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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늘날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의 변화 속도와 양상

을 볼 때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사회의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

이다. 한편 학교교과 공부에 대한 학생들의 낮은 흥미는 우리나라 교

육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많은 학생들은 여전히 전통적

인 주요 교과를 공부하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전통적인 학교교과는 변화하는 사회 및 아이들의 삶과 괴

리됨으로써 진정한 배움의 의미를 상실케 할 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

능한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일상적 삶과 연결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의 학교교과를 상상해보고자 하였다. 그

리고 그 가능성을 단위학교가 직접 과목의 목적, 내용, 방법을 개발함

으로써 다양한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학교신설과목의 사례에서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학교신설과목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학교교과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학교신설과목의 개발 및 운영의 특징

과 이에 나타난 학교교과의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학교신설과목을 개발 또는 담당한 경험이 있는 8명의 교사들과 반구

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신설과목은 어떤 배경 하에서 기획되었으며, 그 개발

과정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연구결과 학교신설과목은 새로운 사

회적 변화와 교육적인 필요에 의해 기획될 뿐만이 아니라, 입시 경쟁

에서의 차별화 또는 개별 교과의 생존 전략 등 현실적인 이유에서 기

획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막상 개발 장면에서 교사들은 참조할만한

선례나 모학문과 같은 내용기반이 부족한 사태에 직면하였다. 또한

승인과정에서 상부기관의 형식적인 요구들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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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개발 맥락 하에 교사들은 학생들을 학교

교과 내용 선정과 조직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개발의 어려

움과 막막함을 동료교사와의 협의나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해소

해나갔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신설과목은 과목의 기본 틀이나 철

학은 계승하되, 그 내용과 방법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형 및 조

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학교신설과목의 교육과정 및 수업에 나타난 특징은 무엇인

가? 학교신설과목의 교육과정 편제 방식은 유연하였지만 입시와는 거

리가 멀다는 이유로 ‘교양’과목으로 편성되거나 파행적으로 운영되기

도 하였다. 또 학교신설과목의 목적과 내용은 맥락적이고 실천적인

앎에 주된 초점이 있었으나 학생들의 거부나 시간 부족으로 인해 이

론적 지식에 대한 학습으로까지는 나아가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시험과 무관한 교육내용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한 반

면, 일부 학생들의 냉담한 수업 태도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학교신설과목 수업의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가르쳐진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들은 학습자와 학교에 대

한 낮은 이해도를 보였고, 비전공 교사들은 수업 준비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도 하였다. 또한 신설과목의 수업방법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사고와 표현을 촉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였으며 다양한 매

체가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 외에도 수업 공간이

교실 밖의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셋째, 학교신설과목 사례에서 학교교과는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

는가? 신설과목 사례는 학교교과 변화의 다양한 가능성과 동시에 학

교 맥락에 의한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중층적인 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학교신설과목의 기획배경에는 교과 교육의 변화에 대

한 순수한 열망만이 아니라, 입시 경쟁이나 분과적 교과 중심의 사고

등 기존 질서를 유지 강화하려는 힘도 함께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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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신설과목의 개발과정의 경우 모학문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내용지식의 기반을 생성한다거나 지속적인 변이를 한다는 점에서 종

래의 교과 개발 방식과는 달랐다. 반면, 신설과목 승인 절차에서 학교

교과의 전형성을 요구하는 관료주의적인 통제와의 갈등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한편 학교신설과목의 교육과정에서 시간 편성은 상식적인 편제표와

시간표의 틀을 넘어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설과목의 내용은 삶과 역량을 중심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기존

내용지식이 재배열됨으로써 변주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입시준

비와는 관련이 적다는 이유로 편제상 주변화되거나 왜곡되었으며, 과

목의 내용은 교육적 필요만이 아니라 학생의 흥미와 입시에의 유용성

등이 절충됨으로써 구성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신설과목 수업은 교육 주체와 매체, 물리적 공간의 측면에서

전형성을 탈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중심의 교사 역할은 신설

과목의 기획 및 운영 등으로 변화되었으며 교과 교육 주체의 배경도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 수업의 매체는 서책형 교과서에서 다

양한 배움의 텍스트들로, 수업 공간은 학교 교실에서 지역사회와 일

상적 공간들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학교 및 학

생에 대한 이해 부족, 교사의 심리적 업무적 부담 등이 새로운 문제

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넷째, 학교신설과목 사례를 통해 볼 때 학교교과의 변화 가능성

은 어떠한가? 학교신설과목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교교과는 내용,

교육주체, 시공간적 여건의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학교교과의 내용

기반은 분과학문적 지식 중심에서 실용적, 절차적 지식이나 대중문화

등으로 그 범주가 다양화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교과의 내용은

기존 지식의 변용만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지식이나 활동의 창조를

통해서도 생성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학교교과의 내용 조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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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종래의 분절적이고 경직된 형태에서 벗어나, 삶과 역량을 중심

으로 서로 상이한 분야나 유형의 지식들이 통합되는 형태를 취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학교교과는 교육 주체의 측면에서도 모종의 변화가 가능

한 것으로 보인다. 종래의 교사 전문성은 교과 수업과 실천으로 제한

되어 있었다면, 이는 앞으로 학교교과의 기획과 개발, 운영과 관리 등

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학교교과의 수업 주체는 해당 교과

전공의 학교 교사만이 아니라, 더욱 다양한 전공과 소속의 전문가들

로 그 범주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시공간적 여건 측면에서 보면, 학교교과에 배당된 시간은 기

존의 일률적이고 분절적인 시간표와 편제표의 경계를 가로질러 유연

하게 편성됨으로써 해당 교과의 특성에 맞게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교과의 교육 공간 역시 전통적인 학교 교실이라는 제한

된 곳에서 탈피하여 타학교, 학교 외 다양한 교육기관, 지역사회, 세

계 등으로 그 경계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학교교과가 학생의 삶과 미래 사회에 보다 의미 있게 변

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실제 사례에 기반하여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에는 국내외의 특색 있는 교과목

의 개발・운영 사례를 폭넓게 살펴봄으로써 학교교과의 변화 가능성

에 대한 논의를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

한 노력들은 학교교과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

교과를 더욱 배울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실적 제약과 예상되는 문제들을 고려할 때, 그 변화를 실질적

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들도 함께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학교교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학교교과 변화, 교과-되기,

학교신설과목

학 번 : 2015-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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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사회는 지식정보화와 세계화를 넘어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

이하고 있다. 최근 떠오른 인공지능과 IoT 등으로 대표되는 지능정보화

와 이에 터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더욱 복잡해진 글로벌 사회의 이슈

들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미래 세대가 새로운 능력, 지식,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이 혁

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학교는 전통적으로

중시되어온 이론적 지식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분별력 있게

활용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문해력,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에게 열린 태도 등에도 더 많은 관

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한혜정, 박은주, 2015; O’Hara, 2006).

문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능력들이 전통적인 국어, 영어, 수학적 지

식의 습득만으로는 길러지기 어렵다는 것이다(조난심, 2017). 뿐만 아니

라 이러한 주지 교과 중심의 학교교육은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들을 배울 기회를 충분히 주지 못한다는 한계도 내포한다(소경희, 2006b;

한혜정, 박은주, 2015; Pring, 2013).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와 교육적 한

계는 학교교과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교육정책들은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학교교

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변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은 기존의 교과 교육과정을 ‘역량’을 중

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곽영순, 2020). 또한 우리나라의 경

우, 고등학교 수준에서 교과목 다양화와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핵

심으로 하는 고교학점제가 새롭게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정

책들은 급변하는 사회와 다양한 학생들의 관심과 필요를 고려한, 교과목

의 적극적인 생성과 변형을 촉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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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차원에서도 학교교과의 변화와 생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

져왔다. 이들 연구는 학교교과가 갖는 고정된 본질에 천착하기보다는 학

교교과의 유동성과 역동적 성격에 주목하고 그 특성과 의의를 규명하고

자 하였다. 학교교과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들(김수천, 2002; 조상연,

2015; Goodson et. al,, 1998), 학교교과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의 역동적

양상을 탐구한 연구들(조인진, 1995a; 이상은, 2013b), 학교교과의 새로운

속성이나 모습을 ‘진화’나 ‘리좀’ 등을 통해 설명한 연구들(박인기, 2009;

최명선, 2005; Gough, 2006)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책적, 이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성격의 교과목이나 역량 중심의 교과를 편성 운영하기는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보인다.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실태에 관한 연구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주요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이 지배적임을 보여준

다(이림, 홍후조, 2017; 이명준, 심재호, 2016).

학교교과를 변화시키려는 다양한 시도들은 학교교과에 대한 통념, 전

형적인 교수-학습 및 운영 방법, 경직된 평가방식과 교사 양성 제도 등

에 의해 무력화되거나 왜곡되어 왔다(Tyack & Tobin, 1994). 이는 학교

교과의 변화란 특정한 정책이나 이론적 논의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우며

그것을 둘러싼 학교의 현실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학교교과의 변화가 당장 실행되기 어

려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예: 교사 수급, 교과서 개발,

시간표 편성 등)을 제시하였다(박균열 외, 2018; 송영준, 2017). 비슷한

맥락에서 학교 현장에서 학교교과의 다양한 편성과 운영 시 나타나는 어

려움과 원인을 규명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 연구들도 있다(이상은,

장덕호, 2019; 한혜정, 이광우, 이주연, 이승미, 2018).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교과를 둘러싼 맥락을 드러내고 제도상의 변화

가 학교현장에서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변화를 제약하는 구조적인 한계와 구

체적인 개선방법에 무게를 둠으로써 학교 현장에 내재된 변화의 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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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작 학교 현장에서 학교교과가 얼마나,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학교교과의 변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대안적인 통찰을 얻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한계점은 학교교과를 둘러싼 지배적인 질서 안에 있으면서도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의미 있고 새로운 학교교과를 현실적으로 개발 및 운영하

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가능하지, 또 불가능하다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더 나아가 학교교과의 변화로 인하여 학교교육

의 고착화된 문법 자체가 달라질 수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학교교과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함의와 통찰을 끌어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은, 구조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학교교과의 고착화된 경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들에 주목하고, 그 실천 양

상을 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구조 안에 존재하면서도,

그 외부를 사유하고, 외부로 나아가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주의’에 따르면 우리의 사유와 실천은 우리가 처한 구조 혹은 ‘삶의

문법’에 의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형성된다(이정우, 2017). 그러나 이와 달

리, 그 구조를 벗어나 모종의 예외를 만드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

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역동성과 예측 불가능성, 복잡성을 특징으로 하

는 학교 현장에는 기존의 구조와 질서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으면서 이것

으로부터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교과의 전형성을 탈피하여 다

양한 방식으로 학교교과를 만들어 운영하는 사례를 탐구하고, 이를 바탕

으로 학교교과가 지금의 지배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이해되거나 실천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교과목을 바꿔

보려는 여러 시도 가운데 단위학교 수준에서 과목을 직접 개발하여 운영

하는 ‘학교신설과목’ 사례에 주목하고자 한다.

학교신설과목제도에 의하면, 학교는 지역교육청의 승인 하에,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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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필요와 사회의 변화에 맞춰 과목의 명칭, 목적, 내용, 방법, 조직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이처럼 신설과목 제도는 과목의 내용이

나 틀에 관한 규정을 거의 제시하고 있지 않아 단위학교나 교사가 과목

을 개발하는 데 상당히 폭넓은 자율권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여타의 사례들보다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과목

이 생성되어 운영될 여지가 큰 편이다.

다만, 선행연구들이 주지하듯, 학교신설과목 개발에도 현실적인 장애가

적지 않으며, 개발된 다수의 학교신설과목마저도 전통적인 주지과목과

크게 다르지 않다(이현애, 2017; 홍원표 외, 2019).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학교신설과목들의 유형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위 ‘입시위주의 과

목들’이 아니라, 비율적으로는 소수(전체 신설과목 중 8.9%)에 해당하나,

전형적인 학교교과의 틀을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신설과목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한편 이 연구는 학교교과가 기존의 전형적인 틀을 탈피하여 다른 존

재방식을 추구하게 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들뢰즈의 ‘-되기’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되기(becoming)’는 어떤 단일하고 모순이 없는 정적

인 상태, ‘-이기(being)’에 대한 것이 아니다. 되기는 그러한 ‘-이기’들 사

이에서 끊임없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운동 그 자체라 할 수 있

다. 달리 말하면 ‘되기’는 고착화된 경계를 가로지르면서(Sellers, 2013),

‘-이기’의 안정적인 정체성 혹은 질서에 균열을 내고, 존재의 불안정성과

다수성을 드러내는 개념이다. ‘-되기’의 관점에서 어떤 존재를 이해한다

는 것은 자명하고 고정된 것으로 여겨지는 현재 상태(-이기, being)만이

아니라, 그 이면의 다르게 될 수 있는 수많은 잠재성과 존재의 무한한

변화 가능성을 함께 인식하고 추구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되기’에 터하여 볼 때, 학교교과는 지금의 질서에 터하여

그 정체성과 경계가 분명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경계 안팎을 넘나들

면서 무한하게 다르게 될 수 있는 잠재성을 내포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살펴볼, 다소 예외적인 성격의 학교신설과목들은 학교교과를 규정하고

작동시키는 특정한 방식과 통념의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학교교과의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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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말하자면, 이 연구는 ‘-되기’

그 자체가 “균열과 도주의 선들”을 내포하고, ‘변신’과 ‘다르게-되기’를

함축하는 개념임(Villani & Sasso, 2003)에 주목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학교교과의 지배적인 통념에 도전하고 새로운 이해와 실천의 가능성을

논하려는 것이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는 학교신설과목의 사례를 통해 학교교과의 변화 가능성을 탐

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학교신설과목의 사례가 학교교과의 전형성을

이탈하거나, 이질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지점을 포착하여 분석함으로써

학교교과가 다르게 이해되고 실천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해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신설과목은 어떤 배경 하에서 기획되었으며, 그 개발과정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첫 번째 연구 문제는 학교신설과목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만들어졌는

가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학교교과와는 상이한 성격의 과목

을 단위학교 수준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능하게 만든 교육적, 사회적 요인들을 두루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학교교과의 전형적인 존재 방식을 벗어나도록 한 힘들이 무엇

인지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신설과목의 개발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으며,

학교신설과목은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의 독립적인 과목으로 생성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개발할 당시의 상황, 개발의 기준, 개발

의 주체, 개발 이후의 변화 등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둘째, 학교신설과목의 교육과정 및 수업에 나타난 특징은 무엇인가?

두 번째 연구 문제는 학교신설과목 기획 및 개발의 결과로, 어떠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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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과목이 생성되었는지 살펴보는 데 초점이 있다. 학교신설과목의 특

징은 크게 교육과정과 수업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학교신설과목의 교육과정 편성과 설계상의 특징과 수업 주체 및 방법상

의 특징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우선,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학교신설과목은 교육과정 편제상 어떻게

분류되고 시간의 배당과 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목의 목적과 내

용은 어떤 것들이 주를 이루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수업과 관련해서는

수업의 주체는 누구이며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수업의 방법으로는 어떤

교수-학습방법이나 매체들이 활용되는지를 파악한다.

셋째, 학교 신설과목 사례에 나타난 학교교과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세 번째 연구 문제는 학교신설과목 사례에서 학교교과는 어떻게 변화

되고 있는가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다만, 학교신설과목에서 나타난 학교

교과의 변화가 우리나라 교육현실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변화가 직면한 어려움이나 한계 역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학교신설과목의 특징이 어떤 면에서 학교교과의 변화 가능성을 드러내는

반면, 또 어떤 면에서는 한계를 갖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신설과목의 기획배경, 개발과정, 교

육과정, 수업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이러한 변화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우선, 학교교과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학교교과를 고착화

된 틀을 벗어나 지속적인 변이의 과정 중에 놓인 것으로 보는 ‘교과-되

기’의 관점을 활용한다. 교과-되기의 관점에서, 학교신설과목이 전형적인

학교교과와 비교하여 어떤 이질성을 드러내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이

질성이 학교교과에 대한 지배적인 통념이나 질서를 어떻게 해체하고, 대

안적 존재방식을 추구해 나아가는지 규명한다. 이는 학교신설과목의 사

례가 학교교과의 통념을 반복하는 재현의 굴레에서 벗어나 어떤 방식으

로 ‘교과-되기’를 실행하고 있는지 보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이러한 변화 가능성과 동시에 신설과목의 독특한 특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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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등학교의 현실적인 맥락과 갈등하거나 충돌하는 지점에도 주

목한다. 이것은 학교교과의 변화라는 새로운 시도가 학교교육의 실천적

인 맥락에 의해 변형되거나 새로운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양상

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교과-되기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한계들은

차이를 생성하고, 다르게 되려는 변화의 시도가 기존의 강력한 지배 체

제에 의해 좌절되거나 이에 재영토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

다.

넷째, 학교신설과목 사례를 통해 볼 때 학교교과의 변화 가능성은 어

떠한가?

마지막 연구 문제는 학교 신설과목의 사례에 비추어, 학교교과가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탐색해보는 데 초점이 있다. 학교

신설과목 사례에 드러난 학교교과의 다양한 변화 양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학교교과가 지배적인 틀을 벗어나 어떻게 다양하게 이해

되거나 실천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논하려는 것이다.

다만 학교교과의 변화 가능성은 여러 측면에서 논할 수 있는 바, 이

연구에서는 학교교과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서 학교교과를 이

해하고 실천하는 데 핵심적이면서도, 변화의 특성이 두드러진 요소를 중

심으로 논할 것이다. 즉 앞서 학교신설과목 사례의 분석결과와 이와 관

련된 학술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학교교과의 내용, 교육 주체, 시공간적

여건의 측면에서 지금까지 지배적인 질서가 무엇이었으며, 이러한 규칙

내지는 질서는 어떤 식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본다.

3. 용어 정의

이 연구는 학교신설‘과목’의 사례를 통해서 ‘학교교과’가 다르게 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과목’과 ‘교과’는 같은 것인

가, 다른 것인가? ‘과목’을 통해서 ‘교과’의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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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가? 이는 결국 ‘과목’이란 무엇이고, ‘교과’란 무엇인가라는 용어의

문제와 관련된다. 물론 교과나 과목의 의미는 일상이나 교육 현장에서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과군, 과목,

교과목 등 교과와 유사한 용어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교과를 정의하는

맥락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교과가 실제적으로 의미하거나 지칭하는 바

는 다소 불분명해 보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이 절에서는 교과와 과목의

정의를 먼저 살펴본 후, 이 연구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분석하고자 하는

학교신설과목이 무엇인지 검토할 것이다.

가. 교과와 과목

일상적으로 교과, 과목, 교과목은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

은 일부 사전이나 학술논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교

과는 ‘교육의 내용’ 또는 ‘학교에서 교육의 목적에 맞게 가르쳐야 할 내

용을 계통적으로 짜 놓은 일정한 분야’이며, 과목은 ‘가르치거나 배워야

할 지식 및 경험의 체계를 세분하여 계통을 세운 영역’이다(국립국어원,

2018). 이러한 교과와 과목의 사전적 정의는 두 용어의 유사성을 잘 보

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일면 교과의 한자 뜻풀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교과(敎科)는 가르칠 ‘敎’와 과목 ‘科’로 이루어진 단어로 말

그대로 ‘가르치는 과목’을 뜻한다는 것이다(박인기, 2009; 단국대학교 동

양학연구원, n.d.).

반면, 교과와 과목은 구분되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 경우, 교과와 과목은 대체로 상하 내지는 포함관계에 놓인 것으로 규

정된다. 이러한 정의는 우리나라의 국가교육과정상 교과(군)-교과-과목

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편성체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즉, 교과군은 교과

를 몇 개씩 묶은 덩어리이고, 교과는 과목을 분화하기 위한 중심축이며,

과목은 폭, 깊이, 양을 고려하여 교과에서 분화한 것이다(이림, 홍후조,

2017). 다시 말해 과목은 교과를 분화하여 만든 ‘하위 유목’인 것이다(백

혜조, 홍후조, 2015). 오세웅(2015: 57)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교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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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을 이루는 문화 내용 중 교수학습 가능성과 교육적 가치가 높아

서” 선정된 것으로 “고유한 성격, 목표, 내용체계를 지닌 학습영역의 단

위를 지칭”하며, 과목은 “기존 교과의 학습 범위, 수준, 깊이, 분량이 확

대되어 일정한 단계에서 하나의 교과가 복수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진

단위”를 지칭한다고 하였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오세웅(2015)은 과목에 대한 정의에서 과

목이 일방적으로 교과에 종속되어 있지만은 않다는 점을 덧붙이고 있다.

즉, 과목은 “기존 교과에는 속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성격, 목표, 내용체

계를 지닌, 교과보다 작은 학습영역을 지칭”한다는 것이다(오세웅, 2015:

57). 이 경우 과목은 교과와 구분되나, 상술한 정의들과는 달리, 교과와

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과목이 기존 교과의 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암시한다.

요컨대, 교과와 과목은 동일시되거나, 상하 또는 포함관계에 놓인 것으

로서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용어이다. 그리고 다소 예외적으로

과목은 기존의 교과에 속하지 않는 경우, 교과보다는 그 영역이나 범위

가 작으나, 교과와는 분명 구분된, 개별적이고 독립된 학습단위를 뜻하기

도 한다. 이처럼 교과와 과목의 용어상 밀접한 관련성은 과목의 특성을

논하는 것은 교과의 특성을 논하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

다. 더 나아가 교과가 과목들의 내용과 형태를 결정하는 중심축이기도

하나, 구체적이고 다양한 과목들로 구성된 것이라는 점은 특정 교과에

포함된 과목들의 특성에 의해 해당 교과의 성격이 달라질 가능성을 나타

낸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어떠한 교과에 속하지 않는 과목에 대한 정의

는 과목이 기존의 교과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교과에 대한 대안적인

성격이나 특성에 대한 논의 역시 가능함을 함의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교과와 과목을 구분하여 사용

하고 있고, 학교 역시 이러한 국가교육과정의 편제 방식을 따른다는 점

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는 교과와 과목을 포함관계에 놓인 것으로 보는

두 번째 정의에 터하고자 한다.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이 교과가 일방적으

로 과목의 분화 기준이나 중심축이 된다고 보기보다는 이러한 정의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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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확대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교과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적인 학습단위로서 그 하위 유목에 해당하는 다양한 과목들의 생성과 변

화 혹은 기존의 교과에 해당하지 않는 이질적인 과목들로 인해 그 성격

이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과목

또한 특정 교과에 속함으로써 해당 교과의 목적, 내용체계 등을 보다 세

분화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교과에 종속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과에 변형을 가하거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독립적인 학습목적, 내용

체계, 교수학습 방식을 갖출 수 있는 학습단위로 규정하고자 한다. 또한

교과와 과목의 구분이 불필요하거나, 교과 및 과목을 통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이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면담에서 교과와 과목을 엄밀히 구분

하기 보다는 교과, 과목, 교과목 등을 혼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면담내용을 인용 시에는 참여자들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되,

문맥 상 그 의미가 분명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교

과와 과목을 구별하고 설명이나 해석을 덧붙이고자 한다.

