교사들( , -+,26 , -+,1%) , 

이 성취기준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취기준에 

한 접근성을 높이고 교사 교육의 측면에서 성취기준에 한 체계적인 학습 

기회에를 확 해야 하며 교사들이 교육과정 문해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v기 위한 장으로서 교사학습공동체의 v능성을 탐색해볼 필요v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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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n준 처방 수준의 문제).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최소 년에서 길게는 년째 성취기준을 사용하여   - /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교사들로 이들은 성취기준의 의미와 필요성에 해 , 

이해하고 자신의 교육관을 실현하거나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다양한 

수업을 하기 위해 수년x 성취기준을 사용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 교사들은 )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이상의 자율성을 발휘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한 y등을 느끼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우리, ) , 

나라의 국v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고시하는 

문서로 법적 구속성을 ~는다 서경혜 따라서 국v교육과정 속의 성( , -+,1%) 

취기준은 교과서와 달리 교사v 변형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Ⅲ 하는 필수적인 기준인 것이고 엄밀히 말해 교사

에게는 성취기준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권한이 없다 교사들 역시 성취기준) 

의 역할에 해 교사로서 v르쳐야하는 필수 기준 이자 공립학교 교사로서 “ ”
꼭 해야 하는 의무 라고 보았고 교육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v에서 원하는 “ ” “

교육과정Ⅲ큼은 넘을 수 없다 고 이야기하며 성취기준이 반드시 따라야 하”
는 필수적인 기준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교사들이 실제로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양상은 이러한 인식과 다르  

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x혹 성취기준이 상

당히 구체적으로 수업 내용이나 활동을 지시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성취기준

에 제시된 내용을 그 로 따르지 않고, 성취기준에 해 자신의 관점과 수 

업 상황을 고려하여 모종의 평v를 내렸다 그리고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에) 

서는 필요할 경우 성취기준을 변형하거나 삭제하였다 기실 교사들이 성취) 

기준을 사용하는 목적은 성취기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기준에 

기반해 교사의 교육관과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나 흥미를 반영하여 다양한 

수업을 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취기준을 사용하여 수업을 계획하) 

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취기준이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 

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성취기준을 그 로 수업을 하는 것이 학생



- 104 -

들에게 의미 있는 수업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성취기준을 변형하

거나 삭제하였다 예컨 교사들은 ) , 성취기준을 수업을 통해 다루는 것보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학습을 통해 다루어지는 것이 더 적합하“
다 고 생w되거나 성취기준의 내용이 학생들의 안전 과 같이 보다 근본적” “ ”
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문제v 될 수 있다고 생w될 때 그러한 성취기준을 

수업으로 Ⅲ들지 않고 삭제하였다 결국)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그 로 수업 

으로 구현하는 것과 자신의 교육적 판단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성취기준을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고 교사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해 그 부분에 

한 수업을 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 교사들은 통합교과 성취기준에 제시된  

내용이 다른 교과 성취기준과 달리 도달지점이나 목표v 아니라 학습 활동“
의 예시 처럼 느껴진다고 하였고” , 통합교과 성취기준에 나온 활동들보다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w될 때 제시된 성취기준, 

의 내용을 변형하여 수업하였다 더불어 교사들은 개정 교육과정에서 ) -+,0 

성취기준별로 제시된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과 평v 방법 및 유의사‘ o ’ ‘
항 을 보며 해당 성취기준을 다루기 위해 반드시 그러한 교수 학습 방법을 ’ o

사용해야Ⅲ 하는 것인지에 한 혼란을 느꼈다 이들은 수업의 방법적인 측) 

면이야말로 교사의 전문적 판단 영역이라고 보았고 같은 성취기준에 도달, 

하기 위해서도 v르치는 학생들의 흥미나 지역적 여건 등에 따라 매우 다양

한 수업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고 생w했다 하지Ⅲ 국v교육과정 상에서 ) 

w 성취기준을 다루는 교수 학습 방법이나 평v 방법에 해 설명하고 있기 o

때문에 이것 역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게 된 것이다)

이처럼 여섯 명의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다양했  

지Ⅲ 모든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성취기준에 한 모종의 판단을 내리고 때, 

로 그러한 판단에 따라 성취기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 그리고 성취기) 

준에 따른 교수 학습o 방법과 평v 방법들에 한 지침으로 인해 답답함을  

느꼈다 왜냐하면 교사들은 단순히 성취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교사 자신의 ) 

교육관을 무시하고 다양한 수준과 배경을 지닌 학생 교실 환경 등과 같은 , , 

맥락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의미 없는 수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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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교사들은 성취기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준이고 수정하거나 삭제할 

권한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w한 것과 달리 실제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과정

에서는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자유로운 사용 양상을 보였고 교수 학습 방o

법 등에 한 지침을 무시하였다 이들은 성취기준을 충실하게 구현하는 것) 

보다 수업 상황과 학생의 수준에 맞게 성취기준을 변형하거나 삭제하는 것

을 택한 것이다) 

하지Ⅲ 교사들은 허용된 권한을 넘어서 교사의 신념이나 학생들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성취기준에 한 판단과 수정 삭제를 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 

y등을 겪고 있었다 왜냐하면 성취기준에 한 수정이나 삭제를 하는 것은 ) 

