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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교육과정 개발의 숙의적 관점에 따르면 교육과정 개발은 교사와 학생

의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지며, 교육과정 개발 과정은 수정과 변형이 반

복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들

이 경험하는 갈등이 숙의를 촉진시킨다고 보았다. 따라서 학교교육과정

개발의 실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발생하고 해소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학교교육과정 개발 관련

연구에서는 갈등을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다루지 않거나, 다루더라

도 어떤 갈등이 나타나는지에만 주목하여 교육과정 개발에 나타난 갈등

이 어떤 과정 속에서 해결되는지에는 주목해오지 못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들의 교육과정 공동개발 사례에서 어

떤 갈등이 발생하고 그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탐색함으로써 교육

과정 공동개발이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 학교의 동학년 교사들의 교육

과정 공동개발 협의회를 참여 관찰하고 해당 교사들을 면담하여 질적 사

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동학년 교육과정 공동개발에 참여한 교사들은 어떤

갈등을 경험하는가?

둘째, 초등학교 동학년 교육과정 공동개발에 참여한 교사들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셋째, 초등학교 동학년 교육과정 공동개발 사례가 학교교육과정 개발

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들의 교육과정 공동개발에서 교사가 경험



- ii -

하는 갈등은 다른 교육과정 개발 관계자들과의 관점 차이, 교육과정 내

용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관점 차이, 학교교육과정 개발에서 계획과

실행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둘째, 교사들은 개인적인 노력과 집단적인 노력을 통하여 교육과정

공동개발에서 나타난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개인적인 노

력으로는 수업 실행 연습, 자신의 교육적 입장에 대한 성찰, 갈등과 불일

치에 대한 인내, 여러 경로를 통한 학습 참여 등으로 이루어졌다. 집단적

인 노력으로는 숙의적 대화의 조건을 마련하고 숙의 집단을 다양하게 구

성하여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셋째,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들의 교육과정 공동개발 사례로부터 다음

과 같은 실천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교육과정 개발은 계획

과 실행의 순환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

를 필요로 한다. 또한 교육과정 공동개발에 나타난 갈등을 해결하기 위

해 교사들은 다른 의견을 가진 교사들을 설득하고 회유하면서 숙의의 정

치적인 성격을 드러내는데, 이때 숙의의 정치적인 성격은 항상 억압적인

경험이 아니라 오히려 소외된 교사들을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 함께 참

여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의 학습이 의미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사례는 동학년 교사들 간의 협력

이 아니라, 학교 전체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하여 교사들 간 파벌화를 방

지하고 오랜 시간 교육과정 공동개발을 지속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 공동개발 사례에서 기존에 선형적인 과정으로 기

술되어 온 교육과정 개발의 과정이 실제로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미 내려진 의사결정의 단계를 오가는 역추적의 과정임을 드러내었다. 특

히 교육과정 공동개발 사례에서 교과와 교사의 입장만 강조해왔던 선행

연구와 달리 교육과정 공동개발에서 다양한 참여자들을 유동적인 참여자

로 설정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과

정 개발의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숙의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부

정적 인식에서 벗어나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향후 학교교육과정

개발에서 논쟁적이고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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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방법의 제한성과 연구 사례의 특수성으로 인

한 몇 가지 한계가 있으며 이에 본 연구의 한계를 고려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2019년 4월∼ 2020년 2월까지 자료수

집이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 기간에 교사들이 경험한 갈등에 대하여 면

담과 참여 관찰을 수행하였으나, 연구 참여자들의 갈등 경험에 대한 면

담은 2019년 이전에 경험한 갈등 이야기가 많았다. 2019년 이전에 경험

한 갈등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면담형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연구자가 직접 참여 관찰을 할 수 없었고 회상형식의 면담

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1년의 연구가 아니라 보다 장기간의 연구를 통

하여 교육과정 공동개발을 통하여 경험한 갈등과 갈등 해결 과정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로 동학년 교사들을 대상

으로 했으나, 한 학년 안에서의 숙의가 아니라 전체 구성원들의 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은하수초의 전체 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동

의하지 않는 입장을 가진 교사들, 은하수초에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떠나는 교사들의 입장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에서 보다 심층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 사례의 특수성으로 인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혁신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과정 공동개발 사례를 살펴보았다. 혁신학교

라는 독특성으로 인해 교사들은 교육과정 공동개발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다 많이 지원받고 있다. 그러므로 본 사례가 일반화되기 어려

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에 따라, 일반적인 다른 학교

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개발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주요어 : 학교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숙의, 교육과정 개발의 숙의,

교사 갈등, 교사 협력

학 번 : 2017-2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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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은 시간과 장소라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맥락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교육이 일어나는 장소, 제도, 맥락, 역사에 의존적이

게 된다(Reid, 1999). 따라서 학교교육과정 관련 연구에서는 실제적인 문

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실제적인 문제는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하

며 개별적이고 고유하며, 계속해서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실제적

문제의 특성은 기술적인 원칙이나 보편적인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

제 문제의 구체성, 개별성, 가변성의 속성에 바탕을 두고 상황의 변화에

따른 창의적인 해결과정이 요구된다(김대현, 2006).

이와 같이 학교교육과정 개발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 문제는 실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결 가능한 대안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교육과정 개발이 하나의 이론적 입장에 의하여 만들어

져 일방향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하나의 관점, 하나의 이

론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과 집단에 의하여 교육과정이 개발되면 교

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게 된다(Connelly, 2013;

Knitter, 1985). 그러므로 교육과정 개발에서 여러 이론적 입장을 지지하

는 사람들 간의 민주적인 대화와 참여가 필요하며(Orpwood, 1985), 이들

간의 갈등과 논쟁은 실제적인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수적

(Roby, 1985)이다. 다시 말해, 학교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마주하는 문제

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논의를 거쳐 당면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

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박채형, 2010: 235).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교 현장에서는 논쟁과 대립을 드러내고 공식화

하기 보다는 숨기고 외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비판(이혁규, 2000)이

제기된다. 학교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도입되었으나 단위학교의 교육과

정 개발과 운영에서 여러 교육 주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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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대체로 학교교육과정은 학교 일부 보직교사들을 중심으로 편성·운

영되고 있어서 실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들은 교육과정 편성과 운

영에 대한 관심이 낮은 형편이다(박순경 외, 2002). 그 원인 중 하나로

학교교육과정이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만들어지는 관습이 여전히 강력하

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김여경, 2019; 박윤경 외, 2002). 학교

행정가들은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뿐, 의

사결정의 결과는 협의 이전에 이미 결정(김봉재, 2011)되어 있다. 교사들

은 교육과정 개발에서 의사결정에 대한 정치적인 효능감을 잃어버리고

학교교육과정 개발에 형식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박윤경 외, 2002). 결과

적으로 학교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도입되었으나 단위학교 교육과정은

형식적인 과정과 절차 속에 만들어지게 되고, 단위학교 교육과정 개발은

교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개발이 장려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교

육과정 개발 방식이 여전히 강력한 관습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학

교교육과정 개발에서 다루어져야 할 실제적 문제를 둘러싼 의견 불일치

와 갈등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교육 문제 해

결을 위한 대안들 사이에서 교육적 논쟁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자리를

과학적 관리·비용편익 분석· 특정 이론에 대한 헤게모니가 대체하고 주

도하게 하였다(Reid, 1979; Fox, 1985). 학교교육과정 개발이 교육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에 대한 고려가 없이 절차화되는 것은 편

의성, 다수결, 권위적인 선언에 의존하여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 교육

적 판단, 숙고의 자리를 빼앗는다(Reid, 1979).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육 문제의 실제적 성격에 주목하여 교육과정 개

발을 숙의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교육과

정 개발의 숙의적 관점에서는 교육과정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여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을 체계

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교육과정 개발의 숙의적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교육 문제가 실제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다양한 관점

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적 논의를 강조하며, 교육과정 개발에서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숙의를 방해하는 요인(Roby, 1985)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갈등은 교육과정 개발에서 여러 이론적인 관점을 지지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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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의 의견을 수합하고 검토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과정 개발을 위

한 숙의를 가능하게 한다.

교육과정 개발이 선형적이고 절차적인 과정이 아니라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에 공감하여 숙의적 관점에 터해 교육과정 개발을 연구하는 사례들(김경

자 외, 2003; 김대현 외, 2004; 손민호·박제윤, 2009)이 축적되고 있다. 국

내 교육과정 연구에서 숙의적 관점을 채택한 연구들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먼저 ‘영재교육’, ‘통합교육’과 같이 특정 목적에 터한 교육과정

단원 개발을 위해서 숙의를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는 사례(김경자 외,

2003; 조연순·김경자, 1996; 김정효, 2010; 김주아 외, 2014)와 교사 주도

의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사들의 숙의 경험과 과정에 주목하는 연구들(김

평국, 2011, 2016, 2018; 기한샘, 2015; 김보민, 2013; 장승규, 2010)이 있

다.

학교교육과정 개발을 숙의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선행 연구들

은 학교 현장 맥락에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김평국, 2011, 2016, 2018).

그러나, 특정 교육과정 단원 개발을 위한 숙의 사례의 경우 만들어진 교

육과정 산출물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발의 과정을 드러

내주지는 못한다. 한편, 교사 주도 교육과정 개발의 숙의 사례를 탐색하

는 경우에도 숙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만 제시되고 그것이

어떻게 합의에 도달하는지 규명하지 못한다(김보민, 2013; 기한샘, 2015;

김평국 2010, 2016, 2018). 연구 방법 측면에서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

는 숙의 사례(김주아 외, 2014) 및 학교 안에서 다른 학년 교사들 간의

숙의를 통한 교육과정 개발 사례(김평국, 2011, 2016, 2018)의 경우 교육

과정 개발과 실행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어서 수업 준비와 수업 실행 이

후의 지속적인 숙의를 드러내주지 못한다. 이는 수업자 이외의 다른 교

사들에게 숙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력이 낮아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가 이

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교사들이 인식하게 되는 문제 상황과 갈등만 제시하였으나, 그것

이 어떤 방식으로 합의에 도달하는지를 드러내지 못했다.

학교교육과정 개발에서 숙의는 단순히 교사들이 교육과정 개발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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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교사들이 숙의

에 참여한다고 해서 경쟁하는 관점과 의견 차이가 모두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숙의는 집단적 상호작용을 통해 교사 개인이 자신의 편견

과 선입견을 이해하고, 더 나은 대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다른 교사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다. 집단적 논

의 장면에서 갈등이 해결되는 방식에 따라 특정 집단과 개인이 주도하는

파당적 숙의, 단순 교육 대안을 열거하는 공청회 숙의, 교육적 가치에 대

한 성찰이 없는 제한적 숙의와 같은 파행적인 숙의가 나타날 수도 있다

(Walker, 1990: 전호재, 2017에서 재인용). 교육과정 개발에 나타난 갈등

과 불일치가 통제와 봉쇄로 외면되지 않고 민주적인 가치에 따라 해결될

때 교사와 학생들에게 더욱 의미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

(Westbury, 2013). 그러므로 학교교육과정 개발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

는 지가 아니라, 발생한 갈등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실제 학교교육과정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발생

하고 그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교육과정 실행

주체들 간 숙의가 이루어질 때 교육과정 개발에서 실제적인 갈등과 그

해결과정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연령대의 학

생에게 동일한 교과를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는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들의 교육과정 공동개발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절차화된 과정으로만 제시되어 온 학교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실제로는 어떤 갈등이 나타나고 그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드러냄

으로써, 향후 일선 학교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현장밀

착적인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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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들이 교육과정 공동개발 과정에서 어

떤 갈등을 경험하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드러냄으로써 향후 학

교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초등학교 동학년 교육과정 공동개발에 참여한 교사들은 어떤

갈등을 경험하는가?

첫 번째 연구문제는 초등학교 동학년 교육과정 공동개발에 참여한 교

사들이 숙의에 참여하면서 어떤 의견 차이와 갈등을 경험하는지를 드러

내고자 한다.

둘째, 초등학교 동학년 교육과정 공동개발에 참여한 교사들은 갈등

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두 번째 연구문제는 초등학교 동학년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교사들

이 자신들이 경험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활용하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셋째, 초등학교 동학년 교육과정 공동개발 사례가 학교교육과정 개

발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세 번째 연구문제는 위의 두 가지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

난 은하수초 사례의 특징을 바탕으로,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학교교육과

정 개발 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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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교육과정 개발의 숙의적 접근

가. 교육과정 개발의 숙의적 접근 등장 배경

1920년대와 1930년대 교육과정 과학화 운동의 시기를 거쳐 1940년대

타일러가 교육과정 모형을 체계화한 이후,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

은 오늘날까지도 교육과정에 관한 사고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

다(안미숙, 1996).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서 반드시 답해야 하는 네 가지 질문으로 구성된다. 그것은 첫째, 학교에

서 달성해야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둘째,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

습경험은 무엇인가? 셋째, 학습경험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직될 수

있는가? 넷째, 교육목표의 달성여부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이다.

이 네 가지 질문에서 교육목표의 설정과 진술이 가장 중요하며 우선되어

야 할 일이다.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은 교육과정 목표가 모든 의사결

정의 근거로 다음 단계의 작업을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각 단계의 성격

을 결정한다. 즉 목표설정이 선행되어야 학습경험이 선정·조직되며, 그

결과가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안미숙, 1996: 27).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교육과정 분야의 과학화에 기여했지

만 목표중심적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목표중심적이라는 말

은 교육과정 개발에서 맥락과 상황의 변화가 있더라도, 융통성 있는 수

정과 변용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일러 모형에서 선결된 교육목표

는 그것을 설정할 당시에 가장 합리적인 것이었더라도 교육과정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 개

발의 전 과정이 목표에 종속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 가능성에 대

한 평가를 도외시하게 된다. 학교 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삶을 계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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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하고 새로운 의미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

나, 학교 교육과정 개발이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

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학교와 국가의 성공담을 보여주고자 할 뿐 교

육과정 실행 과정에 나타나는 학생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무시한다(조덕

주, 2002).

이러한 이유로 타일러의 모형은 학교 교육과정 개발 방식으로 적절하

지 못하다는 평가(조덕주, 2002; 김진욱·이용환, 2015)를 받는다. 타일러

의 기술공학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게 되

면,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일반적 지침과 정책의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이

선형적으로 개발된다. 이는 교육과정 실행 과정 중 교사와 학생이 경험

하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반영하지 못하여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개

발에서 교사의 역할을 제한한다(조덕주, 2002).

교육과정에 대한 숙의적 접근(deliberative approach to curriculum)은

전통적 교육과정 개발 방식이 가진 실제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되었

다. 숙의는 정치학, 사회학, 교육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교육학 분

야에서는 Schwab이 숙의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박순

경, 1991). Schwab은 교육과정 연구가 교육 실천으로부터 멀어져 이론에

대한 이론으로 변형되면서 교육 실천과 교육 실제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Schwab, 1969, 2013)하며 숙의라는 개념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숙의는 영어로 deliberation을 번역한 말로, ‘주의 깊게 생각하여 결정

함’이라는 의미를 가진다(장승규, 2010). 숙의는 실제적 탐구의 방법인데,

이 방법은 연역적 탐구방법도 귀납적 탐구방법도 아니다. 교육과정 개발

을 위한 의사결정은 실제로 옳고 진실된 답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들의 지적수준, 편견, 태도, 습관, 경향에

따라 의사결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역적인 방법으로 이해될 수 없

다. 또한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즉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설명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귀납

적인 방법으로 이해될 수 없다(Schwab, 196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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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서 숙의적 접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타일러 모형이 교육

문제의 불확실성을 간과하였다는 점을 비판한다. 교육 문제는 도구적 합

리성의 시각에 입각한 공식과 기법, 목표에 따른 계획과 원리를 적용하

여 해결되는 절차적 문제(procedural problem)와 다르다. 교육 문제는 때

에 구애 받지 않고 어떤 해결책이 나와도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근거

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공간적 상황

과 여건의 제약 속에서도 선택을 요구하는 문제(곽병선, 1991: 장승규,

2010에서 재인용)를 다루기 위해 숙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불확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황과 맥락에 대한 개연성을 세밀

하게 탐색하는 일은 학생과 교사의 교육적 경험을 고려하는 일로부터 시

작된다. 교육과정 개발에서 숙의적 접근을 도입한 Schwab은 숙의 집단

구성과 숙의의 성격을 근거로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고려하

지 못한 학생과 교사들의 경험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발에서 숙의적 접근이 교사와 학생의 경험을 고려한 교육

과정 개발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숙의 집단 구성에서 교사의 역할을 강조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교육과정은 각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수

준으로 전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제공

되는 교육자료가 아니다(Schwab, 1983: 240: 김아영·김대현, 2006: 48).

교사들이 교육과정 개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까닭은 교사들

이 학생들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입장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Schwab, 1971, 1973). 교사는 교육과정 개발 장

면과 실행 장면을 오갈 수 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

생들의 수업 경험을 교육과정 개발에서 지속적으로 고려될 수 있게 한다

(Reid, 1979). 그래서 Schwab은 교실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교사이며 이들이 아동전문가나 사회심리학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교육과정 개발에서 숙의적 접근이 교사와 학생의 경험을 강조하

고 있다는 점은 숙의 집단 구성에서 학생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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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통해 드러난다. Schwab(1969)은 학생이 단순히 교육 목표를 수

용하는 수동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초기 연구에서 교육과정

개발에서 특정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의 진지한 숙고와 상호

작용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후기 연구에 이르러서 학생들의 입장을 특정

전문가가 대변해야 한다는 초기의 관점에서 벗어나, 학생 대표를 직접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Schwab, 1983)을 드러내게 된

다(남아영, 2016). 이와 같은 입장은 학생들의 사고, 느낌, 행위 등이 교

육과정 안에 포함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숙의로 보고 있다(Schwab,

1969, 1971, 1973, 1983: 남아영, 2016: 8에서 재인용). 즉 타일러의 교육

과정 개발 접근에서는 고려하기 어려운 실제 수업 장면에서 교사와 학생

들의 경험을 숙의적 접근에서는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개발

을 숙의적 접근으로 이해하려는 학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교육과정 개발을 숙의적 접근으로 이해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는 학생, 교사, 환경, 교

과라고 하는 교육과정 개발의 공통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Schwab,

1969). 그런데 학교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공통요

소의 대표자들을 숙의 집단으로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Eisner,

1984; Hlebowitsh, 2005: 김대현·김아영, 2006에서 재인용, Marsh &

Willis, 2007: 소경희, 2017에서 재인용)이 있다.

또한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관점은 대규모 교육과정 개발 장면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후 숙의적 접근을 토대로 교육과정 모형을 도출

한 Walker 역시 교육과정 개발 장면을 국가나 주 단위의 교육과정 개발

장면을 통하여 숙의 모형을 도출하였다. 이처럼 대규모 교육과정 개발

장면에서는 각 숙의 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명확하고 갈등이 분명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숙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의 경

우 학교 안에서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발에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는다(김용, 2003). 이와 같

이 숙의 참여자들 간 갈등이 분명하게 발생하지 않는 장면에서는 숙의적

접근을 활용해서 교육과정 개발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비판(박현주,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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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민, 2013)으로 인해 학교교육과정 개발을 숙의적 접근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회의적 입장(Eisner, 1984; Hlebowitsh, 2005: 김아

영·김대현, 2006에서 재인용)이 존재한다.

그러나, 교육과정 숙의 집단으로 반드시 다섯 가지 공통요소의 대표

가 구성될 필요는 없다(Schwab, 1983). Schwab은 숙의 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일보다 숙의가 실제적인 탐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관련된 의사결정이 학교라는 실제 배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야 하며,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온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학

교교육과정 개발에서 숙의 집단 자체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숙의의

목적이 아니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

서 학교교육과정 개발은 숙의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아영·김대

현, 2006)

또한 학교교육과정 개발 장면에서 숙의적 접근을 활용할 때 약한 갈

등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학교교육과정 개발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

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교육과정 개발 방식(김평국, 2011,

2016, 2018; 기한샘, 2015; 박승렬, 2015)이라고 이해된다. 특히 오늘날 교

육과정 자율화 정책 속에 학교교육과정 개발이 다양한 입장과 관점들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질을 제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김평국, 2011, 2016; 기한샘, 2015; 박승렬, 2015)

되고 있다.

나. 교육과정 개발의 숙의적 접근의 특징

교육과정 개발에서 숙의는 Schwab이 도입한 이후 Walker, Reid,

Westbury, Deng, Künzli 등 다양한 학자들에 의하여 이론적인 수준에서

정당화되어왔으며, Bosner & Grundy, Orpwood, Reid, Walker가 실제

교육과정 개발 사례를 통하여 그 절차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들이 살

펴본 숙의적 접근의 특성과 사례 연구를 살펴보면 교육과정 개발의 숙의

적 접근이 가지는 몇 가지 특성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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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발의 숙의적 접근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첫째, 숙의는 교

육과정 이론과 실제 사이의 관련성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숙의 참여

자들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학습과 탐구를 요구한다. 둘째, 숙의는 다양

한 이론과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판과 상호작용을 허용하는 개방

적이고 민주적인 대화를 촉진시킬 것을 요구한다. 셋째, 숙의는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지는 당대의 시대·사회적 배경과 현실적 제약조건들의 영

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개발의 숙의적 접근이 가지는 첫 번째 특징은 이론과 실제

사이의 탐구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교육과정

숙의를 이론과 실제를 명확하게 구분을 통해 실제만 강조하는 것으로 이

해되기도 한다. 실제적 탐구를 이론적 탐구와 대비시키거나 이론 자체를

거부하는 것처럼 해석되고 있다는 것(정광순, 2014)이다. Schwab이 교육

과정 연구가 실제로부터 멀어져서 이론에 대한 이론이 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숙의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그는 이론과 실제를 대비시키

거나 이론을 배제시키는 방법을 숙의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Schwab은 ‘the practical’이라는 일련의 연구물을 통해 실제적 탐구란

밖에서 만들어진 외부의 이론을 교육 실제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

(outside-in theories)이 아니라, 교육 실제에서 만들어진 이론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inside-out theories)이라고 하였다(박현주, 1991; 정광

순, 2014). 실제적 탐구는 교육적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찾고,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이론을 수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론을 찾아 변용하며 변용한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숙고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대안들을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해보면서 전체 과정을 정리한 하나의 범례(a practical)

가 생성되는데 이 전반적인 과정이 숙의라고 하였다(정광순, 2014).

그러므로, 교육과정 개발의 숙의적 접근은 이론과 실제의 관련성에

기반한 탐구를 필요로 한다. 이론과 실제의 관련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일상적 의미의 실제성(practicality)이나 의식없는 실제 기술(know-how)

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행동에 대한 복잡한 학문을 의미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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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이귀윤, 1996). 또한 숙의는 본질적으로 비판과 성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practical)이라기 보다는 실천적(praxis)의 의미로 볼

필요가 있다(박현주, 1991).