나. 학교신설과목

교육과정 개발 혹은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국가 및 학교 교육

과정이나 아이들의 시간표의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과목들은 처음부

터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다. 특정한 과목은 어느 시점에든 새롭게 만들

어지거나 개설됨, 즉 ‘신설(新設)’됨으로써 현재 교육과정 안에 들어오게

된 결과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모든 과목은 한때 ‘신설과목’이었음을 의

미한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과목을 신설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

나라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학교신설과목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교육과정에서 과목을 신설한다는 것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다양한 조

직 단위들 가운데 ‘과목’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에서 새로운 교육내용이나 활동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교육과

정 상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다. 예컨대, 예술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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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학 과정 등 특정한 계열이 신설될 수도 있고, ‘공민’이나 ‘영어’ 등

의 교과나 ‘실용 경제’, ‘고전 읽기’, ‘통합사회’ 등의 과목, 또는 ‘재량활

동’ 등의 교과외 영역이 신설될 수도 있다. 또한 이미 있는 교과나 과목

의 새로운 단원, 교과외 영역 내의 새로운 활동 등이 신설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학교행사 및 교육활동에서 안전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됨에

따라 안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때, 이러한 요구는 ‘안전’이

라는 독립된 과목이나 교과가 아니라 과학, 기술 가정 등 기존 교과 내

의 ‘안전 단원’ 및 창의적 체험 활동 내의 ‘안전한 생활’이라는 활동을 신

설함으로써 반영되었다(교육부, 2015b). 따라서 과목을 신설한다는 것은

교육과정 상의 새로운 요구가 있을 때, 교과 외 영역, 계열, 교과 등보다

는 작고, 단원보다는 큰 교육과정 구성단위로서 ‘과목’을 새롭게 만든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이러한 과목을 신설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학교

신설과목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에 따르면 과목의

신설은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기존

에는 국가에서 주로 과목을 신설하여 국가교육과정에 제시하여 왔다. 물

론 여전히 대다수의 과목은 국가신설과목에 해당한다.

그러나 교육과정 지역화와 분권화, 학교교육과정 자율화 등의 흐름에

따라 과목 신설에 대한 권한은 각 지역의 시 도교육청과 단위 학교에 일

부 이양되었다. 이에 따라 시 도교육청에서도 직접 과목을 신설할 수 있

게 되었다. 예컨대, 서울시 교육청은 ‘사회적 경제’, ‘호모 스토리텔리쿠

스’ 등의 과목을 신설하기 위하여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문·예술관련 전

문가로 구성된 개발팀을 구성하고 신설과목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을 자체적으로 기획 및 진행한 바 있다1).

단위 학교에서 역시 과목을 신설하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 도교육

청의 승인절차를 거쳐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이외에 새로운 과목

을 개설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새로운 과목이란 “국가 교육과정에 제

1) 뉴시스(2017. 03. 19). 서울 고교, 2019년부터 '자유교양과정' 개설.

https://newsis.com/view/?id=NISX20170319_0014774374&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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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과목과 성격, 목표, 내용 등이 다른 과목”을 뜻한다(교육부, 2015b:

98).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신설과목은 ‘고시 외 신설과목’ 또는 ‘시 도 교

육청 승인과목’이라고 칭해지기도 한다(홍원표 외, 2019).

한편 보다 구체적으로 학교가 이러한 새로운 과목을 신설한다는 것은

국가 교육과정과 관할 시 도 교육청의 지침에 준하여 과목 개설의 필요

성, 교육과정 편성안, 지도교사 확보 계획, 교과서 등에 관한 것들을 단

위 학교 차원에서 개발하거나 선정한 후 승인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교

육부, 2015b).

이 연구에서 말하는 학교신설과목이란 학교가, 보다 실질적으로는 교

사가 과목 신설의 주체가 되어 단위학교 수준에서 새롭게 개발한 과목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목의 신설은 학교가 새로운 과목의 필요성을 스스로

제시하고, 과목의 목적, 내용, 교수-학습 방법 등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며, 더 나아가 이를 실제 학교에서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교

사 및 교과서 확보 등 제반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궁극적

으로는 제도적인 승인 절차를 통해 다른 과목들과 대등하게, 독립된 과

목으로서의 공식적인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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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학교교과에 대한 다양한 관점

학교교과는 다양한 측면을 가진 개념으로 그 가운데 어떤 것에 주목하

는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학교교과에 관한 다양

한 관점들을 내용적인 측면, 발생적인 측면, 교육 주체의 측면, 기능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각 관점에 가정된 전제를 함께 검토해보고

자 한다.

가. 학문적 실용적 내용지식의 번역물

대다수의 경우, 학교교과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으로 간

주된다. 교육학 용어사전에 의하면 ‘교과’는 “교육내용을 학교교육의 목

적에 맞게 조직해 놓은 묶음”을 의미한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국어사전 역시 이와 유사하게 “교육의 내용” 또는 “학교에서 교육의 목

적에 맞게 가르쳐야 할 내용을 계통적으로 짜 놓은 일정한 분야”로 정의

하고 있다(국립국어원, 2018). 이처럼 학교교과란 곧 모종의 교육내용으

로 이해된다. 때문에 여기서 학교교과와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는 여기에

담긴 교육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즉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와 관련

된다.

학교교과에 담기는 교육내용은 시대마다, 관점마다 다르다(진영은, 조

인진, 2001). 가장 협소하게는, 학교교과는 소위 ‘지식의 구조’ 또는 ‘지식

의 형식’이라고 불리는 것, 즉 각각이 인간 경험을 다루는 상이한 개념체

계, 탐구방법, 진위판별기준을 갖춘 “개별적인 학문” 또는 “학문을 그 비

슷한 것끼리 분류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이홍우, 2006: 378,

383). 이 경우 학문은 학교교과의 근원이 되며, 교과전문가들의 역할은

학자들이 발견한 지식 체계를 교육적 가치를 고려해 재조직하는 것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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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혁규, 2010). 즉, 학교교과는 학문으로부터 그 명칭, 내용범위, 내용

체계, 탐구방법 등을 가져오되 교육이 가능한 형태와 수준으로 변형한

것이다. 이 관점에서 학교교과는 해당 교과의 기반학문에 종속되거나, 그

기반학문으로 환원되어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소경희, 2010; 이혁규,

2010; Stengel, 1997).

이러한 관점은 학교교과의 발생적인 연원이 근대 학문에 있다는 점에

서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박인기, 2009). 19세기 미국에서 형성된

근대 학교교과는 당시 대학 학문 분야를 교육적으로 변용한 것이었다(소

경희, 2010). 학교교과에 담겨야하는 지식이란 각 분야의 대학학자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규정된 학문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학교교육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번역되어야 했다. 이때 아동 발달 이론, 연령 수준에 맞는

내용 선정 및 조직에 관한 교육심리학적 이론 등이 이러한 번역의 도구

로 활용되었다(Popkewitz, 2009). 우리나라에서도 개화기 이후 이러한 서

구의 근대 교과를 도입함에 따라 각 교과의 편제나 교육내용은 그와 대

응되는 모학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관행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김대영, 홍후조, 2013).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지식 중심의 학교교과가 아이들의 삶이나 사회

문화적인 현실과 괴리된다는 비판을 제기해온 경험주의, 실용주의, 진보

주의 등에 의해 교과 내용의 범위는 학문 지식을 넘어 다양화되었다(이

혁규, 2010; 추정훈, 2010; 김대영, 홍후조, 2013). 즉, 학교교과는 “그 사

회 구성원들이 입문해야 하는 문화적 범주이므로 교과의 성립기준이 학

문적 분류만을” 따라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는 것이다(오세웅, 2015:

58). 이에 따라 학교교과는 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학문만이 아니라 다

양한 실용 또는 응용 분야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Hirst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합리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 필요한 지식으

로 이론적인 지식 또는 ‘지식의 형식’만 옹호하던 입장에서 선회하여 후

기에는 지식, 가치, 기술, 성향, 덕목, 감정 등이 상호 연결되어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실제’로의 입문을 주장하였다(한혜정, 박은주, 2015).

요컨대, 학교교과는 가르치고 배워야 할 모종의 ‘내용’으로 이해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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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그 내용은 ‘학문’으로 협소하게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 하에 학교교과는 학문만이 아니라 다양한 ‘실용분

야’를 포함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학교교과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점마다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관점

들은 공통적으로 학교교과 성립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모종의 학문 또는

실용 분야를 상정한다는 것이다. 이들 관점은 학교교과를 기존에 있던

이론적 또는 실용적인 분야가 학교 맥락에 유입됨에 따라 변형된 것으로

본다. 달리 말하면, 학교교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학교교과가 모방하거

나 의존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고, 그것에 터하여 학교교과가 성

립될 수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관점은 학교교과의 생성원

리의 측면에서 고유성과 독립성보다는 의존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비판

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점은 교과의 정의나 정체성을 그것이 터한 ‘내

용’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즉, 교과 내용을 어떤 학문이나 실

용분야에서 가져올 것인가, 그 내용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선정하고 변형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이는 결국 학교교과를,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

정이나 발생되는 배경, 혹은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현상과 관련 짓기

보다는 그것에 담긴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관점에 터할 경우, 학교교과를 유연하고 유동적으로 보거나, 현실

태에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나. 사회적 구성물 또는 교육적 기획의 산물

학교교과를 보는 다양한 관점 가운데에는 학교교과의 내용을 이미 주

어진, 절대불변의 지식 체계, 혹은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지식의 확실성과 객관성을 확신하는 “객관주의적 지식관”에

터한 것으로, 여기에는 서로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 지식 또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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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나 교과가 그것을 습득하는 인식주체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믿

음이 전제되어 있다(이용환, 2007: 2; 주재홍, 2013: 117).

그러나 20세기 후반 보편적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지식의 다

원성에 입각한 많은 이론들이 소개되었으며, 이러한 사상적 흐름은 교육

(학)계에서도 확산되었다(이용환 2007).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교과에 대

한 기존의 접근은 전통적인 교과 지식이 단지 특정 시대의 사회적, 역사

적 구성물일 뿐임에도 이를 절대화하고 정당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Goodson et. al., 1998). 즉, 학교교과(지식)를 탈맥락화하고 절대화함으

로써 실제 교과가 만들어지거나 변화해온 과정, 즉 교과의 역사성과 사

회 구성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학교교과를 내용만이 아니라 발생적 측면, 혹은 정치적이고 역사

적 관심에서 규명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이런 관점들은 교과가 가

치중립적인 교과지식이나 인식론적 문제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사회

적이고 정치적인 구성물”로서 “지식의 선정과 조직, 변환은 권력관계를

반영”한 것이라 주장하였다(Deng, 2007: 291).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러

한 관점에서 학교교과는 교육을 계획 및 운영하는 사회나 국가가 그들이

직면한 환경과 선택한 목표에 따라 결정되고, “인간의 사회문화적 삶에

서 요구되는 가치 기준에 의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홍후조 외, 2014;

오세웅, 2015: 58에서 재인용).

한편, 이처럼 학교교과를 여전히 사회적 구성물로 보지만 보다 교육적

인 관심에서 터한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학교교과를 “교육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교육적 상상력을 가지고 설계된” 것 혹은 “교육적 가치의

구현물”로 보는 것이다(소경희, 2010: 115). 즉, 학교교과는 우리의 “교육

적 상상력이 가시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이해된다(이상은, 2013a: 175).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학교교과는 특정한 교육 주체들의 이해와 해

석, 갈등과 타협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학

교교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사의 이해와 해석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

로 간주된다(Deng, 2009: 593). 이와 비슷하게, 학교교과는 개발에 관여

하는 교사 및 교과 전문가, 교육과정 정책가 등의 이해와 해석을 매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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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독특하게 선정 및 조직된 결과로 이해되기도 한다(이상은, 2013b).

다만, 그 과정에서 모종의 갈등이 빚어지거나,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는 점에서 학교교과를 서로 다른 주체들 간의 “타협의 산물”로 보기도

한다(이상은, 2013b).

요컨대, 이상의 관점에 터해 볼 때, 학교교과는 그 자체로 절대적이거

나 선험적이라기보다는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요구, 교육적 가치와 목적

에 맞게 의도적으로 설계된 기획물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학교교과는

가치중립적이기보다는 특정한 이해관계나 해석방식을 지닌 누군가의 선

택이나 해석 혹은 이들 간의 협의에 의한 구성물로서 정치적이고 사회적

인 속성을 지닌다.

흥미로운 것은 이와 같은 사회구성적 관점에서는 다분히 결과중심적

사고가 내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당초 학교교과에

대한 정적인 관점을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나, 여전히 학교교과의 변화하

는 속성이나 과정적인 측면보다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교과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학교교과에 관한 사회구성적인 관점은 학교교과가 어떤 배경에

서,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거나 변화하는가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그 자체로 중요하기보다는 특정한

성격의 학교교과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으

로 보인다. 학교교과를 ‘기획물’, ‘산물’, ‘구성물’, ‘구현물’ 등으로 보는 것

은 학교교과가 여전히 이러저러한 사회적 작용의 ‘결과물’임을 보여준다.

달리 말해 학교교과의 사회문화적, 역사적으로 구성되는 속성은 지금의

학교교과를 있게 한 배경과 원인으로서 요청되는 것일 뿐 그 자체가 학

교교과의 핵심으로 간주되지는 않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학교교과의 핵

심은 그 형성과 변화의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형성된 것, 한번 형성된 이

후 어느 정도 안정성을 지닌 것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러한

관점은 학교교과의 생성적이고 구성적인 속성 자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

거나 깊이 이해하는 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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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사 전문성 및 정체성의 핵심

학교교과는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내용의 측면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는 주체의 측면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학교교과는 교사전문성 구

축의 기반이자 핵심으로 이해되는 것이다(강호수, 김한나, 2016; 소경희,

2010). 물론 교사의 전문성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 활동과

관련될 수 있지만 교사의 근본적인 과제는 자신이 담당한 교과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 즉 교과 수업이라 할 수 있다(정영근, 2013). 즉

교사는 교과교육을 구현하는 실천적인 주체이자 교과교육의 전문가인 것

이다(김경한, 2019).

이에 따라 교사전문성의 핵심은 다른 무엇보다 학교교과와 해당 교과

의 교수전문성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강호수, 김하나, 2016). 이런 점

에서 교사의 전문성은 학교교과의 학문체계가 근거한 본질적이고 기초적

인 지식과 개념, 원리 등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그

핵심내용을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다(정영근, 2013). 예

컨대, 국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전문성은 국어 교과에 대한 전문

성, 즉, 국어 교과지식과 교수-학습능력, 평가능력, 교재구안 및 활용능

력,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등이다(이희용, 2007).

이에 따라 교사양성과정 역시 특정한 학교교과에 대한 내용지식과 이

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학적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실제 우리나라

의 교사양성과정도 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 교육학 일반으로 이루어져

있다(소경희, 2006a). 이는 이론적으로 Shulman(1989)의 교사의 전문적

지식 개념에 터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전공한 교과의 구조와 내

용, 이를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수업 방법에 대한 지식,

교과를 가르치기 위한 자료나 교과 내용의 수평적, 수직적 관계 등에 대

한 지식을 포함한다(소경희, 2006a). 결과적으로 예비교사는 교사양성과

정을 통해 특정 교과목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경험을 쌓게 되고

(Hudson, 2005; 박인심, 2018에서 재인용), 이러한 교사양성과정을 통해

길러진 교사는 자기 교과의 내용지식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이를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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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황과 이해 정도에 맞도록 적절한 내용으로 수업을 설계하며, 유연

하게 수업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곽영순, 2006).

한편 학교교과는 교사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교사 정체성의 핵심으로도

간주된다. 교사양성교육과정에서부터 예비교사들은 자신을 특정 교과에

강하게 소속시킴으로써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소경희,

2006a). 그리고 특히 분과적 교과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등학교에서는

각 교사가 자신이 소지한 교사 자격증의 교과를 기반으로 수업과 업무를

실행하기 때문에 교과는 중등교사에게 “전문가로서 자신의 교사 정체성

자체로 인식”된다(박인심, 2018: 96). 특히 초등교사보다는 중등교사에게,

중학교 교사보다는 고등학교 교사에게 교과는 교사정체성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박인심, 2018). 중등교사들은 자신을 교과

목을 가르치는 전문가, 곧 교과 전문가로 인식하며, 그들의 정체성은 교

과가 학교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

(박인심, 2018) 역시 학교교과와 교사 정체성 간의 긴밀한 관련성을 보여

준다.

이상의 논의들에 비추어 볼 때, 학교교과는 교사 전문성은 물론 교사

의 정체성의 토대이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교사의 주요 역할이

학교교과 지식의 교수(teaching)로 규정됨에 따라 교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능력 역시 특정한 학교교과의 내용지식과 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으로 이해된다. 교사는 이러한 교과 교수 관

련 전문성을 기르는 교사양성과정을 경험하고, 학교현장에 나가 교과 중

심의 수업 및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전공 혹은 담당 교과를 중심으

로 한 교사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

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학교교과에 대한 관점은 교사의 정체성과 전문성의 토대가

‘특정한’ 교과에 고정되거나 제한되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들이 의

미한 교사의 전문지식은 교사가 전공한 개별 교과의 측면에서 구축된 것

이다(소경희, 2006a). 앞서 살펴본 ‘특정 교과목’ 혹은 ‘자신이 담당’하거

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교과 등의 표현 역시 교사의 전문성이 단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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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에 토대를 둔 것으로 인식됨을 보여준다.

또 다른 한편 이상의 관점들은 교사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이미 주어진

학교교과의 내용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업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

시킨다. 여기에는 교사를 수업 실행가 혹은 교과 내용지식의 전수자로

보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교과와 관련된 교사전문성은 수업 혹은 교과내용지식의 전

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연구들은 교사가 내용지식을 모두 알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학습을 촉진하거나, 처방된 교과지식을 전달하는 것

을 넘어 새로운 교육과정을 스스로 기획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한 바 있다(소경희, 2006a; 소경희, 최유리, 2018). 따라서 아직은 교사

전문성과 정체성의 핵심으로서 단일하고 분과적인 학교교과가 지배적이

나 앞으로는 이러한 관점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라. 교육과정 조직의 단위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배울 것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학교라는 제한된

시공간 내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쪼

개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소경희, 2017). 오랜 세월 우리는 학교교과라는

단위를 활용하여 이러한 배울 거리들을 적절한 크기로 분할하고 배열해

왔다. 학교교과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교육과정의 조직자’로 활용”

되어왔다(Alexander, 2010: 245). 이처럼 학교교과는 그것이 하나의 단위

로서 국가교육과정이나 학교에서 실제로 활용되어온 방식, 즉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해되기도 한다. 학교교과를 “교육과정을 조직하기 위한 개념

적 조각”(소경희, 2017: 26) 혹은 “교육과정의 조직적 분할”(Alexander,

2010: 245)로 보는 것이다.

학교교과는 교육과정의 조직 단위 내지는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구체적

이고 실제적인 교육과정 개발이나 학교교육의 맥락 안에서 작동한다는

특징을 보인다(소경희, 2010). 즉, 학교교과는 국가나 학교 수준에서 실제

교육과정을 설계하거나 편성 운영할 때 활용되는 실천적인 단위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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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소경희, 2017; Luke, Weir, & Woods, 2008). 때문에 학교교과는 학

교에서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다른 교육과정적인 요소들이나 개념, 교육

주체 등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학교교과를

“시간표나 전문가 활용 등을 지지하는 틀”(Alexander, 2010: 245)이라거

나 교육내용의 조직이나 시간 편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소경희, 2017),

으로 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교과를 실천적이고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는 경우, 학

교교과가 갖는 편의성과 형식성이 언급되기도 한다. 즉, 학교교과는 교육

에 필요한 “모든 내용과 행동을 교육의 편의상 분류”한 것(추정훈, 2010:

13), 교육과정의 기본단위 또는 ‘형식’(소경희, 2006b), ‘행정 구조적’ 단위

(Alexander, 2010)로 이해된다. 달리 말해 학교교과는 단지 편의상 혹은

형식상 “교육과정을 교수-학습 내용으로 변환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Alexander, 2010: 245).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교과의 중립적이고 유연한 속성이 강조되기

도 한다. 이는 일면 기존의 학교교과가 학문 또는 학문 중심적인 교과와

동일시됨에 따라 그 자체로 “전통적이고 낡았으며, 인위적이고 적합성도

떨어”(Alexander, 2010: 245)진다는 고착화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시

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교과는 “전적으로 중립적인 용어”

로 이해되며, 학문만이 아니라 초학문적으로나 주제 중심적으로 구성될

수도 있는 유연한 것으로 인식된다(Alexander, 2010: 246).

한편, 이상에서와 같이 학교교과를 교육과정의 조직단위로 보는 관점

은 단지 현실에서 교과가 그렇게 활용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

다. 앞서 살펴본, 편의성과 형식성이 강조된 학교교과에 대한 관점은 (특

정한 의미의) 학교교과가 지금까지 누려온 특권과 지위를 재고해 볼 필

요성을 제기한다. 전통적으로 학교교과는 인문주의적 관점에서 배울만한

가치가 있는 교육내용, 대부분의 경우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지식을 의미

했다. 인문주의 교육학자들은 이러한 기존의 학교교과 지식이 그 자체로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인가를 증명해냄으로써 그 교육적 당위성을

피력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할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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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교교과가 하나의 단위로서 갖는 편의성과 형식성을 강조한

관점은 학교교과를 단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거나 교육과정

을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활용되는 ‘수단’에 불과함을 드러낸다. 관

행 때문이든, 행정적인 편의나 효율성 때문이든 학교교과는 그저 교육과

정을 쪼개어 실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한 가지 형식

내지는 방법일 뿐이라 것이다.

이러한 논지를 좀 더 확장하면 교육과정 조직의 단위는 반드시 학교교

과여야만 할 필연성은 없다. 교육과정을 더 효과적으로 혹은 더 의미 있

는 방식으로 조직할 수 있는 다른 방편이나 조직단위가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도 열려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는 교과와 대등한 정도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나, ‘창의적 체험활동’이

나 ‘자유학기 활동’ 등도 교과와 더불어 교육과정 조직단위로 활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에서는 분과학문 중심의 교과를

넘어서서 기존의 교과들이 ‘학습영역’이라는 새로운 범주 혹은 단위로 묶

이기도 하였다(MacDonald, 2003).