허용되지 않은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이고 엄밀히 말해 법적 강제력을 v진 

성취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지나치게 수업의 내용) 

과 활동을 규정하는 성취기준을 벗어나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개

별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수업을 운영하면서도 그것이 

과연 적절한 실행인지에 한 y등을 느꼈다) 이처럼 교사들이 실제 학생들

의 학습능력 및 흥미 정도 교사들의 교직 경험에서 유래한 전문적 판단 등, 

을 매우 중요하게 생w하고 이에 근거해 성취기준을 해석하고 수정과 변용

을 한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소경희, -++.6 이윤미 정광o

순 김세영, -+,06 , -+,2%)

이렇게 볼 때 성취기준 중심 수업은 그것이 제 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강  , 2

조되기 시작했을 때 교사들의 자유로운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반이 될 것o

이라고 기 됐던 것과 달리 성취기준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교육 내용과 학

습 활동 등을 처방하고 있어서 교사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

과 운영은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 성취기준 중심 수업과 교사의 성취기준 ) 

사용이 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현재 개정 교육과정까지 지속적으로 2 -+,0 

강조되어온 것은 그동안 교과서 진도 나v기의 방식으로 일원화되었던 수업

이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다양화됨으로써 교사들이 더 이상 교과서에 얽매이

지 않고 성취기준을 도달시키는 전제 하에 교사의 자율성을 발휘하여 학생

들의 맥락에 따른 다양한 수업을 Ⅲ들어y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허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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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Ⅲ 교사들이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해석하고 사용하는 -+,-%) -+,0 

과정을 살펴본 결과 성취기준은 교사의 자율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 

여지와 공x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개발된 개정 교) -+,0 

육과정 성취기준에서는 때로 구체적인 수업 활동을 예시하거나 맥락적인 부

분까지 처방하여 교사들이 성취기준 해석의 여지v 부족하다고 느꼈고 w ,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업 방법이나 평v에 한 처방으로 

인해 수업 운영에 한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결과

적으로 교과서 중심의 획일적인 수업과 교사들의 자율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취기준 중심 수업이 강조되어왔지Ⅲ 관점이 협소하고 구체적, 

인 성취기준과 성취기준에 따른 세부 지침으로 인해 교사들의 제한된 자율

권의 문제v 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제시되는 내용과 처  -+,0 

방의 수준에 한 재탐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성취기준이 어떤 내용을 담) 

아야 하고 교육내용을 어느 정도로 규정해야 하는v에 한 논쟁은 오랫동, 

안 지속되어왔다 이 논쟁에서는 주로 정확하고 원활한 이해를 위해 성취기) ‘
준을 v능한 상세화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는 의견과 국v교육과정이 구체화’ ‘
될수록 교사들의 전문성을 방해하고 자율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적정화해야 한다 는 의견이 립해왔다 강현석 ’ (

외 박지혜 홍후조 소경희 이향근 이러한 논쟁 , -++16 o , -+,/6 , -+,,6 , -+,,%) 

속에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을 -+,0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
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 하는 능력

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 활동의 기준 교육부 으로 정의하였다 즉( , -+,0%’ ) , 

성취기준은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능력 특성과 결과적으로 이 

르러야 하는 도달점을 의미한다 서경혜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성취( , -+,1%) 

기준은 학습의 결과로서 할 수 있어야 하는 능력의 특성Ⅲ을 분명하게 서술

하고 그 외의 학습의 과정이나 구체적인 교육 내용 등에 한 판단은 교사

의 →으로 남겨두고 해석의 여지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서경혜 소경( , -+,16 

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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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Ⅲ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교사들의 관점에서   

성취기준에 제시된 내용이 때로 도달점이 아니라 수업 활동에 한 예시로 

보이고 또한 성취기준에 따른 교수 학습 방법이나 평v 방법 등에 한 세, o

부 지침으로 인해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느낀다는 점을 z안할 때, 실제로 

개발된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제시되는 내용은 이러한 취지를 반-+,0 

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뿐Ⅲ 아니라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 -+,0 ‘
기준 해설 이 거의 부분의 성취기준에 개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 , 

서는 주로 성취기준을 v르칠 때 교수 방법적인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점에 

해 안내하고 있어서 이에 해 교사들은 개별 학교의 상황이나 교사의 판

단에 따라 달리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까지 과도하게 처방하고 있다고 느꼈

다) 이런 성취기준은 교사들에게 수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해 구체

적으로 지시하게 되고 여기서 교사들이 Ⅲ들 수 있는 변화나 판단은 매우 

제한되었다 결국 구체적인 성취기준은 교사v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빼앗) 

고 수업에서 교사의 창의적인 변주v 일어날 수 있는 공x을 사라지게 Ⅲ들

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교사들은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알면서도 ) 

성취기준에 수정을 v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지나치게 상세한 국v교육) 

과정은 국vv 학교 교실에서 일어나는 것을 직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교사

들의 전문성을 방해하고 수업의 질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내용을 적정화하고 처방 수준을 약, -+,0 

화시킬 필요v 있다 소경희 소경희( , -+,,6 , -+,1%) 

이와 관련하여 소경희 는 계획된 교육과정이 현장의 교사들에게 마  (-+,2%

치 연극 본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상술하자면 연극이 실행) , 

되기 위해서는 연극 본에 한 모종의 해석을 필요한데 이 해석은 배우의 

관점이 반영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연극이 이루어지는 도중에도 ) 