그러므로 숙의는 숙의 참여자들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과 학습을 강조한다. Schwab(1969)은 숙의 과정을 숙의 참여자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육 목표와 자료를 만들어가

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실제 숙의사례 연구의 경우 숙의자들이 교육과정

개발 관련 정책, 최신 연구, 교육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포함

되며(Orpwood, 1985; Syarief, 2017), 숙의 참여자들이 교육과정 숙의를

위해 수집된 자료들을 성실하게 수집하고 검토하면서 더 나은 의사결정

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숙의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숙의 사례 연구는 학교 내 교사학습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박승렬, 2015; 김평국, 2011,

2016, 2018).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서 숙의는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관한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정 개발의 숙의적 접근 방식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은 숙의는 다

양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 간의 대화를 통하여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

질 것을 요구한다. 숙의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필요로 하는 까닭은

교육과정 숙의는 숙의 참여자들의 신념과 가치에 영향을 받는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불완전한 개인의 신념과 가치

를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숙의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은 서로 다른 이론과 관점을 지지한다.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들은 숙의

가 시작되기 전에는 각자 교육적 개념, 가치, 이미지, 절차에 대한 막연

하고 모호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강령이라고 한다(Walker,

1971a). 그래서 강령은 겉으로 드러나 정교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이 숙의인 것이다(Walker, 1971b). 숙의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들

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인이 인식하지 못하던 암묵적인 가정, 전제,

신념을 의식수준으로 드러나게 한다(Walker, 1971b). 이러한 과정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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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로 하여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교육적 개념과 이해의 한계를 인식

하게 하고, 교육 실천을 반성하게 한다(McCutcheon, 1995). 숙의 참여자

들은 다른 숙의자들과의 상호작용 결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처음 생각

을 변화시키게 되고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다. 숙의 결과 개인이

생각했던 의미가 점차 확장되어 나선형적인 의미형성을 이루게 된다

(Bosner & Grundy, 1988). 이러한 이유로 숙의에서는 다양한 관점과 생

각들을 드러내고 표현하도록 장려한다. 즉, 교육과정 연구와 개발이 한

사람의 신념과 가치에 의하여 개발되는 것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기 때

문에 숙의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

교육과정 개발에서 특정한 하나의 이론과 대안을 수긍하는 것은 다른

이론과 대안을 모두 종속시키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문제 해결의 상황에 작용하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폐

쇄적인 문제 해결의 과정을 따르는 것은 다른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 접근하거나, 결정되는 결과를 수정할 수 없게 한다

(Connelly, 2013). Knitter(1985)는 불확실한 현실 문제를 선형적인 것으

로 막아두고 단선형적 방식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특정 엘리트와 지도자

들의 인식만 합법적인 해결책으로 간주하는 퇴행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

다고 보고 이러한 현상을 ‘터널 비전’이라고 하였다. 특히 교육과정이 개

발되는 조직이 권력이 개입하는 세계관을 가질 때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문제 해결은 더욱 심해진다. 따라서 다각적 개관(polyfocal conspectus)을

통한 비판적 다원주의를 숙의의 이상으로 한다(박현주, 1991: 45, 박순경,

1991).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은 특정한 집단에 의하여 주도되는 것이 아

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Schwab, 1969).

교육과정 개발의 숙의적 접근의 세 번째 특징은 교육과정 숙의가 현

실적인 제약 조건들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 영향을 받

게 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국내 교육과정 개발 숙의에 영향을 미치는 외

부적인 영향력은 교육과정 개발 장면에 작용하는 통치체제와 갈등양상에

주목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발을 둘러싼 의사결정의 통치체제

(governance)에 주목하여 조영달(2000)은 교육과정 개발 주체들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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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개발에 어떤 권리와 의무 구도 속에서 참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들은 ‘통제적 참여구조’ 속에

서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숙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그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숙의가 의미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교육과정 개발 참여구조를 ‘자율적 참여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

장한다. 김왕근(2003), 이혁규(2003) 역시 국내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에

서 총론 우위의 개정방식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숙의에서 생산적인 논

의 창출을 가로 막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강대현·모경환(2013)

역시 교육과정 개정에서 교과 내부의 긴장, 교과 내부와 외부의 영향력

간 갈등과 분쟁이 처음에는 이데올로기적인 분쟁이었으나 점차 더 많은

시수 확보를 위한 영토분쟁의 문제로 발전해나가고 있음에 따라 교육 현

장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숙의가 이루지지 못한다고 밝혔다. 손민

호·박제윤(2009)은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숙의에서는 학교의 관습,

관행뿐만 아니라, 학교를 둘러싼 사회적인 요구가 학교 교육과정 개발

숙의에서 실천적인 논리가 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교육

과정 개발에서 숙의는 현실적인 제약요건과 시대 및 사회적인 이해관계

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다.

2. 교육과정 개발에 나타난 갈등의 특징과 해결 과정

숙의에서 갈등에 주목하는 이유는 갈등이 숙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개발 숙의에서 갈등은 숙의를 촉진시키는 동력이

자, 엔진이라고 평가된다(McCutcheon, 1999; 김영천, 2006: 김보민, 2013

에서 재인용). 왜냐하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단일한

이론, 개별학문, 또는 복합 이론 체계에 의지해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Cohen, 1999: 윤병희, 2012에서 재인용)이다. 모든 이론은

특정 부분만을 파고들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미완결성(incompleteness)과

부분성(partiality)을 갖고 있으며, 제한된 학문 연구 소재의 단지 하나의

관점을 제공한다(윤병희, 2012). 그러므로, 교육과정 개발의 숙의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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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하나의 특정 이론이나 한 가지 입장을 지지하는 집단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숙의를 편향되게 이끌어가는 일을 경계한다(Cohen, 1999:

윤병희, 2012에서 재인용). 그래서 숙의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

는 것은 숙의 자체를 방해하는 일(Roby, 1985)이라고 설명된다.

가. 교육과정 개발에 나타난 갈등의 특징

갈등의 사전적 의미는 ‘모순이 되거나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동기, 태

도, 가치, 목적 등이 동시에 유발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1). 갈등은

사람과 대상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장의 역학 구조이며, 강도가 비슷한

입장의 역학적 대립이자 서로 양립될 수 없는 활동이 발생할 때 나타나

는 것이다(Deutsch, 1977: 김선영·김가은, 2014에서 재인용). 갈등은 논의

되는 분야와 이론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갈등은 상반되거나 조화되지

못한 두 가지 입장, 논의, 행동, 감정, 정서 등에 따라 발생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김선영·김가은, 2015).

학교교육과정 개발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개인적 수준의 갈등과 개인

간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까닭은 숙의가 가지는 두

가지 의미 때문이다. Walker(1971a)는 숙의를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들

이 가진 강령이 외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표출된 것’이라고 보았고,

Schwab(1969)은 교육과정 숙의가 공통요소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보았

다. 이러한 정의는 공통적으로 숙의를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보고 교육과

정 개발 숙의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숙의 참여자들 간 나타나는 갈등으로

보았다. 한편, Dewey(1992)는 숙의를 ‘교육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상상적 예행연습’라고 보고 있으며 McCutcheon(1995)은

숙의를 ‘곰곰이 생각하여 결정함’이라는 의미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정의

에 따르면 숙의 자체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 숙의

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숙의는 개념적으로 개별 숙의(solo deliberation)와 집단 숙의(group

1)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5). 교육학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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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beration)로 구분되기에 이르렀다(McCutcheon, 1995).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사는 개별 숙의와 집단 숙의를 경

험하며 개인 내적 갈등과 개인 외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McCutcheon,

1995). 숙의 참여자들은 개별 숙의와 집단 숙의를 통해 자신이 가진 생

각, 가정, 신념, 가치를 비판하고 여러 가치들 사이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교사들의 개인적 갈등이라고 본다. 한편, 교육

과정 개발 숙의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관점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교사의 개인

간 갈등이라고 보았다.

(1) 개인적 갈등

학교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교사들은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된다.

국가교육과정 개발 체제를 유지하는 우리나라 맥락에서 교사들에게 기대

되던 역할은 처방된 교육과정을 잘 전달하는 일이었다. 교육과정 자율화

맥락에서 학교교육과정 개발이 강조되면서 교사들인 기존에 자신들이 하

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학교교육과정 개발에

서 여러 가지 종류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먼저 교사들은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무의식적이고 암

묵적인 행동과 사고 패턴을 발견하게 된다(McCutcheon, 1995). 교사들은

교육과정 개발에서 자신이 보편적인 해결책(global mentality)을 무비판

적으로 따라 왔던 것을 깨닫게 되어 자신이 가진 교육적 신념과 가치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Roby,

1985).

다음으로, 교사들은 교육과정 개발에 활용한 새로운 교수학습 프로그

램이나 기법이 자신의 습관적인 교육과정 실행 방식과 차이가 있다는 것

을 발견하게 된다(McCutcheon, 1995). 새로운 교수학습 활동은 교사들이

익숙하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게 한다. 이는 교사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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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교실에서 통제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긴장으로 이어진다. 따

라서 교사들은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과 불확실한 것에 도전하는 것 사이

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Roblin & Margalef, 2013).

한편, 교사들은 학교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전문적 역량

과 학습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교사들이 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개발을 경험해본 경험이 부족하고

현직 연수에서도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해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다(김선미,

2007). 교사들은 개발된 교육과정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과정에서 어

떻게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할지에 관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학교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교사들은 개인적 갈등을 경험하고 성찰하

게 된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사 개인이 경험하는 갈등은 두 가

지 정도의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로 더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거

나 탐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McCutcheon, 1995). 교사 개인

이 경험하는 갈등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른 대안을 폭넓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집단적인 논의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2) 개인 간 갈등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교사들이 개인 간 갈등을 경험하는 원

인은 학교 교육과정 개발이 여전히 하향식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교사들 사이의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개념 이해 차이, 교사들이 서

로 다른 신념을 가진 경우 타협이 어렵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먼저 학교 교육과정 개발이 여전히 하향식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

는 점(김여경, 2019; 김봉재, 2011; 박윤경 외, 2002)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 경우 교사들이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해도 어차피 바뀌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교사와 학교 행정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

다. 이는 일선 학교에서 학교장의 경영관을 기초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목표, 학교 특색, 학교 중점 교육활동이 협의되도록 권장(김여경,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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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되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개발에서 학교 관리자의 영향력이 커지면

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 수렴과 정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다음으로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차이가

존재할 때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 설정에서 갈등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과서를 교육과정으로 인식하는 교사들이 많은

경우,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단순히 교육과정 시수 편성으로 인식하는

경우(김여경, 2019), 교사들 사이의 개념 이해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나타난다.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서 ‘학교 혁신’, ‘교육과정’, ‘교육과정 재

구성’과 같은 교육적 개념에 대한 이해 차이가 있을 때 교사들은 서로가

가진 개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갈등이 나타난다(김대현

외, 2004; 김여경, 2019).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치와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과정 숙의 참여 전부터 이미 갈등의 성향을 내포하고

있다(김대현 외, 2004). 숙의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강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대안을 탐색하고 대안의 교육적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

게 된다(Atkinson, 1986, 1990).

교육과정 개발에서 참여자들 개인 간 갈등은 교육과정 개발을 방해하

기도 한다.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서 갈등은 교사들이 작은 문제에 집착

하게 하여 중요한 목적 달성에 매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학

교 교육과정의 안정성과 조화, 통일성을 깨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

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광민, 2005: 56). 그러나 교육과정 개발

에 나타난 개인 간 갈등은 개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대안을 탐색하게 하

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서 개인 간 갈등은 숙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김보민, 2013).

나. 교육과정 개발에 나타난 갈등 해결 과정

교육과정 개발에서 개인적 갈등과 개인 간 갈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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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될 수 있다. Walker(2003)는 교육과정 개발에서 적절한 숙의와 부적

절한 숙의에 대하여 구분하였다. 먼저 적절한 숙의란, 교육과정 개발자들

이 마주한 교육과정 문제를 설득력 있게 타당한 방법으로 논의하고, 숙

의 과정 속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과정 실천 대안을 검토하

는 일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숙의에서 제시된 관련 주장들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공정하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Walker, 1990; 전호재, 2017에서 재인용). 즉 서로 다른

대안들을 검토하기를 장려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입장 차이와 갈등을 섬세하게 검토하지 못하는 경우 부적

절한 숙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Walker(1999)는 부적절한 숙의로 그것은

먼저 특정 집단의 주장만 따르거나 특정 집단의 주장을 배제하는 파당적

(partisan) 숙의, 몇몇 소수의 개발자들이 개인의 의견만 존중하고 다른

의견을 배제하는 제한적 숙의(limited) 숙의, 개발자들이 마주한 교육 문

제의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가정하고 단일한 이론에 의존하여 숙

의를 진행하는 한정적(defined) 숙의, 합의된 결과가 구체적인 대안을 도

출하지 못하고 단순히 방향만 제시하는 유사(quasi) 숙의, 심층적 소통없

이 단순히 의견을 나열하고 타협하는 공청회(hearing) 숙의가 있다고 지

적하였다. 그러므로 학교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숙의가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교육적 문제 상황 속에서 교사들이

의식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전호재, 2017).

(1)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

교육과정 개발의 숙의는 갈등과 불일치 속에서 숙의 참여자들이 지속

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다. 숙의 참여자들은 갈등과 불일치를 해결하

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교육적 입장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방식을 활용

한다.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의 단계를 번복하여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대안을 다시 검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갈등과 불일

치를 수용하는 태도를 통하여 갈등을 해결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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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숙의 참여자들은 비판적 사고를 활성화하여 교육과정 개발에 나

타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는 개개인이 일상적인 문제를

따져 묻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교사들은 교육과정 개발에서 갈등을 겪으

면서 비판적 사고를 활성화시키게 되는데 이는 의견 대립을 통해 여러

가치들에 대한 성찰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숙의 참여자들은 잠재적인 수

준으로 가지고 있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인 무관심과 도

덕적인 무관심을 성찰하게 된다. 그 결과 숙의 참여자들은 사회적·도덕

적으로 더 온당한 해결방안을 탐색하고자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강령을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합리적으로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숙의에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실제 상황에 대한 추론, 예상, 규칙과 같은

패턴들을 인식하고 근거에 따라 사고하게 되면서 숙의를 통해 성숙하고

세련된 사고를 하게 된다(Lim, 2011).

다음으로 교사들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경쟁하는 대안들

사이에서 나타난 불일치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의사결정이 내려

진 여러 과정들을 다시 역추적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숙의에서 역

추적은 문제 해결의 각 단계들 사이를 움직이는 것이다. 역추적을 통해

숙의 참여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된 의사결정의 각 단계를 다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의사소통에서 모호했던 개념, 불충분한 대안의

수, 숙의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대안들의 불균형적인 탐색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경험을 반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Roby, 1985).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들이 갈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

식하고 수용하는 자세(Knitter, 1985, Ahinstein, 2002)가 요구된다. 학교

교육과정 개발은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와 적성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 교육, 특수교육, 성 평등에 관한 교육이 장

려되는 상황에서 오늘날 학교 교육과정은 논쟁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Binder, 2000; Gutmann, 1995; Zimmerman, 2002;

Camicia, 2010에서 재인용). 교육과정 개발은 규범적인 과업이기 때문에

(Eisner, 1992) 교육과정 의사결정은 논쟁적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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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용적으로 다룰 것을 요구한다(McAvoy &　Hess, 2013). 즉 갈등에

대한 수용은 교육과정 개발은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다양한 가치와 기준

들의 관계를 융합시키고 교육과정이 논쟁적 아이디어를 통하여 공공선에

기반한 동의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Misco, 2007; McAvoy & Hess,

2013).

(2) 갈등 해결을 위한 집단적 노력

논쟁적인 문제에 대한 충돌과 이해집단 사이의 갈등은 숙의 참여자마

다 서로 다른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일이다(Wesbury,

2013). 학교 안에서 일어난 개인 간 갈등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두게

되면 학교 안 구성원들의 파벌화로 이어진다(Hargreaves, 2019). 이는 결

과적으로 공동체를 파괴하여 교육과정 개발을 저해하게 된다(고광민,

2005). 그래서 교사들은 학교 안에서 일어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

양한 노력을 전개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갈등 해결을 위해 학교 안에서

숙의집단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숙의적 대화가 가능한 공동체 문화로 학

교문화를 재구조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숙의 집단 구성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개발 집단의 이질 집단화

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정치학 분야에서 숙의는 숙의 집단이 얼마

나 이질적인가가 민주적 숙의를 갈음하는 지표로 간주된다(노종성·민용,

2007).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개발에서도 숙의 집단을 구성하는 일은 교

육과정 개발에서 고려되어야 할 공통요소에 해당하는 교과, 학생, 학습

자, 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Schwab, 1969, 1971, 1972, 1983).

Schwab(1983)은 교육과정 개발 숙의 집단을 교과, 학생, 교사, 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 가운데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 개발은 지금까지 전문가 집단

에 의하여 만들어져 학교 현장으로 처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

문이다(전호재, 2017: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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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개발 숙의 집단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 전체 교직원(박정열, 2010; 김보민, 2013; 장승규, 2010), 대규모 학

교에서는 동학년 교사들로 구성(기한샘, 2015)된다. 이는 교육과정 개발

집단이 교사들로만 구성되어 교사, 학생, 관리자, 학부모의 의견 수렴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과

정 개발과 재구성에서 민주적인 참여와 의사결정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개발 참여에 교사들로만 구성된다는 비판(유주영 외,

2016)이 존재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숙의 집단을 구성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명목집단 구성 기법을 활용하는 연구(Hegarty, 1977)

가 등장하였다.

학교는 여러 집단의 갈등과 투쟁의 장소이기 때문에 학교 안 공동체

를 교사 집단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Achinstein, 2002)이 제기되었

다. 이러한 주장들에 힘입어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과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기관들의 참여를 통한 학교 교육과정

개발사례가 나타났다(Orpwood, 1985).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학교 교

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정책 입안가, 교육 연구자, 지역사회 전문가들을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시켜 논쟁적인 주제를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Misco, 2007; McAvoy & Hess, 2013).

다음으로, 교육과정 개발에 나타난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숙의적 대화(deliberative political dialogue)의

조건(노종성·민용, 2009)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숙의적 대화의 조건

은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학교 문화의 형성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숙의 참여자들의

제안을 통하여 학교교육과정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가 있어야

하며,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공정한 참여와 발언의 기회가 보장되는 것

을 말한다.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들 사이에 숙의적 대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요

인은 학교 조직의 폐쇄적인 통제구조와 관료적 성격이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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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조직의 폐쇄성은 학교 안의 고립문화를 강화하여 교사들 간 소통과

숙의를 가로막고 있다(Elmore, 2003; Little, 1990; Sarason, 1996: 김평국,

2016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교육과정 개발의 숙의적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학교 문화를 공동체 문화로 재구조화할 것을 요구한다.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하여 공적으로 숙의하는 학교 분위기를 만

들 필요(McCutcheon, 1995)가 있다.

한편,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들 사이에 숙의적 대화를 가로막는 또 다

른 요인으로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이다. 특히 완

성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는 부담감(Baddeley, 1972)과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도록 요구받을 때(Janis & Mann,

1977) 교사들은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McCutcheon, 1995: 17).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건을 마련과 학교 교

육과정 개발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적 대응과

지원적인 학교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김대현 외, 2004: 105).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할 것이 대안으

로 제시된다(김평국, 2011, 2016, 2018; 박승렬, 2015). 교육과정 숙의는

이론과 실제를 연결한 실천적인 탐구를 강조한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배경(김평국,

2011, 2016, 2018; 박승렬, 2015)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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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들이 교육과정 공동개발 과

정에서 어떤 갈등을 경험하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봄으로

써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들의 교육과정 공동개발 숙의 사례가 학교교육

과정 개발에 주는 시사점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자가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까닭은, 연구 질문이 ‘무

엇’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와 ‘왜’와 관련 있기 때문이다

(Merriam, 1988; 강윤수 외(1996) 역). 즉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들의 교

육과정 공동개발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초등

학교 교사들의 교육과정 공동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왜 그러

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본 연구

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사례와 연구 참여자를 선정

하고, 자료 수집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1. 연구 대상

가. 연구 사례

사례 연구의 설계는 상황과 그 안에 포함된 의미에 대한 심층적인 이

해를 얻기 위해 사용되며, 결론보다는 과정에, 특정 변수보다는 맥락에,

확증보다는 발견에 관심이 있는 연구 방법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례 연

구는 제한된 체계(bounded system), 혹은 하나의 단위(single unit)가 필

요하다. 제한된 체계 안에서의 집중적인 묘사와 분석을 통하여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Merriam, 1988; 강윤수 외

(1996) 역).

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은 연구 목적과 관련된 선택을 통하여 제한된

체계를 규정한다. 그래서 연구 문제와 관련된 특정한 상황, 사건,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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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현상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게 된다. 연구자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

육과정 공동개발에서 어떤 갈등이 발생하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1) 초등학교의 동학년 교사 집단일 것, (2) 동학년 교

육과정 협의회를 통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재구성하려는 의도를 가

진 교사 집단일 것, (3) 연구자가 자주 연구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접근

성과 편의성이 높은 사례일 것을 기준으로 사례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 집단을 선정한 이유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

문화의 독특한 성격 때문이다.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교무실의 실제적 기

능이 존재하지 않고, 6개의 동학년 연구실과 그 기능이 약화된 하나의

교무실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이동성, 2007). 전체 학교조직이

학교 관리자에 의한 일방적 지시와 전달 방식으로 운영되더라도(김부태,

1995: 33), 동학년 연구실은 교사가 학교 안에서 고립될 위험과 폐쇄성을

감해주고 교실과 학교의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하위공간으로

설명된다(이동성, 2007). 또한,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들의 경우 가르칠 학

생들의 연령대가 동일하고 교사들이 가르치는 과목이 동일하다는 이유에

서 교사들의 교류가 활발한 편이다(Supovitz & Christman, 2003). 이처

럼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집단은 의사표현의 자유로움이 보장되고 관심사

와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재구성의 의도를 가진 학교들로 선정한

이유는, 교사들이 교육과정 공동개발이라는 공동의 목적이 없을 경우 숙

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동학년 교사 모임이

사적 잡담으로 이루어지거나, 교육과정과 관련없는 이야기로 구성될 경

우 교육과정 공동개발을 위한 숙의 자체를 포착할 수 없다. 따라서 교사

들이 교육과정을 공동개발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학교

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연구자가 학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개발의 의

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학교가 자발적으로 교육과정

연구 시범학교를 신청한 경우, 학교 변화와 혁신을 교육과정 개발이나

재구성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이 학교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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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2년 이상 교육과정 재구성, 학교교육과정 개발, 학교 혁신을 목적으

로 연구 시범학교로 재선정된 학교들을 추려내고, 각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교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하여 실제 교육과정 공동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연구 사례를 물색하였다.

세 번째로, 편의성이 높은 사례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편의성은, 주어

진 상황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사례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는 연구의 수

고로움을 덜고자 활용되지만 제한된 시간적 인적 자원 내에서 연구를 수

행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일 경우가 많다(Flick, 1995, 임은미 등(역),

2009: 136). Bogdan & Biklen(1998)은 연구지 자체보다는 연구지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연구의 잠재적 중요성에 따라 연구자가 낯선 이방인이 될

수 있는 곳이 좋은 연구지라고 하였다(Bogdan & Bilken, 조정수(역),

2010). 이에 따라, 연구자 생활 동선을 기준으로 연구자가 면담과 참여

관찰을 자주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나. 연구 참여자

연구자는 사례 조건에 부합하는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소재의 초등학교를 먼저 선정하고 그 안에서 학교교육과정 개

발 경험이 풍부하여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겪은 갈등과 갈등 해결 경

험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교사 집단을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사례 학교로 은하수초를 포함한 몇몇 학교를 잠재적인

연구 현장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학교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면담을 요청하고 연구의 목적, 진행 기간, 과정, 비밀 보장, 참여의 이점

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잠재적인 연구 사례 학교들 가운데 하나의 학년에 소속된 모든 교사

들의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있었던 은하수초의 5학년 교사 5

명이 연구 사례로 선정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같은 학교, 같은 학

년 소속의 교사로 1년 간의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동학년 교사 집단

에 해당한다. 연구에 사용된 학교명과 교사명은 모두 가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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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진 교사는 은하수초에 9년째 근무하는 교사로 독서교육과 연극기

법을 활용한 국어수업에 관심이 많고 학교 밖에서 독서 교사 연구회에

10년 넘게 참여하고 있다. 오현진 교사는 육아 휴직 기간이었던, 2016년

부터는 은하수초 근처 놀이터에 배회하던 3∼4학년 학생들을 5명을 모아

어린이 독서 모임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오현진 교사는 교사로서 자부심

이 높고, 학습에 대한 열망이 높아 교육관련 서적을 읽고 인터넷 칼럼에

교육 도서를 읽고 서평을 기고하고 있다. 학년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

정에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다.

강수연 교사 역시, 은하수초에 9년째 근무하는 교사이다. 강수연 교사

는, 5학년 부장으로 학년 교육과정 협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강수연 교사는 9년째 은하수초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9년의 근무

기간 동안 저학년과 고학년을 오가며 오랜 시간 은하수초의 교육과정 개

발의 방향성과 철학에 대하여 깊이있게 이해하고 있는 교사였다. 강수연

교사는 부장교사로 군림하면서 다른 교사들을 지시하기 보다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였고 스스로를 ‘중간 리더’라고 불렀다. 강수연 교사는 다른

교사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은하수초가 강조하는 발도르프 교육과정을 새

학년에서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박미영 교사 역시 은하수초에 2011년부터 9년째 근무한 교사이다. 박

미영 교사는, 3년 전 2학년 교육과정을 발도르프 철학을 중심으로 개발

하였으며, 그것을 고학년에서 확대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5학년에 지

원하게 되었다. 박미영 교사는 발도르프 교육에서 강조하는 학생발달, 감

각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근무하면 다른 학교로 전보발령을 받게 된다. 오현진 교사, 강수연

교사, 박미영 교사는 은하수초에서 교육과정 개발 경험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5년 동안 근무했음에도 은하수초에 남아있고 싶어하였다.