뿐만 아니라 중립성과 유연성을 강조하는, 학교교과에 관한 관점은 학

교교과의 경계를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에 따

르면 학교교과는 그 내용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채, 텅 비어있는 형식이

나 단위이다. 때문에 어떤 내용이든 학교교과 안에 담길 수 있으며(김세

영, 2019), 학교교과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

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학교교과의 경계를 거의 무한한 수준으로 개

방하고, 그것의 내용적 측면에서 미규정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육과정 조직의 단위로서 학교교과를 보는 것은 학교교

과의 기능적이고 실천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학교교과가 모종의 틀이나

형식에 구속 받지 않고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잠재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 터할 때, 학교교과는

앞서 학교교과를 규정해온 일정한 틀, 즉 특정 학문이나 실용분야의 내

용지식이나 개발의 산물로서 갖는 고정성, 혹은 교사의 기존 교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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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다

만, 학교교과에 대한 미규정적이고 유연한 관점과 변화 가능성을 내포함

에도 이러한 생성적 속성 자체를 직접적이고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

다는 점에서 보다 발전시킨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우리나라 근대 학교교과의 형성과 변화

오늘날 우리의 교육과정이나 학교 시간표에 자리하고 있는 학교교과들

은 매우 익숙하다. 이러한 익숙함으로 인해 학교교과는 마치 늘 그랬던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학교교과는 늘 새로운 내

용이 더해지거나 빠지는 등 부단히 변화되어 왔다. 이 절에서는 오늘날

학교교과가 어떻게 생성, 분화, 통합되면서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서구 근대 학교교과가 최초로 유입되었던 개화기부터 가장 최

근 개정된 2015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국가교육과정 문서상에 나타

난 학교교과들을 검토할 것이다.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교과의 변

화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학교교과의 역사적 변천은

어떤 의의와 한계를 지니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가. 형성기: 서구 근대 교과의 유입 (1883년~1944년)

서구 근대교과가 유입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전통 교육기관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한문과 유교 경전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왔다(추정훈,

2010). 고구려의 태학이나 신라의 국학 등의 교육기관은 오경(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기)과 삼사(사기, 한서, 후한서)를 가르쳤고, 고려의 국자감

에서는 논어, 효경, 서경, 주역 등을, 조선의 성균관 등의 교육기관에서는

사서오경 등을 가르쳤다(추정훈, 2010). 그리고 이러한 유교경전 중심의

교육은 관리 양성과 등용과 밀접하게 관련됨에 따라 그 입지는 상당히

공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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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8세기 말 조선은 서구 열강 및 일제의 침탈로 국가 존망의 위

기를 직면함에 따라 격변의 시기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는 서구의 신지식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

는, 서구식 근대학교의 설립과 교육내용 및 방법에서의 혁신적인 변화를

추동하였다. 이에 따라 서구와 일본으로부터 근대적인 형태를 모방한 학

교교과들이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진영은, 조인진, 2001; 추정

훈, 2010). 이로써 한문과 유교경전만 가르쳐오던 학교에서 외국어와 서

구의 지식을 가르치고 국문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김경미, 2009: 13).

이러한 변화는 국가적인 교육개혁에 앞서 민간, 선교사, 정부 등에 의

해 설립된 개별 학교 수준에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최초

의 근대적 교육기관으로 알려진 원산학사(1883년 민간 설립)의 교육과정

에는 전통적인 학교교육에 포함되지 않았던 산수격치와 서양의 기계 및

농업 광업 기술, 외국 및 국제정세와 군사기술에 대한 지식 등에 관한

새로운 교과들이 나타났다(김경미, 2009). 즉, ‘산수’, ‘격치’, ‘기계’, ‘농업’,

‘만국공법’, ‘지리’, ‘외국어’ 등이 편성되었다.

이러한 교과들은 18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갑오개혁(1894년)을 통

해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었다. 교육을 통한 국가 부흥을 열망하던 조선

(1897년 이후에는 대한제국)은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학교 관제와 규칙을

제정하여 ‘소학교령’(1895년)과 ‘중학교 관제’(1899년)를 공포하였다. 여기

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서양식 초・중등학교 학교교과의 공식적인
기준이 제시되었다(조상연, 2015).

이러한 흐름 안에서 근대 교과를 실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제반의

여건들도 점차 갖춰지게 되었다. 소학교 교원 양성을 위한 한성사범학교

도 설립(1895년)되었으며, 그 학과목 편제는 소학교의 학과목편제와 상응

하도록 신학문 위주로 구성되었다(우용제, 안홍선, 2006). 이 외에도 신교

육에 필요한 <지구약론>, <조선여재지지> 등의 교과서가 제작되거나

번역되어 활용되었다(김경미, 2009).

그러나 여전히 유교경전을 먼저 익히도록 하는 등 전통교육의 틀을 벗

어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예컨대, 원산학사의 교육과정에는 옛 성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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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교의 사상과 교리를 써 놓은 책인 경서의 뜻에 관한 교과인 ‘경의’

등이 편성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갑오개혁 이후 소학교와 한성사범학

교에서도 ‘수신’과 ‘독서’ 교과의 내용은 유교에 관한 것이거나, <사서>,

<오륜행실>, <동몽선습> 등 유교 경전으로 이루어졌다(김경미, 2009).

당시 근대적인 학교교육은 동도서기론(東道西器)에 터하여 지속적으로

유교 도덕을 익히는 데 방점을 두면서 부가적으로 서구식 신교육을 병행

했던 것으로 보인다(김경미, 2009).

한편 1910년 한일 합방에서부터 1945년 해방까지 36년 간 지속된 일제

식민지기 동안 근대식 학교교과들은 황국신민화 및 병참기지화라는 목적

에 따라 다시 변화되어 갔다. 예컨대 일본어가 ‘국어’ 교과로서, 필수과목

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은 물론, 비중이 가장 높은 교과목이 되었다. 반면

‘조선어’는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일제 식민지기 말기에는 선택과

목으로 지정되어 급격하게 약화되었다. 또한 “국민된 성격”을 발달시키

기 위한 ‘수신’교과는 모든 학교급과 학년에서 지속적으로 편성되었다.

그 외에도 ‘직업’ 및 ‘재봉’ 등의 실용적, 직업적 교과가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함종규, 2003).

다만, 일제의 정치적 의도와 야욕을 차치하고 본다면, 이러한 식민지기

의 학교교과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학교교과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보

인다. 식민지기의 ‘한문’, ‘산수’ (또는 ‘수학’), ‘물리’, ‘화학’, ‘역사’, ‘지리’,

‘공민’, ‘실업’ 교과는 해방 후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편성표에서도 그

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교과명이 다소 낯선 ‘창가’, ‘재봉’,

‘도화’, ‘이과’, ‘체조’, ‘법제 및 경제’ 등도 오늘날 ‘음악’, ‘실과’, ‘미술’, ‘과

학’, ‘체육’, ‘법’, ‘경제’ 교과목과 매우 유사하다. 그 유사성은 통감부시기

(1906~1910)에 오늘날과 유사한 교과체계와 포괄성을 갖추게 되었고(김

수천, 2002), 일제 식민지기를 거치면서 당시의 학교교과 편제가 우리 교

육에 보다 깊게 뿌리내리게 되었음을 암시한다(진영은, 조인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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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전기: 교과의 생성, 분화, 통합 (1945년~1994년)

개화기와 식민지기에 형성된 서구의 근대 교과들은 우리나라가 1945년

에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독립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정련되어 갔다. 독립 직후부터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미군정청 학무국 주도하에 일제 잔재불식, 평화와 질서유지, 생활 실제에

적합한 지식과 기능의 연마라는 교육방침에 따라 교육제도가 정비되었

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교육과정은 두 차례 공포되었는데, 각각은 ‘과

도기’(1945년)와 ‘교수요목기’(1946년)로 구분된다.

그리고 마침내 1954년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제정하게 되었다(함종규, 2003). 국가교육과정은 제1차 교육

과정이 공포된 이래로 짧게는 6년, 길게는 10년 정도마다 개정되어 1995

년 5.31 교육개혁에 따른 7차 교육과정 이전까지 총 6차례 개정되었다.

미군정기의 과도기와 교수요목기, 6차례의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거치

는 동안 학교교과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으나 가장 뚜렷한 변화는

기존의 없던 내용이 새로운 교과나 과목의 형태로 추가된 것이다. 새로

운 교과가 추가된 예로는 미군정기의 교육과정에서는 일제식민지기의

‘수신’교과를 대신하여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민‘이 새로운

교과로 등장한 것(함종규, 2003)과 중등학교에는 ’제2외국어‘와 ’생물‘ 교

과가 신설된 것이 있다. 또 제3차 교육과정에 ‘도덕’ 및 ‘국민윤리’가, 제5

차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우리들은 1학년’ 등이 새로운 교과로 추가된 것

도 이에 해당한다.

교과 수준만이 아니라 과목 수준에서도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을 포괄하게 되기도 하였다. 특히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기존 교과

의 하위 과목이 새롭게 추가된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제2외국어’에 ‘에

스파냐어’나 ‘일본어’가 추가되기도 하였고, 제5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는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실업 가정’ 교과 내의 하위과목으로 ‘정보산

업’ 과목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혀 새로운 분야가 추가되기보다는 이미 있는 교과가 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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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새로운 교과이 등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기존 교과에서 일

부 내용이 개별적인 교과로 독립한 경우의 예로는 ‘영어’를 들 수 있다.

일제 식민지기의 ‘외국어’ 교과에 포함되어 있던 ‘영어’는 미군정기에 독

립적인 교과로 분화되었다. 또한 제3차 교육과정에는 이전에 교과였다가

체육의 하위 과목으로 통합되어 있던 ‘교련’이 다시 독립된 교과로 등장

하였다.

교과뿐만 아니라 한 교과 내에서 과목들이 분화됨으로써 새로운 과목

들이 생성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교과에는 변화가 없는 반면, 교과의 하위 과목들의 양적인 증가가 나타

났다. 예를 들면 ‘국어’와 ‘화학’ 교과가 수준별로 세분화됨에 따라 ‘국어

I’, ‘국어II’, ‘화학I’, ‘화학II’ 등의 과목이 생성되었다.

역으로, 분화가 아니라 교과 및 과목 간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교과가

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교수요목기에 미국의 진보주의

사조의 영향으로 초등학교의 ‘공민’, ‘역사’, ‘지리’ 교과가 ‘사회생활’이라

는 교과로 통합된 것이 있다(소경희, 2017). 또한 제5차 교육과정에서 초

등학교 1, 2학년의 ‘도덕’과 ‘사회’ 교과가 ‘바른 생활’교과로, ‘체육’, ‘음

악’, ‘미술’ 교과가 ‘즐거운 생활’로 통합되었다. 또 다른 예로 중학교의

‘국사’ 교과를 들 수 있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 ‘사회’교과로부터 독립하

여 개별 교과로 편성되었던 ‘국사’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다시 ‘사회’에

통합되었다.

이 외에도 기존의 교과는 그대로이나 그 명칭 또는 내용만 변경된 경

우도 있다. 식민지기의 초등학교의 ‘체조’ 교과가 과도기에는 ‘체육’으로,

교수요목기에는 다시 ‘보건’으로 교과명을 변경한 경우나 ‘사회생활’교과

가 제 2차 교육과정에서 ‘사회’로, 초등학교의 ‘산수’교과가 제 6차 교육

과정에서 ‘수학’으로 개칭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내용이 변경된 예로는 해방 직후 ‘국어’ 교과의 내용이 일본

어에서 우리말과 글로 내용이 바뀐 것이 있다. 또 당초 ‘바른생활’에 포

함되어 있던 사회과 내용이 제6차 교육과정에서 ‘슬기로운 생활’로 편입

됨에 따라 ‘바른생활’은 ‘도덕’교과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고, ‘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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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생활’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이라는 주변 환경에 대한 탐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게 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김재춘 외, 2005).

다. 확장기: 교과 다양성의 증가 (1995년~2020년)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를 목전에 둔 1990년대 후반부에는 학교교육이

미래사회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교과에도 모종의 획기적인 변화가 요

구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화와 자율화를 표방한 국

가수준의 교육개혁을 통해 구체화되었고 이를 계기로 학교교과 역시 그

범주와 형태가 보다 확대되거나 다채로워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21세기의 사

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수준의 개혁을 경쟁적

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서정화, 2010). 우리나라도 문민정부 산하의

교육개혁위원회의 주도 하에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함으

로써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박영숙, 반상진, 2005). 이러한 교육정책은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 민주

화를 전반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고 교육과정 관련해서는 ‘학생중심 교육

과정’을 표방하였다(김성열, 2010). 학교교과 역시 그 편제 체계나 내용상

의 성격이 단위 학교 및 학생 개개인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

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지향이 구현된 가장 대표적인 예는 고등학교의 선택교

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1997년 고시된 제 7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

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1~10학년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

로, 고등학교 2, 3학년(11, 12학년)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각 교과 내의 선택과목들은 단지 I, II를 덧붙임으로써 수준별로 분

화될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분화되

었다. 예컨대, 6차 교육과정의 음악 교과의 선택과목은 ‘음악I’, ‘음악II’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음악과 생활’, ‘음악 이론’, ‘음

악 실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교과의 하위 영역들이 보다 분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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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도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사회과에는 ‘한국지리’, ‘법과 사회’, 경제지

리‘, ’전통윤리‘ 등의 선택과목이 새로 생성되었다.

2007개정 교육과정과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선택과목의 다

양화 양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07개정 교육과정

에서는 각 교과별 하위 과목들이 ‘00I’, ‘00II’ 혹은 ‘00 이론’ 등 교과 간

일률적이거나 학문 및 실용 분야를 모방한 듯한 경직된 형태를 탈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신 일상생활과의 연계를 강조하거나 당시 사회적 필요

를 반영한 방향으로 보다 자유롭고 다채롭게 변화되었다. 예컨대, ‘매체

언어’, ‘현대생활과 윤리’, ‘세계 역사의 이해’, ‘생명 과학’, ‘창업과 경영’,

‘미술과 삶’, ‘음악과 사회’, ‘생활과 철학’ 등이 신설되었다.

또한 2009개정에서 선택교육과정 기간의 확대(2년→3년)와 단위학교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자유롭게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 ‘학

교자율과정(64단위)’의 설치는 선택과목의 다양화를 더욱 촉진하였다. 뿐

만 아니라 기존에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나 전문계(이전의 실업계) 고등

학교에서 편성했던 전문 교과에 속한 과목들도 보통 교과 내의 ‘심화과

목’으로 편성됨에 따라 일반고등학교에서 개설할 수 있는 선택과목의 다

양성이 더욱 증가하였다(소경희, 2017). 이에 더하여 탐구방식이나 대상

이 유사한 교과들을 묶은 ‘교과(군)’과 ‘교과영역’을 도입하여 이에 대한

필수 이수단위를 부과함에 따라 단위학교는 개별 교과에 이수단위가 부

과되었을 때보다 자유롭게 또는 통합적으로 시간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기 당 이수 과목 수를 줄여 이수 과목 수 과다로

인한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토론 및 실험 중심의 수업을 유도하기 위한

조처였다(소경희, 2017).

다만,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 과목’이 추가됨에 따라 학교교과

다양성의 증가세는 다소 주춤하게 되었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

학교 전 학년을 전부 선택교육과정으로 편성한 것과 달리 2015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모든 학년이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할 ‘공통과목’을 다시 도입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들은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학’ 등 공통과목을 자신의 진로나 선택과는 관계없이 이수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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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과적으로 필수 이수단위의 증가와 학교자율과정 단위 수의 감소

를 야기하였다. 반면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함에 따라 교과와

자유학기 활동을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과 운영이나 수업의 형태의 다양화와 더불어

교육내용의 다양화가 기대되었다.

그리고 최근 2022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가 이러한 기조를

이어 받음으로써 교과의 다양화에 대한 관심이 추후에도 계속해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

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

수 운영제도”이다(교육부, 2017: 4). 다만, 그 방점이 단순히 이수 “‘단위’

를 ‘학점’으로 전환하는 차원을 넘어 과목 선택권 보장 및 교수학습 평가

개선 등 고교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교육부, 2017: 3) 데 있는

만큼 고교학점제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영역별, 단계별로 가급적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최수진 외, 2019). 이는

향후 교과 다양화가 지속되거나 보다 강조될 것임을 보여준다.

라. 종합논의: 근대 학교교과 변화의 의의와 한계

우리나라의 학교교과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면, 학교교과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개화기와 일제 식민지기를 거치면서 서구식 근대교과로

급격하게 전환되었고 오늘날과 같은 교과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학교교과는 20세기 중 후반부를 거치면서 부분적으로 생성,

분화, 통합, 개칭, 내용 변경 등을 거듭하였다. 1990대 후반에 이르러 다

양화, 자율화 등을 표방한 5.31 교육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학교교과의 범

주는 더욱 확장되었으며, 그 형태 또한 보다 다양해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 학교교과는 비록 우리 사회 안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나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정착되고 정련되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구와 일제에 의한 근대 학교교과의 “이식”(백혜

조, 홍후조, 2015: 53; 조상연, 2015: 188)은 과도기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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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기도 하였다(김경미, 2009). 그러나 그후 근대 학교교과는 우리의

사회, 경제적, 정치적 상황과 교육적인 원리나 사상에 의해 그 종류, 성

격, 내용, 형태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천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학교교과가 특정 형태로 고착화되기보다는 사회적인 흐름과 교육적 필요

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되어온 측면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교교과가 어느 정도로 달라졌으며, 어떤 부분들이 주로 변화

했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학교교과의 역

사적 변화를 전반적으로 볼 때, 문서상의 다양한 변화들은 특정 교과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과의 체계가 보다 복잡해지고 정

련되는 ‘발전기’에는 교과 및 과목의 변화가 일부 교과목에서 두드러졌

다. 즉, 학교교과의 분화와 통합 혹은 생성과 소멸은 모든 교과에서가 아

니라, 사회과, 기술 가정, 실업 가정 등 일부 교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

났다. 이들 교과는 정치적, 사회적 요인들로 인하여 교육과정 개정 시마

다 생성, 분화, 통합 등의 잦은 변화를 보였다(김수천, 1998).

반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국어, 수학과 같이 소위 주요교

과로 분류되는 교과들은 비교적 큰 변동 없이 오랜 세월 그 지위와 성격

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조상연, 2015; 조인진, 1995b). 이들 교과는

학문적 전통이 강한 교과들로, 상급학교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시 되

어 왔으며, 개화기에 도입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별다른 변화를 겪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상연, 2015).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학교교과의 변화는 국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왔

다는 한계를 지닌다. 오랜 시간 교육과정은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개발

되거나 개정됨에 따라 학교교과의 분화나 통합, 생성과 소멸 역시 국가

의 독점적인 권한으로 인식되어 왔다. 물론 5.31개혁 이후 교육과정 자율

화가 강조됨에 따라 그 권한은 점차적으로 지역과 학교로 이양되어 왔

다. 그러나 이는 기존 교과목의 운영 단위수를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하

거나 내용을 일부 재구성하는 정도에 그친 반면, 교과목 자체를 개발할

정도의 권한은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 왔다. 이에 따라 단위학교

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거나,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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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교과가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부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요컨대,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편제나 학교교과

는 개화기 이후 오늘날과 유사한 체계와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 최근에

는 더욱 다양화되는 양상을 띠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교과는 우리의 실

정과 환경에 맞게 정련되고 지속적인 변화를 시도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변화는 일부 학교교과에 한정되었다. 몇 가지 주요 교과에는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지금도 주요 교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이 편제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교과는 역사적으로

고착화되고 경직된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교과의

변화는 주로 국가의 주도하에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옴에 따라 지역과 단

위학교에서의 변화 가능성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제한

적이다. 이로써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변화 또는 생성이 제한되어 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3. 학교교과에 대한 새로운 관점: ‘교과-되기’

학교교과에 관한 전통적인 논의들은 학교교과의 실체 내지는 본질을

규명하거나 교과의 규범적인 특성을 정당화하데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

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은 기존의 보편적인 합리

성과 객관적 절대적 지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식의 다원성 내지는 복수

의 합리성을 주장하였다(이용환, 2007). 이에 따라 단일하고 고정된 정체

성이나 본질을 규명하는 것보다는 이에 대한 “도전과 비판을 통해 진리

및 지식에 대한 탐구의 개방적인 절차와 과정을 강조”하는 사상적 흐름

이 두드러지게 되었다(주재홍, 2013: 117). 이와 같은 경향은 인식론의

영역을 넘어 교육이론 일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주재홍, 2013).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교과를 특정한 본질적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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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왔다. 앞서 살펴본, 학교교과를 ‘교육과정 조직의 단위’ 또는 ‘사회

적 구성물’로 보는 관점에도 일면 미규정적 혹은 생성적인 관점이 내포

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교과의 생성적이고 변혁적인 속성 자체를 전면적

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이런 맥락에서 이 절에서는 학교교과의 지속

적인 생성과 변화를 ‘-되기’ 또는 ‘생성(becoming)’이라는 들뢰즈의 핵심

개념을 통해 보다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보고, ‘-되기’의 의미와 원

리, ‘-되기’ 개념을 적용한 ‘교과-되기’의 의미를 살펴본다.

가. ‘-되기’의 개념과 원리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존재를 이해할 때 어느 정도의 안정된 정체성

을 가정한다.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머무는 장소들까지, 모든 존재는 변치 않는 모종의 본질을 지니고 있다

고 본다. 존재가 겪는 크고 작은 변화는 단지 존재의 확고한 정체성 혹

은 본질이 추동했거나, 그 위에 덧입혀지는 것에 불과하다. 즉, 그 정체

가 분명하고 확고한 존재가 먼저 있고, 이 존재가 생성 또는 운동을 하

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Colebrook, 2002). 여기서 우선하는 것은

변화의 이면 혹은 밑바탕에서 존재의 핵심이자 근원을 이루는 것, 즉 이

러저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이게 하고, 특정한 사물을 특정한

사물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무엇이다.