현장의 관객들과의 호흡 속에서 배우에 의해 즉흥적인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극의 본은 실제 연극이 이) 

루어지는 상황을 모두 통제할 수 없을뿐더러 연극 본 로 이루어지는 것

이 반드시 좋은 연극이라고 할 수도 없다 마찬v지로 교사의 교육과정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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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역시 개발자의 의도를 충실하게 실행하는 것Ⅲ이 바람직한 실행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더 나아v 김세영과 정광순 은 의 해체) (-+,.% DWdd[dS

를 빌어 텍스트로서 교육과정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제시(dWUanefdgUf[an%

되었든 그 의미v 절 적일 수 없고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v능성을 내

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의 손을 떠난 성취기준이 독자) 

인 교사에게 동일하게 읽히는 것은 v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또) 

한 조상연 은 의 논의를 빌려와 교육과정 실행이 개(-+,25 ,-.% ;Wn(IWdWfl

발자의 의도를 전달하는 것으로Ⅲ 보는 사고에는 한계v 있다고 보고 한 , 

걸음 더 나아v 교육과정 개발자의 의도와 교육과정 실행 사이의 틈이나 균

열을 메워야 할 한계나 제한 이 아닌 v능성 으로 인식(l[m[fSf[an% (bafWnf[Sl%

함으로써 그 x극으로부터 오히려 자유로워질 것을 제안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취기준 개발 과정에서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것  , 

은 교사의 수업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내용을 성취기준에 담아내는 것이 , 

아니라 교과에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지식과 기능 그리고 학생의 도달 정, 

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을 제시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교) 

과별로 반드시 도달해야 지점을 분명하게 제시한다면 거기에 도달하기 위, 

한 학습 과정이나 교육 내용은 교사v 지역 상황이나 학생의 맥락을 고려하

여 다양하게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국v교육과정 ) 

성취기준은 교수 방법이나 수업의 맥락과 같이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맡겨

야 할 부분에 한 지침들을 거둬들임으로써 수업 운영과 관련된 처방 수준

을 좀 더 약화시킬 필요v 있다 또한 교육과정 개발자v 예상하거나 기) 

하는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의도할 것이 아니라 w 교실

과 학생의 독특한 맥락을 고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행 v능성을 열어놓아

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교사들이 더 많은 전문적 자유를 ~고 성취기준을 ) 

학급과 학생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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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b론. Ⅶ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사용하여 수업을 운영  -+,0 

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 성취기준을 사용하게 되었

고 사용 과정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수업에 적용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성, 

취기준 사용의 어려움과 쟁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었다 이 연구의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성취기준을 사용하고 , 

있는 여섯 명의 초등학교 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삼아 질적 사례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첫째 교사들이 어떤 계기로 성취기준을 ) , 

사용하게 되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교사들이 성, ) , 

취기준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셋째 교사들의 성취기) , 

준 사용에서 나타나는 쟁점에 해 논의하였다 w 연구 문제에 따른 연구 )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 번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 

크게 두 v지였는데 교과서 중심 수업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열망과 성

취기준에 한 학습이 그것이다 먼저 여섯 명의 교사들은 교직 경력은 다) 

양했지Ⅲ 성취기준을 사용하기 전까지 오랜 시x 무비판적이고 타율적으로 

행해오던 교과서 진도 나v기식 수업에 한 답답함과 불Ⅲ을 느끼고 있었

고 이로 인해 교과서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 그러던 ) 

중 교원 연수나 강의 교사학습공동체 활동 등을 통하여 성취기준을 접하게 , 

되었고 이를 통해 교사는 교과서를 넘어 성취기준을 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사용하게 된 직접적) 

인 계기v 되었다) 

교사들은 이러한 계기로 성취기준을 사용하면서 성취기준의 역할에 해   

핵심적인 연x 학습 목표와 v르쳐야 하는 필수 기준으로 이해하였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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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이 학년군 단위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0 

에 성취기준에 제시되는 내용이 단시x 내에 학습 v능한 것이 아니라 ,m-

학년 또는 학년과 같이 두 해에 걸쳐 다뤄져야 하는 내용이라고 보았다.m/ ) 

또한 교사들은 성취기준이 교과서와 달리 국v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공무원, 

으로서 교사v 반드시 따라야 하고 학생들에게 v르쳐야Ⅲ 하는 필수적인 

기준이라고 이해하였다) 

두 번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 성취기준을   , 

해석하고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쳤다 먼저 성취기준을 해석하는 과정) , 

은 크게 세 v지 단계로 나타났는데 교과지도서를 활용해 학년 성취기준 표 

Ⅲ들기 v르쳐야 할 것 파악하기 성취기준에 해 평v와 판단하기의 단계, , 

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국v교육과정 문서v 교사들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 

문에 스스로 성취기준을 찾아서 표로 Ⅲ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교과지도서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Ⅲ들어진 성취기준 표에서 교과별 성취기준을 ) 

읽고 해석할 때 v장 먼저 하는 작업은 v르쳐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 

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렇게 파악한 내용에 해서는 교사의 관점에서 그것) 

이 적절한지 수업으로 Ⅲ들 수 있을지 등에 해 평v하고 판단하였다, ) 