은하수초에서도 오랜 기간 학교교육과정 개발의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이

다른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개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위의 교사들을 포함하여 몇몇의 교사들에 대하여 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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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제도와 전보 유예 제도를 활용하여 학교에 남아있을 수 있게 하였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세 명의 교사들은 은하수초에 오랜 시간 동안 근

무할 수 있었다.

유지연 교사는 2017년에 은하수초로 전입 온 교사이다. 유지연 교사

는 학생들이 시험 점수에 따라 학교 교육에 소외되는 것에 부당함을 느

끼고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유지연 교사는 은하수초에 와서

학생들이 변화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가게 되면서 평소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에 대한 교육적인 대안을 찾았다는 생각에 보람과 자부

심을 느끼게 되었다. 유지연 교사는 5학년 교육과정에서 인권을 주제로

학년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였다.

신서현 교사는, 2018년 은하수초에 처음 전입 온 이후로, 감각교육이

나 발도르프 교육에 대하여 처음 접하게 되었다. 따라서, 처음에는 다른

교사들을 따라 하고, 도움을 받으며 은하수초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접하게 되었다. 이상의 연구 참여자를 정리하면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 참여자 정보

연번 이름 (가명) 본교 경력 총 경력

1 오현진 9년 17년

2 유지연 3년 20년

3 강수연 9년 21년

4 박미연 9년 21년

5 신서현 1년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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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사례 학교 맥락

질적 연구는 현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 현장의 사회적 상황

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Spradley, 1980: 장연우, 2016: 26에서 재인

용). 이번 절에서는 은하수초의 동학년 교육과정 개발의 맥락을 드러내

고자 한다.

은하수초는 서울시에 위치한 공립초등학교로, 2011년 혁신학교로 지

정되었다. 2019년 현재 은하수초는 6개 학년으로 총 30학급으로 전체 학

생 수는 570명이다. 이들 중 연구에 참여한 5학년은 총 5개 학급으로 한

반당 학생 수는 20명∼21명이다. 은하수초의 경우 혁신학교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운영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래서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권한을 학년에 이양하는 ‘스몰 스쿨’이라는 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스몰 스쿨은 한 학교 안에 작은 여러 개의 학교가 모여있다는

의미이다.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서는 각 학년 담임교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각

학년별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의 주체가 되라는 의미로 시작되었다.

스몰 스쿨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 학급 담임교사들이 교

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므로, 이를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따로 ‘업무지원팀’이 전담하고

있다. 학교 안 ‘업무지원팀’은 담임교사를 맡지 않는 교과 전담교사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학급 담임교사 업무 이외에 다

른 행정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 이는 일반 공립학교 교사들과는 달리

오로지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은하수초는 2011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후 2019년

까지 9년째 학교교육과정을 개발해왔다. 교사들이 학교교육과정을 개발

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과정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

게 되었고, 특히 두 가지를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먼저 교사

들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교육과정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

하였다. 교과서에 의존한 교육과정 운영은 학생들이 정해진 옳은 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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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 서술하는 방식으로 학습하게 하며, 실제의 삶을 인위적인 교과로

분절하여 인식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

로 교사들은 기존의 교육과정 운영방식이 교사들이 가르칠 내용을 완고

하게 정해놓고 학생들을 통제한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

들이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는 학습 주제를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끌어가

려고 하면, 학생들은 학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하수초 교사들은 오랜 시간 갈등

과 논쟁을 거쳐 현재에는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방식에 대한 나름대로의

합의에 도달한 상태였다. 먼저, 은하수초 교사들은 교과서에 지나치게 의

존하지 않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과 배움이 무엇인지 논쟁

과 합의를 거쳐 주제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다

음으로,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현재의 발

달단계를 고려하고 학생들의 의도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교육과정

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이루어진 2019년에는 이미 이러한 문제

에 대하여 합의와 동의가 얻어진 상태로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

었다.

교육과정 개발은 동학년 교사들이 중심이 된다. 그래서 동학년 구성

원들은 1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교육

과정 개발 협의회에 반드시 참석하게 된다. 그래서 전교직원 협의회, 연

수, 독서모임, 학교 행사는 이 시간을 피하게 된다. 이 시간은 오로지 동

학년 교사들이 교육과정 이야기만 하는 시간으로 정해두고 있다.

은하수초 교사들은 교육과정 개발을 지속해 오면서 인근 지역에서 혁

신학교의 성공적인 사례로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은

하수초의 교육과정 개발 경험을 다른 학교 교사들과 공유하기 시작했다.

은하수초 교사들 중 오랜 기간 근무해온 교사들은 은하수초에서의 경험

을 다른 학교에 가서 강의하며 경험을 공유하였다. 또한 은하수초는 격

주 토요일마다 은하수초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요 연수”(오픈 연수

라고도 함)를 개최하는데, 이 연수는 은하수초 교사들의 교육과정을 개

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연수이지만, 인근 지역의 관심있는 다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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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도 참여할 수 있게 열어두었다.

한편, 은하수초 교사들이 학교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2019년 현재, 은하수초는 학년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학년 교육과정 개발에

다른 학교 교사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도 한다. 이처럼 은

하수초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개발 하는 과정에서 학교 안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구성원들과도 관심사를 공유하며 유기적인 관계를 맺

고 있었다.

2. 자료 수집

이 연구의 주된 자료 수집 방법은 참여 관찰과 면담이며, 이를 통해

수집된 참여 관찰 기록지와 면담 기록지를 중심으로 자료 분석이 이루어

졌다. 수집 기간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이루어졌다. 이 중 예

비조사 기간은 2019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로, 예비조사 기간 동안

연구자는 동학년 교육과정 개발 협의회를 참관하고 연구 참여자들에 대

한 면담을 1회 이상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기간에 수집된 면담자료를

바탕으로 이후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참여 관찰

이 연구의 주된 자료수집 방법 중 하나는 참여 관찰이다. 교사들의

공동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등장하며 어떻게 해결에 도달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 협의회를 연구자가 직접 참

여 관찰할 필요가 있었다.

질적 연구에서 관찰 대상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사례 학교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갈등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 주목하여 참여 관찰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 32 -

따라 참여 관찰을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집중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둘째, 이 환경에서 대화의 내용은 무엇인가? 셋째, 연구 참여자

들이 비언어적인 대화, 함축적 의미, 주위의 물리적 단서는 무엇인가?

먼저, 연구 참여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때에는 연

구 참여자들의 업무 내용 활동의 순서, 활동에 관여하고 상호작용하는

양상 등에 초점을 두고 시행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의 활동과 상호

작용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것을 규제하는 규범과 지속성은 어떻게 작동

하며, 전형적인 활동인지 특수한 활동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

다(Goetz & Lecompte, 1984).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할 때에는 대화 내용 그

자체에 주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교육과정 공동개발이라는 상황에서

어떤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지, 무엇이 갈등의 핵심적인 요소인지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교육과정 공동개발의 내용 자체에 주목하면서

참여 관찰을 거듭하였고, 이를 통해 사례 학교의 교육과정 공동개발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누가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지를 그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는 언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

만, 연구 참여자들 사이에서 비언어적인 대화와 분위기를 통하여 느껴지

는 상황을 관찰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현하

는지, 생각할 시간을 위해서 침묵하는지, 반대의견을 드러내는 손짓이나

몸짓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피는 데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공동개발 시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각자의 교실에서 실행할 때

는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견지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

고 추가 면담을 구성할 수 있었다.

Spradley에 따르면, 참여 관찰에서 연구자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활동

에 연루되는 정도에 따라 참여 수준을 분류할 수 있다. Spradley는 관찰

수준을 연구자가 관찰 대상인 사람들의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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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참여, 낮은 수준의 개입을 하고 있을 경우 수동적 참여, 중간 수준의

개입을 하고 있을 때는 중간 수준의 참여, 관찰 대상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에 직접 행하면 적극적 참여, 연구자가 관찰 대상의 행위에 깊게

참여하는 완전한 참여로 구분한다(Spradley, 2006, 신재영(역), 2006). 이

기준에 따르면 본 연구는 수동적 참여로 이루어졌다. 교육과정 개발에서

생성된 갈등과 갈등 해결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실

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그대로 살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 현장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교

육과정 개발 협의회를 총 22회 참관하였다. 참여 관찰은 은하수초 5학년

부장인 강수연 교사의 교실에서 이루어졌고, 관찰한 내용을 녹음하거나

수기로 기록하였다.

연구자는 참여 관찰의 범위를 은하수초 5학년 교사들의 동학년 교육

과정 협의회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은하수초의 경우 학교 전체의 교육과

정 개발 방향이 존재하고, 학교 안 교사 학습공동체와 나눔 수업과 같은

교사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갈등과 갈

등 해결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동학년 교사모임에 한정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교 안 교사학습 공동체, 토요

연수, 나눔 수업 장면에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해주었다. 연구

자는 갈등 해결과 교사 개인의 교육적 입장 수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 협의회를 주요 자료 수집

원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상황에 따라 연구자는 토요연수와 나눔수업,

학생 교육과정 협의회에 참여하여 연구 현장 이해를 위한 보조자료를 수

집하였다. 연구 참여 관찰을 위한 주자료 수집은 총 22회, 보조자료 수집

은 총 5회로 이루어졌으며 일시는 <표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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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연구 참여 관찰 일시

자료 유형 일시 참여자

5학년

교육과정

공동개발

협의회

2019.4.17 오현진, 유지연, 강수연, 박미영, 신서현

2019.4.24
오현진, 유지연, 강수연, 박미영, 신서현,

학교장

2019.4.26
오현진, 유지연, 강수연, 박미영, 신서현,

흙놀이 강사
2019.4.29 오현진, 유지연, 강수연, 박미영, 신서현
2019.5.9 오현진, 유지연, 강수연, 박미영, 신서현
2019.7.8 오현진, 유지연, 강수연, 박미영, 신서현,
2019.8.21 오현진, 유지연, 강수연, 박미영, 신서현

2019.8.22
오현진, 유지연, 강수연, 박미영, 신서현,

학교장, 목공강사
2019.9.4 오현진, 유지연, 강수연, 박미영, 신서현
2019.9.17 오현진, 유지연, 강수연, 박미영, 신서현
2019.9.24 오현진, 유지연, 강수연, 박미영, 신서현
2019.10.1 오현진, 유지연, 강수연, 박미영, 신서현
2019.10.15 오현진, 유지연, 강수연, 박미영, 신서현
2019.10.22 오현진, 유지연, 강수연, 박미영, 신서현
2019.11.7 오현진, 유지연, 강수연, 박미영, 신서현

2019.11.13
오현진, 유지연, 강수연, 박미영, 신서현,

학교장
2019.11.27 오현진, 유지연, 강수연, 박미영, 신서현
2019.12.4 오현진, 유지연, 강수연, 박미영, 신서현
2019.12.10 오현진, 유지연, 강수연, 박미영, 신서현

‘학교놀이터

협의회’

2019.7.8 오현진, 유지연, 강수연, 박미영, 신서현,

학교장, 교감, 놀이터 디자이너,

학교행정업무팀, 학부모
2019.7.11

인근지역

5학년

교사(3개 학교

지구별

협의회)

2019.8.27
오현진, 유지연, 강수연, 박미영, 신서현,

인근지역 교사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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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담

본 연구에서는 참여 관찰과 함께 면담을 주된 연구 방법으로 이용하

였다. 면담은 교사들이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

와 신념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연구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교사들은 교육

과정 공동개발의 방향성, 숙의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과 행동의 의도, 갈

등 경험을 통한 자신의 신념과 가치의 변화 양상 등을 면담을 통해 드러

냈다.

면담의 유형은 구조화의 수준에 따라, 구조화된 면담, 반구조화된 면

담, 비구조화된 면담이라는 연속체를 나타낸다(Spradley, 2006, 신재영

(역), 2006). 구조화된 인터뷰의 경우 미리 정해진 질문을 질문 순서에

맞게 인터뷰하는 방식이다. 반구조화된 인터뷰의 경우 구조화의 수준이

약한 질문들이 혼합되어 있다. 비구조화된 인터뷰의 경우 개방적인 질문

과 유연한 탐구적 질문으로 구성된다.

비구조화된 면담은 연구자가 현상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을 때 유

용하다. 그러므로, 비구조화된 면담은 연구 초기에 사용하게 된다

(Merriam, 1988; 강윤수 외(1996) 역). 본 연구를 처음 시작하였을 때, 학

교 분위기와 상황에 대하여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였다. 연구 참여자들

과 라포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연구 문제에 답을 찾기 위

한 질문만 던지면 연구자의 선입견이 개입될 위험이 커진다(Merriam,

1988; 강윤수 외(1996) 역). 또한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막연하게 ‘숙의

사례’를 보겠다는 의도를 갖고 연구 현장을 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조

화된 인터뷰를 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 참여자는 처음 예비

조사 기간에는 비구조화된 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질문은 주로 학교 교

육과정 개발 방향, 의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면담이 진행되면서 연구자는 반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다. 반

구조화된 면담은 조금 더 개방적인 면담으로 연구 참여자가 저마다 방식

으로 세상을 정의한다고 가정하고 개방적인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다. 연

구자는 갈등과 갈등 해결, 교육과정 공동개발에서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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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관점에 국한되어 면담하기 보다는 연구 참여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듣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면담 과정에서 교사 이외의 교육과정 개발 주체들과 교사

사이의 갈등과 의견 불일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면담을

추가하여 참여 관찰 자료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연구자는

참여 관찰을 통해 내용상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연구 참여자들의 표정,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해 온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목격하였다. 이에 따라 갈등의 특징과 해결 과정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자 참여 관찰과 연계한 면담을 수행하였다. 이 때, 한 차례의 면담 이후

교사들의 생각이 바뀌거나 정교화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질문

에 대한 면담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하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면담은 총 20회 실시하였고, 다섯 명의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모두 각각 2회 이상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였다. 면담 시간은 회당 평균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장소는 주로

교실이나 교무실이었다. 방학 중에 이루어진 면담의 경우 학교 근처 커

피숍에서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비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고 자료를 분

석하여 점차 반구조화된 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은 주로 교사들이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

며, 교육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떤 자료를 수집하였고 교사들 간 어떤 인

식 차이를 경험하는지를 바탕으로 심화된 면담을 진행하였다. 모든 면담

은 동의 후 전사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한편, 연구 현장 이해를 위하여 학교장, 학교 내 외부 강사, 학교 행

정업무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을 통하여 보조자료를 수집하였으

며, 이는 총 4회 이루어졌다. 면담 일시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Ⅲ-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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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면담 일시

다. 자료의 분석과 해석

질적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과 해석은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다. 먼저, 질적 연구는 자료의 분석, 해석, 글쓰기 과정이 단선적으로 연

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 작업 사이에 부단한 왕래와 피드백이 이루어지

면서 수정과 보완을 반복한다(조용환, 1999).

이는 연구자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막연한 짐작과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새로운 가설을 찾고 그 타당성을 현장 자료 속에서 확인해가는 해석학적

참여자 면담일시 장소

오현진

2019.4.25 오현진 교사의 교실
2019.5.1 학교 인근 커피숍
2019.5.6

오현진 교사의 교실
2019.6.21
2019.7.8
2019.8.9
2019.12.26 학교 인근 커피숍

박미영
2019.4.17

박미영 교사의 교실2019.5.7
2019.9.17

강수연

2019.7.2

강수연 교사의 교실
2019.7.8
2019.7.11
2019.10.10
2019.11.21

유지연
2019.8.22

유지연 교사의 교실2019.8.27
2019.11.7

신서현
2019.4.24

신서현 교사의 교실
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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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순환 작업이 나타난다. 그래서 미흡한 해석에서 더 나은 해석으로 나

아가는 나선형적인 과정이 해석학적 순환이다. 해석학적 순환이란 기존

의 인식 지평이 새로운 인식의 지평과 만나서 확대되고 심화되고 융합되

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조용환, 1999).

본 연구에서 처음 연구자는 교육과정 공동개발에서 교사들은 어떤 생

각을 하고 무엇을 경험하며 그것이 다른 교사들과 소통되면서 어떻게 교

육과정으로 만들어지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료를 분석하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개발에서 갈등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다루어지는가에 따라 교육과정 개발 숙의의 특징이 드러난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 그래서 연구 문제를 수정하여 교육과정 개발에서 갈등과 갈등

의 해결과정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분석과 해석단계에서 Strauss(1987)의 개방적 코딩, 중추적

코딩, 선택적 코딩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개방적 코딩을 위해서는 특정한

관점이나 분석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갔다. 그 과

정에서 연구자는 은하수초의 학교 배경, 교사들의 개별적인 관심사에 대

하여 알게 되었다. 연구문제가 도출된 후에는 ‘갈등’과 ‘갈등 해결’을 중

심으로 중추적 코딩을 하였다. 중추적 코딩을 위해 연구자는 수집된 자

료를 반복적으로 읽어나갔다. 그리고 개념을 붙이고 다시 범주를 나누어

묶었다. 이를 통해 연구 문제의 범주를 완성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

구자는 범주화된 자료들을 다시 읽으면서 비슷한 것과 차이점을 이해하

고 교육과정 개발이 가지는 숙의적인 특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자료를 분석과 해석하면서 글을 쓰는 과정에서 갈등의 해결

과정에 대한 자료 수집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추가 자료

수집을 시행하였다. 또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

자들의 면담 내용이 서로 비슷하게 묶이는 부분이 있었고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글쓰기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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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공동개발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갈등

1. 교사와 교육과정 개발 관계자들 사이의 관점 차이

은하수초 교사들은 교육과정 공동개발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직접 교

육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경험이 무엇인지 학교 안

의 어떤 구성원들 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하

수초 안에서는 학교교육과정 개발의 권한을 교사들이 가지고, 학년 안에

서의 소통과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다른 교육 주체들과의 갈등을 경험하

게 되었다. 학교장, 외부 강사, 지역사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동학년 교

사들 간 협력이 다른 교육 주체들의 입장을 소외시킨다고 생각했기 때문

이다. 학교장의 경우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사들이 학교장의 의견을 무시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교사들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한편, 교사들

지역사회 전문가들은 서로 가지고 있는 관심사, 역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다는 점에서 갈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가. 교육과정 개발 권한에 대한 관점 차이

은하수초에서 동학년 교육과정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동학년

교사들이다. 초등학교의 학교교육과정 개발은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교사

들이 아니라, 연구 및 교무 부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는 비판(김여경,

2019)이 있다. 은하수초 교사들은 실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들이라고 보고, 동학년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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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초가 혁신학교로 지정되기 전에는 각 학년에서 교육활동을 수

행하기 위해 학교장과 상의를 한 다음 학년에서 구체적인 교육활동을 계

획해왔다. 그래서, 각 학년에서 학교교육과정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허락”이 필요하였다.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해보려는 교사들

은 교실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여러 활동들에 대해서 일일이 학교 관리자

에게 “허락”받아야 하는 상황을 답답하게 느끼고 있었다. 새로운 교육적

인 시도를 한 번 하려고 여러 번 교무실과 교장실을 오가는 귀찮은 상황

은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위에

서”(학교장) 시키는 교육 활동을 학년에서 만들어서 하려다 보니, 교사들

은 교실에서 학생과 교사들의 경험을 뒤로 미루어 두고, 위에서 시키는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은하수초는 혁신학교로 지정되고 나서 ‘스몰 스쿨’이라는 제도에 관심

을 가지게 되었다.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혁신학교에서는 학교장이 가

지고 있던 학교교육과정 개발 권한을 각 학년 교사들에게 이양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혁신학교에서는 학년 단위로 독립된

학교교육과정이 운영된다는 의미로 ‘스몰 스쿨’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은하수초 교사들은 기존의 학교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학교의 움직임에 동의하여 각 학년 교사들이

교육과정 개발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교육과정 개발 권한이 교사들에게 위임되자 학교

장과 교감은 기존의 학교 관리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이 없어졌다고 생각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학년 교사들과 학교장 사이에서 교육과정 개

발과 관련된 지속적으로 갈등과 긴장이 유발되었다.

강수연: 교장 선생님 별로 다르세요. 처음에 뺑뺑이로 오신 분은 선생님

들이랑 사이가 나빴었어요. 교장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우리 학교

가 안 좋은 학교라고 소문이 났어요. 왜냐면, 마음대로 못하고 선

생님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 오기 싫은

학교 왔다’고 대 놓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있다가 얼마 안 되어서

포기하고 가고 그랬어요.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간 거예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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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장 선생님은 초빙으로 오신 분이었어요. … 초빙이 뭐냐면,

정상적인 승진경로를 거치지 않고 학교 안에서 교육 주체들에

의하여 선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빙으로 교장이 되신 분들

은 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여러 사람 입장을 고려하게 돼요.

그런데, 그분도 변하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들도 다른 학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학교가 정말 관리자 입장에서는 힘든

학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사들 사이에서도 “변

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2019.7.11.)

우영진: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자기한테 상의도 안 하고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고 말도 없이 하니까, 무시당한다는 생각

도 들었을 거예요. (2019.8.22.)

교사들은 교육과정의 공동개발과 운영의 권한을 교사들이 가지고 있

어야 교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스몰 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학교교육과

정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굳이 학교장에게 보

고하고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학교장은 각 학년에

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든 일들이 학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졌다. 이처럼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도 없고, 각 학년 안에서의 소통만 활발해

지면서 학교장은 자신들의 입장이 존중되지 못하고 소외받고 있다고 생

각하게 되었다.

오현진: 교장 선생님들도 억울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 젊은 시절

에 선배나 교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런데 지금 자기가 승진하고 보니까, 교사들이 자기 말 안 듣지,

일은 일대로 힘들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그러

니까 어려우신 게 이해는 가요. …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1박 2일

워크숍 가셔서 정말 자기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너

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도와달라고 했어요. 각 반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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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방해하는 학생들을 좀 돌봐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같이 심리 상담과 관련된 책을 읽고

계시고,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고 계세요. (2019.8.9.)

교사들은 동학년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개발 권한이 집중되면서 학교

장의 역할이 축소되고 그 과정에서 학교관리자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

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들은 학교 관리

자들로부터 교육과정 개발의 현실적인 지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은하수초 교사들은 학교 관리자로부터 구

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바라는지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으며, 각 학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은하수초 교사들은 동학년 교육과정 개발 협의회에 학교장을 초대하

여 학년 교육과정 공동개발에서 필요한 지원들에 대해 요청하기도 하고,

학교장 역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 과정

에서 학교장은 자신이 학교 관리자로서 교사들에게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줄 수 있으며, 자신이 교사들의 교육과정 공동개발에 어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교사들 역시 교육과정 공동개

발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나. 교육과정 개발 방법에 대한 관점 차이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른 외부 전문가들의 힘을 빌리기도 하였

다. 은하수초 교사들은 5학년 1학기 사회과에서 학생들에게 정치적 참여

와 인권 중심의 교육과정 프로젝트를 운영하였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정

치적 참여를 통하여 실제로 학교나 사회의 불편한 부분을 변화시키는 경

험하기를 바랐다. 이때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학교나 지역사회의 불편한

것들을 실제로 바꾸는 것을 학생들이 경험하도록 하기에는 교사들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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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만은 부족했다. 그래서 교육청과 연계한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서 다른 전문가들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2019년 교육부에서 추진한 학교공간혁신 사업의 일

환(교육부, 2019.3.27.)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학교 놀이터 개발 사업

에 참여하게 되었다. 학교공간 혁신이란 학교사용자의 참여설계로 기존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학교 공간을 구성원들이 함께 새롭게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교육부, 2019.3.27.).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꿈을 담은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학교공간혁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서울

신문, 2019.11.6.). 이 사업에 참여한 학교에서는 학교 운동장을 직접 사

용하는 학생과 교사들이 학교 공간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은하수초

교사들은 2019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2018년 말 이 공모 사업에 신청하였

다. 교사들은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정치적

참여를 실제 삶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학교 놀이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은하수초에서 2019년 6∼8월 사

이에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공동개발 협의회에는 교사, 학교 관리자뿐만

아니라, 운동자 설계 디자이너, 건축가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각 참여자

의 역할은 교사들의 경우 사회과와 미술과를 연계하여 학생들과 새로 만

들어질 운동장의 의미와 설계 방향에 대한 수업을 하였고, 그 결과를 학

교 행정 업무 지원팀, 교장, 학부모, 놀이터 설계 담당자들과 공유하였다.