이러한 사유 방식은 서양철학의 주류를 이루어온 존재의 철학과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다. 플라톤 이래로 서양철학의 관심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원천이자 근거가 되는 본질적이고 불변하는 실체에 편중되어 있

었다(이진경, 2002). 가령 플라톤은 이데아를, 기독교는 만물의 창조주로

서 하느님을 세계와 모든 존재를 형성하는 근원으로 보았다(이진경,

2002). 이러한 존재는 자신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창조되지 않고 변치

않으면서 다른 존재자들을 만들거나 변화시키는, ‘부동(不動)의 원동자

(原動者)’이자 초월적인 실체이다(김재인, 2017). 반면, 최초의 존재로부터

파생된 것들은 늘 변화하고 불안정하며, 어떤 근원 없이는 자신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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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삶을 지탱할 수 없다. 또한 이 실체와 얼마나 유사한가에 따라

존재적 가치가 달리 평가되며, 서열화된다. 이처럼 실체는 그 실체에 따

라다니는 것들보다 늘 우선하며, 다른 존재들의 기준으로서 우월한 지위

와 특권을 지닌다(김재인, 2017).

이는 차이와 변화에 민감한 ‘생성의 철학’과 대비되는 ‘존재의 철학’으

로, 그 정체나 실체가 고정된 존재, 즉 ‘-임(being)’으로서의 존재에 초점

을 둔다. ‘-임’ 혹은 ‘-이기’는 어떤 단일하고 모순이 없는 정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임’은 “그것을 그것이게끔 하는”(김은주, 2014: 88), 모종의

안정되고 변치 않는 주체성이나 정체성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둔다(김재춘, 2010b).

그러나 지금의 안정되어 보이는 정체성이나 존재 방식도 사실은 어느

순간에는 생성한 것이며 늘 이미 변화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발생적이고 유동적인 측면을 간과한 존재에 대한 사유는 반쪽짜리일 수

밖에 없다. 더 나아가 지금의 안정된 정체성을 정답 내지는 정상으로 규

정함으로써 다른 존재들을 서열화하고, 그에 부합되지 않는 다양한 것들

을 억압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변화무쌍한 현실에 주목하는 한편 존재

의 철학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양철학의 주류를 이루어온 존

재의 철학 저편에서는 존재를 유동적인 것으로 보고, 변화와 차이를 동

일성에 우선하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사유가 발전되어 왔다.

들뢰즈는 이러한 생성의 철학의 연장선상에서 스피노자, 니체, 베르그

송 등의 논의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생성과 변이를 본격

적으로 사유하고자 하였다(김재춘, 2010b). 들뢰즈는 전통적인 서양철학

에서 ‘실체’와 대비를 이루며, 무가치하거나 질적으로 하등한 것으로 간

주되어 왔던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양태들, 차이들, 변화들 그 자체를 긍

정하며, 이를 통해 존재와 세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김재인, 2017). 이에

따르면 개인의 정체성이나 의식적 주체, 국가적 질서는 어떤 행위나 변

화의 원인이자 출발점으로서 어떤 관계나 사건 이전에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 관념, 행위의 힘, 다른 신체들 등 다양한 요소들이 맺은 복

잡한 관계에 의해 구성된다(Colebrook, 2002). 이처럼 모종의 존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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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결정되어 있기보다는 어떤 맥락에서 무엇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늘 새롭게 다시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되기’ 혹은 ‘-생성’으로 번역되는 ‘드브니르

(devenir)’ 또는 ‘becoming’은 들뢰즈의 유동성과 차이 생성의 사유가 집

약된 핵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김재춘, 2010b; 이진경, 2002). ‘되기

(becoming)’란, 고정된 ‘-임(being)’들 사이에서 그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차이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운동이자 변화의 흐름 그 자체이

다(Sellers, 2013). ‘-되기’의 관점에서 한 존재는 기존의 질서에 따라 구

획된 ‘-임’의 경계에서 이탈하여 미리 규정된 어떠한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지대에 머물면서 계속적인 변이의 과정에 놓여 있다. 이런 점

에서 되기는 언제나 중간에 있고 둘의 사이이며, 경계이거나 탈주선으로

정의될 수 있다(MP, 556; 김은주, 2014에서 재인용).

‘-되기’는 경계 또는 사이, 혹은 중간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명시적이고 확정할 수 있는 어떤 동일성 내지는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

(이진경, 2002). 이에 따라 ‘-되기’는 명료함보다는 모호함을, 안정감이나

편안함보다는 당혹스러움과 예외적인 느낌을 준다(윤교찬, 조애리, 2009).

또한 평형과 안정을 유지하던 기존 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질서 외부에 무언가가 더 있음을 암시한다(윤교찬, 조애리, 2009). 결

과적으로 이는 존재를 ‘-임(being)’의 상태로 “고정하는 동일성의 원리를

뒤흔듦”(김은주, 2014: 88)으로써 “고착화된 현실을 붕괴”시킨다(Sellers,

2013).

또 다른 한편으로 되기는 되기를 수행하는 존재의 측면에서 볼 때 자

신의 기존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한다(김은주, 2014; 김재춘,

2010b). 즉, 되기는 한 존재가 이미 실현한 것 또는 되었을 법한 것 등의

바깥에서 작용함으로써 과거에 실현되지 못한 잠재성과 현실에서 배제되

었거나 희생된 것들을 되살려내고 다르게 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윤교찬 조애리, 2009; Sellers, 2013). 이에 따라 되기는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개인적, 사회적, 생물학적 틀에서 벗어나 그 이전의 자신

을 넘어서는 창조와 생성을 야기한다(김재춘, 2010b; Seller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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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되기’는 어떻게 가능한가? 되기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되기의 중요한 전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삶

이나 존재는 일정한 형태로 이미 질서화되고 규정된, 명시적으로 파악

가능한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이정우, 2011). 개인 또는 주체의 측면

에서 볼 때,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자아 아래에는 “어떠한 고착점이나 고

정점도 갖지 않는 욕망의 흐름”이 있다(윤교찬, 조애리, 2009: 77). 사회

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정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는 지배적

인 체제, 통념 또는 상식 아래에는 꿈틀거리는 분자적이고 탈주적인 욕

망이 있다(김재춘, 2010b).

이때 욕망은 개인의 심리적인 요소나 이성에 의해 제어되어야 할 결

핍 또는 무절제를 의미하지 않는다(김명주, 2009; 이정우, 2011). 들뢰즈

가 의미한 욕망은 창조와 생산의 본성을 지닌 것으로(김재춘, 2010b),

“상위 질서에 포섭되지 않고 그것을 넘쳐나는 방식으로 실행”됨으로써

기성의 질서에 저항하고 고착화된 방식을 변형하는 잠재적인 힘이다(김

명주, 2009: 34). 물론 상식과 지배적인 체제는 욕망을 일정한 방식으로

흐르도록 길들이기도 하지만, 욕망은 언제라도 이를 전복시킬 수 있는

역량을 내포하고 있다(이정우, 2011).

되기를 행하는 존재는 이러한 ‘생산하는 욕망’에 이끌려 자신과는 어

떠한 유사성도 공유하지 않는 이질적인 타자 혹은 외부세계와 접속함으

로써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낸다(윤교찬, 조애리, 2009: 76; Sellers, 2013).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되기의 두 항이 서로 마주침에 의해 발생한 새로

운 입자와 파동을 지각하거나 이에 감응함으로써 각각 자신의 고착화된

‘-임’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시작된다(김재인, 2017; 김재춘,

2010b). 이는 각 항이 거시적인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경직된 ‘몰적인

(molar) 존재’를 고수하기보다는 굳어진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드는 미시

적인 존재, 즉 ‘분자적 요소’가 됨을 의미한다(김재인, 2017; 김재춘,

2010b). 예컨대, 음식과 접속하여 ‘먹는 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은

‘입’은 음식이 아닌 다른 대상과 마주침에 따라 기존 정체성에 균열이 발

생하게 된다. 이로써 ‘입’은 ‘먹는 기관’이라는 기존 정체성에서 빠져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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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될까’ 망설이고 있는 입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입이라는 것은

망설이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그리고 확실히 입은 아닌, “어리버리한

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자적인 것이다(김재인, 2017: 253). 이러한 분

자적인 ‘입’은 추후에 ‘소리’나 ‘공기’ 등 그것이 접속하는 대상과 접속의

방식에 따라 그 정체가 ‘말하는 기관’ 또는 ‘호흡 기관’ 등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무엇이다.

이처럼 몰적인 경계가 흐릿해진 분자적인 층위에서 접속한 이질적인

두 항은 각자 자신의 신체적 요소들을 재배열하여 상대의 분자적인 특질

을 단순히 재현하는 것을 넘어서, 나름의 방식으로 새롭게 생성해낸다

(이진경, 2002). 이를 통해 기존 자기의 (신체적) 역량 또는 행위능력의

일정한 상태에서 벗어남으로써 평소에는 보거나 듣지 못했던 것을 지각

할 수 있게 된다(김재춘, 2010b). 예컨대, 들뢰즈의 여러 가지 ‘-되기’ 가

운데 하나인 ‘동물-되기’는 인간이 자신의 몰적인 종을 바꾸어서 실제로

특정한 동물이 된다거나, 그 동물의 특징을 모방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

다(김재인, 2017). 분자적으로 행해지는 동물-되기는 인간이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신체를 활용하거나 움직이는 속도와 강도 등을 바

꾸어 그 동물의 신체적 역량과 특질을 갖는 분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

미한다(이진경, 2002). 즉, 개-되기를 행하는 인간은 진짜 개가 되는 것

이 아니라, 양손에 신발을 신음으로써 손의 요소들이 새로운 관계들로

진입하도록 하고, 이로부터 개의 감응을 생산하는 것이다(이진경, 2002).

이러한 되기를 통해 인간은 새로운 신체적 역량을 획득하게 되고, 통

상적인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느끼거나 살아갈 수 있게 된다(김재춘,

2010b; 이진경, 2002). 기존의 정태적 상태에서 벗어나 이전에 없던 새로

운 역량과 특질을 지닌 새로운 자기 자신을 생성해내는 것이다(김은주,

2014). 그리고 이러한 분자적 수준에서의 변화는 인간과 접속한 개에게

도 마찬가지로 일어난다. 즉, 인간이 인간다움의 고착화된 경계를 넘어선

것처럼 개 역시 개다움이란 상식적인 경계로부터 이탈하게 된다. 이로써

인간과 개, 즉, 개-되기를 행하는 두 항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

서 삶의 가능성의 지대가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김재춘, 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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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질적인 타자와의 만남이 언제나 새로운 존재의 생성과 창조,

즉 되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 존재는 개인적·신체적 차원에서

는 의식적인 주체이자 생물학적 유기체라는 틀에 갇혀 있고, 사회적 차

원에서는 자신을 둘러싼 제도와 법칙, 문화 등의 사회적 질서에 의해 제

약을 받고 있다(이정우, 2005; 김재춘, 2010b: 22에서 재인용). 인간을 구

속하는 이러한 힘들은 인간의 신체를 통제 권력에 쉽게 복종하도록 만들

기 위해 존재의 다양한 변용 능력 내지는 되기의 역량을 저하시키는 방

향으로 작동한다(김은주, 2014).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되기의 역량을 내포한 욕망은 기존의 체제나 권

력에 의해 다시 포섭되기 쉽다. 이 경우, 이질적인 타자와의 만남은 혼란

을 야기할 뿐, 타자와의 진정한 감응을 낳지 못하며, 되기를 실행하는 주

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능성의 세계를 향해 자신을 열어내지 못한다

(윤교찬, 조애리, 2009). 결과적으로 욕망의 흐름 혹은 되기의 역량은 기

존의 틀에 재영토화되고, 되기를 실행하는 주체는 다시 “상식과 평화의

세계로 돌아”가며, 현실 세계는 타자의 개입 이후에도 여전히 견고한 상

태로 남게 된다(윤교찬, 조애리, 2009: 76). 이러한 현실은 욕망이 실제

되기로 이어지려면 일정한 정도 이상의 힘이 수반되어야 하며(이진경,

2002), 이를 위해서는 타자의 영향을 받아 변이되기 쉬운 사회적 구조나

여건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윤교찬, 조애리, 2009).

요컨대, ‘되기’는 A가 B가 된다거나, B와 유사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되기는 A가 자신과 다른 B와 만나고, B가 자신과 다른 A

와 만나 서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A는 A’로, B는 B’로 변이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결국, 되기란 기존의 고착화된 관계 방식이나 구조를 뛰어넘어

이루어진, 타자와의 “존재를 뒤흔드는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자

신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윤교찬, 조애리, 2009: 85).

나. ‘교과-되기’의 의미와 과정

학교교과는 역사적으로 볼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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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저에는 교과를 교과답게 해주는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는 학교교과라면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견해에 터하여 수업을 실천을 하거나 교육 현상을 이해한다. 이러한

상식적인 견해는 일면 존재를 단일한 실체로 고착화하여 보는 ‘-임

(being)’의 개념과 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이미 분명하고

고정된 학교교과의 성격이나 자명한 것으로 당연시 되는 특정한 실천방

식 등은 ‘교과-임’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교과-임’은 교과의 기존 정체성이나 지배적인 존재 방식을 유지하거

나 고수하는 데 관심을 둔 개념으로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한 가지는 학교교과의 본질을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 지식으로부

터 찾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교교과라고 하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의 몇 가지 대표적인 교과를 떠올리는데, 이는 학교교과를 근대 분과

학문의 지식 체계를 교육적으로 번역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소경희,

2006b; Macdonald, 2003). 앞서 살펴본 ‘학문적 실용적 내용지식의 번역

물’로서 학교교과를 보는 관점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학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부 주요 교과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학교교육과정에서 중심

을 차지하면서 학교교과의 전형으로 고착화되었다(소경희, 2006b). 결과

적으로 교과다운, 전형적인 교과는 그 내용을 분과학문에 기반을 두며,

모종의 학문적 체계와 이론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통념이 자리하게 되었

다(박인기, 2009).

이와 같은 이론적 성격의 전형적인 내용지식이 학교교과의 교과다움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작용함에 따라 다양한 배울 거리들은 이를 기준에 의

해 선택 또는 배제되었으며, 서열화 되어 왔다. 다시 말해 이론적, 학문

적인 성격의 학교교과는 전통적으로 주요 교과로 인정되고 비교 우위를

지속하는 반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교과나 교육과정 영역들은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주변적이고 예속적인 위치를 점해왔던

것이다(이용환, 2007; 주재홍, 2013). 다시 말해 인간의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활동들, 즉 여러 실천 전통들 가운데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지식

을 “배타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학문’이라는 실천 전통”을 특권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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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할 수 있다(이혁규, 2010: 163). 이는 단지 관념적인 논의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교과 또는 교육과정 영역에 부여된 중요

도만큼의 시수가 교육과정 편제상 배당됨으로써(이용환, 2007) 가시화되

고 구체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용분야나 예술분야에서 출발한 학교

교과조차도 그 내용을 주요 교과들과 유사하게,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성

격으로 바꿈으로써 점차 그 위상을 높이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Goodson et. al., 1998). 이처럼 학교교과에 대한 담론과 실천은 분과학

문 또는 이에 기반한 이론적 성격의 학교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론적이고 학문적 성격을 띠지 않거나, 모학문이 불분명한 경우

일수록 교육적인 의미를 인정받거나 교육과정 상의 확고한 지위를 획득

하기는 어렵다(Pring, 2013). 역사적으로 볼 때, 근대 교육이 시작된 이래

로 학교교과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교과들은 그 위상이

공고하여 거의 불변한 것에 비해 그 외의 ‘나머지’ 교과들은 불안정한 위

상만큼이나 자주 변하거나 주변으로 밀려났다(김수천, 2002; 소경희,

2006b; 조상연, 2015; Alexander, 2010).

한편, 학교교과의 편성·운영이라는 실천적인 맥락에서 학교교과가 작

동하는 방식 역시 특정하게 고착화됨으로써 모종의 교과다움이 유지되기

도 한다. 예컨대, 학교에서 교과는 ‘일정한 시간’을 배당받아 학교교육과

정 편제표와 학교 시간표에 한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실제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교교과는 상식적으로 해당 교과 내용과 교수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사’가 ‘교실’에서 ‘교과서’를 통해 가르쳐져야 하

는 것으로 이해되곤 한다. 실제로도 교과 전공 교사에 의한 해당 교과

수업 운영은 대다수의 학교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지배적인 현상

이다(이상은, 백선희, 2019).

이와 같이 교사, 교과서, 교실 등 학교교과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존

재를 구성하고 있는 전형적인 요소들은 학교교과가 실천적인 맥락에서

교과로서 교과답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학교교과는 이러한 요소들 없이는 실질적으로 존립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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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고, 이질적인 요소들에 의해 작동할 경우, 비상식적인 것, 교육적 가치

가 떨어지는 것, 심지어는 학교교과가 아닌 것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

이처럼 ‘교과-임’은 내용적 측면에서든, 개발 및 편성·운영의 측면에서

든 학교교과를 교과답게 하는 본질을 중심에 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착화된 정체성에 터한 학교교과는 이외의 교과의 내용이나 작

동 방식을 허용하지 않거나 하등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학교교과가 지

금과 같은 내용지식만을 담도록 하거나,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만 운영되

도록 하는 만든다. 이로써 여태껏 구축해온 교과의 지배적인 틀과 성격

을 유지하고 강화한다.

문제는 이러한 ‘교과-임’의 관점은 학교교과의 발생적이고 역사적인

측면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지배적인 “특정한 학문이나 지식 체계에 선

험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를 “절대화”하기 때문에(이혁규, 2010: 22),

학교교과를 둘러싼 특정한 시공간 안에서 저마다 독특하게 발생하고 그

맥락에 따라 속성이 결정되는 학교교과를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이상은,

2013a). 더 나아가 이러한 관점은 결국 기존 교과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반면, 새로운 요구와 실험적인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여 새로운

학교교과의 출현이나 실험적인 편성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교과-임’의 관점은 교과 교육을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게

하고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도록 하며, 학교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앎과 실천의 양식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

거나 제한할 수 있다(Pring, 2013). 뿐만 아니라 학교교과를 개발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모학문에 의존적이거나 종속된, 응용 분야로 만들 위험이

있다(이혁규, 2010, 2012). 이는 교육이라는 고유한 목적에 맞게 설계되고

가르쳐져야 할 학교교과의 원리가 발전하는 것을 방해한다. 또 학교교과

를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사람들과 이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단

순히 기존 학문 지식의 번역이나 교수-학습방법에 국한된 것으로 폄하

할 가능성 역시 내포한다(이혁규, 2010).

반면에 학교교과를 끊임없이 움직이며 변화하는 것으로 보려는 관점들

은 학교교과의 고정적이고 불변하는 본질(내용측면에서든, 개발이나 편



- 42 -

성 운영방식의 측면에서든 상식적이고 고착화된 무엇)에 집착하기보다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 교과의 다양한 양태들과 그 변화를 추동한

배경 혹은 생성 원리에 관심을 둔다. 학교교과의 역사적 변천을 탐구한

연구들(김수천, 2002; 조상연, 2015; Goodson et. al., 1998), 학교교과 개

발 및 운영 과정에서의 갈등 또는 타협의 관계 등 그 역동에 관한 연구

들(조인진, 1995a; 이상은, 2013b), 이론적인 차원에서 학교교과 변화의

양상 또는 그 가능성을 ‘진화’, ‘리좀’, ‘되기’ 등의 개념을 통해 설명한 연

구들(박인기, 2009; 이상은, 2013a; 최명선, 2005; Gough, 2006)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접근방식이나 연구대상은 각기 다르나,

공통적으로 학교교과의 고정된 본질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기존의 학교교과가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겪거나 새로운 학교교과가 생

성되는 사건과 배경을 조명함으로써 학교교과의 생성적인 측면을 드러낸

다.

‘-되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연구들은 ‘교과-임’의 이면에 지금과

는 다르게 되고자 하는, 꿈틀거리는 욕망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들뢰즈의 ‘–되기’ 개념에 따르면 지배적인 체제 아

래에는 언제나, 이미 기존의 체제나 권력의 통제와 규제로는 포획될 수

없는 자유로운 욕망이 흐른다(이정우, 2011). 이와 마찬가지로 학교교과

를 둘러싼 생태적 조건 가운데 일부는 교과-임 이면에서 흐르고 있는,

학교교과의 유동적, 변형적, 자기조절의 에너지의 근원으로 학교교과의

변화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박인기, 2009). 예컨대,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에서는 세계화와 더불어 외국어교육 강화 담론이 대두되었

다. 이는 영어의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필요성에 대한 여론의 확산과

초등단계부터 영어교육 도입 논의를 촉발한 동시에, 문화사대주의, 기초

교육 소홀, 학습 부담의 증가 등에 대한 우려도 낳았다(조상연, 2015). 이

와 같은 갈등과 논쟁은 초등학교의 정규교과에 없던 ‘영어’ 교과가 지금

과 같은 모습으로 형성되기까지 작용한, 학교교과의 생산적인 욕망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의 발달

등 사회적 변화 역시 학교교과의 변화를 추동하는 잠재적인 힘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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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힘들이 상호 교차하면서 학교교과에 관한 다양

한 요구로 구체화되고, 학교교과의 생성과 변화, 즉 교과-되기를 이끈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교과의 다르게 되고자 하는 욕망이 실제 교과-되기로 이

어지는 것은 고립적인 과정이 아니라, 언제나 이질적인 타자와의 접속을

수반한다(Colebrook, 2002). 학교교과의 생성 욕망은 학교교과의 전형적

인 내용, 개발 방식, 운영 체제 등에 이전에 없거나 도외시되었던 상이한

요소들을 끌어들이고, 실험적인 결합을 시도하도록 만든다. 학교교과에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거나, 이질적인 학교교과들의 내용을 통합하고, 기

존 교육 맥락에 생소한 매체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교과 내용 혹은 편성·운영 방식은 이질적인 것들과의

상호 영향을 통해 재창조된다. 기존에 있던 교과 내용이나 운영방식, 매

체 등은 새로운 관계 안에서 재구성되거나 변형되는 것이다. 그 결과 교

과-되기를 실행한 두 개의 이질적인 요소들은 새로운 관계 안에서 새로

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학교교과에 대

한 상식과 질서에도 균열이 발생한다. 예컨대,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통합

교과는 “일상생활의 문제나 주제를 중심으로 기존 교과의 벽이 보이지

않도록 통합한 것(소경희, 2017: 282)”으로 근대의 분과학문에 의해 별개

의 것으로 간주되었던 각 교과의 내용지식 체계를 접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접속으로 인해 각 학교교과의 기존 내용들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재배열된다. 그 결과, 초등 통합교과 중 하나인 ‘슬기로운

생활’의 경우, 완전히 ‘자연(과학)’도, ‘사회’도 아닌 통합적인 내용지식으

로 구성된 것이다. 이는 학교교과가 분과학문 지식의 번역물이라는 고착

화된 틀을 가로지르면서 학교교과의 오랜 통념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

능성을 열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되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처럼 교과-되

기 역시 언제든지 좌절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지금의 현실에서 학

교교과는 이미 개발과 설계, 편성과 운영 등 여러 차원에서 그것이 특정

한 방식으로 구성되거나 작동하도록 하는 틀 안에 갇혀 있다. 앞서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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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 대한 논의에서 드러나듯 일반적으로 학교교과의 내용지식은 분과

학문에 터하여 구성되고, 학교교과의 개발은 주로 국가 수준에서 교과

전문가 및 정책가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 일반적으로 학교교과의 운영

이나 수업의 주체는 학교 교사이고, 학교교과의 시간은 일정한 단위로

편성되며, 학교교과는 교실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교과서라는 주어진

매체를 통해 가르쳐진다. 교과-되기를 행하려는 탈주적인 욕망들은 이와

같은 전형적인 틀, 즉 교과-임의 상태로 재영토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교과-임을 지탱하고 강화하는 강력한 힘들이 지속적으로 작동하

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학교교과와 관련된 관행, 학교문화와 교육풍

토, 학교교육 시스템, 대입제도, 교과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관료주

의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문법(grammar of schooling)’은

실질적으로 학교교과를 특정한 형태와 성격으로만 유지하는 힘을 발휘하

여 학교교과의 다르게 되고자 하는 욕망들을 좌절시키기도 하였다

(Tyack & Tobin, 1994). 이에 의해 교육과정의 역사상 학교교과의 다르

게 되기의 시도들은 일부 실현되기도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도 전통적인

학교교과는 계속해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주류를 차지하였다

(Kliebard, 2004).