다음으로 성취기준을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은 성취기준 분류하기 성취기  , , 

준을 세부 단계로 쪼개기 성취기준 통합하기 성취기준 변형 및 삭제하기의 , ,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은 성취기준을 보다 직접적으로 수업에 연결시) 

키는 단계로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구체적인 수업시수와 연결시켜 수업을 , 

Ⅲ들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성취기준 표에 나열된 ) 교과별 성취기준 문장

들을 교사의 관점으로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성취기준과 부수적인 성취기

준 한시적으로 다룰 것과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다룰 성취기준 등을 구별, 

하며 한 해 또는 한 학기 수업 및 학급 운영의 큰 그림을 조망하였다 또한 )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그것에 제시된 내용에 도달하기 위한 세부 단계들로 

쪼개거나 서로 , 다른 교과에 있다 하더라도 비슷한 주제나 함께 지도하면 

좋은 성취기준을 찾아서 통합하여 수업을 Ⅲ들었다 마지Ⅱ으로 교사들은 ) 

모든 성취기준을 수업으로 Ⅲ드는 것이 아니라 성취기준을 해석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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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의미 있는 수업으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판

단했던 성취기준들을 변형하거나 삭제하였다) 

세 번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의 성취기준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 

두 v지 쟁점이 나타났다 먼저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습득 기회의 부족) , 

이 중요한 쟁점으로 드러났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이 일반적인 교사들과 ) 

달리 성취기준을 사용하게 된 데는 성취기준에 한 학습 기회v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여섯 명의 교사들은 연수나 교사학습공동체 등을 통하여 모) 

두 성취기준에 해 학습하고 교육과정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v 있었

다 이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성취기준의 의미와 필요성에 해 공z하게 ) 

되었고 실제적으로 성취기준을 사용해보는 경험을 해보면서 자신의 수업에, 

서도 성취기준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 

으로 동료 교사들과 연구와 논의를 거듭하며 성취기준을 해석하고 사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적극적으로 )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취기준에 한 접근성을 높이고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습득과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처방 수준이 또 다른 쟁점으로 드  , -+,0 

러났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권) 

한을 넘어 성취기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양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한 y

등을 겪었다 이들은 성취기준에 제시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수업 활동을 예) 

시하거나 구체적인 수업 내용에 해 처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교사의 ,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거나 관점이 편협하다고 느껴질 때 성취기준을 수정하

거나 삭제했다 결국 교사들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수업의 방법이나 맥락) 

적인 부분까지 처방하는 성취기준에 해 답답함과 y등을 느끼며 허용된 

범위를 넘어 성취기준을 수정하고 삭제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 -+,0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제시된 내용과 처방 수준에 한 재고v 필요해 

보인다 또한 향후 국v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교수 방법이나 수업의 맥락과 ) 

같이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맡겨야 할 부분에 한 지침들을 거둬들임으로

써 수업 운영과 관련된 처방 수준을 좀 더 약화시킬 필요v 있다)



- 112 -

b론). 

이 절에서는 연구의 결론으로서 이 연구v 어떠한 의의를 지니며 어떤   , 

한계v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에 한 제언을 하고자 ,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v지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 , 

이 연구는 부분의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소 년 -

이상 성취기준을 사용하여 수업을 해오고 있는 교사들의 사례를 통해 성취

기준 사용과 관련된 쟁점을 탐색하였다 그동안 부분의 교사들이 국v교) 

육과정 성취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 한 문제제기와 그들의 성취기준 

사용을 v로Ⅱ는 요인에 한 연구는 종종 이루어져왔으나 이러한 연구들, 

은 공통적으로 성취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교사들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의 연구는 일반적인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사용하지 않

는 문제의 원인을 교직 문화나 과다한 업무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서 찾는 

등 다소 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성취기준을 사용) , 

하는 교사들을 그와 같이 성취기준을 사용하게 Ⅲ든 계기v 무엇인지 그리

고 그들은 실제로 성취기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 

다른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을 통해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과 관련된 쟁점과 ) 

사용할 때 겪는 문제에 해 탐색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

에서 의미v 있다) 

두 번째로 이 연구는 성취기준의 개선 방안을 교사의 목소리를 통해 탐색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v 있다 그동안 성취기준에 한 연구는 해외 교육과) 

정 문서와의 비교분석이나 우리나라 국v교육과정 문서 분석 등을 통하여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왔고 개선 방안 역시 이론적인 차원에서 논의되

었다 이로 인해 국v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성취기준과 관련된 여러 쟁점) 

들이 논의되고 이를 반영한 성취기준의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교사

들에게는 공z을 얻지 못하였다 결국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실상 교사v ) 



- 113 -

성취기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실질적인 시사점을 주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관점에서 성취기준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

써 향후 국v교육과정 성취기준 개선 방향에 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v 있다) 

그렇지Ⅲ 이 연구는 연구 범위의 제한성과 연구 사례의 특수성으로 인한   , 

한계를 ~는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를 현재 개정 교육과정 성) , -+,0 

취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교사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년의 담,, -

임교사Ⅲ을 상으로 하였고 이로 인해 교과 역시 학년에서 다루는 국, ,, -

어 수학 통합교과Ⅲ을 상으로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맥락, , ) , 

이 제w기 다르고 초등학교 내에서도 학년에 따른 맥락 또한 다르기 때문, 

에 동일한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이라 하더라도 학교급에 따라 그리-+,0 , 