학교 행정가들은 놀이터 설계 시공 업체 입찰, 행정기관의 허가, 안전관

리 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학교 운동장 설계자와 건축 디자이너의 경

우 시민 참여적인 공간 설계의 사회적인 의미에 관해 설명하고, 학생 참

여의 공간 설계의 사례,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교육과정 개발 협의회에서 각 교육 주체의 역할이 분명하게

달라짐에 따라 교육과정 개발 협의회에서 교사들은 각 교육 주체의 입장

차이에 따른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종류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먼저

교사들은 학교교육과정 개발의 주제가 되는 ‘놀이터’의 의미에 대해서 서

로 다른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을 경험하였다. 다음

으로 개발된 학교교육과정 프로젝트를 수정하고 변형하는 것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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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가치를 강조하는 교사들과 놀이터 공사 기간과 구현방안의 현실

적 과제를 강조하는 설계자들이 가진 각자의 입장의 차이로 인하여 갈등

을 경험하게 되었다.

건축 디자이너: 저희가 추구하는 놀이터 사업은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

들이 참여하는 공간 설계와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기존의 공간

설계는 자기가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전문가가 아니면 공간 설

계할 때 자기 의견을 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시민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요. 시민은 권리와 책임을 가진 존재이고,

시민 참여 디자인은 공간에 대해서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

다는 것을 지향해요. … 예시(동영상 제시)를 보시면 ‘관계를 만

드는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이 예시는 “다른 사람들

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다른 사람과 함께 활용하는 공간을 어

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걸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간 설계 사례

에요. …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어요.

강수연: 지금 제가 이해한 것이랑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놀이터를 ‘함께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수업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반은 함께하는 공간의 의미에 대한 생각이나 논의는 이루어지

지 못했어요. 아이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놀이기구를 제안한

것 말고는 없거든요. 저는 제가 설계자분이랑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걸 지금 알았어요. 학생들이랑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유지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반은 인권 프로젝트랑 연계해

서 수업했어요. 왜 운동장은 지금까지 축구하는 남학생의 전유

물이 되어왔는지, 여학생들이나, 소곤소곤 말하는 아이들, 저학

년 아이들에게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되어오지 못했는지 계속 이

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나온 게 우리 반 놀이터 설계안이

에요. 반마다 지금 이해가 다른 것 같은데요.

오현진: 사실 우리 반도 아이들이랑 의견을 충분히 나누지 못했어요. …

이렇게 되면, “선생님 왜 제가 제안한 것은 없어요?” 하는 말에

또 일일이 대답해야 해요. 그렇게 해도 아이들은 자기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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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었다는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애초에 이 사업

을 한 의미가 있나요?

강수연: (고개 끄덕이며) 지금 드는 생각은, 선생님이 설계자들과 아이들

사이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위치에 서게 되어서 이런 일(설계자

와 교사들이 놀이터 설계 사업의 취지와 의미에 대한 이해 차

이)이 벌어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자기 입맛에 따라 아이들

의 의견을 취사선택하게 되는 것도 문제예요. 설계의 의도를 선

생님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반마다 교육과정

운영에 차이가 난다는 것도 문제예요. 저는 이 과정을 다시 했

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설계자 분들이 아이들 직접 만나서 이야

기를 나누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김수정: 그런데 그 과정은 지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행자 도로를 바꾸

는 공사가 2주에서 3주 정도 걸려요. 그리고 건축 설계할 업체

공고를 내고, 경찰청과 구청에 협조 공문 발송하고 결재를 내는

과정을 다 포함할 때 빨라도 총 4주의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구청장과 경찰 승인이 나고 공사업체 받고, 입찰하고 하다 보면,

(여름)방학 기간을 다 포함해도 우리가 추석 이후부터 실제 공

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올해 완성이 안 돼요. 축제

가 10월인데 공사판에서 축제할 수는 없잖아요.

강수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추진해 버리면, 이 과정이 다 의미

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축제 때 어수선한 공사판이 싫으면, 설치가 다 되는 걸 목표로

하지 말고, 터가 깎이는 것만 목표로 해도 되잖아요. 애들한테도

“여기에 뭐가 들어온대”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애들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건축 디자이너: 그러면, 기간이 촉박하니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시간

을 더 쓰게 되면, 1달이 아니라, 1년이 지나도 운동장이 완공이

안 돼요. 중간에 8월에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또 들어버리면, 설

계 자체를 못 해요. 지금은 내역서가 들어와야 해요. 선생님들

고충은 알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설계를 계속 뒤집을 수는 없어

요. 아이들이 지금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했고, 놀이

터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잖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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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면 놀이터의 이름 짓는 것에서 의미를 찾아보면 어때요? 다

른 학교들에서도 그렇게 많이 해요. 놀이터 이름을 함께 하는

공간, 우리가 참여한 공간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짓는 거

예요.

오현진: 시간이 길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더 생

각해 봐야 할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 만들어진 놀이터에

우리가(어른들이) 가상으로 놀아봐야 해요. 어떤 문제가 생길

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죠. 의도치 않게 고학년이 모든 시설

을 점령하고 있지는 않을까?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놀다가 종

치는 소리를 듣고 돌아올 수 있을까? 학생들은 어떻게 다시 교

실로 돌아올까? 소소하지만 새로 만들어질 놀이기구를 쓸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할지 그걸 우리가 미리 예상해야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안내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끌어내야 해요. 빨리 하

려다 보면 이런 모든 과정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2019.7.11.)

처음부터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 놀이터 만들기’라는 대전제는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 놀이터 만들기 프로젝트

를 교실에서 운영하면서 교사마다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초점이 조금씩

은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놀이터 설계에 참여

하도록 했지만, “공간의 주인으로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아쉽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놀이 기

구중심으로 의견이 나왔다”라는 성찰과 비판도 있었다. 이러한 아쉬움

속에 다른 반에서는 “인권수업과 연계”하여 수업을 했던 구체적인 이야

기와 “우리가(어른들이) 가상으로 놀아보고” 여러 예상되는 문제들을 고

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교사들의 공감을 얻게 되었다. 이 때문에 교

사들은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고자,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학교 놀이터

프로젝트에 추가적인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놀이터 행정 업무를 담당한 교사, 건축 디자이너, 설계

자의 경우 더 이상 시간을 끌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이 교사

들의 의견과 대립하게 된 이유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학교 놀이터를 만드는 일은 학교 내부자들의 참여와 협력만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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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이 아니라, 건축가, 설계자, 구청, 도로 공사, 놀이터 안전 점검

업체들과 같은 학교 밖 인사들과의 협력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교

육적 가치만을 가지고 기간을 연장시킬 수 없는 일이므로 현실적인 문제

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교육적 입장만 가지고 외부자들의 관점을 무

시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관철할 수 없었다. 교사들은 다른 이해관계자들

과 동일한 개념과 주제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갈등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고자 개발된 교육과정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갈등을 경험하였다. 교사들은 이러한 갈등을 경험하면서 자신

의 이상과 현실적 여건 사이에서 타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

다.

2. 교육과정 내용 및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관점차이

은하수초 교사들은 교육과정 공동개발에 참여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

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먼저, 학교교

육과정 개발은 주제중심의 프로젝트 수업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설정할 것인지와 관련된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설정, 개발 주제 선정에 대한 관점 차이, 내용선정, 교수학습 방법과

교수학습 자료와 관련된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가. 교육과정 개발 방향 설정에 대한 관점 차이

은하수초의 경우 혁신학교로 지정된 지 9년의 시간이 흘렀으며, 오랜

시간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과서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현실에 맞게 개발

하여 운영할 것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은하수초에 처음 온 교사들과 학

부모들의 경우 ‘학교교육과정 개발’이라는 주제가 익숙하지 않으며, ‘혁

신’학교가 무엇인지 그 취지에 전문적인 관심을 기울지 못하였다. 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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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 오랜 시간 교육과정을 개발해왔더라도 학교 구성원이 바뀌면 매번

혁신과 학교교육과정 개발, 발도르프 교육에 대한 개념을 협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영진: 처음에는 애들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체험

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거 놀기만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학부모들 반발이 거셌지요. 학부모들

은 어느 날 애들 교과서 검사해보면 깨끗하니까 “도대체 너네

학교 뭘 가르치냐?” 이런 비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학원으로 돌기 시작하고, 학원에서 배우는 건 학교랑

맞지 않는 거죠. 제일 큰 문제는 우리학교가 대안학교라는 인식

이 심어져서, 다른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을 다 받아주

는 곳이라는 인식도 생겼어요. 교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

적하기 시작했어요. 체험한다고 애들 데리고 나가서 돈 쓰고 그

게 혁신인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거죠. (2019.8.22.)

강수연: 우리가 교육과정 개발에서 학생들의 체험을 위주로 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체험을 하면서 애들 정말 놀리는거 아니야?

애들 데리고 체험활동 가는 게 도대체 무슨 공부야?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학교는 10월 축제가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해요. 학생들이 학기 중에 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동

아리로 조직해서 동아리별로 학습하고 그걸 축제 때 발표하거

든요? 그런데 매년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은 몇 개 정해져 있다

는 거죠. 먹을 것 만들어서 팔고, 방송댄스 동아리 발표하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뭘 배우지? 정말 그게 의미있나?

우리가 만든 게 정말 기존의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 비판들이 생겼어요. (2019.7.2.)

이처럼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설정에 대한 교육 주체들 공통의 이해가

부재하면서 교사들은 특정한 개념에 대한 이해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경

험하게 되었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놀기만 하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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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고, 이는 교육과정 개발 협의에서도 지속적인 안건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은하수초 교사들은 위와 같이 교육과정 개발 방향 설정에 대한 관점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충분한

공감대를 설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교육과정 개

발 방향은 한쪽의 일방적인 설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

우며, 방향설정 자체를 함께 할 때 가능한 일(박희경, 2016)이다. 교사들

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발 장면에서 무엇에 대하여 숙

의할지, 숙의 안건을 공동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자생적인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교사들은 교육과정 개발 방향의 주제를 학생 및 학

부모와 어떻게 숙의할지 숙의적 조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교사들은 ‘논다는 것’은 나쁜 것인지, ‘혁신’이 무엇인지 서로 가진 교육

적 개념에 대해서 매년 반복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성을 느끼

게 되었다.

나. 교육과정 개발 주제 선정에 대한 관점 차이

은하수초 교사들은 5학년 2학기 역사부분의 교육과정 개발을 하면서,

역사 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유 교사의 경우 5학

년 2학기 역사 프로젝트에서 조선 중후기의 주제를 인물중심 프로젝트로

설정하고 남성중심, 지배층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백정, 기생, 소외된 계층의 삶을 조망하는 인물중심 프로젝

트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한편, 신 교사의 경우 역사를 처음 배우는 초등

학생의 입장에서는 인물중심 프로젝트 보다는 왕조 중심으로 역사적 흐

름을 파악하는 방식의 통사 중심의 역사 프로젝트 주제를 설정하고자 하

였다.

유지연: 고려의 흥망성쇠까지 알고, 주요인물과 문화재로 끊어서 가죠.

신서현: 조선은 지금 흐름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처음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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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되고 다음에 어떻게 되고. 조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

체적인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아도 흐름은 잡아야 하니까. 왕

순서대로 하는 게 어때요? 인물을 따로 하지 말고, 왕을 추려서

카테고리화하는 거예요.

유지연: 교과서에서 왕만 뽑으면 얼마 안 될 뿐더러.. (생각하다가) 왕

이름 외우는 건 정말 딱 질색인데…. 그리고 왕을 왜 외워요?

왕을 외우면 무의식적으로 당대 지배층을 강조하게 되고, 백성

들의 삶이 가려지잖아요. 거기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쁜 왕, 좋

은 왕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기억되는 것도 싫고요.

신서현: 제 말은 왕 이름을 달달 외우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흐름을 잡

자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역사를 처음 배우고, 아예 배경지식

이 없어요. 아이들이 낱낱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문

제가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앞뒤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저 역시 공부할 때 왕조

중심으로 공부하고 이후에 더 공부해나가면서 거기 살을 붙였

거든요? 아주 기본이 되는 흐름을 잡기 위해서 왕조 중심으로

하자는 거예요.

오현진: 임진왜란 시기에 선조를 강조하다 보면 이순신이나, 당시 백성

들의 항쟁이 묻힐 가능성이 있겠네요. 제 생각에도 왕조를 중심

으로 하는 것보다는 당대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엮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019.8.21.)

여기서 은하수초 교사들은 교육과정 개발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왕

조를 중심으로 역사적인 흐름을 가르칠지, 인물을 중심으로 소외되어 온

백성들의 삶에 주목할지에 대하여 갈등을 경험하였다. 유 교사의 생각은

확고한 편이었는데, 유 교사는 기존의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이 남성중심,

지배층 중심의 역사적 서술이라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학교교육과정 개발을 할 때, 이제까지 역사에서 가려져

있었던 소외되어 온 백성들과 여성들의 삶을 전면화시키고자 하는 생각

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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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연: (교과서를 검토하며) 지금 역사 인물들 중에 여성은 단 두 명이

에요. 세종, 장영실, 이순신, 전부 다 남성이야.

강수연: 허난설헌은 정말 능력 있는 여성인데 너무 가치 절하되었네요.

이렇게 없다니!

유지연: 전기는 신사임당, 후기는 김만덕. 그나마 신사임당은 현모양처라

는 점을 강조하네. 정말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여성 역사적

인물만 다룬 책이 있는데 그걸 좀 참고해서 여성 독립운동가들

을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운동 나혜석, 무용가 채승

희. 지금 교과서 집필하신 분들은 여성에 비해 남성들을 너무

많이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물 중심으로 프로젝

트 운영할 때, 여성 역사가들만 추가적으로 더 조사해오게 하고,

인물중심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요?

신서현: 남자애들 그러겠는데? “왜 남성 인물은 안 배워요?”

유지연: “다∼ 남자야. 여기까지가!” 해야지. (2019.8.22.)

교사들이 주제를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유 교사와 신 교사의 생각 차

는 확실하게 드러났고 나머지 교사들의 경우 분명한 자기 생각을 표현하

지는 않았다. 유 교사의 경우 역사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인식이 분명하

였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신 교사의 경우 교육적

인 경험에 근거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유 교

사가 확신을 가지고 근거를 들어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여 교육과정 개발

협의회에서 교사들은 유 교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교

사들은 국어, 사회, 미술 교과서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인물들을 범주화하

고 시대별로 여성 인물과 남성 인물을 구별하였으며 시대별로 인물 묶어

인물중심의 프로젝트 학습이 구상하였다. 그러나 연구자가 추가 면담을

실시한 결과 교사들은 교육과정 공동개발 협의회 장면에서 합의한 내용

과 서로 다르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지난번 역사프로젝트 협의회때 선생님들 생각이 달랐던 것 같은

데, 결론은 조선 중후기 역사프로젝트는 인물중심으로 합의 되

었잖아요? 그때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그리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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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궁금해요.

강수연: 사실 저는 그 때 두 선생님의 의견이 다 타당하다고 생각했어

요. 협의회 때는 일단 분명한 제 생각을 제시하기보다는 좀 더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선생님 의견처럼) 교과서가 아니라 새로운 인물을 추가하기

에는 우리 반 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배경지식이 약하다고 생각

했고, 일단 처음 접하는 것이니만큼, 교과서 흐름을 따라가고자

했어요.

연구자: 그러면 신 선생님이랑 비슷한 방향으로 전개하신 건가요?

강수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 신 선생님 방향과 비슷하게

통사중심으로 전개하되 유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지속적으

로 수업시간에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한 거죠. (2019.9.16)

이처럼 교사들 사이에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분명한

사람들의 경우 협의 과정에서 분명한 의견 대립이 나타난다. 그러나, 대

부분의 경우 양 측의 입장이 모두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분명한 의사표현을 아끼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에 교사들이

무비판적으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육과정 공동개발을 위한 협의가 오랜 시

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사들이 ‘우리 반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개발된 대로 교육과정을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사들은

다른 반 교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학급 안에서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

게 되었다. 그래서 교사들은 ‘수업 실천 공개’, ‘협력 수업’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다. 교육과정 내용 선정에 대한 관점 차이

은하수초의 경우 학생들이 가진 현재의 관심사와 흥미를 무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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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대한 다루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학생들이 가

진 흥미와 관심사가 교사들의 수업 진행을 방해할 정도로 논란을 유발하

거나 수업 중에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갈등하는 문제일 경우에 그 주

제를 다룰 것인지 여부를 두고 교사들은 관점의 차이를 경험하게 되었

다.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개발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는다면 교사 개인은

논란이 될만한 주제를 의식적으로 기피하며 고의적으로 다루지 않을 수

있다(박제윤, 2007). 그런데 교육과정과 관련된 숙의는 논쟁이 될 만한

문제가 협의 중에 드러나게 한다(Misco, 2007; McAvoy & Hess, 2013).

은하수초 교사들은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면서 논쟁이 될만한 주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수업 시간에 다룰 것인지, 다룬다면 어떻게

다룰 것인지와 관련된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례가 나타났다. 5학년 2학기 역사 프로젝트에

서 2019년 일본 물품 불매운동과 관련된 사회적 내용을 다루고자 하였

다. 그런데 이 주제는 학생들이 자칫 일본에 대한 혐오적 시각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논쟁이 있었다. 한편, 5학년 1학기 인권 주제를 다루면

서 ‘교사로부터 학생이 경험하는 인권 침해 문제’가 수업 중 다루어질 필

요가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

먼저, 5학년 2학기 역사 프로젝트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역사를 ‘먼

과거의 이야기’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학생들의 역사 수업 참여와

흥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2019년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된 ‘노아베 운동’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다루고자 하였

다. 그러나, 이는 일본인 어머니를 가진 학생들에게 폭력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쟁적인 주제라는 점이 발견되었고 이를 다룰 것인지

와 관련된 논쟁이 제기되었다.

유지연: 일본과 우리나라의 역사 인식의 차이는 서로 역사를 인식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노아베 운동이나 일본 상품 불매운동

의 기저에 있는 인식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여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인데 일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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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강수연: 그런 점에서 민족주의적인 시각이 전 우려돼요. 전후사정이 없

이 노아베운동을 제시하게 되면 어린이들이 봤을 때, 우리가 마

치 일본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시각을 심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서현: 사담이지만, 근대사를 다룰 때 항상 힘들어요. 우리 반에 일본인

어머니를 가진 다문화 학생이 있어요. 그 아이는 방학 전에 일

본 외가에 꼭 다녀와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 넌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독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걸 물어

봐도 아직은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에게 자꾸 그런걸 물어봐요. 그래서 이 주제는 다루지 않는

편이 어떤가..

유지연: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독도를 가르치면서 막 입에 침을 튀며

설명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울려고 해요. 아차 싶었어요. 그 아

이 어머니가 일본인이었던 거에요. 민족주의를 강화하게 되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세계시민주의적인 관점이 사라지게

될까봐 걱정이 돼요. 우리나라 역사 교육에는 문제가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군인이 베트남 전쟁에서 그 나라에 자

행한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진 않잖아

요.

오현진: 그래서 “일본”이니, “베트남”이니 하지 말고, 전쟁 중의 ‘반인권

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나라가 베트남에, 캄보디아에 자행했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도 언급을 하는 편이 좋겠어요. 민족주의적인 시각으로 편향되

지 않으면서 역사를 전인류의 문제로 생각해보는게 좋을 것 같

아요. 그 과정에서 일본과 독일의 역사 청산의 방식을 도입하면

좋겠어요. 정말로 진심어린 사과가 있었는지, 반성이 있었는지.

그런 식으로 노아베 운동을 다루는게 어떨까요? (2019.8.21.)

교사들은 특정 주제가 교사의 의도와 달리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 ‘노아베 운

동’과 같이 일본이 역사 청산을 했다고 보는 입장과 그렇지 않았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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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장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와 관련한 논

쟁이 있었다. 신 교사는 아예 다루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유 교

사와 오 교사는 다루되 특정 국가의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지 않고 “인

권”을 중심으로 다루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 문제는 교사들이 논쟁

적인 주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함을 통하여 다문화 학생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교육 경험을 미리 발견하고 교육과정 개발의 초점을 정교화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한편, 교육과정 개발 주제가 교사들이 일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할

수도 있는 문제일 때 해당 주제를 다룰지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였다. ‘교

사로부터 학생이 경험하는 인권 침해 문제’는 일회적인 수업 주제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자칫 교사들이 전반적인 생활지도 자체가 어려워질 수

도 있으므로 이 문제를 아예 다루지 말자는 의견과 다루어야 한다는 의

견이 제기되었다.

강수연: 우리 반에서 인권이 침해된 사례를 말해보라고 하니까, 정∼말

다양한 수준의 이야기,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바다 코끼

리라고 나를 놀렸다’ 이런 거. ‘인신공격을 당했다’. ‘내 물건을

허락받지 않고 마음대로 썼다.’ ‘무시당한다고 느꼈다’ 그런 거

요.

유지연: ‘청소년들은 늦게까지 게임할 권리가 있나?’ 이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권리가 차단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반

에 모자를 굉장히 사랑하는 아이가 있어요. … 그 아이랑은 타

협을 했어요. ‘언제까지 모자를 쓰고 있을래?’ 그랬더니 한 2주

정도는 더 쓰고 앞으로는 노력하겠대요.

강수연: 근데 수업 중에 우리가 모자 벗으라고 이야기 할 수 있나? 지금

까지는 우리가 ‘하지 마’ 라고 이야기 했던 것을 이제는 우리(교

사) 입장에서도 이걸 ‘하지마!’ 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안인

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신서현: 근데 그러면 이건 제어가 안 되겠는데요? 그냥 일상적으로 약속

하고 넘어간 건데, 그걸 문제 삼는다는 건, 우리가 모든 사소한

일들을 다 문제 삼고 토론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2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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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교육과정 공동개발에서 학생들이 관여할 수 있는 주제들 가

운데 수업시간의 논쟁에서 그치지 않고,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생활지도 영역에서 교사들이 곤란해질 만

한 주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두고 입장 차이를 경험하였다. 일부

교사들은 이 문제를 수업 시간에 전면적으로 다루고 토론에 부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교사가 개인적인 수준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하면

된다고 보고 그것을 공론화 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교사도 있었다.

유지연: 아이들에게 토론에 부치라고 하면 물론 걔 중에서는 끝까지 남

의 말 안 듣고 자기 주장만 하는 애들 있어요. ‘그냥 전 그렇게

생각해요.’, ‘불편한데요?’, ‘그냥 하고 싶어요’, ‘제 마음이에요’

이런 그냥 우기거나 자기가 편한 대로 결정하기 같은 거요. 그

런데 그 아이들이 점점 변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자기가 다른

친구들한테 ‘야 너 그거 인권 침해야’ 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야 너 그렇

게 하면 내가 불편하잖아’ 라고 말했는데, 수긍하는 거예요? 그

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냥 자기 주장만 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

데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늘었구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늘면

서 다른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하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요. 그래

서 학생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토론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어도 아이들이랑 공론화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

요. 그 경험 자체가 학습이니까. (2019.11.7.)

박미영: 토론 주제가 학생들에게 민감한 주제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반

에서 인기있는 애들이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민감한 주제나 문제는 반에서 교사들이 눈치껏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2019.9.17.)

수업 중에 발생하는 다루기 어려운 민감하고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고

자 하는 교사의 경우 당장 바람직한 결과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 57 -

학생들이 그 문제에 대해 직접 토론에 참여하고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교육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논쟁적인 주제를 회피하려는 입장

에서는 단순히 교사가 다루기 까다로운 주제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논의 결과가 교사의 의도나 교육적 의도와 다르게 나타날 경우

를 우려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교사들 사이에서 입장 차이가 쉽게 좁혀

지지 않았다. 교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반에서 알아서 할 문

제로 둘지, 교육 실천을 공유하고 논의해볼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라.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선정에 대한 관점 차이

교사들은 공동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수업시간에 활용할 교수학습 방

법과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즉 교육과정 공동개발 협의회에서 교사들이 수업 계획안을 구

체적으로 작성해 오고, 어떤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를 활용하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예상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반응을

함께 검토하게 된다. 이때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이 가지고 오는 수업 계

획안과 수업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이를 자신의 학급에 적용했

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상하면서 듣게 된다.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이 제안된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선정이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수준이나 관심사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갈등을 경험하였다.