우리나라에서도 교과-되기가 좌절되거나 제한됨으로써 교과-임으로

회귀한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고등학교 신설

과목 역시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음에도 대다수의 경우 대학

수학능력시험 과목들과 별다른 점이 없다는 점도 교과-되기의 현실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드러낸다(홍원표 외, 2019). 또 역량을 표방한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교과 내용체계는 여전히 ‘학문적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

되는 반면 역량의 주요한 요소로 새롭게 도입된 ‘기능’은 내용요소의 종

속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다(이상은, 소경희, 2019). 이러한 점도 교과-되

기가 기존의 질서에 포섭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교과-되

기는 교과를 둘러싼 지배적인 체계를 극복함으로써만 이루어낼 수 있는

도전적인 과정인 것이다.

요컨대, ‘교과-되기’는 지금의 학교교과를 규정하는 이론적 관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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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를 특정한 방식으로만 가르치고 배우도록 만드는, 지배적인 체

제 이면에 흐르는 욕망들이 접속함으로써 학교교과의 양태가 변화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과-되기는 교과-임을 구성해온 전

형적인 교과 내용, 개발, 편성 및 운영 방식 등이 이질적인 타자와의 교

류를 통해 자신의 고착화된 경계를 이탈하여 새로운 것으로 변이해감을

의미한다. 이로써 학교교과는 그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제한하는 사회적

구조나 제도를 넘어서게 되고, 통상적인 학교교과와는 다른 내용지식, 개

발 및 편성·운영방식 등을 생성해낼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국 학교교과

의 개념적, 실존적 지평을 넓혀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과-되기를 개념적 틀로 활용함으로써 학교신설과목 사례가 전

형적인 학교교과의 내용이나 작동 방식에 파동과 균열을 일으키는 지점

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교과가 다르게 될 수 있는 대안적인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4. 학교신설과목 제도 개관

학교교과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교과-되

기’는 현실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존의 학교교과를

재구성 또는 통합하는 것도 학교교과의 종래의 경계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기에 ‘교과-되기’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의미

에서 ‘교과-되기’는 어떤 것도 미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교과를 만들어갈 때 드러나기 쉬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인 규

제나 지침이 없이 학교가 자유롭게 과목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학교신설과목 제도는 ‘교과-되기’의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 주목할 만

한 가치가 있다. 물론 학교신설과목 제도 자체가 학교교과의 새로운 변

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새로운 실험과 도전의 기회로

활용한다면, 혁신적이고 새로운 학교교과가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절에서는 ‘교과-되기’가 나타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학교신설과목 제도에 주목하여 학교신설과목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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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등장과 발달, 승인 절차, 편성 현황 및 유형을 두루 검토한다.

가. 학교신설과목 제도의 등장과 발전

우리나라의 국가교육과정 문서에서 단위 학교가 국가교육과정에 고시

된 것 이외의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 및 편성하는 것을 허용한 조항은 비

교적 일찍 발견된다. 교육과정 신설과 관련된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서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81년에 고시된 4차 교육과정이다(홍원표

외, 2019). 그러나 이러한 도입 초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

해 문교부 장관의 승인 하에 과목이 아닌,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홍원표 외, 2019).

제5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단위 학교에서 교육 과정이나 계열만이 아니

라 과목을 신설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실업계 및 기타에 해당하는 고

등학교의 ‘전문 교과’ 중에 ‘기타’ 과목에 한하여 신설이 가능하였다. 이

경우 학교장은 신설과목명, 단위 수, 목표 및 지도 내용 등을 정해 사전

에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수 단위 또한 14단위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문교부, 1988).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의 유형에 관계없이 시 도 교육청의 지

침에 따라 새로운 교육 과정이나 계열은 물론, 그와 더불어 새로운 과목

을 설정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1992). 더 나아가 중학

교에서도 과목 신설을 허용하는 조항이 나타난다. 중학교에서 ‘한문’, ‘컴

퓨터’, ‘환경’ 등 해당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교과 이외의 것을 선택교과

로 설정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 시 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

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교육부, 1992).

제 7차 교육과정2)의 학교신설과목 관련 조항은 ‘1. 기본지침’에서 일반

2) 제 7차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교과는 일반계고의 ‘보통교과’와

실업계고의 ‘전문 교과’로 나뉘며, 보통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

학’ 등의 교과와 ‘교양’ 교과로 구성되며, 각 교과는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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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고등학교의 ‘교양’교과 내의 ‘일반 선택 과목’ 또는 ‘심화 선택 과목’으

로 ‘전문 교과’의 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편성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신설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1997). 그러나 다시 ‘2. 지역 및 학

교에서의 편성 운영’에서는 ‘중등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

외의 과목 설치 시 교육청이 지침을 제시하고 학교가 사전 절차를 밟도

록 지원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제6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제7

차 교육과정에서도 과목신설은 일반계고만 아니라 중학교 및 모든 유형

의 고등학교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보통 교과에

대한 지침 중 ‘학교가 필요한 경우 시 도 교육감 승인 하에 전문 교과의

과목을 개설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신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교

육인적자원부, 2007). 다만 혼란스러운 점은 7차 교육과정이나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의 편성 지침 이외에도 모든 학교급에 적용되는

‘공통 지침’에 과목 신설이 가능함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초

등학교 교육과정 편제표에는 교과별 ‘하위과목’이나 ‘선택과목’이 없어 중

등학교 수준만이 아니라 초등학교에서도 ‘과목’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

이지는 않는다.

한편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에 학교가 필요

한 경우 새로운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시 도 교육청의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절차를 밟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러한 학교신설과목 지침은 현재 적용 중인 2015개정 교육과정

에서도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단, 추가적으로 특성화고 및 산업수

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새로운 교과(군)까지도 신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요컨대, 학교신설과목 제도는 처음 실업계고의 ‘과목’ 신설에서 모든

고등학교 및 중학교의 과목 신설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일부 고등학교

에 한하여 교과(군)의 신설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과목 신설이 허용된 학

교 유형과 학교급도 실업계고에서 모든 유형의 고등학교만이 아니라 중

학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초 학교신설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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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제나 이수 단위가 ‘교양’교과 또는 특정 단위 수로 제한되어 있었으

나 관련 규제도 점차 완화되거나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기에는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이후에는 대체로 시 도 교육청의

지침과 절차를 따르거나 시 도 교육감의 승인 하에 새로운 과목 및 교과

(군) 신설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과목 및 교과(군) 신설에 대한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II-1>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의 학교신설과목 조항의 변화

국가교육

과정

신설

대상
신설 주체 신설과목의 편제

신설승인

주체

제5차 과목 실업계고 기타과목, 14단위 내
문교부

장관

제6차 과목
모든 고등학교 - 시 도

교육감중학교 선택교과

제7차 과목
일반계고 교양 선택과목 시 도

교육감중등학교 선택과목

2007개정 과목 모든 고등학교 보통교과
시 도

교육감

2009개정 과목
중학교 선택과목 시 도

교육감모든 고등학교 선택과목

2015개정
과목,

교과(군)

중학교 선택과목

시 도

교육감

모든 고등학교 선택과목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고
교과(군)

나. 학교신설과목의 승인 절차

학교신설과목의 인정은 시 도교육청의 소관 사항이므로 전국 17개 시

도 교육청은 각자 절차와 양식을 마련하고 있으며, 단위학교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신설과목의 개설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운영하게 된다(홍

원표 외, 2019). 이에 따라 구체적인 승인 절차를 살펴보기 위하여 그 예

로, 이 연구의 사례로 선정한 수도권 지역 교육청의 학교신설과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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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침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단위 학교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참조해야 하는 시․도 교육

청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안에는 학교신설과목 승인에 필요한 기

본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교과목 신설 승인 신청서’ 등 관련 서식도 포함

된 것으로 보인다. 각 시․도 교육청별 홈페이지에서 2015개정 교육과정

에 근거한, 시 도 교육청 교육과정 지침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을 바탕

으로 학교신설과목 승인 관련 지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2> 시․도 교육청별 학교신설과목 승인 관련 지침 예시

시 도 교육청 학교신설과목 승인 절차 관련 지침

서울특별시

(2017a)

Ÿ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때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체계에 준하여

교육과정안 및 신설과목 승인 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교육

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타 시․도에서 승인한 교과목을 새

로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신설과목 승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Ÿ 교육감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학교장은 승인 사항을 적용하

고자 하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2020)

Ÿ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새로운 교과목을 운영하

고자 할 경우, 학교장은 <부록4: 서식 2>(‘교과목 신설 승인 신청서’)

에 의거하여 해당 교과목을 개설하는 학기가 시작되기 5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단, 교과용 도서 인정 이전인 경우에는

인정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Ÿ 교육감은 인천광역시 교육과정 심의회(고등학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과목 신설 승인 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

를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단, 승인된 신설 교과목은 승인 신청한 학

교에서만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Ÿ 타 시도에서 승인하거나 타 학교에서 신청하여 승인된 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신설 과목 개설 승인 신청서<부록4: 서식

3>(‘신설과목 개설 승인 신청서’)을 작성․제출한다.

경기도

(2016)

Ÿ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

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출서류: [부록1]의 서식1(‘교과목 신설 승인 신청서’)

(2) 제출기한: 시행 전 학년도 8월 31일

* ( )안 이텔릭체는 연구자가 삽입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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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II-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정한 기한 내에 과목 신설 승

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각 시․도 교육청에 제출하면, 심의 후 교육감

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학교신설과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

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출서류는 공통적으로 ‘신설과목 승인 신청서’ 혹은 ‘교과목 신

설 승인 신청서’를 기본으로 하나 이에 추가적으로 ‘교육과정(안)’과 ‘인

정 도서 승인신청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시․도 교육청도 있

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7b). 그러나 다른 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도 교

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관련 내용을 승인 신청서의 붙임 서류나 작성 항

목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교육청 간의 내용적인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서류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는 ‘교과목 신설 승

인 신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세 시․도 교육청의 승인 신청서

내용은 세부적인 항목이나 표현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크게 네 부분으

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신설하고자 하는 과목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부분이다. ‘교

과목 신설의 필요성과 목적’ 또는 ‘기존 개설 과목 및 유사 과목이 없는

지 확인’하는 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국가교육과정 상에도 이미 다

양한 선택과목들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성격이 유사하거

나 중복되는 과목을 불필요하게 추가 개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

로 보인다.

두 번째는 과목의 편제에 관한 것이다. 단위 학교는 신설하려는 과목

을 어떤 교과(군)으로 분류할 것이며, 어느 학년에 편성하여 몇 단위를

이수하도록 할 것인지 명시해야 한다. ‘과목 편제’, ‘교과 구분’ ‘교과(군)’,

‘이수 단위 수’, ‘대상 학년’ 등의 항목들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는 학교신설과목의 교육과정에 관한 부분이다. ‘과목 개요’ 하의

‘과목 성격과 목표’, 단원별 ‘영역 및 핵심 개념’ 또는 ‘교과목의 목표 및

내용 요약’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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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학교신설과목을 실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과 관련된

다. 크게 교과서와 교사에 대한 것으로 나뉘는데, ‘교과용 도서명’, ‘교과

용 도서 개발 또는 선정 계획(미인정 도서의 경우)’, ‘지도교사 확보 계획

(또는 방안)’이 이에 해당된다.

<표 II-3> 학교신설과목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주요 내용

주요 내용 ‘학교신설과목 승인 신청서’ 상의 관련 항목

신설과목의 필요성
‘교과목 신설의 필요성과 목적’ 또는 ‘기존 개설 과

목 및 유사 과목이 없는지 확인’하는 항목

신설과목의 편제
‘과목 편제’, ‘교과 구분’ ‘교과(군)’, ‘이수 단위 수’,

‘대상 학년’ 등

신설과목의 교육과정
‘과목 개요’ 하의 ‘과목 성격과 목표’, 단원별 ‘영역

및 핵심 개념’ 또는 ‘교과목의 목표 및 내용 요약’ 등

신설과목의 운영 여건
‘교과용 도서명’, ‘교과용 도서 개발 또는 선정 계획’,

‘지도교사 확보 계획(또는 방안)’ 등

이상의 내용들이 담긴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들은 각 시․도 교육청

이 제시한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기한은 교육청별로 다소간

차이가 있었는데 서울과 인천의 경우, 각각 해당 학교신설과목을 편성․

운영하기 6개월, 5개월 전에 신청하도록 한 반면, 경기도의 경우, 해당

학교신설과목을 편성․운영하고자 하는 전년도의 8월 31일까지 신청서류

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심의 절차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교육청만 예외적으로 심의 주

체 및 절차를 간략하게 명시하고 있다. 즉, 교육과정 심의회(고등학교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 승인 여부가 단위 학교

에 통보된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교과목 신설 승인 신청 안

내’라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보다 상세한 승인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이

에 의하면, 먼저 학교가 신설과목 교육과정(안)을 개발하여 교육청에 제

출하면, 교육청은 이를 접수하여 이에 관한 1차 심의를 한다(서울특별시



- 52 -

교육청, 2017b). 이후 학교에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설과목 교육과정

(안)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고, 교육청은 이 수정(안)을 접수하여

이에 관한 2차 혹은 최종 심의를 하며, 학교신설과목 승인 여부를 결정

하여 학교에 통보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7b).

다. 학교신설과목의 편성 현황 및 유형

학교신설과목은 단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을 넘어서 실제 단위

학교에서 개발되고 운영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

에 따라 학교신설과목의 제도적 변천이나 행정적 승인절차와는 별개로

학교신설과목의 실제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교신설

과목 자체를 주된 주제로 하여 그 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따라 비교적 최근 이루어진 두 연구물에 제시된 학교신설과목의 편

성 현황 및 유형에 관한 연구결과를 검토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

신설과목의 실제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가장 최신에 이루어졌으며, 연구 대상의 범위가 가장 큰 연구는 홍원

표 외(2019)의 연구라 할 수 있다. 홍원표 외(2019)는 2018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실제 각 학교에 어떤 학교신설과목이 얼마나 개설되어 있는지

를 전국 단위에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NEIS(종합교육행

정정보시스템)상 등록되어 있는 고등학교 교과목 총 119,897개 중 일반

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에 개설된 4,172개의 학교신설과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토대로 학교 유형별 학교신설과목의 평균 개설

수, 교과(군)별 개설된 학교신설과목의 수와 비율, 학교신설과목의 중복

개설 정도 등을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를 요약적으로 정리하면, 먼저 고등학교 유형별 평균 학교

신설과목 개설 수는 특목고가 13.75개로 가장 많은 반면, 일반고가 2개로

가장 적었다. 그 외에 자율고는 3.37개를, 특성화고(‘전문교과’ 내 신설과

목 제외, ‘보통교과’ 내 신설만 고려)는 2.07개의 학교신설과목을 개설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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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교신설과목이 주로 어떤 교과(군)에 개설되어 있는지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다소간 편차를 보였는데, 우선 일반고는 ‘수

학’, ‘교양’, ‘영어’ 교과(군) 순으로 많은 학교신설과목을 개설하고 있었

다. 자율고도 ‘수학’과 ‘영어’, ‘교양’ 교과에 가장 많은 학교신설과목을 개

설하고 있었으나 편중된 정도는 일반고에 비해 적었다. 특목고는 ‘체육’,

‘음악’, ‘과학’ 교과(군) 순으로, 특성화고는 ‘체육’, ‘영어’, ‘교양’ 교과(군)

순으로 많은 교과를 개설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신설과목 가운데 가장 많이 편성된 과목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복 개설 정도가 가장 높은 10개의 과목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수학연습I’, ‘인문통합수학’, ‘심화영어’, ‘자연통합수학’, ‘수학연습II’, ‘과학

융합’, ‘통합국어I’ 등의 순으로 많이 개설되어 있었다. 이상의 상위 10개

의 학교신설과목은 대체로 ‘수학’과 ‘영어’ 교과(군)에 편중되어 있었고,

전체 학교신설과목의 44.8%를 차지하였다. 반면, 중복 개설되지 않은 신

설과목은 ‘예술’, ‘교양’, ‘체육’ 교과(군)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총 171개로

전체 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홍원표

외(2019)는 대부분의 학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순수한 의미의 신설과목

보다는 타 학교가 만들어놓은 입시위주의 과목들을 가져와서 개설하였다

고 분석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학교신설과목의 현황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가 있다. 이

현애(2017)는 2016년 기준 일반고 및 자율고 총 1,648개교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654개교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지역, 학교유형, 설립

유형, 학교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 242개교(일반고 224개교, 자공고 10개

교, 자사고 8개교)를 비례 유층 표집하였다. 표집된 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문서상 2016학년도 입학생 기준 3개년도 교육과정 편제표와 각 과목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제시한 ‘교과별 교과진도 운영계획’ 문서를 수집하였

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설과목이 어떤 교과(군)으로 분류되어 편

제되고, 어떤 명칭으로 신설되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설과목을 1개 이상 개설한 학교는 일반고가 130개교

(58%), 자공고가 3개교(30%), 자사고가 2개교(25%)로 일반고에 신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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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개설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장 많은 학교들(204개교)이 ‘수학’ 교

과(군)에 신설과목을 개설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교양’(78개교), ‘과학’(32

개교), ‘사회’(21개교) 교과(군) 순이었다. 반면, 수집된 사례 중 ‘체육’, ‘기

술 가정’, ‘한문’ 교과(군)에 신설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없었다.

이후 교과(군)별로 개설된 신설과목명과 과목별 개설 빈도를 모두 확

인하였다. 그 결과 ‘수학’ 교과(군)에 ‘수학연습 I’(78개교), ‘수학연습

II’(57개교), ‘인문통합수학’(28개교), ‘자연통합수학’(26개교)을 개설한 학

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교양’ 교과(군)의 ‘과학융합’(26개교)과 ‘과

학교양’(22개교)을 신설한 학교 수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반면, ‘국어연

구방법론’, ‘논리적 글쓰기’, ‘영미문학I’, ‘현대사회와 철학’, ‘미디어와 사

회’, ‘유기화학’, ‘전자공학’, ‘빅히스토리’, ‘리더십’ 등 나머지 대다수의 다

양한 신설과목들은 중복 개설되지 않았다.

이현애(2017)는 이러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신설과목들이 학문과 어

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 중 한

가지는 (1) 전통적인 학문과는 거리가 멀어 전통적인 교과 구분이 잘 드

러나지 않는 과목이다(예: ’리더십‘, ’창의융합글쓰기‘, ’인문학적 상상여행

‘). 또 다른 것은 (2) 학문과의 연속성 또는 연관성을 유지한 채 변이한

과목들이었다. 학문의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 세분화하거나(예: ‘통계학’,

‘국어연구방법론’),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분과 학문들을 결합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었다(예: ‘경제 기초수학’, ’공업수학‘). 이에 더하여 기존의 단

일한 분과 학문을 기반으로 하되 학습자와 사회에 맞게 변형된 과목들도

이 범주로 분류되었다(예: ‘미디어와 사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3) ‘변이

를 가장한’ 과목들이다(예: ‘수학연습1’, ‘수학연습2’, ‘인문통합수학’). 비록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나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기존 교과의 반복 또는

보충을 위한 것들로, 그 비중이 가장 컸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학교신설과목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율 3.47%로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인다(홍원표 외,

2019). 더욱이 신설과목의 중복 개설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

려해볼 때, 실제 학교가 자체적으로 신설과목을 만들어서 편성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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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도 더 희소할 것이다.

한편 학교 유형별, 교과(군)별로 개설된 신설과목의 편차는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드러났다. 즉, 특정 유형의 학교와 특정 교과(군)에는 압도적

으로 혹은 상대적으로 많은 신설과목이 개설되는 반면, 그 외의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교 유형별 신설과목 개설 현황에 대

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두 연구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이현애(2017)의

연구가 ‘특목고’나 ‘특성화고’를 포함하지 않고, 수도권 지역으로 제한한

후 유층 표집을 한 반면, 홍원표 외(2019)의 연구는 이 두 유형의 고등학

교를 포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수 조사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수조사를 한 홍원표 외(201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 신설과목이

많이 개설된 학교 유형은 ‘특목고’ > ‘자율고’ > ‘특성화고’ > ‘일반고’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과(군)별 신설과목 수에 관해서는 두 연구가 유사한 결과를 보

였다. 두 연구 모두 ‘수학’ 교과(군)에 가장 많은 신설과목이 개설되었으

며, 그 외에도 ‘교양’ 교과(군)에 많은 신설과목이 개설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고등학교 신설과목의 유형은 홍원표 외(2019)에 의하면, ‘순수한

의미’의 신설과목과 ‘입시위주’의 신설과목으로 나뉜다. 이현애(2017)의

경우, 학교신설과목의 유형을 학문과의 관련성 속에서 보다 세분화하였

는데, 크게 ‘기반 학문으로부터 탈주한’ 신설과목, ‘기반 학문과의 연속성

을 유지한 채 변이한’ 신설과목, ‘변이를 가장한’ 신설과목으로 분류하였

다.