고 학년에 따라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양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또한 교) 

과별로도 성취기준의 차이v 큰 Ⅲ큼 이 연구에서 살펴본 세 v지 교과 이

외에도 여러 교과 성취기준의 사용 양상에 한 탐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 

후속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학교급과 학년 교과를 상으로 , 

하는 다양한 연구v 수행될 필요v 있다) 

두 번째로 이 연구는 여섯 명의 교사 사례Ⅲ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 

연구의 결과를 모든 초등학교 교사의 이야기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위험한 

측면이 있다 특히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교사학습공동체) , 

에서 활동을 하고 연수를 찾아들을 Ⅲ큼 교사로서 전문성 향상과 학생들에

게 의미 있는 수업 운영에 한 열망이 강하고 수업 연구에 많은 시x을 쏟

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결과 이들은 교과서를 v지고 진도를 나v는 편) 

안한 수업에 Ⅲ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고민하며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교사들 중에는 이러한 관점을 v진 교사Ⅲ 있는 것) 

이 아니라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는 수업을 선호하는 등 다른 관점을 v진 

교사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많은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 

록 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의 사례와 다른 특성을 v진 사례들을 다루는 연

구v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v 있다 향후 이 연구v v지고 있는 한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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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완하는 후속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교사의 성취기준 사, 

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보다 다양하게 드러나길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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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고 KK<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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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정광순 교육과정 v능성의 개념 탐구o (-+,.%) ) i육과정연구,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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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서울 교육과학사 5 ) 

김진숙 미국의 기준 운동에 비추어 본 한국의 절 평v기준 개발(,444%) ) i

육과정연구,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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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완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의 쟁점과 과제 초등교육연구 부(-++4%) ) , -/, 

산교육 학교 교육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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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재구성에 미치는 영향) 초등i육연구, )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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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과 주요 쟁점) i육과정연구, 3((,%, 00(22)

소경희 개정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이 남긴 과제 w론 개발의 (-+,0%) -+,0 5 

쟁점 탐색) i육과정연구, 33(,%, ,40(-,/)

소경희 학교교육에서 창의성을 둘러싼 주요 쟁점 검토 교육과정 연(-+,1%) 5 

구에의 함의) i육과정연구, 34(/%, 44(,,4)

소경희(-+,2%) i육과정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5 )

윤현진 박선화 이근호o o (-++3%) i육과정에서의 성취n준 연구. 한국교육과정평 

v원 연구보고 KK< -++3(-) 

이광우 정영근 서영진 정창우 최정순 박문환 이봉우 진의남 유정애 이경언 박소o o o o o o o o o o

영 주형미 온정덕 이근호 백남진 김사훈o o o o o (-+,/%) i과 i육과정 개발 방

향 설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v원 연구보고  <K< -+,/(2) 

이광우 정영근 민용성 이근호 이주연 이미숙 김창원 박병기 모경환 박철웅 진재o o o o o o o o o o

관 박경미 곽영순 진의남 서지영 이경언 박소영 임찬빈 온정덕 김사훈o o o o o o o o o

(-+,0%) 개정 i과 i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k[i육과)'(, ( ) U 정 

각론 조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v원 연구보고  <K<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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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희 허경철 백순근 김신영 채선희o o o o (,442%) k[ f통 절w평[ n준 활용 

방안 연구 총론(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K 42(00)

이미경 정영근 권점례 이근호 김희경 이주언 이명애 v은아 김현수 박은아 박진o o o o o o o o o o

동 김현경 진의남 김기철 이경언 양윤정 주형미 백경선 김경훈 장호성 이o o o o o o o o o o

근님 한혜정 서민철o o (-+,1%) 개정 i육과정에 따른 초 중학i i)'(, S

과 평[n준 개발 연구 총론( ) 한국교육과정평v원 연구보고 ) <K< 

-+,1(-(,) 

이병호 국v교육과정기준 문서 체제 개선방안(-++4%) ) i육과정연구, 

).(/%, -,(/0) 

이윤미 정광순 초등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경험으로 본 교육과정 실행 o (-+,0%) 

관점과 의미) i육과정연구, 33(/%, 10(34)

이향근 교실 친화적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서 체제 방향성 연구(-+,,%) 5 

개정 교육과정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과정 비교를 중심-++2 

으로) 한k초등i육, )((-%, -20(-4+)

전북교육청(-+,2%) 전라북도 혁신학i 추진 n본d획)'(. . 전라북도 교육 

청)

정광순 교사의 교육과정에 한 문해력(-+,-%) ) 통합i육과정연구, -(-%, 

,+4(,.-)

정구향 정미경o (-++,%) 제 차 i육과정에 따른 초등학i 성취n준과 평[n준 .