강수연: 몽골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은 조사를 해오게 하고, 그걸 바탕

으로 침략 순서만, 그 순서만 맞춰보게 하는 건 어때요? 백지도

보고 황룡사와 초조대장경이 불탔던 걸 표시해보고, 고려군과

백성들이 귀주에서 승리하니까 그걸 표시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과정과 경로로 사건이 발생하는지 시각적으로 드러나잖아

요.

오현진: 그러면, 애들은 그냥 지도에 표시하는 것밖에 안 하나요? 토론

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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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강의를 좀 해야 해요. 건국 배경에 대해 장황하게 제시되어 있

지는 않잖아요. 전쟁, 나라들. 이런 것들을 첫 번째 블록에서 해

요. 자료를 먼저 줘야 해요. 각자. 에이포용지 한 장 정도로?

강수연: 학습집단을 직소로 해서 전문가 학습을 하면 조금 더 다양한 내

용을 다룰 수 있는데

박미영: 너무 깊이 하는 거 같아요, 직소라.. 직소가 돼요? 애들이 전문

가가 아닌데?

오현진: 아니요.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는지, 발문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

라서 충분히 할 수 있죠. (2019.9.17.)

이러한 의견차이는 학생들의 수준에 대해 서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수준에 반드시 맞는 것만 수업을 해야 하

는가에 대한 의견 차이도 존재한다. 교사들에 따라서 반드시 현재의 수

준에서 할 수 있는 활동만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보는 것 자체가

중요할 때, 수준에 맞지 않아도 ‘해보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 한다고 주

장하기도 하였다.

강수연: 목공은 아이들이 나무를 깎고 구멍 내는 걸 되게 어려워하지 않

아요?

오현진: 재미는 있어 하는데 애들 목요일을 제일 좋아해요.

강수연: 근데 못 잘라. 아이들이 손아귀에 힘이 없어요.

오현진: 그래도 아이들이 스스로 구멍을 내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잖아

요. 전동으로 구멍을 내거나 교사가 그걸 다 해주면 완성하는

과정을 경험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힘들어도 아이들이 해 보는

경험이 중요할 것 같은데?

강수연: 그런 거는 사포질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목공실 공간

이 6개 조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책상이랑 책상 사이가 좁아요.

바이스(나무 자를 때 잡아주는 기계) 사용할 때, 나무 길이가

길어서 걸려요. 바이스 자체가 불편한 위치에 있잖아요.

오현진: 그러면 바이스는 첫 시간만 쓰고 안 쓰니까 그걸 좀 조정해달라

고 하면 어떨까요? (201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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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교사들이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학

생들의 학습 수준, 흥미에 대한 기대와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특정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

을 예상하고 예상된 문제점을 찾아 비판하기도 한다. 교사들은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교육 실천을 공개하고 다른 교사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교육과정 공동개발에서 계획과 실행의 차이

은하수초 교사들은 교육과정 공동개발 협의회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이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교

육과정이 계획된 대로 실행되지 않는 까닭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난다.

먼저 개발된 교육과정을 실행한다는 것은 교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

식의 수업을 해야 한다는 점, 교사와 학생들의 관심사가 불일치했다는

점에서 교사들이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처음 의도했던 교육적 의미가 점차 퇴색하고, 학교교육과정

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준비 시간과 여건이 부족하게 되면서 교사

들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가. 교사에게익숙하지 않은수업 방식: “나하고 안 맞는다”

은하수초 교사들이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으로 주목한 관점은 발도르

프 교육에서 강조하는 인지학과 예술교육의 관점이었다. 발도르프 교육

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사상적 바탕인 인지학과 슈타이너가 창안한 철학

(김애진, 2015: 9)으로, 보편적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인간 스

스로가 정신세계의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한다(김

애진, 2015).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어린이 스스로 정신세계의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방안이 예술 교육이라고 보고 있다. 예술 교육은 감각의

눈으로 확인될 수 없는 어린이 안에 내재된 영성(정신성)을 찾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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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수단으로 이해(Eickhorst, 1995: 53: 강상희, 2010에서 재인용)되

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하수초 교사들은 발도르프 교육에서 어린이가 스

스로 행위 하는 존재라는 것과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 끊

임없이 자기 창조의 과정을 밟아가는 존재라는 점(정윤경, 2003: 48)에

공감하여 일부 교과(미술, 실과, 음악, 체육)를 발도르프 교육철학을 바탕

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발도르프 교육철학에 주목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함으로써 교사들은 학

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수업을 운영하고자 하였고, 학생들의 체험을 강

조하고자 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은하수초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을 발도

르프 교육학을 근거로 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박미영: 아이들을 그림처럼 앉혀놓고, 이렇게(차려자세의 경직된 모습) 앉

혀놓고,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

한 거예요. … 그런데 그걸(발도르프 철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

영) 시도하는 게 쉬웠던 것은 아니에요. 취지에 공감하고 같이

시작했긴 하지만 너무 어색했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노래 부르

고 시를 외우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뭐야? 저게 뭐야? 저런 걸 어떻게 해? 다 같이 뭐 하는 거

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2019.5.7.)

오현진: 저도 농촌에서 살아본 적이 없고, 태어나서 자란 환경이 도시었

어요. 그런데 교육과정 개발한다고 텃밭 가꾸고, 목공하고, 절기

교육을 하니까 난감한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적

성에도 안 맞고. (2019.5.25.)

교사들은 교육과정 공동개발을 통해 교사 자신이 배운 적도 없고 가

르쳐본 경험도 없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

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사가 된 이후에 교과서나 만들어진 자

료에 의존해 온 익숙한 수업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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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발도르프 교육 철학과 인지학에 동의하

였지만, 교육과정 개발을 실행하면서 교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익숙한 경험과 습관을 버리고 새롭

고 불확실한 것을 실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긴장과 갈등을 경험

하게 된 것이다.

오현진: 발도르프가 100분짜리 수업이에요. 놀이와 수업의 경계가 모호

해질 때 학습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배운다는 건데, 그 시간 동

안 아이들은 교사가 의도한 대로 학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까, 어떤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100분 동안 실로폰

만 치고, 리코더만 부는 사람(교사)들도 있어요. 비즈(구슬)같

은 걸 주면 그거 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것만 하

면서 겉으로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2019.5.1.)

오현진: 힘들어요. 특히 깔끔한 수업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시간을

죽인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처음에 5학년, 6학년한테 절기교

육, 텃밭교육, 체험교육하면 아이들한테 가만히 앉아 있는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

을 많이 줘야 해요.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 싸우는 애들, 떠드는 애들 많아요. 그게 난장판처럼 보이

는 거예요. (2019.6.21.)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개인적 갈등은 교사들이 자신

의 수업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교실에서 통제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으로 옮겨감에 따라 발생한다(Roblin & Margalef, 2013). 교사들은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을 통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

극을 경험(Dewey, 1904: Chen et al., 2017에서 재인용)하게 되는데 이

간극에서 벌어진 갈등과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 교육과정

개발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 은하수초 교사들은 개발된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하며 자신이 기존에 해왔던 수업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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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사와 학생의 관심사 불일치: “내 욕심이었구나”

은하수초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학생 중심 수업과 체험을

강조하였다.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 교육과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교육과정 개발 단계에서 모든 것을 치밀하게 정해두지 않는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나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변화할 수 있

는 여지를 두고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된다.

그런데 학생들이 수업에 반응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교사들은

수업 중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수업 중 교육과정이 개발된 방향이나

교사의 의도와 지나치게 다르게 흘러갈 때 교사들은 긴장과 갈등을 경험

한다. 이러한 갈등은 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도를

잘못 설정하거나,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높게 설정했을 때 나타나는 것

을 알게 되었다.

오현진: 전 오랫동안 교육연극을 공부했어요. 연극기법으로 수업하면서

5, 6학년(학생들)도 흥미를 이끌어내면서 수업할 수 있는 전문

가라고 자부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혁신학교이다 보니까, 애들은 이미 재미있는 것, 체험

중심 수업을 너무 많이 경험해본 거예요. 아이들한테 내가 준비

한 수업은 더 재미있지도 않고, 신선하지도 않은 거예요. 난 너

무 충격을 받았어요. 매일 수업 준비하고 밤 새워서 아이디어를

짜내는데, 아이들은 그냥 뚱∼ 하고, “너 한번 해봐라”하는 표정

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 내가 뭘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화살을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리고 있더라고요.

“혁신학교면 뭐해? 학부모 인식이 저 모양인데?”, “혁신학교면

뭐해? 애들이 저 모양인데?” 하면서. 그래서 2년 동안 넉 다운

이 될 때까지 맨날 밤새우면서 수업 준비하다가, 어느 순간 아

무 것도 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2019.5.1.)

오현진: 체험중심의 학습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같이

남산 가자!” 해서 애들이 다 같이 남산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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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산에 왜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같이 우르르 가서 사진

찍고 우르르 가서 밥 먹고 내려오는 게 끝이고 다예요. 그럼 애

들이 나중에 기억하는 것은, 그냥 도시락 먹은 기억밖에는 없어

요. 그러니까, 체험중심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교사가 다 정하고

학생들이 그 방향으로 따라오게 하는 것은 교육적인 의미가 없

었던 거죠. (2019.4.25.)

연구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학생들에 대한 흥미 수준이 아니라, 교사

자신의 교육적 의도와 노력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교사가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노력해도 학생들의 흥미도와 관심을 고려하지 못했을 때 수업에

실패하는 경험들이 쌓여갔다. 그 과정에서 교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학생들은 왜 따라와 주지 않는가’를 생각하면서 갈등을 경험하였다. 교사

들은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을 원망하거나 전통적

인 교육과정 운영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였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과정 개발을 통하여 학생들이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의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학생들이 단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대하여 평가하고 해석하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고등 사고 능력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사들이 바

라는 학습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식과 기능의 학습이 전제되

어 있을 때가 많았다.

예를 들어,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들이 단편적인 역사적 사실을 학습

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학생들이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지 이해하고,

역사적 인물과 사건들에 대하여 자신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표현하고 판

단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제 중심 프로젝트 수업을 구상하였

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이전에 역사적 사건, 인물, 개념 등을 자세히

다루어 학습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먼저 길러줄 필요가 있었다. 교

사들은 이러한 문제 상황에 부딪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수업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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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현: 기본적으로 수업을 해보니까,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용을 잘 몰라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 질

문에 아이들이 답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유지연: 나는 그냥 한국사 편지(독서)를 읽어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알긴 알지만, 자기 말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현진: 입말이 안 되죠 지금. 이건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신서현: 반복해서 가르치다보면 우리가 애초에 하려던 것은 거의 다 못

해요.

강수연: “뭥미”하는 표정으로 있으면 또 설명해야 하잖아!!

오현진: 아이들이 뭘 아는 게 없으니까 끼어들 수도 없어요.

(2019.9.17)

이러한 경험은 교사들이 의도치 않게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발언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교사들은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협의회에서 학생들의 선행학습 유무, 역사에 대한 흥

미도의 편차가 심하다는 점 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논의하였다. 그러

나, 수업을 실행하면서 연구참여자들 스스로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했다

고 믿었던 것에서도 학생들의 반응이 기대와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

었다.

이처럼, 교사들이 기대하였던 학생들의 반응이 예상과 다르게 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교사들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

을 경험하면서 교사들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성향과

욕구를 가졌는지, 현재의 학습 수준이 어떠한지를 탐색할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또한 학생들에게 교사 자신이 기대한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되짚

어보는 계기가 되었다.

다. 이상과 현실적 조건의 불일치: “준비할 시간·여건 부족”

교사들은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과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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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병행하여 수업 내용에 맞게 선택적으로 활용하였다. 교사들은 교육과

정 자료를 외부에서 구하기도 하고 직접 만들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교과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5학년 2학기 교육과정 개발을 역사 중심

의 프로젝트 학습으로 구상하였다. 교육과정을 개발하기에 앞서 교과서

를 검토하였는데 교과서에서 발해 부분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조선 역시 특정한 위인들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민중들의 삶

이 다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이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국어과와 연계하여 「서찰을 전하는 아이」, 「초정리 편지」 등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는 어린이 창작동화들을 활용하여 국어과와 역사를 연계

해서 수업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역사는 자신들의 삶

과 관련이 없는 먼 옛날의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업

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교사들은 역사가 학생들

의 삶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접하는 역사적 사건과 정보들이 무엇인지 탐

색했다. 교사들은 역사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눈감고 귀 막고 있어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과정에서 2019년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한 ‘노아베 운동’과 2019년 여름에 유행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통해 역사 학습의 필요성을 학생들이 인식하게 하고, 조선

말기 민중들의 삶과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재조명하고자 했다.

교사들이 교수학습 자료로 교과서뿐만 아니라 영상, 드라마, 다큐멘터

리, 아동문학 등을 활용하게 되면서 새로운 갈등과 딜레마가 등장하였다.

교사들이 학습자료로 활용할 드라마와 영화 창작동화 등의 역사적 고증

의 문제, 역사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교사들은 수업 연구를 할 시간

이 더 많이 필요해졌고 더 많이 공부하고 책을 읽어도 학생들에게 가르

칠 만큼 자신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점

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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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연: 드라마, 영화, 창작동화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시각에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확 잡아끄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건 흥미 위주로 각색을 거치면서 역사 왜

곡이 꽤 있어요. 수업 때 그걸 자료로 쓰려면 미리 교사가 해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을 수업에서 활

용할지 선택해야 하고, 그게 역사적으로 고증된 사실인지 확인

해야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2019.11.7.)

신서현: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매스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노아베 운

동이나, 영화 드라마를 활용한 수업은 아이들이 ‘역사를 왜 배워

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만, 의도치 않게 아이들이 무턱대고 일본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시각만 주는 게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어요. (2019.4.24.)

강수연: 책을 정말 많이 읽고 공부도 정말 많이 해요. 가르치는 내용은

정말 간단한 내용인데 우리가 그걸 활용하려면 책을 5권∼6권

이상 봐야 해요.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요. 전 과목을 다 가르쳐

야 하고, 고학년이 될수록 가르쳐야 할 과목, 내용이 늘어나니까

하나의 주제를 프로젝트로 꾸려서 하려면 한 번 수업할 내용을

가지고 계속 고민할 시간이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2019.7.8.)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개발을 위한 연구와 학습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

했다. 5학년 2학기에 진행된 역사 프로젝트를 보면, 구체적인 역사적 사

실들은 낱낱의 사실, 지식,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가

르칠 내용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과 내용을 해석

하는 관점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활용될

학습자료, 교재에 대한 고증이 필요하며 수업 때 가장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탐색할 시간이 필요하였다. 교사들은 교

과서에 의존해서 수업할 때는 하지 않아도 되었던 학습과 교재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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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의 경우 하나의 과목을 준비해서 여러

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등이나 교과 전담교사들과 달리 매시간 다른

교과목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수업만을 가지고 오래도록 연구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교사들은 때로는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

었으며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돌아가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게 되었다.

라. 교육과정 공동개발의 의미 퇴색: “업무화”

은하수초 교사들은 교육과정 공동개발의 취지가 “학생들에게 의미있

는 수업 운영”, “학생들이 주도하는 수업”, “체험 중심수업”에 있다고 하

였다. 이러한 취지의 교육과정과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들은

여러 가지 대안을 도입하였다. 그런데 교사들이 처음 가지고 있었던 의

도와 취지와는 달리, 도입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교육활동이 시간이 지

날수록 점차 그 의미가 퇴색되고 의미가 왜곡되어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굴레가 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들은 교사의 수업이 학생의 학습과 체험 중심으로 운

영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다른 교사들에게 교육 실천을 개방해야 한

다고 생각하였다. 학년 교육과정 공동개발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현재 흥

미와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당 학년 학생들의 수업장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교직에서 수업 공개는 교사들이

꺼리는 일로 간주되어 왔다. 교사들이 수업공개를 꺼리는 까닭은 기존의

수업관찰 방식이 교사의 수업 중 말과 행동을 물 샐틈 없이 감시하고 평

가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교사들의 거부감을 유발해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은하수초 교사들은 ‘아이 눈으로 수업보기’라는 수업 관찰을

위한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였다. ‘아이 눈으로 수업보기’란 수업을 참관

하는 교사들이 그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입장이 되어 학생의 눈으로

수업을 참관하는 수업 관찰 기법이다. 은하수초 교사들은 애초에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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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를 하는 취지가 교사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관찰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다른 교사의 수업을 참

관한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교사의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를 보고 교사의 수업

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박미영: 교육과정 공동개발을 하려면, ‘우리 반은 우리 반 사정이있어’ 하

면서 아예 따로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막고, 다른

반을 이해하고, 교육과정 공동개발 방향을 설정하려면 일단은 수

업 공개가 일상화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입했던

것이 ‘아이 눈으로 수업보기’를 하게 된 거예요. 기존에 수업 공

개가 교사를 관찰하는 것이었잖아요? 수업 중에 교사가 무슨 발

문을 뭘 하고 몇 번 지적을 하고, 멀티미디어 자료를 언제 키고,

그게 왜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수업공개가 일상이 되지 못하고

교사들은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게 아이 눈으로 수업

보기였어요.

연구자: 기분 나쁘죠. 그거. 수업 공개하는거 되게 부담스러운데

박미영: 기분만 나쁘고, 공개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초점을 교사

관찰이 아니라, 아이들 관찰로 옮긴 거예요. 교사들이 처음에 수

업 관찰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관찰할 아이들을 그룹을 정해요.

그 아이가 수업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런 행동을 하는

원인이 무엇일지, 그걸 관찰하고 수업 이후에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과정 이야기 할 때도 고려할 부분이 새로

생기게 돼요. 그 아이의 주변 관계, 그 아이가 속한 환경.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교사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아이를 보는 거예

요. 그러면, 담임교사도 몰랐던 걸 알게 돼요. 담임교사는 수업시

간에 전체만 보이고 아이들 하나하나는 다 못 봐요. 그러면 아이

가 언제 배움이 일어나는지 모르거든요? 수업관찰자도 마찬가지

예요. 다른 반 아이를 보고, 우리반 아이도 그렇지. 이런 수업에

아이들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2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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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처음 취지와는 달리 ‘아이 눈으로 수업보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교사들에게 새로운 행정업무로 자리잡게 되었다. 취지는 해당 학년 학생

들의 흥미, 학습 수준을 살펴보고 교사의 수업 실천을 반성하고 교육과

정 개발의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점차 그것이 문서 작업

으로 점차 변질되면서 ‘누군가의 업무화’가 되었다는 것이다.

오현진: ‘아이 눈으로 수업보기’를 우리가 하는데, 그것도 올해는 비판이

나왔어요. ‘왜 아이들이 무기력한가?’, ‘왜 어떤 아이들이 수업시

간에 모든 수업 내용을 부정하고 말대답할까?’, 이런 문제를 기

록하고 누적해서 고려해보자 했던 건데, 선생님들이 나중에는

그게 문서화해서 정리하는 일로 인식된 거에요. 그게 업무화

된거예요. (2019.12.26.)

이처럼 교사들이 “업무화”되었다라고 설명한 것은 ‘아이 눈으로 수업

보기’의 사례에서처럼 도입된 교육 프로그램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교

육적 취지가 변질되어 교사들의 행정업무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어떤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들에게는 교육적이지만

교사들에게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추가하게 되어 교육 프로그램이 교사

의 “업무”가 된다는 문제도 있었다. 학교 놀이터 설계 프로젝트에서 교

사들은 ‘위험하지만 재미있는 놀이터’를 만들 것인지, ‘안전하지만 재미

없는 놀이터’를 만들 것인지를 두고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때 교사

들은 ‘위험하지만 재미있는 놀이터’를 만들 경우, 처음 놀이터를 만드는

취지에 더 가깝게 학생들이 더 많이 활용하고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경우 교사들에게 불필요한 ‘놀이터 관리

업무’가 추가되면서 교사들이 정작 더 의미있는 교육활동에 할애할 시간

과 노력을 빼앗아간다는 측면에서의 “업무화”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신서현: 미끄럼틀은 좀 길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짧으면 누가 재미있

어해요?

유지연: 우리 반도 짚라인 많이 나왔는데. 짚라인도 그러네요? 너무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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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김수정: 안전하지만 재미없는 놀이터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재미있고

위험한 놀이터를 만들 것이냐! 그게 문제네요.

오현진: 뛰다가 다리가 빠질 수도 있고, 살갗이 쓸릴 수도 있고, 올라가다

얼굴을 한 번 툭 칠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크게 위험하고 다

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재미없게 만들면 아이들이 아예 활용

하지 않겠죠.

강수연: 짚라인이랑, 그네, 미끄럼틀, 방방. 이런 것들은 길게 만들거나,

탄력성이 높게 만들거나 하면 관리가 중요해져요. 학교놀이터 사

업을 실시한 다른 학교에 물어보니까, 아침에 와서 열고, 저녁에

가서 닫는대요. 저녁에 애들 와서 놀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우영진: 사실 가장 걱정인 부분은, 위험하지만 재미있는 놀이터를 만들면

(놀이터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게 새로운 업무가 될까봐, 그

게 걱정인 거예요. 놀이터를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이게

또 교사들에게 새로운 업무를 하나 추가하게 된다는 거죠.

(2019.7.8.)

이처럼 어떤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어떤 면에서는 교육적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교육적인 효과보다는 교사들에게 불필요한 관리 업무를 부담하

게 하여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일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처음 교육프

로그램을 도입했던 의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왜곡되거나 다른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은 새로운 문제 상황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교사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이 “업무화”되는 문제는 교

사들이 새로운 갈등을 경험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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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교육과정 공동개발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1.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교사 개인의 노력

교육적 문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이다

(Schwab, 1969; 김대현, 2006). 은하수초 교사들 역시 불확실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교사들은 경쟁하는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대안들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속

에 갈등을 경험하였다. 교사들은 수업 실행 연습, 자신의 입장 성찰, 불

일치에 대한 관용과 인내, 학습과 정보 수집을 통하여 이 갈등을 해결하

고자 하였다.

가. 수업 실행 연습

교사들은 공동교육과정 개발에서 경험한 여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단 개발된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전에 충분히 연습을 해보자는 합의에

도달하였다. 교사들은 개발된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경

험하였다. 은하수초는 음악, 미술, 체육의 경우 발도르프 교육에 근거하

여 문예체 교육, 감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교사들은 발도르프

교육과 발도르프 교육의 인식적인 배경이 되는 슈타이너의 인지학에 대

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것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습

식수채화, 감각교육, 문예체 교육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다. 교사들은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을 수업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수업 실행 연습을 해볼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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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우리는 토요일에 오픈 연수를 열어요. 그 연수에서 교사들이 직

접 습식수채화를 체험해요. 습식수채화는 물에 풀어지는 효과를

아이들이 경험하게 하는 수업이거든요? 색에 대한 기본 체험을

해요. 노랑을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란색이 주는 그 환∼한

느낌. 빨강을 칠해보면서 빨강의 화려한 느낌. 이거를 체험해요.

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이랑은 달라요. 선은 굉장히 사람을

예민하게 해요. 그리고 선을 통해서 어떤 형태를 완성해야 한다

는 압박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누구는 그림을 잘 그리는데 난

못 그려” 이러면서 포기하는 아이가 생겨요. 그런데 습식수채화

는 안 그래요. 누구나 실패가 없어요. 누구나 다 잘 그려요. 이

런 것들은 교사들이 체험을 해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오픈 연수는 습식수채화로 진행되고 그게 벌써 몇 년째에요. 발

도르프 교육에 대한 비판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직접 그걸 체험

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어서

몇 년째 지속된 거죠. 교사들이 계속 바뀌는데 몇 년째 발도르

프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2019.4.17.)