이현애(2017)와 홍원표(2019)의 연구에서 각각 제시한 신설과목 유형

을 비교해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일대일로 대응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원표 외(2019)의

‘순수한 의미’의 신설과목은 이현애(2017)가 말한 ‘기반 학문으로부터 탈

주’하였거나 ‘기반 학문과의 연속성을 유지한 채 변이’한 신설과목과 관

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홍원표 외(2019)의 ‘입시위주’의 신설과

목은 이현애(2017)가 언급한 ‘변이를 가장한’ 신설과목에 대응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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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한 두 연구는 공통적으로 전자에 비해 후자의 유형에 해당되는 신설

과목의 비율이 다른 신설과목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기존의 입시 중심의, 주요 과목들의 재생산이 아니

라, 유의미한 새로운 과목들을 학교가 실질적으로 신설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터해 볼 때 학교신설과목은 보다 다양하고 새로

운 교과목이 생성될 가능성을 함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과정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으며,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유의미하게

새로운 과목이 신설되는 경우는 상당히 소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역으로 보면, 비록 ‘순수한 의미’의, 혹은 ‘기반 학문’으로부터 ‘탈주’하거

나, 이를 ‘변이’한 신설과목들은 극히 소수에 해당되기는 하나, 새로운 과

목의 출현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들로서 기존의 학교교과들을 탈피하는,

교과-되기 혹은 교과의 다르게-되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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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이 연구는 고등학교의 학교신설과목의 기획 및 개발 과정과 교육과정

및 수업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학교교과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

색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학교신설과목의 개발 과정과 특징은 학교

교육과정 문서나 양적 지표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학교 현장

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맥락과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 및 실천 등과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복잡한 현상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이를 토대로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

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조용환, 2011a).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학교교과의 변화 가능성에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이라 판단된 독특한 성

격의 학교신설과목 사례를 의도적으로 다수 선택하여 분석하는 ‘다중 사

례 연구’를 수행하였다(강진숙, 2016). 다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자료

수집은 선택된 학교신설과목의 개발 운영 또는 수업의 경험이 있는 교사

들과의 면담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 이하에서는 연구사례와 참여자를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

1. 연구 사례 및 연구 참여자

가. 연구 사례

연구자는 학교신설과목 사례를 선정하기 위하여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례를 선택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의 확률

적 표집과 달리 ‘준거적 선택’을 통해 연구사례를 선정한다(조용환,

2011a: 27). 이 연구 역시 주된 목적이 일반화에 있지 않고, 학교신설과

목의 일부 사례가 연구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준거적 선

택을 통한 사례 선정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연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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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연구의 핵심적인 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연구 현장과 연구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자 하였다(Creswell,

2013).

다만 학교신설과목의 개발과 운영은 제도적으로 모든 학교급과 학교유

형에서 가능한 바, 사례 선정을 위해서는 기준을 세워 선택의 범위를 좁

혀나갈 필요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가장 먼저 고민하였던

것은 학교급이었다. 연구자는 다른 학교급보다 고등학교의 신설과목 사

례가 더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당초 학교신설과목이

고등학교급에서부터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고

교학점제 등 고등학교 교육 정책과 맞물려 과목 다양화의 일환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홍원표 외, 2019).

다음으로는 연구자는 고등학교의 어떤 유형을 사례로 볼 것인지 고민

하였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유형을 살펴본 결과, 크게는 일반고, 특성

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나뉘며, 이 중 특성화고는 직업교육과 대안교육

으로, 특목고는 외고, 과학고, 국제고, 예고 등으로, 자율고는 자율형 사

립고와 자율형 공립고로 다시 세분화된다(김성열, 김훈호, 2015). 연구자

는 어떤 학교유형의 사례가 학교교과의 변화 가능성을 잘 드러낼 수 있

을지를 염두에 두면서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에 개설된 신설과목을 문

서상으로 두루 살펴보았다. 직업교육 특성화고와 특목고의 신설과목을

조사한 결과, 특정 진로나 직업 및 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국한된 과목들

이 대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연구자가 수집한 학교신설

과목 목록에는 직업교육 특성화고의 ‘화물운송’, ‘물류관리’, ‘로봇제어시

스템’, ‘자동차 디자인’, ‘형사소송법’, ‘군대윤리(Military Ethics)’ 등과 특

목고의 ‘다이빙 경기기술I’, ‘가야금I’, ‘클라리넷I’ 등 매우 협소하고 전문

적인 영역에 관한 과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대다수의 고등학생들이 진로가 불확실하고, 다양한 관

심, 능력, 배경을 지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례들은 학교교과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다소 제한되어 보였다. 이에 따라 특정

분야나 특수한 목적과 진로를 위한 고등학교 유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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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다니는 고등학교 유형을 연구사례로 선정하였

다. 이에 따라 (1) 일반고, (2) 자율고, (3) 대안교육 특성화고로 연구 사

례를 제한하였다3).

연구자는 연구의 범위를 이상의 세 유형의 고등학교로 좁히고 이 가운

데에서 연구 현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우선, 연구자는 연구 현장 선정 시 제한된 시간적 자원과 지리적인 접

근성을 고려하였다. 이에 연구 현장을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

역 내의 학교들로 한정하였다. 더욱이 서울, 인천, 경기 세 지역에는 우

리나라 고등학생의 47.9%가 재학 중이고, 전체 고등학교 수의 38.9%가

위치하는 만큼 해당 지역의 학교의 다양성과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교육

부, 한국교육과정개발원, 2018), 연구 현장으로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판

단되었다.

두 번째로 고려한 점은 학교신설과목의 승인 시기였다. 이는 연구자가

관심이 가는 특징이 잘 나타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례

(Creswell, 2013; Flick, 2002)를 선정하기 위함이었다. 왜냐하면 학교 신

설과목의 승인 시기가 지나치게 오래될 경우, 개발 과정에 대한 정보가

빈약하거나, 현재 편성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

라 가급적이면 최근 신설 승인을 받은 과목들을 사례로 선정하고자 하였

다.

이에 따라 이 연구사례를 본격적으로 탐색하였던 2019년 10월에 정보

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서울, 경기, 인천 세 시 도교육청에

2017년 이후부터 가장 최근까지 승인 받은 고등학교 신설과목과 각 과목

별로 이를 직접 승인 신청한 학교의 명단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는 2017~2018년 자료를, 인천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는

2017~2019년 자료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경우, ‘일부 공

개’ 결정에 따라 학교명이나 학교유형, 승인 연도가 기재되지 않은 고등

학교 신설과목 명단만 받을 수 있었다.

3) 2018 교육통계에 의하면 일반고, 자율고, 대안교육 특성화고의 재학생 수는

전국 고등학생 수의 79.5%에 이른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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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기도와 인천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의 학교신설과목

승인 목록에서 일반고, 자율고, 대안교육 특성화고만 추려내었다. 그 결

과 경기도는 네 학교(일반고 2개, 자율고 1개, 대안고 1개)에서 23개의

학교신설과목을 승인받았으며, 이 중 17개는 자율고의 신설과목임을 알

수 있었다. 또 그 가운데 2개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교육이

라는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안학교의 신설과목이었는데 이는 이 연

구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연구 사례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인천의 경우, 최근 5개의 학교(일반고 2개, 자율고 2개, 대안고 1개)에서

12개의 신설과목을 승인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다수는 기존의 학

교신설과목을 2015개정 교육과정에 맞게 수정하여 재승인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대안고의 학교신설과목이 5개로 가장 많았다.

반면 서울 지역의 경우, 특정 과목을 어느 학교에서 신설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때문에 서울 지역의 고등학교 중 신설과목이 개발・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교육과정 우수 학교나 고교학점제 연구 및 선도학교를

검색하여, 각 학교의 교육과정을 일일이 열람하였다. 학교교육과정 문서

의 과목들을 2015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선택과목들과 대조해봄으로

써 학교신설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후, 학교신설과목이

편성되어 있는 학교에 전화를 하여 실제 학교에서 직접 만든 것인지 문

의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발굴한, 학교교육과정상의 독특한 과목들은 대

부분 다른 학교에서 이미 신설해놓은 것을 중복 개설한 경우였고, 실제

과목을 직접 만든 학교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였다.

세 번째로 고려한 점은 학교신설과목의 성격이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교과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연구 사

례로 가급적이면 근대 분과학문을 기반으로 하는 전형적인 학교교과와는

거리가 먼, 독특한 과목들을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과목명과

과목별 교육과정 문서를 참조하여 ‘미술전공실기 I, II, III’나 ‘미적분학I,

II’, ‘심화 미적분학 I, II’ 등 학문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기존의 전형적인

학교교과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과목은 제외하였다. 또한 ‘골프

장비학’ 등은 근대 분과학문의 틀을 벗어나 있지만 특정 직업이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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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국한된 과목으로 생각되어 연구 사례로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추려낸 학교신설과목들을 개발한 학교에 직접 전

화하여 연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하고, 해당 신설과목 개발에 참여했거

나,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의 통화를 요청하였다. 신설과목 담당 교사에게

는 이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소개한 후 참여 의사를 묻고 동의한 경우,

연구 사례로 선정하였다.

이리하여 최종적으로 5개의 학교에 개설된 9개의 학교신설과목이 이

연구의 사례로 선정되었다. 학교유형별 학교신설과목 수를 보면, 일반고

2개교에 2과목, 자율형사립고 2개교에 3과목, 대안교육 특성화고 1개교에

4과목이다. 각 사례가 놓인 보다 구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례

학교의 특성과 기본적인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밝은고등학교는 2000년대 초반 설립된 공립 일반고이다. 학생 수

는 1000명이 조금 안 되고 한 학년 당 11학급이 있으며 교원 수는 70여

명 정도이다. 밝은고는 ‘과학중점학교’로 2020년 기준 2, 3학년에 각 11학

급 중 7개의 과학중점반이 있고, 4개의 인문사회반이 있다. ‘과학중점학

교’는 밝은고가 2011~2015년 동안 연간 4억 원씩 4년 간 예산 지원을 받

아 운영했던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업의 세부추진전략의 일환이었다. 한

편 밝은고는 이전에도 ‘역사로 보는 과학’, ‘수학적 모델링’ 등의 신설과

목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승인받은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사례로 선정

한 ‘생활 속 수학적 사고’는 밝은고가 2017학년도에 ‘교양’ 과목으로 신설

승인 받은 것이다. ‘생활 속의 수학적 사고’는 2017학년도 입학생들 중

‘화생공집중과정’과 ‘과학중점과정’을 이수하는 3학년 학생들이 1, 2학기

에 각 2단위씩 총 4단위를 이수하였다. 그러나 이 과목은 2015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수학’ 교과의 심화과목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커지

자 그 명칭을 ‘생활 속 융합적 사고’로 변경하여 2018년에 ‘교양’ 과목으

로 다시 승인을 받았다. 이수 학년과 단위, 선택/필수 여부도 함께 바뀌

었는데 2020년 기준으로 모든 학생들이 1학년 1, 2학기에 각 1단위씩 총

2단위를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파란고등학교는 역시 공립 일반고로 1990년대 중반 설립되었다.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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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600여 명이고, 교원 수가 70여 명 정도이다. 파란고는 ‘인지과학(창

의융합형) 교과중점학교’로 ‘미래교육모델학교(교과교육 개선 부문)’, ‘과

학교육 선도학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중심학

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 파란고의 ‘거꾸로 수업’, ‘융

합수업’ 등 특색 있는 수업이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학교 주변의 생활

수준은 높지 않고 입시 성적이 좋은 것은 아니나, 주변 학교들에 비해서

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편이다. 파란고에는 2020학년도 기준으로 ‘생활과

창의성’, ‘세계시민교육’ 등 다른 학교나 시 도 교육청에서 신설해놓은 과

목들을 다수 개설하고 있으며, 최근 ‘수학연습I, II’, ‘통합수학Ⅰ,Ⅱ’ 등의

과목들을 직접 신설 승인 받은 바 있다. 이 연구의 사례로 선정한 ‘인지

과학입문’은 파란고가 2017년도에 교양 교과 내의 과목으로 신설 승인받

았다. ‘인지과학입문’은 파란고의 인지과학교과중점 교육과정의 핵심 과

목으로 ‘철학’, ‘논리학’, ‘컴퓨터 일반’, ‘프로그래밍’ 등과 더불어 편성되

어 있다. 종래에는 1학년 1학기에 2단위, 총 34단위를 이수하도록 하였으

나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수업이 2학기로 연기된 상태이다.

은하고등학교는 자율형사립고로 2000년대 중반 개교하였으며 이후 기

존의 특목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한 바 있다. 학생 수는 1000명을 웃돌고

교원 수는 80여 명이다. 다양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영

어 및 제2외국어, 수학, 자연과학과 관련된 심화 과목들이 다수이다. 또

해외 명문대 진학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AP(Advanced

Placement)과목들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은하고는 국내외 유수 대학에 높

은 합격률을 보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은하고에는 학교신설과목

이 2020학년도 입학생 기준으로 ‘퍼블릭스피킹과 프레젠테이션’, ‘일반생

물학’, ‘화학세미나’, ‘통일시민’, ‘융합독서’ 등 35개가 개설되어 있다. 또

은하고는 ‘미적분학I, II’, ‘고급 영어와 작문’,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수

론’ 등 직접 과목을 신설하여 승인 받은 바 있는데 이 연구의 사례로 선

정된 과목은 ‘스페인어권 언어와 역사의 이해’와 ‘독일어권 언어와 역사

의 이해’이다. 두 과목 모두 은하고의 제 2외국어과 교사들이 협의하여

개발한 ‘00어권 언어와 역사의 이해’라는 다수의 신설과목들 중 일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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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생활 교양’ 교과(군)에 속한 교양 과목으로 신설 승인을 받았

다. ‘스페인어권 언어와 역사의 이해’는 선택과목으로 1학년 1, 2학기에

각 1단위씩 총 2단위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어권 언어와

역사의 이해’의 경우, 신설 승인을 받았으나 ‘교과용 도서’ 승인이 나지

않아 실제 교육과정 편성이 보류된 상태이다.

희망고등학교도 자율형사립고로 개교한지 10여년 정도된 학교이다. 학

생 수는 600명 여명이고 교원 수는 40여 명이다. ‘우수시설학교’ 상을 받

을 만큼 신식의 쾌적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

을 하고 있다. 또한 ‘미래통일교육’, ‘세계시민교육’, ‘연구방법론’ 등 ‘차별

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은하고와 마찬가지로 국내 명문대에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한 ‘생각하기와 표현하기’라는

과목은 희망고가 설립 초기(2012년)부터 방과후 특색 프로그램으로 운영

해오던 것을 2017년에 ‘교양’ 교과(군) 내의 정규 과목으로 신설 승인 받

은 것이다. ‘생각하기와 표현하기’는 2020학년도 기준으로 이를 선택한

학생에 한하여 2학년 1, 2학기에 걸쳐 총 4단위를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외에도 희망고는 과거에 ‘College English’, ‘생활과 헌법’, ‘인간과 우

주’, ‘The World of Mathematics’ 등을 자체 개발하여 승인받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이슬고등학교는 2000년에 설립된 사립 대안학교로 학생 수

는 60명이고 교사는 12명이다. 그러나 학교를 설립한 이사장이 지역사회

에 학교를 기부하였고, 이사회 역시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

어져 있어 사립학교로서의 성격은 거의 없다. 한편 여타의 대안학교와

유사하게 지나친 입시경쟁, 서열교육 등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출발한 이

슬고는 ‘자연, 평화, 상생’이라는 학교 철학에 따른 교육과정 설계 및 교

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슬고의 학교건물은 돌, 흙, 나무 등 ‘자연

에 가까운 재료와 공법’을 사용한 생태적인 건축물로 낮은 돌담, 태양광

발전 판넬, 생태화장실, 텃밭과 퇴비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교육과정의 60-70%는 일반 교과들로 구성되고, 나머지는 학교의

철학을 반영하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설과목들로 구성된다.

이 과목들은 학교교육과정 편제표상 ‘특성화 교과’ 영역의 진로 관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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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교과(군)로 분류되는데 이 연구사례인 ‘지역사회봉사’, ‘통합기행’, ‘생

태농업’, ‘삶과 철학’도 여기 포함된다. 이 과목들은 모두 예전부터 운영

해오던 것이었고, ‘지역사회봉사’를 제외한 세 과목은 2018년에 ‘수정 승

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지역사회봉사’의 경우, 편제표상에는

‘지역과 세계’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지역사회봉사’와 ‘지역과 세계’로

나뉜 것이다. ‘지역과 세계’는 필수과목으로 3학년 1, 2학기에 각 3단위씩

총 6단위를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 ‘지역사회봉사’는 3단위로 운

영된다. ‘삶과 철학’은 매 학년, 매 학기 2단위씩 총 12단위를 이수하게

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1학년에 ‘자연’, 2학년에 ‘평화’, 3학년에 ‘상

생’에 관련된 주제를 각각 다룬다. ‘생태농업’과 ‘통합기행’은 매 학년, 매

학기 1단위씩 편성되어 있다.

나. 연구 참여자

연구자는 연구 사례 선정과 마찬가지로 연구 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

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터뷰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부분적으로, 기존의 연구

참여자들의 소개를 통해 연구 참여자를 늘려나갔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설정하였

다. 하나는 학교신설과목을 직접 기획 및 개발하는 데 참여하였는지 여

부였고 다른 하나는 해당 과목의 수업 또는 운영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지 여부였다. 연구자는 학교에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여 연구의 목적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연구자가 잠정적으로 선정한 신설과목의 담당 교

사와의 통화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담당교사가 두 가지 기준 중 하나에

라도 부합하는 경우, 연구의 취지와 내용,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연구 참

여에 동의한 경우,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메일을 통해 ‘연구 참여자 설

명서 및 동의서’에 서명을 받음으로써 최종적인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

다.

다만, 섭외된 연구 참여교사들이 신설과목과 관련하여 맡은 업무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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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 차이가 있었다. 즉, 신설과목을 기획, 수업, 운영/관리를 모두 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이 중 한두 가지 업무만 하였다. 때문에 기획과 수

업,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모든 연구 참여자로부터 고르게 얻기

는 어려웠다. 이에 섭외된 연구 참여자가 과목의 기획 개발 또는 수업을

직접 하지 않은 경우, 이들에게 관련 교사들을 소개해 줄 것을 요청하거

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알고 있는 정보를

물어봄으로써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관심이 있는 신설과목이 사례 학교에 추가적으

로 있는 경우에도 관련된 교사를 소개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역으로 학

교나 교사 측에서 먼저 추가적으로 다른 교사를 소개해준 경우도 있었

다. 소개를 해준 경우, 연구자는 소개 받은 이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소개 받은 경위와 연구 목적, 내용 등을 설명하고, 수락한 경우에 한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총 8명의 연구 참여자가 선정되

었으며, 각 연구 참여자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밝은고의 윤재인 교사는 교직에 몸을 담은 지 14년 차인 수학교사이

다. 윤 교사는 ‘생활 속의 수학적 사고’를 직접 개발한 것은 아니나, 평소

존경하는 부장교사이자 선배교사가 이 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다 다른

학교로 떠나면서 윤 교사에게 담당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윤 교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생활 속의 수학적 사고’ 과목을 2년 간 가르쳤

다. 당시 윤 교사는 비담임교사로 이 신설과목과 ‘논술’ 과목만 담당한

상태였다. 2020년 기준 현재 이 신설과목은 사실상 ‘생활 속의 융합적 사

고’로 대체되어 편성됨에 따라 학교신설과목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다.

파란고의 김준석 교사는 교직경력 22년차의 일반사회과 담당교사이다.

현재 인문사회교과 부장으로 파란고에서는 6년째 근무 중이다. 김 교사

는 교사가 되기 이전에 대학에서 행정학을 공부하기도 했고 컴퓨터 프로

그래밍 관련 회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 한편 ‘인지과학입문’은 김준석

교사가 파란고에 온지 2년 차에 인문사회교과부장을 맡는 동안 당시 교

장선생님의 제안으로 교장선생님과 함께 기획한 신설과목이다. 이후 김

준석 교사는 학년 담임교사를 맡게 되어 다른 교사들이 2년간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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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을 담당하였으나, 2020년에 김준석 교사가 인문사회교과부로 돌아오

면서 다시 이 과목을 담당하게 되었다.

은하고의 이기훈 교사는 교직 경력 22년 차의 스페인어, 라틴어 전공

교사로 은하고에 온지는 10여년이 되었다. 현재는 은하고의 입학부장으

로 입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제2외국어 및 교양 과목 6개와 라

틴어 방과후 수업을 맡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스페인어 교사협회도

이끌고 있으며, 매년 아이들과 수업한 것을 바탕으로 스페인어와 라틴어

책도 집필해오고 있다. 이외에도 대학 강의와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영

재교육학과 언어학 박사과정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스페

인어권 언어와 역사’는 이 교사가 담당한 6개의 정규 과목 중 하나로

2020년에 처음 수업을 하였다.

은하고의 고한결 교사는 교사 경력 14년 차의 독일어 담당 교사이다.

대학에서 독일어를 전공했고, 부전공으로 영어와 교직과정을 이수했다.

그러나 은하고에서 처음 교직을 시작한 후 독일어 과목만 담당해왔다.

현재는 독일어 과목만이 아니라 ‘교육학’과 ‘통일시민’ 등 교양과목 수업

을 맡고 있다. 교사가 되기 이전에는 동시통역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한편 고한결 교사는 2년 전 제2외국어 학과장으로 있을 때 제2외국어과

교사들과 함께 각 언어별로 ‘00어권 언어와 역사의 이해’라는 과목을 신

설하기로 협의하고, 이와 관련된 승인 절차를 밟은 경험이 있다. 고 교사

는 그 중 ‘독일어권 언어와 역사의 이해’의 세부적인 내용과 성취기준 등

을 개발하여 과목 신설을 승인 받았다. 그러나 교과용 도서 승인이 반려

되면서 현재는 해당 과목의 편성 운영은 불가한 상태이고, 고 교사는 차

후 교과서 재심의 신청을 할 계획이다.

희망고의 하성찬 교사는 교직 경력 16년 차의 국어과 교사이다. 희망

고가 개교한지 2년 차에 희망고로 와서 올해 8년이 되었다. 현재 희망고

의 특성화부장을 맡고 있으며, 1학년 ‘국어’ 수업을 맡고 있다. 또한 하

교사는 2017~2019년에 특성화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특성화 프로그램이

었던 ‘생각하기와 표현하기’를 가장 오래 담당해왔다(3년 간). 그러나 얼

마 전부터는 ‘생각하기와 표현하기’가 정규과목으로 편성되면서 교무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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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 넘어가게 되었고 담당 교사 역시 바뀌었다.