예시평[도구 개발 연구 총론( ). 한국교육과정평v원 연구보고  KK> 

-++,(/(,)

정미향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 과정 기술(-+,0%) ) 통합i육

과정연구, 0(,%, /.(13) 

정혜승 성취 기준 중심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에 한 비판적 고찰(-++2%) ) 

k어i육, ()3, ,3.(-,-)

조광희 개정 물리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사용된 서술어의 특(-+,.%) -++4 

징) i과i육학연구, (.(/%, ,/+0(,/-+)

조상연 초등교사v 교과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양상 탐색(-+,0%) )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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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중심i과i육연구, (,(3%, 032(1,/)

조상연 초등 통합 교과서의 의도의 한계와 v능성(-+,2%) ) 통합i육과정연

구, (((-%, ,,4(,/2

조용환(-++3%)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1 서울 교육과학사) 5 )

조용환 교육인류학과 질적 연구(-+,-%) ) i육인류학연구, (,(-%, ,(-,) 

허경철 곽병선 백순근 김신영 채선희 구자억 최돈형 이인제 김왕근 박경미o o o o o o o o o

(,441%) k[f통 절w평[ n준 일반모형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 

v원 연구보고 KF41(/) 

허경철 김신영 백순근 채선희o o o (,442%) k[ i육평[ 정책수· 방안 연구 외1 

k의 i육평[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KK 

42(,2

허경철 교육과정 기준으로서의 국v 교육성취 기준(-++2%) (GSf[anSl 

의 재음미 한국교육과정학회 년 월 월례학술 회 발LfSndSdde% ) -++2 .

표원고) 

허숙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방향(-+,-%) ) i육과정

연구, 3((,%, 3,(43)

홍미영 박순경 백경선 변희현 양윤정 양정실 이경언 이미경 한혜정 최유경o o o o o o o o o

(-+,-%) 개정 i육과정에 따른 성취n준 및 성취수준 개발 연구)''0 

i육과정 분석 및 성취n준 개발( )1 .T 한국교육과정평v원 연구보고  

<K< -+,-(,)

홍후조(-+,,%) 알n 쉬운 i육과정. 서울 학지사 5 )

;Sddai, K)(,43/%) G[h[nY fWSUh[nY TSU] fa fWSUhWde5 : Ud[f[USl 

[nfdadgUf[an fa Ugdd[Uglgm fhWadk) GC5 ;SdnWe&GaTlW)

;Wn(IWdWfl, F) (,44+%) MhW fWSUhWd(Ugdd[Uglgm WnUagnfWd5 ?dWW[nY 

fWSUhWde fdam fhW fkdSnnk af fWjfe) Lgnk IdWee)

<lSnd[n[n, D) & <annWllk, ?)(,44-%) MWSUhWd Se Ugdd[Uglgm mS]Wd) Bn I) 

O) CSU]ean(>d)%, ASndTaa] af dWeWSdUh an Ugdd[Uglgm(bb) 

.1.(/+,%) GWi Pad]5 FSUF[ll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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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lSn, F)(,43-%) MhW mWSn[nY af WdgUSf[anSl UhSnYW) GWi Pad]5 

MWSUhWde <allWYW IdWee) 

?gllSn, F), & IamfdWf, :)(,422%) KWeWSdUh an Ugdd[Uglgm Snd 

[nefdgUf[an [mblWmWnfSf[an) KWh[Wi af >dgUSf[anSl KWeWSdUh, 

/2(-%, .0(.42)

GWiWdfl, <)(-+,-%) N) L) <amman(efSndSdde Wffadf [nfadmWd Tk [dWSe 

fdam STdaSd) >dgUSf[an OWW], .,(,1%, -,(-.) 
GWjf GWnWdSf[an LU[WnUW LfSndSdde(-+,.%) MhW nWjf YWnWdSf[an eU[WnUW 

efSndSdde WjWUgf[hW egmmSdk) KWfd[WhWd HUfaTWd ,+, -+,2 fdam 

hffbe5//iii)nWjfYWneU[WnUW)adY/

ISffan, F) J)(,43+%) JgSl[fSf[hW dWeWSdUh mWfhade) L:G> bgTl[USf[ane)

KSh[fUh, D)(-+,+%) MhW dWSfh Snd l[fW af fhW YdWSf :mWd[US eUhaal 

ekefWm5 Aai fWef[nY Snd Uha[UW SdW gndWdm[n[nY WdgUSf[an) 

GWi Pad]5 ;Se[U ;aa]e) 
KafhmSn, K)(-+,,%) LamWfh[nY [n Uamman5 MhW Uamman UadW efSfW 

efSndSdde Snd fhW nWjf UhSbfWd [n :mWd[USn WdgUSf[an) 

<SmTd[dYW, F:5 ASdhSdd >dgUSf[an IdWee)  

LbdSdlWk, C) I)(,43+%) ISdf[U[bSnf aTeWdhSf[an) 신영재 GWi Pad]5 Aalf) 

역(-++1%) 참여h찰법) 서울 시그마프레스 5 )

LfdSgee, :) I) & <adT[n, C) F) (,43+%) ;Se[Ue af cgSl[fSf[hW dWeWSdUh5 

GdagndWd fhWadk bdaUWdgdWe Snd fWUhn[cgWe) Eandan5 LSYW) 신

경림 역(-++,%) m거이론의 ud. 서울 현문사 5 

O[lWe, C) & ;and[, C)(-+,/%) <gdd[Uglgm dWhWlabmWnf5 : Yg[dW fa 

bdSUf[UW, 4fh Wd[f[an) ;aefan5 IWSdean) 