강수연: 습식수채화가 치유의 효과가 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아

요? 그리고 일단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물

에 풀어지는 우연성을 체험하는 것이 학습이라고 생각해요. 정

보를 확인하는 공부를 하는게 아니라, 우연한 체험이 있을 때

인간은 배워요. 정보만 확인하는 수업은 아이들이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해요. “아∼ 이거?”(시큰둥하게 말함), 하

면서 “내가 아는 것 또 나왔네?” 그러고 더 이상 파고 들지도

않고, 기쁨도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뭘 발견하고 체험하면 “어

라? 이거였어?”, “우와 이것 좀 봐” 그렇게 되잖아요. 배움에 대

한 기쁨이 있어야 아이들은 더 찾아봐요. (2019.11.21)

오현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죠. ‘이거 뭐야?’, ‘이걸 왜 해?’ 하는 사람

들이 있어요. ‘공부 안 시키는 학교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독일

에서 유행한 걸 왜 우리 나라에서 따라 하느냐’, ‘애들이 먹고

노는 게 혁신이고 교육이냐’ 이런 온갖 비판들이 있어요.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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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한참 ‘열린 교육’ 유행하던 시절을 떠올리면, 이게 한 때의

유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직접 체험하

고 수업해보면 단순히 유행을 따라 하고 있다는 생각은 사라져

요. 선생님들도 직접 수업해보면서 아이들 달라지는 걸 느껴요.

왜냐면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

지속되는 거예요. (2019.8.9.)

교사들은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하여 실행의 어려움과 긴장을 해소하

기 위하여 연수를 개최하고 직접 실습해보게 되었다. 교사들의 수업 실

행 연습은 실제 교실에서 교사의 수업을 달라지게 하였다. 교사들은 수

업 장면에서 학생들이 무기력하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눈빛이 다르

고’, ‘신비해 하는 표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습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

하게 되었다. 수업 실행 연습과 수업 변화를 통하여 교사들은 비판적이

던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며 교육과정 공동개발의 방향에 수긍하고 동의

하게 되었다.

나. 자신의 교육적 입장 성찰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열심히 개발하더라도, 학생들이 교사들이 의도

한 대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때 갈등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직

면하여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갈 동기와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

었고 기존의 방식대로 하려는 생각이 들어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

다. 한편 교육과정 개발 협의회에서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서

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놀기만 한다’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교

사들은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교사들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이란 어떤 존재’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학생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 성찰하면서 교

사 자신이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사들

은 교육과정을 개발하려는 취지가 ‘학생을 중심’에 있었음에도 여전히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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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중심의 사고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현진: 교육과정을 만드는 기준을 철저하게 그 연령대의 아이의 관심사

와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자 해요. 종교 같고 좀 이상하죠? 그런

데 발도르프에서 말하는 인지학이 그래요. 아이들이 영적인 존

재라고 봐요.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완결된 존재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것을 30대, 40대, 50대인 우

리 눈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너는 잘못 되었’고, ‘너는 뭐가

문제’고 그렇게 말하지 말자고 해요. 아이들이 어른 말을 왜 다

따라 해야 해요? 생각해보면, 어른이 되어 가지고 뭘 뚝심있게

하는 사람들 치고 어렸을 때 어른들 말 잘 듣고 이것저것 다

잘했던 경우 없어요. 자기들이 뭘 하고 싶고, 주체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지, 그거를 보자 이거예요.

발도르프에서는 8년 담임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년만 담임

하고 나서, 그 아이가 그 시간 안에 성장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

족하다, 이렇게 규정짓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1년만 보고 말 애

들이니까, 그 1년도 담임이 더 기다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

피 1년 있으면 ‘빠이빠이’ 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진상

을 부리는걸 못 참아했던 거예요. 그냥 내 눈앞에서 아이들이

말썽 부리는걸 제거하는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 아이

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제일 노

력한 게, ‘그래, 그럼 아이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쭉∼ 한번 보

자’ 이거예요. 1학년 때 내 눈앞에서 진상이었던 아이가 6학년

때 너무 달라져서 ‘얘가 정말 걔 맞아?’하는 경우를 우리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목격해요.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린이가 어

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우리가 분노하지 않

을 수 있어요. (2019.5.1.)

유지연: 굉장히∼삐거덕대고 으왁자왁. 그런데 그게 아이들이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당장 뭘 어마어마한 걸 배우는

건 아니에요. 당장 내 눈앞에서 어떤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이 특정한 기준에 도달하고 평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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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 도대체 평균에 들어맞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평균이라는 건 최상과 최하를 제외한

딱 중간값이에요. … 예를 들어 165에서 170으로 늘려도 급간에

맞는 사람은? 5∼10%였다는 거죠. 이렇게나 평균은 오류고 허

구에요. 자연과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허구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교육에 들어왔어요. 평균을 만들

어 놓고, “너는 미개한 애”, “너는 평균만도 못한 애!” 이렇게요.

사실 처음에는 평균이 “평균만 되면 된다”였는데, 이제는 평균

을 세워놓고 그 위에 있어야 잘하는 애, 그 밑은 인간 이하고,

평균도 안되는 애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모두

효율성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런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그래

서 별 생각없이 아이들에게 평균이나 기준을 강요해왔던 걸 알

게 된 거죠. (2019.8.22.)

은하수초 교사들은 학생들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학

생들에게 외부에서 만들어진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고 그것에 맞추기를

요구하던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기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

발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것을 성취해나가면서 특별한 자존감과 배움을

성취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으로 기대를 수정해나갔다.

은하수초 교사들은 학생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이 어렵지만

그렇게 할 때 학생들 내면에 성장하려는 욕구와 배우려는 욕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 자체로 완성된 존재로 보고

긴 시간 동안 지켜보기로 하였다. 교사들은 이처럼 학생들에 대한 자신

의 기대를 수정함으로써 교사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긴장과 갈등을 극

복하고자 하였다.

다. 불일치에 대한 관용과 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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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교사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

교사들 중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는 교

사들도 있다. 은하수초에 전입 온지 얼마 안 되는 교사들은 지금까지 자

신이 교육과정과 수업을 운영했던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

다. 그래서 학교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에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은하

수초의 학교교육과정 개발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과 고통을 호

소하였다. 한편 교사들 중에서는 학급 안에서 일어나는 생활지도의 문제

가 클 때, 교육과정 개발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교육과정 공동개발

협의회에 잘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교사들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가 가진 관점 불일치에

대하여 관용과 인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다른 교사들

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저항과

싸움보다는 “희생”과 “견딤”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세라고

설명한다.

오현진: 우리 학교에 너무 슬픈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반은 학생들

싸움이 부모 싸움이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뭘 잘못

했고 따지기 시작하면서 법적으로 고소를 하겠다 어쩐다 하고

있어요. 그 선생님한테 교육과정 개발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런 일이 크게 작게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

등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해주는

게 먼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아

올해 우리 반 정말 힘들어’라고 말하면 이걸 듣고 다른 반 선생

님이 속으로 ‘그런 애들 우리 반에도 있어’ 솔직히 그렇게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한마디씩 해주

는 게 사실은 그 사람한테 더 상처에요. ‘그래도 넘겨야지∼’,

‘애들 크면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그 분(어려움을

호소한 선생님)은 상처를 받아요. ‘지금 내 고통은 별거 아니라

는거야?’ 이렇게 말해요. 서로 공감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러면 갈등은 계속 깊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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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오현진: 이게 지속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책을 같이 읽

고 연수도 받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고통은 나눌 수 있는

가?」, 「갈등해결의 기술」이라는 책을 같이 읽었어요. 그리고

책의 저자를 학교로 초청해서 강의도 들었어요. 고통이 난무하

는 시대고, 고통을 전시하고 광고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

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아 그런가 보다’하

고 구경하고 끝이에요. 그렇게 말하게 되면, 개인의 그 개별적이

고 특별한 고통이 보편적인 것으로 무시되면서 납작해지잖아요.

그 책에서 내린 결론은, 우리가 고통을 서로 공감하고 보듬어주

는 것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

께 있어주는 것이었어요. 고통에서 헤어 나와서, 같이 밖을 보

고, 그 곁을 함께 지켜주고, 가끔 ‘산책하자’, ‘밖에 뭐하러 갈

까?’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

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가 뭘 해줄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 사람의 곁을 지키는 이가 필요하다는 걸 알

게 되었어요. 우리가 공동체라고 한다면, 서로 서로를 옆에서 지

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힘들어하는 사람이 더 나아지는

걸 느껴요. 교육과정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무엇인가 상처

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오해

받고, 생각대로 안 되고. 자신의 전문성에 대해 의심하고 상처받

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고통을 지켜봐주고, 그 사람을

아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선생님은 ‘아 그래? 한번 다시 해

볼까? 조금 더 해볼까? 함께 하면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사는 모두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

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2019.5.1.)

연구 참여자들은 은하수초 교사들은 교육과정 공동개발 과정에서 교

사들이 경험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평가

하지 않고 손쉬운 조언을 건네는 일이 아니라, 다른 교사들이 겪는 개별

적인 고통과 감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다른 교사들이 겪은

감정적인 갈등과 딜레마를 수용하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게 될 때,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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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차 자신이 겪는 감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2) 도움 주기

은하수초 교사들은 개발에 나타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항이

나 투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과정

개발에 나타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내와 희생이라고 하

였다. “진보”라고 주장하는 교사들이 다른 교사들의 교육방식에 대하여

비판하는 과정에서 ‘혁신교사’와 ‘비혁신 교사’를 구별하며 다른 교사들에

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다. 교사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감을

바탕으로 갈등에 대한 인내와 관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오현진: 난 희생과 견딤없이 사회가 변화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발도

르프 교육은 저항이 핵심이 아니에요. 사실 인권, 교권, 무슨권,

무슨권, 이런 것들을 다 돌아보려면 우리가 신이 되어야지. 사실

애들 인권 존중하다보면 교사들 인권이 좀 무시될 수도 있어요.

교장 인권 들어주다 보면, 교사 인권이 양보될 수도 있어요. 그

런데 매번 그 권한을 하나하나 따지면 서로 모멸감을 느끼게

돼요. 권리를 내세울수록 공동체가 와해된다고 봐요. 시스템, 권

리 이런 것들 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희생이고 사랑이라고 생

각해요. 같이 가려면, 희생과 사랑으로 가야 해요. 저항, 저항,

저항만 하면 ‘난 안 할거야’ 하고 ‘이게 내 인권이야’, ‘날 방해하

지마’ 라고 말하면 변화가 없어요. (2019.5.1.)

교사들은 교육과정 개발에서 자신이 다른 교사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수업 연구하고, 때로는 다른 교사들이 해야 할 일까지 떠맡아야 하는 때

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관심사나 관점이 다른 교사들과 ‘그냥 각

자 알아서 하자’라는 생각이 들 때조차 피곤하고 긴 토론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과정은 인내와 희생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사들의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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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연: 백그라운드가 없는 분들은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나가떨어져요.

원래 보는 거랑 자기가 직접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

에는 수업준비, 교과 만드는 것을 다 도와줘요. 맨땅에 헤딩할

때는 박 터지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따라오기 까지가 몇

년이 걸렸는지 몰라요. 먼저 해왔던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

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저는 몇 년 했으니 머릿속에 잡

혀있잖아요. 이달에 이걸 하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

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도와주는 거에요. 우리가 사실, 다 같이

하려면 서로 희생하고 도와줘야 해요. (2019.7.2.)

유지연: 정말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 전문성에 자부심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건 좋은 교육 아니야’라는 말을

들으면서 계속 상처받으셨던 거예요. 우리 학교 쪽으로는 고개

도 안 돌린다고 하고 간 경우도 있었어요. 떠나가는 사람도 상

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런 경험으로 너무 상처를 크게 받

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고 했어요. 우리 정말

끝장토론, 밤샘토론도 했어요. 정말 박터지게 이야기 하는 거예

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더 나은 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

혁신적인 교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존재들이

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점들에 대하여 서로 보듬고 도와주자

그렇게 된 거예요. (2019.11.7.)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공동개발 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갈등을 해결하

기 위해 인내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

하고 각자가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

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3) 기다리기

교사들이 교육과정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일은 처방된 교육과정과 교

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던 습관화된 행동패턴을 버려야 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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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교사들에 따라, 자신의 습관과 행동을 수정하기 보다는 기존에 하

던 방식을 지속하려는 교사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각자가 가진 ‘교육과

정 공동개발에 대한 온도차’는 은하수초 교사들 사이에 갈등을 경험하게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여러 갈등을 경험하면서 갈등이 당장 해결되기를 바

라기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사들은 자신의 행동습관과 패턴을 버리는 일이 어려웠던

경험에 터하여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도 변화하는 것이 더디고 어

려운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에서 다른 교사들

이 배우고 성찰하고 변화하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연구자: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폭력적일 수도 있잖아요.

오현진: 교사들이 강요, 압박, 부담을 느끼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개인성, 아

이들의 개인성을 존중해주자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교사들에게

도 그래요.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왜 이렇

게 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어떤 선생님

은 우리 학교에서 상벌제도나 포인트 제도를 사용하지 말자고

이야기 했는데 여전히 그걸 사용하세요. 교육적이지 않은 것 같

다고 우리가 회의시간에 이야기 했던 거지만, 여전히 점수 주고,

그 점수를 가지고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 매기세요. 그래서 우

리가 “이 아이는 왜 그렇게 평가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걔는

까불잖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본인이 점점 변하세요.

연구자: 기다리면 변하나요?

오현진: 왜냐면, 아이들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상벌하고, 선생님이 강하게

통제하고 줄 세우고 하다보면, 학기 초에는 “오∼ 우수한 아이

들만 보였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반은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요. 애들이 상벌로 움직이게 되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거 해봐야, 내가 1등 못하는데”라든지, “그깟 떡볶이

안 먹고 말지” 하는 애들이 생겨요. 결국 상벌로 하면 상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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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은 정해져 있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다 선생님에게

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교과전담 선생님들 사이에

서 “그반 수업 못하겠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 반은 선생님도

힘들어요. 이게 지난 3년 내내 똑∼ 같이 일어나는 증상이에요.

선생님이 자기가 덫을 파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가지고 그

선생님이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기다려주면서 보여줘

요. 그 선생님이 학급운영이 힘들고 편안하지가 않을 때, 상담해

주고 도와주고 수업도 해줘요. 그러면서 점차 교육의 길에 온당

한 방향을 인정하게 되는 게, 80프로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도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변화, 자유로움에 길

들여지고 체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2019.8.9.)

강수연: 학교의 변화와 혁신에도 단계가 있대요. 학교 변화에 관한 연구

를 보면, 교사들이 7개의 단계를 경험한다고 하더라고요. 첫 단

계는 무관심이에요. “쟤들이 뭘 하든 몰라”하고 신경 안 쓰는

무관심의 단계. 그리고 그다음에는 ‘정보를 구하는 단계’래요. 그

래서 사람들에게 묻고 궁금해하고, 호기심에 이것저것 해보는

단계라는 거죠. … 가장 마지막이 자율적 단계, 소통, 구성원들

의 공감과 하나로 같이 가는 것. 그게 학교 혁신의 최고 단계로

나오더라고요. … 난 우리학교 교사들도 이 단계를 경험하고 있

다는 걸 느껴요. 처음에는 무관심해요. 그러다가 정보를 구하기

시작하고 “쟤들이 뭘 하는거지?” 하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기다려주는 거더라고요. 기다려주고 도

와주는 거에요. (2019.7.11.)

은하수초 교사들은 반드시 교육과정 개발에 옳은 답이 있는 것은 아

니지만, 적어도 교사가 편한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

보다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교사의 습관적인 행동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교사가 자신의 익숙한 습관을 변화시키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

하게 되었다. 당장 변화하지 않는 다른 교사들에게 변화를 강요하고 직

접적으로 비판하게 되면 극심한 갈등을 경험하게 되어 공동체가 와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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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갈등을 전면적으로 드러

내지 않고 기다리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기다림의 과

정을 통해 직접적인 갈등에 따른 공동체의 와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하고 공동체가 유지되는 가운데 학교가 변화할 수 있게 되

었다고 설명하였다.

라. 여러 경로를 통한 교사들의 학습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개발 취지와 다르게 학생

들이 반응하고, 원래의 취지가 퇴색되면서 ‘업무화’되는 갈등과 딜레마를

경험하였다. 교사들은 자신이 가진 학생에 대한 관점, 교육적 가치와 신

념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하지 않

으면 지속적으로 수업 중에 문제와 갈등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사들과의 의견

불일치와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수업자료나 수업

기술을 얻는 것은 오히려 쉽다고 판단하고 교육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신념을 검토할 수 있는 철학과 인문학에 대한 독서와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사들의 지속적인 학습이 있을 때, 교육 취지

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오현진: 사람들 마다 자기만의 고통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학생

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아이가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게

좌절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보게 되었던 것이 인문학책이에

요. 인문학책을 정말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걸 보기 시작하면

서, 왜 책을 보다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저 사람은 나와 동일한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할까’, 이런 생

각을 하다가 인문학책이나 철학책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30대의 눈으로 내가 아이들에게 되지도 않는 것을

들이밀고 있다는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성인인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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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서 뭘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발도르프에서 말하는 건 수업

과 놀이의 경계가 모호해 질 때 학습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정말로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할 때, 아이들은 저의 말에 따라주

어요. 내 권위를 인정해줘요. 그게 아니면 나는 그냥 꼰대인 거

예요. 그래서 자꾸 가르치지 않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된거죠.

(2019.5.1.)

오현진: 인간이 어떤 존재고, 인간은 어떤 역사와 절차를 통해 변해가고,

어른과 아이는 어떻고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

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인간을 알아

야 우리가 어린이라는 존재를 알 수 있고, 그래야 분노하지 않

아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집중한다고 했잖아요. 과학적 단계론

자들이 말하는 그 단계가 아니라, 인간의 영적인 부분에 주목하

자는 거죠. 애들은 그대로 완결된 존재라는 것이고, 어른들보다

훌륭하고 신비로운 면이 있다는 건데, 그걸 어른들 눈으로 평가

하는 거예요. 발도르프뿐만 아니라, 서머힐, 프레네, 무지의 교사

이런 책들에서 전부 인간은 귀하고 소중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 도태되는 것이 무섭고 두렵다는 불안감

에 휩싸여 있는 세상에서 어른들의 조급함과 두려움, 불안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막지 말자는 취지에서 공부하

고 있는 거죠. (2019.5.1.)

교사들은 자신이 경험한 어려움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

진 가치와 신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수업 테크닉이나 기

술을 배우기보다는, 철학 서적과 인문학 서적을 탐색하게 되었다. 교사들

은 수업을 통해서 경험한 갈등과 다른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갈등

을 해결하는 과정이 정치적인 것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불편하다고 설명

한다.

오 교사는 교육과정 개발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

은 단순히 갈등이 나타난 순간에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해결하는 것이 중

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갈등과 문제 해결은 교육에 대한 성찰로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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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보았고 그러한 성찰의 과정에서 다양한 인문철학적 서적들을

탐색하였다. 오 교사는 발도르프 철학에 대한 저서뿐만 아니라, 「무지한

스승」, 「불온한 교사 양성과정」,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십대들

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수업」, 「난독의 심리학」

등 교육학 관련 서적들을 지속적으로 탐색하였다. 오 교사 뿐만 아니라,

강 교사의 경우 대학원에서 감각교육을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

고 있다. 유 교사와 신 교사도 교육과 관련된 정기 간행물을 읽고 있었

고, 유 교사의 경우에도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에서 주최하는 강연에

참석하여 인문사회학적인 공부를 지속하고자 하였다.

교육과정 개발에서 합의는 단순히 설명, 사례, 예시와 같은 서술 방

식의 설득으로는 불충분하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숙의 내용에

대한 실천, 가르침, 학습, 이론화가 필요하다(Harris, 1986). 그래서 교육

과정 개발에 참여한 숙의 참여자 개개인이 자신의 실천에 대한 학습과

이론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개발 숙의는 자칫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숙의 참여자들이 협

의를 주도(Bogaards & Deutsch, 2015)할 수도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

된다. 그러나 은하수초 교사들의 개별적인 학습과 독서를 통한 노력은

교육과정 개발 숙의에서 몇몇 교사들만 회의를 주도하거나 끌어가지 않

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교

육과정 개발 숙의에서 나타난 갈등이 합의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 각자의

교육적 입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학습과 정보수집의 방법을 활용하였

다. 은하수초 교사들은 학습과 정보수집에 따라 숙의에 참여하는 일이

교육과정 개발 장면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대화가 될 수 있게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2.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교사 집단의 노력

교사들은 공동교육과정 개발에서 경험하는 갈등이 교육과정 공동개발

자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갈등을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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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강하고 공격적인 발언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

게 되면서 교육과정 공동개발에서 갈등과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하여 교

사 집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은하수초 교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의적 대화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과 숙의 집단 구성하기

와 같은 집단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가. 숙의적 대화의 조건 마련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과정 공동개발을 통해서 지속적인 갈등을 경험

하면서 갈등을 숨기기보다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다. 교사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공동의 규칙을 설정하고 “비난하지 않기”, “그 자리에서 말하고 뒤에서

말하지 않기”와 같은 회의 규칙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회의는 일주일에

2번으로 정하고 관점의 다양성에 대해 존중하며 누구나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우영진: 강하게 자기 것이 옳다,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거

안 해? 그럼 넌 교사도 아니야’ 라든지, ‘교사가 어떻게 그래?’

라든지. 그렇게 세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속에서 상

처를 받는 사람이 많았어요. 강한 자기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

무 세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응? 난

교사 자격이 없다는 건가?’ 이런 내상을 받는 경우가 생긴 거예

요. 그게 아주 심했을 때가 있었어요.

연구자: 지금은요?

우영진: 지금은 “다 품고 가자”가 된 거예요. 지금도 나아가는 과정이기

는 하지만, ‘이걸 왜 해요?’ 라고 하면, ‘작년에 이렇게 해왔었는

데-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고 비난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2019.8.22.)

교사들은 강한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는 교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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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런 마음의 상처들이 누적되면서, 은하수초를

떠나는 교사들도 생겼다. 그래서 은하수초 교사들은 교육과정 공동개발

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공식적인 규칙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

로 동학년 모임에 1주일에 2번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을

그 자리에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립하였다. 그리고 비판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 때 말하고 뒤에서 다른 소리 하지 않기, 비판에 대해서

의견에 대한 비판이라고 받아들이고 공격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기 등 은

하수초 「평화회 규칙」수립을 통하여 갈등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약속을

정하였다.

오현진: 우리가 교사 회의를 한달에 2번은 꼭 해요. 전체 교사 협의로

하는 거에요. 바쁘니까 많이 못하더라도 그때 ‘마음 나누기’를

해요. 애들 데리고 마음을 나누듯이, 다 둥그렇게 모여서, 자기

힘들었던 이야기, 안건, 허심탄회하게 싫었던 이야기, 분임토의

이런 이야기들을 다 나누는 거예요. 1박 2일 워크숍도 1년에 두

번씩은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울고 불고 해요.

연구자: 워크숍에서는 뭘 하는데요?

오현진: 워크숍은 3월에 개학하기 전에 한 번 하고, 10월 말 정도에 한

번 해요. 3월에 하는 워크숍은 교육과정 이야기가 주로 많아요.

학년별로 나누어서, 올해 무슨 활동을 할지 이야기를 나누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5학년을 한다고 하면, 작년 5학년 교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줘요. 뭘 했는지 1년 치 교육과정을 쭉 훑어서

설명을 해줘요.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반성했던 부분, 비판을

받았던 부분 전부 다요. 그 다음에 그해 동학년 교사들끼리 올

해 뭘 할지, 작년에 했던 것에서 올해도 진행해보고 싶은 것, 새

로 넣고 싶은 것을 이야기를 나눠요.

연구자: 10월말에 있는 워크숍은요?

오현진: 그때는 그 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점, 어려웠던 점

이런 이야기를 다 나누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 우리도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서로 부족한 걸 인정하

고, 남 탓하지 말자고. (201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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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교육과정 개발 협의회에서 “그 자리에서 말하기”, “1주일에 2

번 협의회 참여하기”, “마음 나누기”와 같은 약속과 규칙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교사들이 의견 차이와 불일치를 마음속에 담아 두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게 하였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경험은 교육과정 개발

과 실행에서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지속하게 하였다. 왜

냐하면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하였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민주적인 숙의 규칙을 마련하여 교육과정 개발에서 갈등을 표면화하고

다룰 수 있게 하였다.