희망고의 강태성 교수는 인지과학과 문화현상을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인지문화철학자로 현재 명문대학교의 교양교육 기관의 강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 교수는 과거에 교양 교육 관련 대학 강좌들을 기초로 하여

대학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한 적이 있다. 희망

고 측의 부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생각하기와 표현하기’를 희

망고에 신설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 지금까지 이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초기에는 다른 동료 교수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의 수업을 나누어서 진행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학교의 요청으로 단독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이슬고의 서진호 교사는 기술과 진로 교과 담당 교사로 이슬고에서 처

음 교직 생활을 시작하여 20년이 되었다. 이슬고가 처음 설립될 때부터

참여하였다. 대학에서는 기계교육, 기술교육을 전공하고, 컴퓨터 교육을

복수 전공하였다. 이후 이슬고에는 정보와 컴퓨터 전공 교사로 발령을

받았으나, 현재는 ‘진로’와 ‘기술’은 물론 그 외에 다양한 특성화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그 중에는 이 연구사례로 선정한 ‘지역과 세계’(내의 ‘지

역사회봉사’)와 ‘통합기행’도 포함되어 있다. 서 교사는 동료교사들과 협

의하여 ‘지역과 사회’라는 신설과목을 개발한 적이 있는데 이 과목은 이

후 ‘지역과 세계’와 ‘지역사회봉사’로 분리되었다. 또한 ‘통합기행’의 경우

학교 설립 초기부터 있었던 특성화 과목이나 세부적인 주제나 장소는 교

사들이 협의하여 조정되어 왔으며, 서 교사는 여러 차례 ‘통합기행’ 과목

담당 교사로서 장소 섭외 등의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 또 홍규남

교사와 함께 최근 2018, 2019년에 ‘삶과 철학’ 교과 내의 ‘자연’과 관련된

주제를 담당하여 세부 내용을 개발하고 수업한 경험도 있다.

이슬고의 홍규남 교사는 농업 과목 담당 교사로 이슬고에서 15년 째

농업 과목 더불어 다양한 특성화 과목들을 함께 가르치고 있다. 명문대

학교의 농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고등학교로 오기 전에는 노동 운동을

하다 ‘글쓰기 교육연구회’라는 교사 모임에서 책 편집 및 교정 업무를 담

당한 적이 있고, 유기농 관련 사단 법인에서는 책 발간 및 교육 관련 근

무를 한 경험이 있다. 현재는 이슬고의 ‘생태농업’ 교과, ‘창작활동’의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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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학교 참여자 담당 신설과목명 전공
교직

경력

신설과목 관련

업무

일반고 밝은고 윤재인 생활 속의 수학적 사고 수학 14년 수업

일반고 파란고 김준석 인지과학 입문 일반사회 22년 기획, 운영

자사고 은하고

이기훈
스페인어권 언어와 역사의

이해

스페인어,

라틴어
22년 기획, 수업

고한결
독일어권 언어와 역사의

이해
독일어 14년 기획

자사고 희망고

하성찬

생각하기와 표현하기

국어 16년 운영

강태성 철학 9년* 기획, 수업

대안고 이슬고

서진호

지역과 세계

(‘지역사회봉사’ 부분)

통합기행

삶과 철학

(‘자연’ 관련 주제)

기술,

진로
20년

기획 및 수업

(지역사회봉사)

수업(삶과철학)

운영(통합기행)

홍규남

생태농업

삶과 철학

(‘자연’ 관련 주제)

농업 15년
수업(생태농업),

수업(삶과철학)

물’, 1학년의 ‘삶과 철학’ 수업과 농업 관련 동아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슬고 주변의 농지 관리도 책임지고 있다.

이상의 연구 사례 및 연구참여자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 연구 사례 및 연구 참여자 명단

* 강태성 연구 참여자의 경우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에서의 교직경력, 즉 해당 신설과목의 수업 경력만 기입함.

2. 자료 수집

이 연구는 주로 면담을 통해 자료 수집을 하였다. 당초에는 2020년 1

학기에 학교신설과목 수업참관도 병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19 바이러

스로 인해 오프라인 개학이 연기되었고 대부분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

됨에 따라 사실상 수업참관은 1회밖에 할 수 없었다. 이에 참여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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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수집한 자료는 참고적으로만 활용하고, 면담을 주된 자료수집 방법

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에 부가적으로 학교 방문, 이메일, 학교 및 교육

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지자료들을 수집하였다.

한편 이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로,

이 중 2019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는 예비조사 기간이다. 연구자는

이 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섭외된 세 명의 연구 참여자들과 면담을 진행

하고 현지자료를 수집하면서, 실제 신설과목의 특성, 생성과정, 교육주체

의 변화 혹은 의미 등을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방향과 문제를 보다 구체화하여 2020년 1월부터 2020년 8

월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는 연구 참여자를 보다 폭

넓게 섭외하고 다양한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

다. 자료수집 방법 및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면담

면담은 8명의 연구 참여자와 각각 2~3회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상황이나 성향에 따라 회당 면담 시간은 다소 간의 편차를 보였다. 보통

은 1시간 내외로 이루어졌으나 짧은 경우는 30분 정도였고, 긴 경우는 2

시간 가까이 되었다.

면담은 당초 학교 방문을 통해 전부 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코

로나 19 사태로 학교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연구 계획을 변경하여 전화

면담을 병행하였다. 자료수집 기간 초반에 집중적으로 면담을 했던 서진

호 교사의 경우에만 3회 모두 대면 인터뷰를 할 수 있었고, 나머지 대다

수의 연구 참여자들과는 최소 1회 대면 면담과 더불어 1~2회의 전화 면

담을 진행하였다. 단, 하성찬 교사와 강태성 교수의 경우에는 면담을 실

시할 당시 연구 참여자의 상황 및 코로나 사태를 고려하여 모든 면담을

전화 또는 화상 전화로 실시하였다.

면담의 장소는 학교를 방문한 경우에는 대부분 교무실이나 교내 다목

적 공간 등 연구 참여자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이었으며, 이러한 공



- 70 -

간에서의 면담은 연구자에게는 연구 사례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었다. 면담 시 매번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하였으며, 녹음

된 내용은 추후 분석을 위해 전사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이 연구에서 면담은 주로 반구조화된 형태로 진행되었다. 반구조화된

면담은 인터뷰 지침 형식에 맞추어 개방적인 질문을 하는 기법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이들 질문에 자유롭게 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Flick,

2002: 176). 이것은 구조화된 면담이 모든 연구 참여자들에게 일률적인

방식으로 질문을 하고 주어진 답지 안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식의 폐쇄형

질문을 함으로써(김영천, 2016), 연구 참여자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방해

가 될 수 있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Flick, 2002). 구조화된 면담처럼

인터뷰 지침 내지는 미리 만들어진 질문지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추가적

인 질문이 가능하고 면담의 질문 자체가 개방적인 형태로 진술되어 있어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입장, 의견, 느낌을 표현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

라 질문의 순서, 속도, 질문의 폭과 범위 등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김

영천, 2016: 298).

이 연구는 시작단계에서부터 기획배경, 개발과정, 교육과정 및 수업의

특징에 관한 연구문제를 통해 학교신설과목의 사례를 이해하는 것에 초

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은 사전에 준비된

질문들에 의해 이러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구조화될 필요가

있었다(Flick, 2002). 또한 여러 사례들을 연구하는 바, 정해진 인터뷰 지

침을 일관되게 사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사례들의 자료들을 종합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였다(Flick, 2002). 그러면서

도 동시에 사전에 준비된 면담 질문들이 연구 참여자들의 관점이나 의견

표현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아야 사례를 좀 더 깊이 또는 풍부하게 이

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면담방

식과 질문내용, 응답 선택지 등이 지나치게 경직된 ‘구조화된 면담’이나,

미리 정해진 질문이나 주제를 사용하지 않는 ‘비구조화된 면담’보다는(김

영천, 2016), ‘반구조화된 면담’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에 따라 연구자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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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답을 할 수 있는 개방적인 형태의 질문을 사전에 작성하여 이

를 중심으로 면담을 이끌어갔다. 혹 연구 참여자가 면담 전에 인터뷰 질

문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이를 미리 공유하기도 하였다.

한편 예상 질문들은 연구문제를 세분화 또는 구체화한 것들이었다. 예

를 들면, ‘학교신설과목의 개발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신설과목을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나요?’, ‘신설과목의 명칭이나 목적, 내용 등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였나요?’, ‘신설과목 개발 과정에서 어떤 논의들이 오갔나요?’, ‘과

목을 개발할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나요?’ 등을 물었다. 또 ‘학교

신설과목의 교육과정 및 수업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신설과목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수업은 주로 어

떻게 진행되나요?’, ‘수업 시 주로 어디에 방점을 두시나요?’, ‘다른 과목

수업이나 교육과정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등의 질문을 하였다.

그러나 면담의 과정은 예측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연구 참여자들의 반

응이나 답변 역시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준비된 질문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특정한 연구문제나 미리 준비한

질문에 국한되지 않은, 열린 질문을 던지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주제에

대해 더 깊게 물어보면서 면담을 진행해 나아가는 ‘비구조화된 면담’(김

영천, 2016: 300)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였다. 즉, 연구자는 준비된

질문에 따라 면담을 진행하다가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듣거나 궁금한 점이

떠오른 경우 예정에 없던 질문들을 그때그때 추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면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가 연구자의 질문을 되묻거나

오해한 경우, 예상보다 너무 짧게 답하는 경우에는 질문의 의도나 핵심

을 설명해주기도 하고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생각, 연구자가 미리

숙지해온 사례 학교에 관한 정보들을 풀어놓음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풍

부한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더불어 면담 내용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와 학교

의 맥락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하여 면담과

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이력, 교직 경험, 최근 관심이나 학교의 상황, 특

징, 전반적인 분위기, 학생 및 교사 성향,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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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함께 수집하였다.

나. 현지자료

이 연구의 주된 자료 수집은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면담을 진행

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신설과목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크게 학교신설과목에 대한 것, 학교에 대한

것, 연구 참여자에 대한 것으로 나뉠 수 있다.

먼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교신설과목에 대한 자료로 이

는 다시 교육과정, 수업, 평가, 승인 절차에 관한 것으로 나뉜다. 이 중

학교신설과목의 교육과정이나 편제표는 시 도 교육청 또는 학교 홈페이

지,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와 같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수

집할 수 있었다. 반면, 그 외에 학교의 내부 자료들은 면담 과정에서 연

구 참여자들이 연구자가 그 자리에서 보거나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해준

것들이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차시별 수업내용이 담긴 수업계획서, 수업

중 실제 사용했던 교수-학습자료 또는 교과용 도서, 학생들이 수업에서

직접 만든 학습 결과물, 수업을 녹화한 영상물,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평

가 내용(학생 이름 등 개인정보는 익명 처리함), 과목 승인 신청 과정에

서 사용되었던 공문 및 관련 지침이 담긴 문서 등이 포함된다.

학교에 대한 자료는 학교의 위치, 규모, 시설, 학교의 교육 비전이나

철학, 학교교육 계획서, 학교에서 운영 중인 사업 등에 관한 것이다. 소

재지나 규모, 시설, 비전, 교육과정, 운영 사업 등 대부분의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와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어 자료 수집이 어렵지 않

았다. 이에 더하여 연구자가 인터넷에서 해당 학교명을 검색하여 수집한

언론 기사도 있으며, 면담을 위해 학교를 방문했을 때 일부 학교 측에서

제공해준 책자형 브로슈어도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에 대한 자료들은 학교신설과목과는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그 양이 다른 자료들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다. 그럼

에도 이는 연구 참여자가 왜, 어떤 생각 또는 경험이 있었기에 이러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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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목을 기획하거나 수업을 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로 면담 내

용 분석이나 추가 인터뷰 진행 시 참고가 되었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자료의 예로는 연구 참여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공개된 강의 자료들, 연

구 참여자가 예전에 참여했던 좌담회에 관한 기사 등이 있다.

3. 자료 분석 방법 및 절차

이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 및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1차 코딩에서는 “자료 분석 초기에 부분별로 시행하는 초벌(조용환,

2011b: 5)”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자료수집과 동시에 시작되어 수집과

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면담과 참여관찰 사이사이에

녹취파일을 전사하고 현장에서 기록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하거나 구조화함으로써 잠정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연구결과에 그대로 담기보다는 이후 전체 자료 분석 시 참조하였다.

모든 자료가 수집된 이후에는 2차 코딩을 실시하였다. 2차 코딩은 “자

료 분석 후기에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마무리” 단계의 코딩(조용환,

2011b: 5)으로 연구자는 모든 전사 텍스트 및 메모(요약, 잠정적 분석

등)의 전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코딩의 기초 위에 범주를 생산하고 생산된 범주들

사이의 관계를 체계화”하는 범주화 작업을 진행하였다(조용환, 2011b:

6). 이상의 1차, 2차 코딩, 범주화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

다.

1차 코딩을 실시하는 분석 초기단계에서 연구자는 전사본과 현장 노트

를 반복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학교신설과목의 (1)기획 및 개발과정, (2)

교육과정 및 수업의 특징 등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의미 있다고 판단되거

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나 내용을 표시하고 그 옆에 이를 압축

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나 문구를 메모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연

구문제와 관련된 연구 참여자의 단어, 표현 혹은 문장에 적절한 이름을

새롭게 붙이는 작업으로(조재식, 2004, p.566), 전사 텍스트에 대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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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이해한 뜻을 기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연구자는

탐색적이고 잠정적인 수준에서나마 다양한 방식의 범주화를 자유롭게 시

도해보았다(조용환, 2011b).

모든 자료들이 수집된 이후에는 2차 코딩 단계로 “핵심주제를 선택하

여 전체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분석하였다(조용환, 2011b: 5).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우선 전사본에 메모한 모든 내용들을 연구문제별

로, 각 연구문제 내에서는 연구 사례(각 학교신설과목)별로 묶어서 정리

하였다. 그 후 이렇게 정리된 면담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이 내용

을 보다 구조화할 수 있도록 중간 범주를 도출하였다. 예컨대, 학교신설

과목의 ‘개발’과 관련된 내용은 다시 기획배경, 설계과정, 승인 절차, 개

발 주체 등으로 분류하였고, 교육과정 및 수업 상에 나타난 ‘특징’은 과

목의 편제, 목적, 내용, 수업방법, 평가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렇

게 도출된 중간 범주를 중심으로 자료들을 재정리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각 중간 범주에 포함된 코

드들을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살펴보면서 유사하거나 관련된

것들끼리 묶는 범주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중간 범주별로

3~4개의 하위 주제들이 도출되었다. 예컨대 학교신설과목의 교육과정 및

수업의 중간 범주 중 하나인 ‘편제’에서는 ‘유연한 시간 활용’, ‘부족한 단

위수’, ‘교양과목의 두 얼굴’ 등 세 가지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또

따른 중간범주인 ‘승인 절차’에서는 ‘형식적인 절차’, ‘승인 신청의 반려’,

‘체계화 과정의 일환’, ‘무관심과 지원 부족’ 등 네 가지 하위 주제가 도

출되었다.

그러나 지면의 한계와 연구의 초점을 고려할 때, 모든 중간 범주의 하

위주제들을 연구결과에 담을 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통합할 수 있는 중

간범주는 통합하기도 하고 연구문제와 관련성이 적은 중간 범주는 삭제

하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하위주제들 중에서도 통합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함으로써 범주화된 결과를 전체적으로 재구조화를

하였다.

그 결과 (1)‘개발’에 대한 내용은 크게 ‘기획배경’과 ‘개발과정’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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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하여 각각의 하나의 절로 제시하였다. 기획배경 내의 하위주제들

은 유사성을 기반으로 두 가지 범주로 다시 묶었다. 개발과정의 경우, 하

위주제들 가운데 빈도가 높거나 두드러지는 것 1-2개씩만 추려내고, 이

를 한 번 더 묶음으로써 ‘개발 맥락’과 ‘개발 방법’이라는 두 범주로 분류

하였다.

한편 (2)‘교육과정 및 수업 특징’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부

분이라 판단되는 ‘편제’, ‘목적’, ‘내용’을 중간범주로 설정하고 각 범주의

하위주제들 중 학교교과의 변화 가능성에 주는 함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2-3개씩 선별하였다. 또 ‘수업’은 크게 ‘수업 주체’와 ‘수업 방법 및

수업 공간’으로 나누고, 각각에 2-3개 하위주제를 제시하였다.

이후 학교신설과목의 기획배경, 개발과정, 교육과정, 수업상의 독특한

특징들을 ‘교과-되기’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네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

학교신설과목의 특징들을 다시 검토하면서, 그러한 특징들이 전형적인

학교교과의 틀로부터 탈주하여 어떻게 새롭게 변이되고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는지, 반대로 기존의 질서에 의해 제한되거나 왜곡되는 점은 없는

지룰 분석하였다.

한편 이러한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

는 도출된 범주들을 정련하는 과정에서 지도교수와 동일 전공의 동료 박

사과정 학생들과 함께 범주화된 결과에 대한 교차검토(cross-check)를

실시하였다. 또 다른 한편 연구자는 연구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 내용

이 연구 참여자에게도 그러한지, 연구 참여자의 말을 연구자가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구성원 검토(member-checking)의 과정을

거쳤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면담 분석 결과가 도출된 이후, 분석된 내

용을 연구참여자와 공유하고 검토 의견을 구하였다. 그리고 필요한 경

우 연구 참여자들의 검토의견을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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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학교신설과목의 기획배경 및 개발과정

이 연구는 특색 있는 학교신설과목이 개발되어 운영된 사례들을 통해

학교교과가 다르게 이해되거나 실천될 수 있는 대안적인 모습을 탐색하

는 데 관심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학교교과와는 다른 성격의 신

설과목들이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설과목들이 학교교과의 전형적인 존재방식

을 벗어나도록 한 힘들은 무엇이며, 그것이 작용한 방식은 어떠했는지

이해하고자 함이다.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연구 사례 학교들이 새로운

과목을 기획하게 된 다양한 이유와 배경을 살펴본다. 이후 신설과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개발되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신설

과목에는 누가 어떻게 참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고려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개발 이후에는 변화가 없었는지 등을 검토한다.

1. 학교신설과목의 기획배경

현재 적용 중인 2015개정 교육과정에는 학교에서 개설할 수 있는 선택

과목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일반고등학교에서 주로 편성하는 ‘보통교

과’ 내의 선택과목만 해도 90여개에 이르며, 특수목적고나 특성화고에서

주로 편성하는 ‘전문 교과’ 내의 과목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총 700여

개에 달한다(교육부, 2015a). 이미 이렇게 많은 선택과목들과 차별화된

새로운 과목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하나의 과목을 개

발하는 일은 그 과목의 목적, 내용, 교수-학습방법, 성취기준, 평가방법,

교과서, 운영방법 등 모든 것을 직접 기획하고 개발하는 것이기에 많은

수고와 노력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학교와 교사가 직접 과목을 신설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며, 그것을 실제 가능케 한 여러 여건

들이 존재했을 것이다. 이 절에서는 이 연구의 사례 학교들이 어떠한 연

유에서 학교신설과목을 처음 기획하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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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적 흐름과 교육적 필요에 대한 인식

(1) 기존 교육의 한계 극복: “답답한, 기계적인 교육과

정”에서 “좀 벗어나서”

신설과목을 기획하게 된 배경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교육적인 필

요 혹은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기존의 과목들이

목적, 내용, 수업 방법 등에서 모종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

계를 보완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과목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

았다. 예를 들어 하성찬 교사는 <생각하기와 표현하기>의 신설이 일면

“대입만을 위한” 교과 지식 전달 위주의 학습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발로

한 것이라고 하였다.

하성찬: (...) 신설과목 명칭이 <생각하기와 표현하기>잖아요. 고등학생들

도 단순한 지식 암기 위주의 학습을 하거나, 지식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원들을 바탕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말 그대로 표현하는 것... 아

이들 앞에서 발표하고 논리적으로 구조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정

식 교육과정이든 아니든 운영을 좀 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시작한

거예요.

비슷한 맥락에서 이기훈 교사는 <스페인어권 언어와 역사의 이해>를

기획하게 된 배경으로 현재 외국어 교과의 “기계적인” 학습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언급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법이나 단어만이 아

니라 그것의 탄생 배경과 언어학적 원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나, 이는

기존의 외국어 교과 “수업 시간에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보

았다. 이에 신설과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기훈: 어... 처음에 만들게 된 이유는... 말 그대로 좀 뭔가, 아이들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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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한, 기계적인 교육과정이 아니라 그것을 좀 벗어나서 심화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교과목을 만들어주자는 것이 취지였어요. I,

you, he, she 이런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It’s me.’에서 문법

적으로는 ‘It’s I.’인데, 왜 그게 아닌지, 왜 주격이 아닌 목적격이

보어자리에 와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윤재인 교사도 이 교사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내용지식을 가르치는 데

치중된, 기존의 수학 교과 수업의 한계를 언급하며 이것이 신설과목의

기획배경이 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윤재인: 일반 교과에서는 변형할 수 없거든요. 거의 정해진 내용을 가르쳐

야 되잖아요. 뭐 활동은 할 수 있지만 다뤄야 할 내용이 너무 많

다보니까, 그렇다보니 교양 쪽으로 많이 손댄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도 다양하지만, 일회성이잖아요. 동아리는 동아리에서 다루는

내용이 전부 다 다르고, 과학 동아리 경우에는 수학을 접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수학적인 교양과목을 개설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이처럼 윤 교사는 일반 교과는 내용이나 활동을 변형할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이고, 가르쳐야 할 내용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동아리와 같은 교

과 외 활동 역시 일회적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학적인 내용을 다

루는 교양과목이 신설될 필요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연구 사례 신설과목들은 교사 개인 또는 학교의 교육

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그 대안으로서 기획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신설과목들은 입시중심의 수업, 내용이 과다하고 변형이 어려운, 경직된

교육과정, 단순한 지식 습득 위주의 학습 방식 등이 문제점으로 인식됨

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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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대적 요구와의 마주침: “4차 산업 시대에 제일 중요한”

신설과목의 기획 배경 가운데 일부는 학교와 교육이라는 제한된 맥락

을 넘어서 사회적인 맥락과도 연관되어 있었다. 예컨대 <인지과학 입

문>의 경우, 학교교육과정이 시대적 변화를 민감하게 읽어내고, 이에 발

맞추어 개편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준석

교사는 4차 산업시대에는 ‘융합’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과목으로 <인지과학 입문>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하였

다.

김준석: 4차 산업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융합과 통섭이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융합 교과들이 개발이 되는데 그

중에 ‘인지과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 이건 굉장히 융합적인

학문이에요. 인지과학 내부에는 철학, 심리학, 물리학, 수학, 컴퓨

팅 과학, 그 다음에 인공지능, 생리학 등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

가요. <인지과학 입문>은 이런 다양한 학문을 통합할 수 있는 융

복합 과목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이처럼 <인지과학 입문>은 미래 사회의 변화를 학교교육에 적극적으

로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사회적인 흐름을 반영한 신설과목도

있었다. <생태 농업>의 기획 배경으로 당시의 농업과 관련된 사회적 문

제와 그 대안으로 떠오른 친환경 농업, 귀농 등의 사회적 트렌드가 언급

되었다.