P[n, K) D) (-++4%)n<SeW efgdk dWeWSdUh5 DWe[Yn Snd mWfhade) Eae 

:nYWlWe, <Sl[f5 LSYW bgTl[USf[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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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sNr>cN

5 6>se sNuAy on Nhe 7lemenN>ry 

9chool :e>chers’ Use oC 

5chEevemenN 9N>nA>rAs En )'(, 

revEseA 8>NEon>l 6urrEculum

EWW, Aa(dSm

DWbSdfmWnf af >dgUSf[an

MhW GdSdgSfW LUhaal

LWagl GSf[anSl Nn[hWde[fk

   L[nUW fhW 1fh nSf[anSl Ugdd[Uglgm bWd[ad, fWSUhWde’ geW af 

SUh[WhWmWnf efSndSdde hSe TWWn WmbhSe[lWd, fhge fWSUhWde hShW TWWn 

dWcgWefWd fa dWe[Yn Snd abWdSfW fhW[d UlSeeWe ge[nY SUh[WhWmWnf 

efSndSdde [n fhW nSf[anSl egTjWUf Ugdd[Uglgm) AaiWhWd, fhW fSUf fhSf 

mSnk fWSUhWde ef[ll f[nd [f d[ff[Uglf fa geW SUh[WhWmWnf efSndSdde Snd 

iagld dSfhWd fa fallai fhW[d fWjfTaa]e, [mbl[We fhSf iW nWWd fa 

[nhWef[YSfW fhW dWSean ihk fWSUhWde hShW d[ff[Uglfk ge[nY fhW SUh[WhWmWnf 

efSndSdde) ;SeWd gban fh[e [eegW, fh[e dWeWSdUh faUgeWd an e[j WlWmWnfSdk 

eUhaal fWSUhWde fdk[nY fa geW SUh[WhWmWnf efSndSdde [n fhW -+,0 dWh[eWd 

nSf[anSl Ugdd[Uglgm) MhW bgdbaeW af fh[e dWeWSdUh [e fa WjSm[nW 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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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gld fhW fWSUhWde geWd fhW SUh[WhWmWnf efSndSdde Snd hai fhWk 

[nfWdbdWfWd Snd [mblWmWnfWd SUh[WhWmWnf efSndSdde) ;k da[nY ea, fh[e 

efgdk SffWmbfe fa fSfham ihSf mS]We fhWm geW SUh[WhWmWnf efSndSdde 

Snd fa b[nba[nf fhW d[ff[Uglfk af ge[nY fhW SUh[WhWmWnf efSndSdde) ?ad 

fhSf bgdbaeW, fh[e efgdk hSe bdaUWWdWd fhW cgSl[fSf[hW USeW efgdk Tk 

eWlWUf[nY e[j fWSUhWde ge[nY SUh[WhWmWnf efSndSdde fad fhW[d UlSee Se 

efgdk bSdf[U[bSnfe, ih[lW Uab[nY i[fh fhdWW WeeWnf[Sl dWeWSdUh cgWef[ane)

  ?[def, ihSf USgeWd fhW WlWmWnfSdk eUhaal fWSUhWde fa geW SUh[WhWmWnf 

efSndSdde Snd hai da fhWk gndWdefSnd fhW mWSn[nY af fhW SUh[WhWmWnf 

efSndSdd9

  LWUand, hai da fhW WlWmWnfSdk eUhaal fWSUhWde [nfWdbdWf Snd geW 

SUh[WhWmWnf efSndSdde9

  Mh[dd, ihSf SdW fhW [eegWe af S fWSUhWde’ geW af fhW SUh[WhWmWnf 

efSndSdde9

  Bn Td[Wf, fhW dWeglfe af fh[e efgdk SdW egmmSd[lWd Se fallaie5

  ?[def, fhW e[j fWSUhWde ehSdWd Sn [nfWneW Seb[dSf[an faiSdd fdWWdam 

fdam fhW fkdSnnk af fWjfTaa]e Snd hSd eamW abbadfgn[f[We fa lWSdn 

STagf fhW SUh[WhWmWnf efSndSdde) MhW fWSUhWde geWd fa dWbWnd an 

fWjfTaa]e TWfadW Snd fd[Wd fa UahWd fhW UanfWnfe [n fWjfTaa]e 

fhadagYhlk, Tgf [f dWefd[UfWd fhWm fdam mS][nY madW dWlWhSnf UlSeeWe fad 

fhW[d efgdWnfe) Mh[e [e TWUSgeW, fhW SUf[h[f[We Snd UanfWnfe [n fhW 

fWjfTaa]e iWdW naf SliSke SUUgdSfW ad bdabWd fad d[hWdeW efgdWnfe Snd 

eUhaal UanfWjfe) La, fhW fWSUhWde iSnfWd fa adYSn[lW fhW[d Ugdd[Uglgm 

Snd lWeeane fad fhWmeWlhWe Snd TWUSmW fdWW fdam fhW dWefd[Uf[an af 

fWjfTaa]e) FWSnih[lW, fhWk hSd eamW abbadfgn[f[We fa lWSdn STagf fhW 

SUh[WhWmWnf efSndSdde) MhWk dWUW[hWd ebWU[f[U fWSUhWde’ fdS[n[nY, i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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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 faUgeWd an fhW fWSUhWde’ geW af SUh[WhWmWnf efSndSdde ad 

bSdf[U[bSfWd [n fWSUhWd lWSdn[nY Uammgn[f[We, ih[Uh SllaiWd fhWm fa 

efgdk faYWfhWd Snd geW SUh[WhWmWnf efSndSdde) :e iWll Se fhW fWSUhWde 

SeegmWe fhW SUh[WhWmWnf efSndSdde Se S “lanY(fWdm YaSl” Snd 

“Uambgleadk UanfWnfe [n ih[Uh fhWk hShW fa fWSUh”) 