나. 숙의 집단 구성

(1) 동학년 숙의 집단 구성

은하수초 교사들은 교육과정 개발에서 “서로를 존중해주기”라는 원칙

을 고수하면서도 공동교육과정 개발을 지속해나가야 했다. 그런데 동학

년 교육과정 개발에서 다양한 입장과 가치를 존중해준다고 해서, “교육

과정 개발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교사들의 입장까지 수용해줄 수는 없

었다. 동학년 구성원들 중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

지고 있는 교사들이 모여 있을 때, 해당 학년은 교육과정 개발을 지속할

수 없어진다. 몇 년전 실제로 은하수초 안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혁신

파”와 “비혁신파”로 파벌화되어 갈등이 극도로 고조되면서 교육과정 공

동개발이 어려울 정도로 공동체가 와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경험을

하게 되었다.

교사들은 동학년 교육과정 공동개발 과정에서 교사들의 의견 차이와

개별성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교육과정 공동개발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

떻게 해야 할지 성찰하게 되었다. 당시 갈등은 교육과정 공동개발이 활

발하게 일어나는 학년과 그렇지 않은 학년 교사들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학년 교육과정 개발이 잘 되는 학년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학년이

나타나면서 공공연하게, 특정 학년은 “버려”졌다는 말들이 오고 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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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되자 교사들 사이에서 파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교육과정 공동개발에서 동학년 교사 구성이 가장 중

요하다고 하였다. 동학년 교사들이 비혁신파로만 구성되면, 교육과정 개

발을 위한 갈등이나 불일치 자체가 표면화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연구참

여자들은 일상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학년 구성에서 일

상적으로 갈등을 표면화하여 다루어 교육과정 개발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동학년 구성을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다. 즉 동학년 구성은 적어도 교육과정 개발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동학년 교사 집단

의 구성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일선 초등학

교에서 동학년 교사들이 구성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새 학년도

가 시작되기 전 학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교감이 전체 교사들에게 다음

해 학년·업무 희망서를 제출하게 한다. 교감은 이 업무 희망서를 토대로

인사관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다음 학년도의 각 학년 교사를 정하게

된다.

이처럼 초등학교의 동학년 구성에는 개별교사들의 의견이 고려된다.

은하수초는 처음 학년교육과정 개발을 시작할 때, “마음이 맞는” 교사들

끼리 함께 특정 학년을 희망하여 지원하였다. 이렇게 “혁신파”로만 구성

된 학년은 별다른 잡음 없이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었다. 혁신파로 모인

교사들은 나름대로 교육과정과 수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교사들로 구

성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학년은 새로 전입 온 교사들이나 교육과정 개발

경험이 없는 교사들로 구성되게 되었다. 그래서 나머지 교사들은 “버려

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연구자: ‘싫으면 알아서 하세요’ 하고 두면 교사들 사이에 파벌이 형성된

다던데? 어때요?

오현진: 우리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게, 처음에는 ‘3학년 5학년은 버려’

그렇게 되었어요. 자꾸 싸우고, 갈등 일어나고, 사람들은 상처받

고 이러니까 어차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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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기가 버려진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마

음 맞는 사람들끼리 동학년을 하면 그 학년은 잘 되는데 나머

지 학년은 버려지니까 문제라는 걸 인식한 거예요.

연구자: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데요?

오현진: 계속 (피식) 사람을 심어요. 이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연구자: 아하하학(웃음) 쉽지 않겠다.

오현진: 버려진 학년은, 그거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가 버려진 학

년이라는걸 아니까. 그래서 인원을 구성할 때, 친한 사람들끼리

구성을 안 해요. 그래야 처음 온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거든요.

(2019.5.1.)

은하수초 교사들은 동학년 교육과정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학년 구성을 “마음에 맞는 사람들 끼리”하는 것보다는 서로 다

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을 때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동학년을 구성하면 해당 학년은 교육과정 개발이 잘

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전체로 봤을 때는 특정학년이 버려지게 되고,

다른 교사들이 교육과정 개발에 동조하지 않게 되어 지속적으로 교육과

정 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은하수초 교사들은 교

육과정 개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서로 다른 학년으로 들어가서 학년교

육과정 개발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그 사람들을 교육과정 개발 방식에 동

조할 수 있도록 포섭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

당 학년 분위기를 교육과정 개발에 동조하고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강수연: 일단 함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요. 다른 학교에는 ‘이런 거

해봐요!’라고 제시하면, ‘그걸 해야 돼?’ 라는 분위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해요. 분위기를 만드는게 중요해요. 분위기라는게 뭐냐

면, 자발성이에요. 그 자발성도 경험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

아요. 경험하니까 할 수 있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학년 구성을

할 때, 중간리더가 중요해요. 끌고 가주는 사람, 이 모든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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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해요. 우리학교는 중간리더가 부

장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중간리더를 도와주고 동조해주는 사

람 2∼3명이 필요해요. 중간리더에게 호응해주고, 협력적인 사

람, 엔진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분위기를 만드는 거에요.

연구자: 학년 구성원을 할 때,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배치한다는거죠?

강수연: 네. 올해 말고, 재작년에 우리 학교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

었어요. 그 분은 아∼무 것도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처

음에는 다 해드렸어요. 그냥 제가 할게요. 하면서. 아까 말씀드

린 것처럼, 중간리더랑 3명은 내 편이잖아요. 그래서 과반수가

되었으니까 추진을 해요. 다만, 그 선생님이 싫다고 하면, 각종

방식으로 구슬려요.

연구자: 어떻게요?

강수연: 일단은 나보다 굉장히 나이가 많은 선배였어요. 그분한테는 그

냥 제안하고, 싫다고 하시면, ‘일단 저희가 이런 걸 해볼게요. 보

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 수업하는 것도 구경오시

고, 우리 협의회 때 각자 만든 자료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감

각열기 수업을 수학이랑 접목해서 하는 수업이었는데 교수학습

자료가 재미있는 게 많았어요. 아이들 반응도 좋았고. 그러면 그

분이 ‘그거 나도 갖고 싶어’ 라고 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큰 수

판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선생님. 필요하면 같이 그려요’ 하고

저희 나머지 동학년들이 다 그려줬어요. 중간리더는 베풀고, 괜

찮은 것들도 다 만들어주면서 해야 돼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당

연해요. 그러면서 도와주고 나눠줘요. 그러면서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 괜찮네?’. 그래요. 그게 스킬

이 좀 필요해요. ‘안 하겠다’ 하는 분들에게 강요는 안 해요. 그

렇다고 그냥 두지도 않아요. (2019.7.2.)

강 교사는 구체적으로 동학년 구성원으로 학년교육과정 개발 경험이

풍부한 교사를 중간리더로 구성하고, 그 교사를 지지해주는 교사들을 2

∼3명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처럼 중간리더와 중간리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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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는 교사들이 구성될 때 새로 전입 온 교사나 교육과정 개발에 부

정적이고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교사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면서 학교교육

과정 개발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교사들은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그냥 두는 것보다는 이들이

동학년 교육과정 개발에 함께 참여할 수밖에 없는 학교의 분위기를 만들

고자 했다. 즉 동학년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과

정이 정치적인 포섭과정이라는 것이라고 보았다. 교사들은 교육과정 개

발에 참여하기 싫어서 나타나는 갈등의 경우, 교육과정 개발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은하수초의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방식과 방향성에 동의하는 교사들이 더 늘어나고 있으며, 은하수초

를 떠난 교사들이 다른 학교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과정 개발을 선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2) 학생 숙의 집단 구성

교사들은 교육과정 공동 개발에서 학생들이 주인이 되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교사 입맛에 따

라” 학생들의 의견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정말 학생들이 주인이 되는

교육과정과 수업인가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였다. 교사들은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교사들은 학생들로만 구성된 숙의 집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학생들

이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교육과정 개발에 학생

이 참여하는 것 자체에 논쟁(최병옥·최호성, 1995)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과정 개발 사례에서 초등학생들이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사

례는 드물다. 교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 영역

중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부와 교과 활동의 일부 영역에 한정하여 학

생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다.

학생들이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영역은 학생들이 가장 관심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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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를 보이는 영역으로 한정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서는 ‘동아

리 활동’과 ‘자율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는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 학습에

서 학생들의 교육과정 개발 참여를 가능하게 열어두었다. 한편, 교과 영

역의 경우 5학년 정치참여와 인권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학

교의 삶의 터전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가를 두고 학생들

의 교육과정 개발 참여를 허용한다.

강수연: 애들한테 중요한 건, 수학여행, 수련회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시도해보도록 한 거예요. 다∼ 같이 교사가 뭐 하자고

해서 하는건, 아이들한테 의미없어요. … 아이들이 자기가 수학

여행 가고 싶은 곳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

우에는, 제주도하고 경상도에서 한 팀이 나왔어요. 아이들이 교

통편, 음식, 숙소, 활동 이런 것들을 그동안 배웠던 것이랑 관련

해서 왜 거길 가야 하는지 조사해서 발표를 해요. 그래야 하니

까, 한명이라도 놀 수가 없어요. 각 반별로 흩어져서 발표를 하

고 투표를 해요. (2019.7.8.)

학생들은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은 “학생 다모임”이나 “학생

TF팀”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학생 다모임이란, 한 달에 1번∼2번 전체

학년 학생들이 강당에 모여서 학생 자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

는 것이다. 학생 다모임은 “전교 어린이회”와 달리 학급 대표가 협의회

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생이 모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의사결

정을 하게 된다. 즉 학생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학생 TF

팀”은 주제별로 “체험학습 TF팀”, “축제 TF팀”, “놀이터 TF팀”과 같이

교육과정 개발 주제별로 꾸려진 학생 조직이다. 학생TF팀은 각 반에서

3∼4명으로 구성되어 5개의 반에서 모인 20명의 학생들로 구성된다. 이

들은 방과 후에 따로 모여서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한다.

이처럼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 다모임”과 학급 학생들 중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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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표로 참여하는 “학생 TF팀”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특정한 주제에 대

하여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었다.

구체적인 사례로 은하수초 5학년 학생들의 경우 수학여행 장소와 일

정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게 된다. 은하수초 교사들은 먼저, 2

월∼3월 사이에 수학여행의 시기를 결정한다. 수학여행 시기를 10월로

결정하고 난 후 학생들에게 올해 1년 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방문해보고 싶은 장소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수학여행이 10월에 있기

때문에 학생 다모임은 2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이루어진다. 교사들은 학생

들이 수학여행지를 선정한 것을 바탕으로 숙소, 교통편,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우영진: 우리 학생 다모임있어요. 독일말로 랑스게마인드? 지금 정확하

게 명칭이 기억이 안 나지만, 그쪽(독일)에서는 아이들이 전체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해요.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직접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고 싶은 데

가 있으면 직접 결정을 하라고 정하게 된 거예요. (2019.7.11.)

박미영: 학생 TF팀은 주제별로 있어요. 수학여행 TF팀, 놀이터 TF팀,

축제 TF팀이 있어요. 학생 TF팀은 각 반 학생들 대표 3∼4명

이 참여하여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반 대표들이 TF팀에 참석해요. 놀이터 TF팀을 한다고 하면, 학

생들이 각반 학생들에게 의견 수합하는 과정을 거쳐요. 우리 학

교 놀이터가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놀이기

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이 자기 반에서

수업한 내용을 근거로 상의를 해와요. 그러면 각반 학생들이 학

생 TF팀으로 모이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반에서 어

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놀이기구가 필요하다.

(2019.5.7)

오현진: 사실 아이들이 자기가 어딜 가고 싶은지, 뭘 해야 할지 그거를

스스로 계획하고 짜고 하려면 더 많이 선생님들이 봐줘야 해요.

아이들 계획서 더 많이 검토해줘야 하고, 의견 수렴도 더 많이

해줘야 해요. 그래도 아이들은 다 자기가 한 줄 알더라고요.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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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너네 이거 하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개고생을 해야 하

는지 아니?’ 하는 마음도 들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했다’라고 하

는 자부심을 느끼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걸 보면 ‘힘들지만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19.8.7.)

학생들 숙의 집단을 구성하는 일은 교사들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러한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학생들이 주인이 되어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 의미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3) 유동적 숙의 참여자 구성

은하수초 교사들은 교육과정 개발 주체들 사이에서 특정 교육개념에

대한 이해 차이와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갈등을 경험하였다. 교사들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학년 교육과정 개발의 주체가 동학년 구성원으

로 구성됨에 따라, 교사들은 일상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

나갈 수 있었으나, 서로 다른 입장을 고려할 수 없어서 교육과정 실행

상에서 어려움과 갈등에 직면하였다. 교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동학년 교사들 사이의 소통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른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도르프 교육철학에 근거하여 은하수초에서는 목공교육, 습식수채화,

흙놀이 수업을 통하여 감각 교육을 활성화시켰다. 교사들은 학교교육과

정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 발도르프 교육을 직접 실행해본 문화예술 강사

들을 학교에 초대하여 연수를 듣거나 수업을 맡기기도 하였다. 교사들은

이들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배워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을 변화시켜보고

자 하였으나 외부강사들은 학교에 상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요

일에 정해진 기간 동안 학교를 방문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교육과정 협의

회에 초대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교사들은 다른 교육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동학년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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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일시적이고 유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들은 오늘

날의 전문성은 오로지 교사들의 전문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

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들과 도움을 주고

받는 과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과정은 교사들이 다른 교육적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과의 협의

를 통하여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뿐

만 아니라 교사 이외의 다른 숙의 참여자들을 학교 구성원으로 끌어들임

에 따라 교육과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 관점과 교육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은하수초에서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고, 더 많은 교육적 경험을 학생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흙놀이 강사: 다른 학교도 가봤지만, 다른 학교 선생님들은 사무적이라

고 해야 할까? 관료적이고, 상당히 직장다니신다∼ 이런 느낌이

에요. 그런데 여기 선생님들은 활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자: 직장다니는 사람과 교육활동하는 사람? 그 둘의 차이가 뭐라고

보시는데요?

흙놀이 강사: 직장다니시는 분들은 저하고 얘기도 안 해요. 갑의식이있

어요. 갑을 관계라고 보는 거죠. 저와의 관계를. … 차이점은,

담임선생님에게 저의 수업의도나 입장을 들어주는지 그냥 자기

수업의 도구 정도로 알고 있는지의 차이에요. 예를 들면, 문화

예술 쪽에 이해도가 없는 선생님들은 많아요. 그런데 제 이야기

를 들을 생각도 안 하시는 분들은 흙놀이를 한다고 했을 때, 꼭

완성도 있는 작품 하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예를 한

다고 하면, 그릇 하나를 완성해서 애들이 구워가지고 가지고 가

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아이들의 교육활동에서 조차 쓸

모를 찾아요. 근데 아이들은 쓸모 없는 일을 해야 해요.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마음대로 해야 돼요.

연구자: 왜요? 왜 쓸모가 없어야 해요?

흙놀이 강사: 조건을 지워주잖아요. 아이들이 접시 만들라고 하면, 자극,

감각 이런 걸 느껴보는건 없어지고 접시 자체를 만들어야 한다

는 그 강박이 들어간다는 거죠. 만약에 미술학원 보내면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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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료 15만원 냈으니까, 너 접시 2개랑 컵 2개 만들어와” 하고

애를 보낸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 하면서 애가 무슨 재미가 있

겠어요? 뭘 느끼겠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재미있지. 그런데 애들은 그걸 강요받는 거예요.

연구자: 여기서는 어떠세요?

흙놀이 강사: 학교마다 읽혀지는 분위기가 있어요. 개별화된 학교는 분

위기가 싸∼ 해요. 근데 여기는 선생님들이 서로 바라보는 눈빛

이 달라요. 이 학교에 돌아다니는 교사나 외부 강사들 모두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서로 도와주려고 해요. 수업에서도 훨씬 더

허용적이에요. 오늘 정자에서 놀면서 저는 좀 놀랐어요. 사실 저

는 담임선생님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오늘 비가 와서 정자에

서 아이들이 흙을 묻혀가지고 자유롭게 노는데 아이들 신발에

흙이 덕지덕지 붙는 거에요. 그래서, ‘아 정자 밖으로 못 나가게

해야겠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괜찮아요”라고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발 갈아신는 것, 복도 지저분

해지는 것, 이런 거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었어요.

연구자: 담임교사와 소통이 잘 될 때 수업이 달라지나요?

흙놀이 강사: 더 한계상황을 느끼고 경험하게 해요. 더 다양하게. 오늘처

럼 비가 와서 흙이 끈적거리고 신발에 풀이 들러붙고, 발에서

흙을 떼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에 비벼

보고, 그 다양한 감각이 자기 몸에 베이게 해요. 한계 상황을 느

끼면서 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게 해요. 계속해서. 담임선생

님이 허용하니까. 근데 만약에 담임선생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저는 찐득한 흙과 그 감각을 느껴보는 것을 안 했겠죠. 그냥 딱

수업에서 허용된 한계 안에서만 했을 거예요. (2019.4.26.)

은하수초 교사들은 교육과정 공동개발 협의회에 다른 교육 경험과 전

문적 경험을 가진 숙의 참여자들을 초대하여 이들의 교육적 의도와 취지

를 이해하고자 교육과정 숙의 참여자들을 확대하였다. 물론 이들은 일상

적인 학년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할 수는 없었다. 목공강사, 문화예술 강

사들은 대부분 순회교사들이고 학교 안에 상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

상적인 동학년 교육과정 개발 장면에 유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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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목공강사나 습식수채화 강사들에게 교육취지와 의도, 각 회기마다

어떤 활동을 할지 함께 논의하고 현재 교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교육과정

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에서는 교사들의 협력 수업이 진행되

었다.

공동체의 경계를 공고하게 유지하고 방어하는 것은 특정 교육주체들

을 경계 밖에 머물게 하여 저항하는 교사, 주변화된 학생들, 특수교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외부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다는 비판(Achinstein, 2002)이 있다. 교사 집단의 공고한 경계를 유지하

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윤리적인 배려를 하지 못하게 한다(Mooney

Simmie & Lang, 2018). 왜냐하면 극단적인 동의 창출과 이를 위하여 갈

등을 외부자의 것으로 밀쳐두는 것은, 전문적 학습을 제약하고 대안적

관점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낮추어 적절한 의사결정을 방해하

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자신의 생각에 도전하고 대안적인 관점을 보고

새로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하여 입장들 사이에 일치성

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갈등을 인정하고 수용적인 자세를 갖는 것은 여러 구성원들 사이의

경계를 열어둔다. 열린 경계는 곧 총체적 책무성을 말하는 것이며 조직

경계를 허물고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Achinstein, 2002). 구성원들 사이

에서 내부자와 외부자의 경계를 협상하는 일은 갈등만 해결하는 것이 아

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에도 영향을 준다. 교사와 외부강사들이

서로 소통이 부족할 때, 강사들은 수업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과목들과 분절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그런데 교사들이 갈등과 긴장을 해

결하고자 교육과정 개발의 공통요소들을 참여시켜 공동체의 범위를 확장

시켰을 때, 교육과정 개발의 공통요소들이 가진 서로 다른 전문적인 역

량이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에 활용된다. 이처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

여 공동체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갈등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에도 영향

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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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초등학교 동학년 교육과정 공동개발 사례의

의미

1. 교육과정 공동개발을 위한 계획과 실행의 순환

선행연구들은 학교교육과정 개발이나 교육과정 재구성의 과정이 교사

들이 가르칠 내용을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형적인 과정과 절차라는 것을 드러내 왔다. 대표적으로 교사들이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는 과정은 교육과정 지식 연구, 자료 개발, 실천, 반성과

평가(이자연, 2008)의 과정이거나 혹은 준비 단계, 적용 단계, 수정 및 기

록 단계(심수원, 2008)로 정리된다. 이러한 과정은 비록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 속에 실천과 검증, 수정과 보완이라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

더라도, 연구와 개발을 통한 적용이라는 선형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나타

낸다. 학교교육과정 개발을 선형적 과정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학교교육

과정 개발은 단지 실행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은 3월에 만들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는 교

사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1년 내내 교사의 책장에 머물다가 사라지고 마

는 ‘캐비닛 교육과정’이라는 비판(김성천, 2007)을 받게 된 것이다.

반면, 본 사례에서 드러난 교육과정 공동개발 사례는 교육과정 개발

과 실행을 명료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속적이고 순환적인 과정

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교육과정 개발 장면에서 끊임없이 개발된 교육

과정을 교실에서 실행한 경험을 가져와 논의하였다. 교사들은 개발된 교

육과정을 실행하며 경험한 긴장과 딜레마를 논의 장면에 끌어왔다. 그리

고 동일한 주제에 대한 숙의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숙의를 반복하는 이유는 개발된 교육과정과 실행된 교육과

정이 달랐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먼저, 개발

장면에서 교육과정 개발의 주제와 내용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구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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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서 교사들이 교육과정 실행 방향을 서로 다르게 이해한 경우, 개

발된 교육과정과 실행된 교육과정이 교사들마다 서로 달랐다. 한편, 교사

들이 교육과정 개발의 주제나 개념에 대해 동일한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그것이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에서 벗어나 있을 때 개발된 교

육과정과 실행된 교육과정이 달랐다. 이러한 경우에 공통적으로 교사들

은 교육과정 협의회를 다시 개최하여 숙의를 반복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교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개념, 학생에

대한 기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교육적 경험들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시작하게 되었다. 교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교육적 기대와 가정에

대한 비판적 탐색을 시작하였다. ‘학생이 어떤 존재’이며,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교사로서 내가 가진 학생에 대한 기대와 가정이 무엇’이었는

지를 고민하였고, 인문학적 서적과 독서, 연수에 참여하면서 그러한 질문

에 대하여 보다 깊이 탐색하게 되었다. 동시에 학급별 학생들의 특성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학생들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이해하

기 위해서 공동의 탐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아이 눈으

로 수업 보기’를 통하여 수업 실천의 장면을 다른 교사들과 공유하며 학

생에 대한 기대를 수정해나갔다. 이 과정을 통해 교사들은 이론과 실천

을 오가면서 학교교육과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탐색하였다. 즉 학교교

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교사들은 교실 안에서 이루어진 교사와 학생의 경

험을 개발 장면에서 논의하고 이를 이론적 지식과 연결시키면서 숙의를

반복하고 심화해 나갔다.

이와 같이, 교사들이 이론과 실천을 오가면서 동일 주제에 대한 숙의

를 반복할 때, 동일한 주제에 대한 숙의는 처음 숙의와 완전히 똑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학교교육과정 개발 협의회를 지속하면서

교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교육적 개념과 의미를 나선형적으로 확

장(Orpwood, 1985; Bosner & Grundy, 1988)시키게 된다. 교사들은 ‘학교

놀이터 만들기’ 1차 협의회에 참여했을 때는 학생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

드는 놀이터의 의미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차 협의회에서 학교놀이터

만들기의 의미가 ‘놀이기구 중심’이 아니라, ‘함께하는 놀이터’,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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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난다. 또

한 교사들은 학교교육과정 개발이나 ‘혁신’의 의미를 처음에는 ‘학생 주

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갈등을 경험하면서 학생

주도적인 것 역시 성인 직업교육에서 적절하던 ‘학생 주도적’인 방식이

‘초등학생들에게도 적절한가?’라는 비판적인 인식을 하게 되었고 이와 관

련하여 은하수초 맥락에서 학생주도적인 수업과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의

미를 정련시켜 나갔다.

이처럼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그럴듯한 대안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긍

정하고 선뜻 수용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학교교육과정 개발과 실행의 장

면을 오가면서 일반적으로 옳고 보편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해결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Roby, 1985; Knitter, 1988)하기도 하였다. 교사

들은 자신의 신념에 대하여 도전받게 되었을 때, 자신이 처한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교육과정 개발 장면과 실행 장면을 오가면서 교육 이론과 실

제를 상호교차하며 반복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교사들은 동

일한 주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숙의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역추

적을 경험하게 된다. 교사들은 동일 주제를 가지고 숙의를 반복하고 있

으나, 처음 가지고 있었던 교육에 대한 개념과 인식은 점차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은하수초 교사들의 교육과정 공동개발 사례는 학교교육과정 개발은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의 과정이 서로 얽혀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며 변

화되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은하수초 교사들은 개

발된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긴장, 딜레마, 좌절을 경험하였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교사는 교육과정 공동

개발을 통하여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에서 지속적으로 좌절을 경험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교육적 개념과 이해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비판받

게 되었다. 교사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교육적 개념과 가치를 변화시

키게 된다. 즉 학교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숙의 자체가 교사들에게 탐구

이자 학습이며 실제와 이론을 연결시키게 해준다.

지금까지 학교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기존의 이해는 선형적인 과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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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되어 왔고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 왔

다.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의 학교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는 압박은 교

사들로 하여금 성과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숙

의를 하기 어렵게 한다(McCutcheon, 1995). 그래서 학교교육과정 개발이

본래 순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때 교사들이 자신이 경험한 긴장과 갈등을

협의 과정에 드러내며, 완성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교육과

정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교교육과정이 교사

와 학생의 경험을 학교교육과정 개발 장면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게 하여

학기 초에 만들어지고 나서는 외면되는 기존의 학교교육과정 개발 방식

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사의 학습을 매개로 한 숙의 필요성

교육과정 개발에서 숙의를 통하여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

은 학교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주(기한샘,

2015; 김평국, 2011)되어 왔다. 그런데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학교교육과정 개발에 참여시키는 것이 반드시 더 나은 의사결

정을 가져오는가?

교육분야에서 숙의적 접근과 실천적 탐구를 주장한 Schwab(1969)은

교육과정 개발에서 고려해야 하는 공통요소를 교과, 학습자, 환경, 교사

로 규정하고 각 공통요소의 대표자들의 참여를 강조하여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Reid(1975)는 Schwab의 교

육과정 숙의가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무비판적인 상대주의

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교육과정 개발은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되 그

선택은 교육적 가치에 터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귀윤, 1996). 즉 참여의 평등이 아닌, 개인의 선호를 교육적

인 가치와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무조건 교육과정 개발 숙의 집단을 이질 집단으로 구성하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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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을 모두 동등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안들이 가진 교

육적 가치에 대한 저울질과 판단(Orpwood, 1985; 김대현, 2006)이 필요

하고 이들 가운데 더 나은 선택을 하고자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

이 포함되어야 한다.

은하수초 사례에서는 다양한 입장을 모두 고려하지만, 교육과정 의사

결정은 참여의 평등이 아니라 학교교육과정의 질 향상을 위한 숙의에 초

점을 맞추었다. 은하수초 교사들은 교육과정 개발 자체에 동의하지 않거

나, 학교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과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

였다. 일부 교사들은 은하수초의 학교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해당하는 발

도르프 교육학이 독일에서 태동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은하수초 교사들은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들을 설득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학년 숙의 집단 구성방법과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

용하는 방식이었다.

먼저 교사들은 동학년 교사 집단을 구성할 때, 은하수초에서 오래 근

무하여 교육과정 개발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교사를 중간리더로 선정하

고 동학년 구성원으로 중간리더를 도와줄 수 있는 교사를 2∼3명을 배치

한다. 이처럼 동학년 구성에서 과반수 이상이 학교교육과정 개발에 긍정

적인 입장인 교사들로 구성되면 의견 차이가 있는 교사들이 자신의 의견

을 자유롭게 표현하더라도, 교육과정 개발에는 참여할 수 밖에 없도록

분위기가 조성된다. 교사들은 개인의 자율성을 내세워 참여하지 않는 것

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은하수초의 교육과정 공동개발 과정에서 교사들

간 다양한 의견 차이를 표면화시킬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공동체가 지

지하는 가치와 방향에 거부하던 개인을 공동체가 지지하는 가치를 수용

하도록 설득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은하수초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사 학습은 학교교육과

정 개발에 대하여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의 차이를 좁혀 마침내 합

의에 도달하도록 설득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은하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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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는 세 가지의 학습 경로가 있다. 학교 안 ‘독서 모임’,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이루어지는 ‘토요 연수’, 그리고 학교 안에서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 경험을 전교직원 앞에서 발표하고 실습하는 ‘나눔 수업’이 있다. 먼

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독서 모임’에서는 교사들이 개발된 교육과정

을 실행하면서 경험한 갈등을 교육 이론과 독서를 상호 교차하며 검토함

으로써 자신의 교육적 관점과 가정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

었다. 이는 교사들이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었던 인식과 기대의 차이를

조정하고 비슷한 인식의 지평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토요일에 이루어

지는 ‘토요 연수’(‘오픈 연수’)에서는 대학 교수, 독서모임에서 함께 읽은

책의 저자, 다른 학교의 교사들을 불러 연수를 듣고 이와 관련된 수업을

실습하게 된다. 이 과정은 교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교수학습 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게 하고,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도전해볼 수 있게 하였

다. 마지막으로 ‘나눔 수업’은 각 학년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각 학년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다른 학년 교사들에게 소개하고 다른 교사들을 학생

으로 두고 직접 수업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교사들은 학교 안에서

다른 학년 교사들이 어떻게 학교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

보를 구할 수 있었고, 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

하게 되었다.

이처럼 은하수초에서는 다양한 경로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가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던 교사

들도 충분한 고민의 과정을 거쳐 자신의 관심사와 교육적 지향점을 조금

씩 수정하게 되었다. 이는 학교교육과정 개발에 다양한 의견을 가진 주

체들을 참여시키는 절차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과정의

질을 제고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숙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학교교육과정 개발의 과정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과정

인 동시에 정치적 성격도 있다고 설명된다(Atkinson, 1990; 김평국,

2011). 숙의 참여자들이 대립과 갈등을 경험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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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 참여자들을 최대한 자신과 비슷한 입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정치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Atkinson, 1986, 1990; Orpwood, 1985; 김평국, 2011).

그런데 선행연구에서는 숙의의 정치적 성격을 이견을 억압하고 굴복시키

는 부정적인 과정으로 인식해 왔다. 대표적으로 대규모 교육과정 개발

장면에서 각 교과 영역 대표들의 이데올로기의 다툼이나 교육과정 시수

확보를 위한 영토 분쟁(강대현·모경환, 2013)이 나타나 숙의가 이루어지

지 못한다는 설명이 그것이다.

은하수초의 사례에서도 학교교육과정 개발에서 교사들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설득하고 회유하여 의견을 변화시키려는 갖은 정치

적 노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의견을 가진 교사를 설득하고

회유하는 과정이 해당 교사들에게 억압적인 경험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뚜렷한 이권 다툼이 없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숙의에서

나타난 정치적 성격은 오히려 이견을 가진 교사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참

여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던

교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일은 이견을 가진 교사들에게 소외감과 상

처를 안기고 교사들 간 단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긴 시간에

걸친 소통과 오랜 시간 학습을 함께 하는 일은 교사들이 관점의 차이와

갈등을 협상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학교교육과정 개발이 학습을 매개

로 의견 차이와 불일치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교교육과정 개발은 여러 대안들 중에 단순 선호에 근거한 하나의 대안

을 선택하는 과정이 아니라, 미래 사회에서 살아갈 특정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적인 경험을 선정하는 의사결정의 과정이다(Schwab, 1969).

학교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나타난 갈등을 해결하는 일은

각자의 선호, 입장, 권리를 고집하고 관철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학교교

육과정의 질 제고를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학교교육과정 개

발 숙의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 차이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교사 개인이 자신의 입장

을 수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발 숙의에 나타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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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격을 인정하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신의 의견을

변형하는 일이 학습을 매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교육과정 공동개발 지속을 위한 학교구성원 협력

학교교육과정 개발은 교사 혼자의 능력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과제이

므로 교사들 간의 협력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이경진·최진

영, 2010). 그래서 학교교육과정 개발에서는 교사들의 협력을 강조해왔

다. 교사들의 협력은 학교교육과정 개발에서 시간과 비용의 한계라는 현

실적 제약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

라,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준다(McCutcheon, 1995). 또한 학교

구성원들의 협력은 교사들에게 여러 경로의 학습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는 교사들의 강령을 더욱 섬세하게 하여 학교교육과정을 정련시킬 수

있게 한다(Bosner & Grundy, 1988).

그런데 선행연구의 경우, 초등학교 맥락에서 학교교육과정 개발은 마

음 맞는 교사들끼리 학교 안 학습공동체를 조직하여 학교교육과정을 개

발(김평국, 2011, 2016, 2018)하거나 동학년 교사들의 협력(염대성, 2016;

임은미, 2016)을 강조해왔다. 이는 학교 전체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

보다는 학교 안에서 일부 교사들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은하수초 교사들은 마음 맞는 교사들끼리 학년을 구성하지 않아

야 한다고 보았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학년을 구성하면, 학년 안에서

교육과정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교사들이 생기게 되어 학교 전체적으로는 교사들의 파벌이 생기기 때문

이다. 은하수초는 처음에 ‘혁신파’와 ‘비혁신파’가 구별되어 갈등을 경험

하여 공동체가 와해될 위기를 경험하였다. 또한 은하수초의 경우 학년

안에서 교육과정 개발에 모든 권한을 동학년 교사들이 갖게 되자 교사가

학교장, 학생, 외부강사들을 소외시켜 갈등이 발생하였고, 교육과정 개발

을 위한 소통이 부족하여 분절적인 교육과정 개발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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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지속적

으로 소통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은하수초에서는 학년 구성원들을 조직할 때, 학교교육과정 개발

의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을 각 학년에서 중간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래서 모든 학년에서 교사들이 중간 리더를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동학년 구성원들 이외의

교육주체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교장, 외부

강사,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동학년 교육과정 협의회에 유동적으로 참여

하는 것을 허용하여 학교에 상주하지 않는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고려하

여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은하수초가 학교 전체 구성원들 사이의 소통을 활성화시

키는 것은 학교교육과정 개발을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개발을 할 수 있게 하였

다.

먼저, 학교구성원들 전체의 협력은 학교교육과정 공동개발의 지속성

과 관련있다. 학교교육과정 개발에 경험이 풍부한 교사가 중간리더가 되

어 다른 교사들에게 학교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을 보여주고 도움을 제공

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다른 교사들에게 학습 경험을 제공하였다. 중간

리더에게 배운 다른 교사들은 2∼3년 뒤 다른 학년에서 중간리더로 활동

하게 되었다. 은하수초가 국공립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구성원이 계속해

서 바뀐다. 국공립 학교인 은하수초에서 9년 동안 학교교육과정 개발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을 가르쳐주고 설득하고

회유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중간 리더를 양성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구성원 전체의 협력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몇 년 동안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 안에 여러 학습 경로를 마련해주었다. 학교교육

과정 개발은 교사들이 주어진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전달해온 스스로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Roby, 1985). 교사들은 자신의 습관적인 교

수방법을 바꾸게 되며 이는 오랜 시간 동안의 학습과 노력을 필요로 하

는 일이다. 그러므로 학교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학습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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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학습이 필요하다. 은하수초는 학교 전체 구

성원들이 협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위학교 차원에서 학교교육과정 개발

연수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은하수초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학교교육과정 공동개발이 단지 1년의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과

정이 아니라, 학교에서 오랜 시간 지속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전체

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학교교육과정 개발에서 학교 전체 구성원들과의 협력은 다양한

교육적 배경과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고려한 교육

과정 개발이 가능하게 하였다. 교사들은 문화 예술 강사, 목공 교사, 습

식수채화 강사들을 동학년 교육과정 개발의 유동적인 참여자로 구성하였

다. 그래서 교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이해

를 확장하게 되었다.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교육주체들을 참여시키는 일은 교사들이 자신의

책임 영역이라고 간주하지 않았던 다양하고 논쟁적인 주제들을 숙의 주

제로 삼게 하여(Camicia, 2009 Achinstein, 2002; Livingston, 2007;

Mooney Simmie & Lang, 2018), 교육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분담하고 협

력을 통하여 논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학교교육과

정 개발에서 숙의는 오늘날 성평등, 특수교육, 다문화 교육이 화두가 되

는 상황에서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해

된다(Camicia, 2009; Mooney Simmie & Lang, 2018).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은하수초의 동학년 교육과정 개발 사

례가 학교교육과정 개발에 주는 시사점은 동학년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할지라도 학교 전체 구성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교

전체 구성원들의 협력은 오랜 시간 학습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게 되며, 자신의 교육 배경과 전문적 경험을 넘어서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학교교육과정 개발을 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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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요약 및 결론

1. 요약

이 연구는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들의 교육과정 개발에서 어떤 갈등이

나타나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드러냄으로써 교육과정 개발 숙의가 일선 학교교육과정 개발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 학교

의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들 5명을 연구 참여자로 삼아 심층 면담과 참여

관찰을 활용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첫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교사들이 공동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며 어

떤 갈등을 경험하는지 살펴보았다. 두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교사들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세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들이 갈등을 경험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숙의가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각 연구 문제에 따

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 번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육과정 공동개발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먼저 교사들은 교육과정

공동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 이외의 다른 교육 주체들과 갈등을 경험

하였다. 이 갈등은 동학년 교육과정 개발의 권한에 대한 관점 차이, 교육

과정 개발의 방법에 대한 관점 차이로 인하여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사

들은 교육과정 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관점 차이를 경험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 설정, 주제 선정, 내용 선정, 교수학습

방법 및 자료 선정에서 관점의 차이를 경험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교

사들은 교육과정 공동개발에서 계획과 실행의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었

다. 이는 개발된 교육과정이 교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수업방식이었다

는 점, 학생과 교사의 관심사가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생긴 갈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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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과정 공동개발의 이상과 현실적 조건 사이의 불일치로 인한 갈

등이기도 하였으며, 교육과정 공동개발의 처음 취지와 의미가 퇴색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타난 갈등이었다.

두 번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육과정 공동개발에 참여한 교사들은 갈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들의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갈등을 해결하

기 위한 교사 개인의 노력과 교사 집단의 노력이 있다. 먼저 교사 개인

적 수준에서는 ‘수업 실행 연습’, 개인이 가진 ‘교육적 입장 성찰’, ‘관용

과 인내’, ‘여러 경로를 통한 학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

다. 한편, 교사 집단의 수준에서는 ‘숙의적 대화의 조건 마련’과 ‘숙의 집

단 구성’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났다. ‘숙의적 대화의

조건 마련’이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인 수준의 규칙 설정, 약속

을 포함한다. 이는 숙의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

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숙의 집단 구성’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입장을 공정하게 고려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발 집단을 이질적

으로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구체적으로는 ‘중간리더를 중심으로 한 동

학년 집단 구성’, ‘숙의 집단 구성원들의 유동적 참여 보장’, ‘학생 숙의

집단 구성’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이 교육과정 공동개발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들의

교육과정 공동개발 사례가 가지는 의미를 드러냈다. 먼저, 연구 사례의

교육과정 공동개발의 과정은 연구와 개발을 거쳐 교육과정 실행 장면에

적용되는 선형적인 과정이 아니라, 개발과 실행의 장면을 지속적으로 오

가는 순환적인 과정이라는 점이 나타난다. 학교교육과정 개발은 이론과

실제를 오가면서 지속적인 숙의를 반복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라고 이해될

때, 교사와 학생의 경험을 고려한 학교교육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다음으로, 연구 사례의 교육과정 공동개발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

견을 모두 공평하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중요시하는 교육적

가치로 개별 의견을 끌어들이려는 정치적 성격이 나타난다. 이때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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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기 위한 방식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학습을 활용하고 있었다. 교사

의 학습은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의사결정이 교육적 가치에 기반한 의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학교교육과정 개발에서 여러 가지

입장을 모두 공평하게 고려하기 보다는 학습을 통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학교교육과정 개발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동

학년 교사 집단의 협력을 넘어서 학교 전체 구성원들 간 협력이 필요하

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학년 교사들 간 협력은 교육과정 공동개발을 원

활하게 할 수 있지만 학교 전체 구성원들 간 소통을 단절시켰다. 동학년

교사들 간의 협력은 다른 학년 교사들, 학교장, 외부 강사, 지역사회 전

문가들이 학교교육과정 개발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였고, 학교 안에서

파벌을 형성하여 공동체를 와해되게 하였다. 은하수초 교사들은 전체 구

성원들의 협력을 통하여 교육과정 공동개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른 교육적 배경과 전문적 경험을 가진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 공동개발이

일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되기 위해서는 학교

전체 구성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오늘날 학교교육과정 개발이 다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공동개발은 동학년 구성원들

간의 협력이 아니라 전체 구성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결론

이 절에서는 연구의 결론으로서 이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이

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이 연구는 동학년 교사들의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

한 교사들의 여러 가지 노력을 질적으로 다룸으로써 교사들의 교육과정

개발 숙의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교사들의 교육과정 공동개발 과정은 목

표 설정, 내용 선정과 조직, 실행과 평가라고 하는 선형적인 과정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발과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갈등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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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는 과정으로 때로는 이미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고 재숙의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었다. 그동안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들의 교육과정 공동개

발 및 교육과정 재구성에 관한 연구들은 교사들의 교육과정 개발 절차에

주목하였다. 그래서 교사들이 개발과 실행을 오가면서 지속적으로 계획

했던 것을 수정하고 재숙의하는 과정은 드러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교사들의 교육과정 공동개발 과정에 나타난 ‘갈등’에 주목함으로써 숙

의와 재숙의가 오가는 과정이 비선형적이고 비절차적이라는 사실을 드러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현장 교사들이 교육과정 개발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숙의 참여자들을 유동적으로 참여시키고, 다층적인 학

습 경로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개발 숙의가 다양한 목소리를 고려하여 민주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

성을 보여주었다. 초등학교 맥락에서 이루어진 학교교육과정 개발 및 교

육과정 재구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학생의 입장, 지역사회 인사의

입장, 학교장의 입장과 같은 다양한 공통요소들을 고려하기보다는 교과

와 교사의 입장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입장과 관점을 고려한 학교교육과정 개발의 가

능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본 연구는 교육과정 개발 연구 방법의 제한성과 연구 사례의 특

수성으로 인한 몇 가지 한계가 있으며 이를 후속 연구로 제안하고자 한

다. 먼저 본 연구는 2019년 4월∼6월 예비조사를 거쳐 2019년 7월∼2020

년 2월까지 자료 수집을 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 중 동학년 교육과정 개

발 협의회에 참관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방식을 살펴보았으며 보조적으로

교사 학습 공동체 등에 참여하여 참여 관찰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9

학년도 은하수초 5학년 교사들의 면담을 구하였다. 그러나, 교사들의 갈

등 경험에는 2019년 이전에 경험한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 그 이

전에 경험한 갈등에 대해서는 면담을 통하여 회상형식으로 자료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은하수초의 경우 여러 해에 걸쳐 교육과정 공동개발을

진행해 오면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고 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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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진행 중에 있다. 그러므로 1년의 연구가 아니라 보다 장기간의 연구

를 통하여 교육과정 공동개발을 통해 경험한 갈등과 갈등 해결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로 동학년 교육과

정 개발에 참여한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교육과정 공동개발은

한 학년 안에서의 숙의가 아니라 전체 학교 구성원들의 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학교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는 다른 학년 교사

들도 포함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 사례의 특수성으로 인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혁

신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과정 공동개발 사례를 살펴본 것이다. 혁신학

교라는 독특성으로 인하여 교사들은 정책적, 제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팀을 따로 구

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으로부터 인력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교사들은

혁신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일반 학교에 비해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이처럼 인적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교사들은 행정업무가 아니라

교육과정 공동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물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의 연수와 학습이 가능하였다. 이는 은하수초 교사들의 개별

적인 노력과 헌신이 있었지만 동시에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

능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본 사례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다른 학교와 비

교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숙의 사례를 특징지을 수는 없다. 본

연구의 한계에 따라 일반적인 다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개발

숙의 사례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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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deliberative approach to curriculum development,

curriculum development is found upon the experience of teachers and

students, and is a dynamic process consisting cycles of 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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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lteration. I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argues that the conflicts

experienced by the participants of curriculum development process

promote deliberation.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school-based curriculum development in a sufficient level, it is

required to examine how conflicts emerge and resolve during the

development process. However, studies conducted within Korea in

relation to school-based curriculum development regarded conflict as

a negative element, neglecting its importance, otherwise laying the

focus upon what kind of conflicts emerged, rather than how the

conflict emerged in school-based curriculum development resolv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any implications that

might impact the field, where cooperative curriculum developments

take place, by researching cases of cooperative curriculum

development organized by teachers of the same school grade,

investigating the nature of conflicts that occur during the process,

and how they were resolved. In order to fulfill this, a qualitative case

study has been conducted by implementing an observational study in

regard to a cooperative curriculum conference organized by the

teachers of the same school grade of Eunhasoo Elementary School

and interviewing the participant teachers. The following are the

research questions set up to fulfill the purpose of the study:

First, what is the nature of conflict that teachers experience while

participating to the elementary school-based cooperative curriculum

development of the same school grade?

Second, what are the resolutions employed by the teachers who

have participated in elementary school-based cooperative curriculum

development in order to resolve the conflicts emerged during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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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what 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the cases of

elementary school-based cooperative curriculum development of the

same school grade, and how they impact curriculum development

proces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by the following:

First, the conflicts experienced by teachers of the same school

grade within cooperative curriculum development mainly originate

from the difference in terms of education standpoint between other

participants, the difference in terms of contents of the courses and

perspectives of learning methods, and discordance between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in curriculum development process.

Second, teachers make personal and collective efforts in order to

resolve the conflicts emerged in the midst of cooperative curriculum

development process. For personal efforts, examples practicing of

teaching-learning methods, lecturing rehearsal, self-examining one’s

educational viewpoint, enduring the conflict and discordance, and

participating to learning via multiple channels. In case of collective

efforts, teachers made attempts to promote conditions for deliberate

political dialogue while also maintaining diversity of deliberation

group, so that such attempts may lead to a resolution of the conflict.

Third, following practical implications could be drawn from the

cases of cooperative curriculum development by teachers of same

school grade in elementary school: First and foremost, curriculum

development requires continuous deliberative inquiry in action as it

consists circling process of planning and implementation. Also,

teachers persuade and conciliate the others with different opinions in

order to resolve the conflict emerged in the process of course

developing, and the political nature of deliberation guided the alie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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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s into the educative community, embracing them as one of

their members, instead of serving as an oppressive experience. In this

process, it has been showed that the learning of teachers played a

meaningful role. Lastly, this case showed that the collaboration of the

entire teacher gains necessity, as the collaboration that is exclusive

within teachers of the same grade may cause factionalization of

teachers.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process of curriculum development,

which previously described as a linear process, is in fact a

backtracking process that crosses over the steps of decision making

that had been already determined. More precisely, in contrast with

previous studies, this study set focus on how the resolution could

took place in the process of cooperative curriculum development by

maintaining openness for the participants who get involved

intermittently as well, along with the regular participants. By

employing this, curriculum decision-making process could furtherly

enhance the consideration of students and milieu, instead of being

restrained with emphasizing the position of subject and teachers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which have been shown from the

previously conducted studies. By doing so, the dynamic character of

curriculum development could be ascertained, while also finding the

implication that the negative perception onto the political characteristic

of deliberation is ought to be diverge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derived upon the fact that it

showed future school-based curriculum development process should

be open to more contentious and diverse topics, with reflection to the

actual cases.

However, this study also carries its limitations due to the

restrictions in terms of methodology and specialty of study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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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raises necessity of follow-up study. First, the data collection of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April 2019 to February 2020. During

this period, interviews and participant observations were done in

regard to the conflicts experienced by teachers. However, majority of

the experiences shown from the interviews predate back to 2019 and

before. Given that the conflicts experienced by the teachers before

2019 were still affecting the curriculum development process of

Eunhasoo Elementary School, prohibiting data collection via participant

observation, relevant data had to be acquired through retrospective

questions. This means that the necessity of conducting a study with

extended period should be revisited, rather than a year-long study, in

order to examine details of the conflicts that occur in the process of

cooperative curriculum development and consecutive resolving process.

Moreover, while the criteria of the study were set to same school

grade teachers, deliberation had to be consented by the entirety of

the teachers in some cases, not limited to a certain grade. Also,

given that the position of the teachers who disagree with overall

direction of curriculum development employed by Eunhasoo

Elementary School, or the teachers who leave the school without

resolving conflict was not considered, an additional study may be

required in order to fulfill the purpose of the study.

Followed by that, another limitation roots from the specialty of the

study case. This study examined the cooperative curriculum

development case which took place in an innovation school. Being an

innovation school implies an additional support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can be granted, which may raise a popularization issue.

Considering such limitations of this study, an additional study

regarding the cases of cooperative curriculum development in general

schools may be 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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