  LWUandlk, fhW fWSUhWde geWd SUh[WhWmWnf efSndSdde [n fia efWbe5 

[nfWdbdWf[nY SUh[WhWmWnf efSndSdde Snd Sbblk[nY SUh[WhWmWnf efSndSdde 

fa SUfgSl lWeeane) ?[def af Sll, dWYSdd[nY “[nfWdbdWf[nY SUh[WhWmWnf 

efSndSdde”, fhW fWSUhWde eWSdUhWd fhW -+,0 dWh[eWd nSf[anSl Ugdd[Uglgm 

daUgmWnf anl[nW Snd mSdW l[efe af SUh[WhWmWnf efSndSdde TWUSgeW fhWk 

d[dn’f dWUW[hW fhW -+,0 dWh[eWd nSf[anSl Ugdd[Uglgm daUgmWnf) :ffWd fhSf, 

fhWk b[U]Wd agf UanfWnfe fa fWSUh Snd mSdW S Ud[f[USl WhSlgSf[an af 

fhaeW UanfWnfe Snd dWU[dWd an ihWfhWd fa fWSUh [f ad naf) FadWahWd, 

fad “Sbblk[nY SUh[WhWmWnf efSndSdde fa SUfgSl lWeeane”, fhW fWSUhWde 

d[h[dWd fhW SUh[WhWmWnf efSndSdde [nfa madW dWfS[lWd efSYWe ad UamT[nWd 

eWhWdSl SUh[WhWmWnf efSndSdde WhWn SUdaee egTjWUfe) ;We[dWe, fhW fWSUhWde 

eamWf[mWe mad[f[Wd ad am[ffWd eamW SUh[WhWmWnf efSndSdde TSeWd an 

fhW[d bdafWee[anSl jgdYWmWnf) 

  Mh[dd, SUUadd[nY fa fhW dWeglf af fh[e efgdk, fhWdW iWdW fia [eegWe 

dWlSfWd fa fWSUhWde’ geW af SUh[WhWmWnf efSndSdde5 lSU] af fWSUhWd 

WdgUSf[an STagf fhW Ugdd[Uglgm l[fWdSUk ad fhW geW af SUh[WhWmWnf 

efSndSdde, Snd ahWd(ebWU[f[Wd SUh[WhWmWnf efSndSdde) :ll af fhW e[j 

fWSUhWde Uagld geW SUh[WhWmWnf efSndSdde fhdagYh fhW WjbWd[WnUW af 

lWSdn[nY STagf fhWm) MhWk d[dn’f gndWdefSnd fhSf fhW fWjfTaa]e iWdW 

jgef fad dWfWdWnUW ea fhWk Uagld geW fhW fWjfTaa]e eWlWUf[hWlk fa mWWf fhW 

SUh[WhWmWnf efSndSdde TWfadW fhWk dWUW[hWd fhW[d Ugdd[Uglgm l[fWdSUk 

WdgUSf[an) :lfhagYh, fhW fWSUhWde’ Ugdd[Uglgm l[fWdSUk Uagld TW 

dWhWlabWd fhdagYh fhW ebWU[f[U fWSUhWd fdS[n[nY Snd WjbWd[WnUW fa g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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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h[WhWmWnf efSndSdde) AaiWhWd, fWSUhWd WdgUSf[an dWlSfWd fa Ugdd[Uglgm 

l[fWdSUk [e naf bdah[dWd iWll ea mSnk fWSUhWde ef[ll dan’f hShW fhW 

abbadfgn[fk fa SUcg[dW fhW gbdSfWd Ugdd[Uglgm l[fWdSUk) 

  Bn Sdd[f[an, fad fhW fgfgdW nSf[anSl Ugdd[Uglgm dWh[e[an, [f nWWde fa 

Y[hW daam fad fWSUhWde’ [nfWdbdWfSf[an [n SUh[WhWmWnf efSndSdde) Bn afhWd 

iadde, fhW nSf[anSl Ugdd[Uglgm dWhWlabWd ehagld Sha[d ebWU[fk[nY 

SUh[WhWmWnf efSndSdde faa mgUh ad egYYWef[nY bWdSYaY[USl [mbl[USf[ane 

an SUh[WhWmWnf efSndSdde) Ne[nY fhW SUh[WhWmWnf efSndSdde, fhW fWSUhWde 

mad[f[Wd ad am[ffWd SUh[WhWmWnf efSndSdde ihWn SUh[WhWmWnf efSndSdde 

egYYWefWd ebWU[f[U SUf[h[f[We ad UanfWnfe, Tgf SdW naf bdabWd fad fhW 

efgdWnfe) ;gf SUh[WhWmWnf efSndSdde SdW bSdf af fhW nSf[anSl Ugdd[Ugl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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