서진호: ‘생태’란 말은 친환경 기법과 관련이 있었고 그 시대의 트렌드이

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 설립한 게 90년대 후반, 2000년

대 초반인데 그때 분위기가 과거 민주화 시기가 끝나고 어느 정

도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귀농, 귀촌을 한 분들이 많았어요.

이런 사회 트렌드하고도 같이 맞물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목을 만들게 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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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와 같이 연구 사례 신설과목들 중 일부는 그것이 기획될 당시

의 사회적인 흐름과 맞물려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신설과목의 기획에는 단지 교육적 맥락만이 아니라 시대적인 요구와 사

회적인 맥락도 함께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경쟁과 생존의 전략

(1) 교육과정 차별화: “과학 중점 학교이다 보니까”

학교신설과목이 만들어지게 된 주요 배경에는 학교의 특성과 이에 따

른 교육과정 차별화 전략도 함께 작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신설과목

이 기획된 맥락으로 각 학교의 특성을 언급하였다. ‘00교과중점학교’, ‘대

안학교’의 일반적 특성과 트렌드, 신설학교나 자사고로서 지역 내에서 갖

는 인지도, 학생의 높은 학습 수준과 동기 등은 신설과목을 만들게 된

중요한 계기이자 신설과목을 만들 수 있었던 맥락이 되었다.

한 예로 밝은고의 <생활 속의 수학적 사고>와 파란고의 <인지과학

입문>은 두 학교가 특정 교과 중점학교4)이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하였다. 윤재인 교사는 밝은고가 ‘과학중점학교’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지

침 상 학교교육과정에서 과학은 물론 관련 교과인 수학의 비중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런 맥락에서 과학과 수학에 관한 특색 있는 과목

운영이 활발한 것이라고 보았다.

윤재인: 과학 중점 학교이다 보니까요. 과학중점이 아닌 학교에는 이런 특

별한 과목들이 편재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인문’ 중점 학

교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교에는 ‘인문학적 상상력’ 이런 과목들도

4) 2015개정 교육과정에 의하면,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율 편성 단위의 50% 이상을 해당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

다”(교육부, 201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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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재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교

과목을 학교가 자유롭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

도 중점학교면 그런 교과목을 편재하라는 지침들이 조금씩 있거

든요. 그러니까 학교 스스로 만든다거나, 타학교에서 만든 것을

가져다가 쓴다거나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는 거죠. 학교 특성에

맞춰서 하는데 저희는 과학중점학교다보니까 선생님들이 열심히

교과목을 개발하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교과목도 만들어지고,

<수리 논술>도 개설하고...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인지과학 입문>의 경우에도 당초 사회과 중점학교를 신청하여 운영

하게 된 파란고가 사회과와 관련된 특색 있는 과목을 고민하던 중 만들

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김준석: ‘인지과학’이라는 것, 미래의 4차 산업시대가 융복합의 시대니까

융합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때, ‘사회과’를 기준으로 나가야 된다

고 한다면, 사회과나 인문학이 중심이 되면서 융합할 수 있는 과

목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인지과학입문>이라는 과목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리고 김 교사에 따르면 이와 같은 ‘중점학교’의 경우, 지정과 동시에

“많은 예산을” “받아서 뭔가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 있다고

하였다. <인지과학입문> 역시 일면 이러한 맥락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

라 하였다.

한편 이슬고의 경우에는 대안학교의 일반적 특성이나 트렌드가 이슬고

의 여러 신설과목을 만드는 배경이 되었다. 서진호 교사는 대안학교들이

보통 친환경적이고 자연주의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 체험과 인성 중심

의 특성화 학교로 분류된다는 점, 노작활동의 중요도나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은 <생태농업>이나 <통합기행> 등을 만들 수 있는 맥락으로 작용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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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호: 우리 같은 대안학교들의 트렌드가 환경, 생태환경이었어요. 그것

을 어떻게 학교 안에서 구현하고 실천할 것인가가 화두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과목을 만든거죠. 우리는 체험중심이기 때문에

농업이란 과목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환경과 노작교육 이런 것까

지 연동이 되고요. 또 학교가 도시형 대안학교가 아니라 전원형,

기숙사형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농촌 환경이나 이런 것에 익

숙하고 그런 하드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있었어

요. 그래서 <생태농업>이란 과목을 만들었고(...)

다른 한편 지역 내의 학교의 영향력, 신설학교의 상황, 학교 학생들의

특성 등도 신설과목을 만드는 배경이 되었다. 예를 들어 신설학교였던

희망고는 신설학교로서 특색 있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모색하던 중

에 <생각하기와 표현하기>를 만들게 되었다.

하성찬: 저희가 신설학교니까 신설하면서 다른 학교와 차별된 이런 프로

그램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 분(외부 전문가)이

이런 취지를 같은 대학에 계신, 00교육원 교수님들께 설명을 드리

고 동의하시는 분들을 같이 팀처럼 꾸려서 해주셨던 거죠.

이와 더불어, 희망고가 그 지역 내에서 영향력과 인지도가 높다는 점

도 <생각하기와 표현하기>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

는 배경이 되었다.

하성찬: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에 00도나 00(지역명)에서 좀 영향력

이 있으니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선도적인 것을 해야

지 00(지역명) 교육 전반에 대한 인지도가 좀 높아지니까 지원을

많이 해주시죠. (...) 지원금은 외부 강사를 모시는 것에다, 강의료

에 써요.

또한 은하고의 경우, 높은 학업수준과 동기를 지닌 아이들이 많다는

점도 <스페인어권 언어와 역사의 이해> 등의 신설과목이 개발되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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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다. 이기훈 교사는 은하고 학생들의 특성상 심화학습을 할 수 있

도록 교육과정의 차별화가 필요했으며, 이를 위하여 신설과목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기훈: 아이들에게 심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 학

교의 취지잖아요. 은하고에 힘들게 들어왔는데 다른 학교랑 똑같

이 가르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차

별이라고 하는데 차별이 아니라 그 만큼 공부할 것을 다했으니

더 한다는 것이고 (...) 뭔가 새로운 수업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더 해주려고 하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각 학교의 특성은 학교신설과목 기획의

중요한 배경이 됨을 알 수 있다. 여러 연구사례에서 어떤 유형이나 특성

의 학교인지는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거나 차별화하기 위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학교에 따라서는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발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것도 한 가지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학교신설과목은 학교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의 차

별화 혹은 특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만들어지게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2) “현실적인 이유”: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실화

하나의 학교신설과목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였다. 그 중에는 고등학교 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학입

시’도 포함되어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학교신설과목이 ‘학교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중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대학 선

발에 근거가 되는 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에 신설과목을 기획하

게 된 것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김준석 교사와 윤재인 교사는 자신들이

담당한 신설과목들이 만들어진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로, 아이들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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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김 교사는 파란

고의 경우 수시를 가는 아이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생기부 작성을 충

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신설과목을 이수한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김준석: 현실적인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아이들 수시와 관련해서 아이들한

테 생기부를 좀 더 충실하게 만들어주려는 측면이 많았어요. 아이

들이 학교 내에서 인지과학이라는 수업을 들음으로써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학과를 전공한다

고 하더라도 수학을 다른 학문과 연계시키는 과정을 여기서 배우

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했

고, 거기에 많은 주안점을 두었던 거죠.

김준석: 아이들이 수시로 대학을 많이 가야하는 상황이고 생기부와 관련

해서 4-5년 전부터 시작해서 생기부를 좀 어떻게 하면 차별화시

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서 이런 과정(과목)을 만들고 교육과

정을 개편하는 작업을 계속 했었죠.

윤 교사 역시 신설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과목별 ‘세부특기사

항’이나 ‘자기소개서’를 보다 내실 있게 작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윤재인: 수학, 과학에 관련된 과목을, 조금 더 전공 관련된 과목을 했을

때 아이들이 입시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

런 과목 수업 시간에 자기가 뭔가 프로젝트를 해서 발표를 했다

거나 보고서를 쓴다거나, 자율적인 활동을 했다거나 하면 자기소

개서에 담기도 훨씬 더 좋잖아요. 세특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과목을 만든 거죠.

그리고 교사들은 실제로도 학교신설과목이 대입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

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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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대학에서 생기부를 많이 봐준 것 같아요. 수시에서 좀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대학도 전부다 융합 콘텐츠, 융합 미디어,

융합학과들을 너도나도 만들고 있어서 그런 것이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신설과목의 기획배경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에 큰 영향력

을 미치는 대입이라는 맥락도 여러 다른 요인들과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학교신설과목들은 수능시험과목은 아니기에

대입과 무관해보이기도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라는 제도를 통해 타 학

교 학생들과는 차별화된 교육적 경험을 보여주는, 경쟁력 있는 입시자료

로 간주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3) “변방” 교과의 “살아남기 위한 방법”

연구사례에 의하면 일부 신설과목은 특정 교과의 입지가 좁아지고 이

에 대한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00어권 언어와 역사의 이해>과목의 기획배경에는 교사들의 교육적인

의도 이외에도 내신에서 제2외국어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학교 차원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였다. 즉, 학교 내 교육과정 협의회에서 학생들

의 내신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제2외국어 교과를 ‘이수/미이수’ 형태로

평가를 받는 교양교과로 전환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다.

고한결: 저희가 일단은 교육과정 협의회에서 그... 교육과정상 사실은 제2

외국어 교과목으로 전체 편성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

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당시 그 이유가 일차적으로는 학생들한

테 내신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고한결 교사와 같이 은하고에 근무 중인 이기훈 교사는 결국 이러한

상황이 학업 부담 완화, 학기당 이수 과목 수의 축소 등을 이유로 주요

교과에 속하지 않는, “변방 과목”을 쳐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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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훈: 예전에 제2외국어 같은 경우, 엄청날 때는 엄청나게 붐이었죠. 근

데 지금은 뭐, 지금 정부의 교육기조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그냥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과목을 축소시키고 아이들에게 무조

건 고생을 안 하도록 하겠다는 차원에서만 접근을 하잖아요. 교과

목 숫자를 줄이는 것을 위주로 하죠. 그러니까 변방 과목들을 다

치는 거죠.

<00어권 언어와 역사의 이해>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2외국어과 교

사들이 공동으로 기획해낸 것이다. 이기훈 교사는 이에 더하여 제2외국

어 교과가 추후 수능에서도 그 비중이 줄어듦에 따라 그 입지는 더욱 축

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그는 이러한 신설과목의 기획과 개발이

한편으로는 제2외국어가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생존 전략이라고 하였다.

이기훈: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수능에서 비중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진짜로 선택을 안 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작전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 교과가 아이들에게 생각을 넓혀준다거나 삶에 어떤 도

움을 줄 수 있는 뭔가가 되도록 하는거죠. 그래야만 아이들이 선

택을 하거나 좋아할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도

계속 준비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생

님들의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수도 있어요.

이상의 사례는 학교신설과목이 일면 특정 교과가 학교교육과정에서 주

변화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기획되기도 함을 보여준다.

즉, 아이들이 특정 교과를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이유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해당 교과를 평가의 부담이 적은 교양 교과로 전환하여 신설하

는 한편, 그 내용을 아이들에게 좀 더 매력적이고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하는 등의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자신의 담당 교과의 입지를 확보하거나 조금이라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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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신설과목의 개발과정

하나의 과목이 개발되기까지 다양한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하며 여기에

는 여러 주체들에 의한 복잡한 준비 과정이 수반된다. 학교신설과목 개

발 시에도 공식적인 승인 절차에 따른 준비 과정과 더불어 비공식적인

차원의 논의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학교신설과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본다. 처음 개발할 당시의 상

황, 주체들의 개발에의 참여방식, 개발 시 고려 사항, 공식적인 승인 절

차 등에 관한 것들을 두루 검토해볼 것이다.

가. 개발 맥락

(1) 선례 또는 기반의 부재: “맨땅에 헤딩하기”

개발과정과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많이 언급한 것 가운데 하나는

처음 기획할 당시의 “막막함”이었다. 김준석 교사는 <인지과학 입문>의

신설을 처음 맡았을 때 느꼈던 “막막함”과 불확실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김준석: 처음에는 잘 몰랐죠. 이 개념도 몰랐고, 저는 ‘인지과학’이라는 자

체를 전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지도 막막했고요.

교장선생님이 몇 가지 세미나 같은데 갔다 오시면서 들었던 정보

들을 가지고 풀어놓으시고 하니까. 같이 이야기하고 하다보니까...

하나씩 하게 되었죠. 저도 처음에는 몰랐고 처음 만들 때도 사실

은 뭔가 긴가민가 많이 했었어요. 하다, 하다보니까 조금씩...

이것은 ‘인지과학’이 신생분야로, 교사나 학교교육에 생소한 것임은 물

론, 학문 또는 실용 분야에서도 그 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준석 교사는 당시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 학술논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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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부재했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김준석: 그때까지만 해도 인지과학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사회적으로도, 대

학에서도 개념정립이 그다지 안 되어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됐지만요. 그래서 인지과학, ‘cognitive science’라고 보

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만들었을 때 교수님들을 구할 수가 없

었어요.

김 교사는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과서, 성취기준 등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했다.

김준석: 기존 과목이라면 일단 교과서가 나와 있고, 교육과정에 성취기준

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 운영을 하지만 이건 처음부

터 만들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었고.

이러한 상황은 이슬고의 학교신설과목들이 만들어질 당시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 서진호 교사는 당시에는 제도권 내 대안학교가 별로 없

어 벤치마킹 할 곳이 마땅치 않았고 관할 교육청도 특성화 과목(대안학

교의 특성에 맞는 신설과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다고 하였다.

서진호: 대안학교가 생기기 시작했던 초창기라서 저희는 벤치마킹할 곳이

없었죠. 저희가 학교 법인은 99년도 말에, 학교가 설립된 시기는

2000년도였으니까요. 2000년에 대안학교들이 몇 개 안됐었어요.

(...) 이 학교들한테 물론 배울 건 있죠. 그런데 거의 다 도긴개긴

이었어요. (...) 거의 새롭게 다 만들어지는 거였죠.

서 교사는 관련 전문가들이나 응용할만한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학교

교사들이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과목들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서진호: 근데 이거(학교신설과목)는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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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거예요. 하하하. 예를 들어서 국, 영, 수, 사, 과나 기술 이런

과목들은 선례들이 있잖아요. 그걸 조금 응용해서 우리 학교 현실

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

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야 하잖아요. 똑같이... 처음에 그

것을 만들 때 되게 힘들었죠.

다수의 신설과목 개발과정은 연구 참여 교사들이 언급하듯이 학교와 교

사가 참조하거나 모방할 만한 사례나 모학문과 같은 기반이 부족한 상태

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름의 독특한 교육적 목적과 필요에 의해

학교신설과목을 기획하게 되었지만 새로운 시도인 만큼 선례나 이론적, 실

천적 기반이 불충분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학교신설과목의 목적부터 내용,

운영방식, 평가방법,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학교와 교사

가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구상해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2) “형식적인” 성취기준과 교과서에 대한 요구: “제출하

라고 하니까”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신설과목을 공식적인 과목으로 승인 받는

과정에서 상부기관의 요구에 의해 교과서나 성취기준을 형식적으로 만들

기도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물론 일부 연구 참여자는 새로운 과목이

제도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일련의 조건들이 과목이 “정

비가 되는 계기”가 된다고도 보았지만, 다수의 교사들에게는 “형식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한 조건 중 하나는 교과서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신설과목을

승인받기 위해 자체적으로 교과서를 만들거나 시중의 교과서 중 무엇인

가를 선정해서 제출해야 했다. 이슬고의 경우, 교사들이 여러 학교신설과

목의 교과서를 직접 만들어 제출하였다.

서진호: 나이스(NEIS)에 과목이 올라와 있으면 정식 교과목이니까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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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어야 하고 교과서를 심의 받아야 하고, 심의 받고 난 다음에

사용해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기 시작했어요. (...) 그러

면서 저희도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다 만들어냈

죠.

그러나 막상 교과서를 제출하고 나면 교과서 내용에 대한 피드백은 심

의과정 중이나 심의결과에서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진호: 불필요한 것은 다 잘라내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해가지고, 그

냥 자료집 형태로 만들어서 제출했죠. 교육 관료들은 그것에 대한

뭐 이해가 있나요. ‘오, 오케이!’(했죠.) (웃음)

한편, 실제 수업을 위해 교과서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으나, 단

지 학교신설과목 승인을 받기 위해 대강 선정하여 제출한 경우도 있었

다.

이기훈: 아~ 있다고 대충 지정은 한 거예요. 문제는 □□(출판사)에서 이

책이 나온다고 해서 지정은 해놨는데 이 책이 절판됐어요. (...) 이

책을 ◇◇대 도서관에 가서 찾아봐야겠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때는 무조건 책을 지정해야 한다고 해서 지정한 거예요.

더욱이 이러한 교과서 승인 절차는 다소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경

우도 있어 이러한 절차 자체가 과목의 신설을 저지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도 하였다. 당시 <00어권 언어와 역사의 이해> 교재들은 “과목명이랑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교재가 “실물로 있어야 된다”, “복사본을 제출해라”, “팔리는

책”이어야 한다는 등 많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했다. 이와 같은 과정은

교사들에 의해 터무니없는 조건들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도 하였다.

이기훈: 교과서가 있느냐, 없느냐. 뭐가 있냐, 없냐, 이런 조건을 따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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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승인해주고, 없으면 안 해주는 게 지금 교육청이거든요.

되게 특이하죠? 교과서가 없을 수밖에 없는 과목도 있잖아요. 교

재가 없을 수 있는 과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재가 없다는 이

유만으로 안 해줘요. 말이 좀 안돼요.

학교신설과목 승인 요건 중 또 다른 하나는 성취기준이다. 연구 참여

자들은 신설과목의 교과서로 지정한 교재를 참고하거나 기존의 유사한

과목들의 성취기준을 차용함으로써 학교신설과목의 성취기준을 개발하였

다. 그러나 이 역시 교육청에 “제출”도 하고 “감사”도 받아야 하니 만들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서진호: 성취기준을 만들기는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조금... 담당 선생님마

다 조금씩 바뀌었고... 사실 뭐 내실이 있고 그런 건 없는데 그래

도 있어야 하니까, 제출을 해야 하고, 감사를 받아야 하니까요. 교

육청에서 감사 나와서 ‘이 과목 어떻게 가르쳤니?’ ‘어떤 근거에서

가르쳤니?’ 하면 뭔가 제시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네? 허허허(웃

음). 제도권 안에 있으면 지휘, 감독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야 하

니까.

그러나 서 교사는 이러한 성취기준과 실제 수업 간에는 괴리가 있고,

지필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서진호: 근데 이제 저희가 평가를... 뭐 특성화 과목(학교신설과목)은 중간

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것을 보지 않으니까 약간 좀 형식적인 부

분도 있긴 있지요. <생태농업>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 하긴 한데

다른 과목들은 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선생

님들 입장에서도 시험을 보는 항목들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학교

에서 구현할 수 있는 만큼 그 수준 안에서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윤재인 교사도 <생활 속의 수학적 사고>의 승인 신청 당

시 교육청에 제출했던 공식적인 성취기준은 다소 형식적인 것이고, 지필



- 92 -

평가도 없기 때문에 실제 수업의 설계나 운영은 이와 달리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하나의 독립된 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학교신설

과목이 갖추어야 하는 일련의 조건들은 교사들에게 구색 갖추기 내지는

형식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다시 말해 그러한 요건들은 실제 학교신설

과목을 편성하거나 수업을 운영할 때 교육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유용한 것이라기보다는 ‘승인’을 받기 위한 행정적이고 제도적

인 절차에 가까웠다. 그러다보니 신설과목의 교과서와 성취기준은 교사

의 교육적 판단이나 실제 수업과 괴리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나. 개발 방법

(1) 개발의 기준으로서 학습자: “아이들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영역을 고민”

학교신설과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학생에 관한 것이었다.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

제 다수의 과목들이 학생보다는 그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설계된다는 점

을 고려해볼 때 이는 학교신설과목의 개발 과정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 이외에도 신설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나 강사, 학교의 유형 등 다른 사항들도 고려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하는 학생들의 흥미, 진로, 이해 수준, 교육적 의미 등에 대한 고려

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대다수는 학생을 중심

에 두고, 신설과목의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어느 수준

으로 담을지 등을 고민하였다.

다수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주제나 내용을 고심하여

개발하였다. 예컨대, <00어권 언어와 역사의 이해>를 동 교과 교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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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개발할 당시 제2외국어 학과장을 맡았던 고한결 교사는 “아이

들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영역을 고민”하였고 그 결과 ‘문화’를 중

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찬가지로 <생각하기와 표현하

기>를 기획한 강태성 교수는 “사춘기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연애,

인간관계 등을 이 과목의 핵심 주제로 선정하였다.

강태성: 그래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제 머릿속으로는 ‘이 아이들이 사춘기

니까 연애에 관심이 많겠다. 연애편지도 쓰고 등등 할텐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디지털 세대니까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연애편지 같은 건 아날로그 편지로 쓰려고 하는 친구

도 있겠다고 생각했고요. (...) 그 시기의 친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이와 더불어 아이들이 실제 이를 배울 수 있는지, 배울만한 내용들인

지가 신설과목 교육과정 설계의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독일어

권 언어와 역사의 이해>를 개발할 때 고한결 교사가 고민하고 조정하려

고 했던 것은 아이들에게 적합한 난이도에 관한 것이었다.

고한결: 사실은 제가 빼고 싶었던 분야에 대해서 교수님이 ‘그건 고등학생

은 못해.’라고 좀 많이 확신을 주셨다고 해야 될까요? (...) 가장

보편적인 언어학을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과목을 한

다고 하더라도 <비교언어학>을 원래는 저희가 했는데 그것을 하

는 게 맞을까도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이랑 좀 다르게

<독일어권 언어와 역사의 이해>는 학생들한테 맞춰서 하는 쪽으

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하게 대학교수들이 수업을 하는 <인지과학 입문>에서도 중

요하게 고려된 것은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또 대학교의 강의를 기반으로 한 <생각하기와 표현하기>의 설계 과정에

서 고려된 것도 고등학생들의 수준이었다. 강태성 교수는 가급적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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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였고, <생각하기와 표현하기>과

목의 모태가 되는, 대학 강의들을 압축적으로 만듦으로써 고등학생들이

가볍게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강태성: 첫 번째 원칙은 아쉬운 게 많더라도 아이들에게 좀 만만해야 된

다는 거였어요. ‘저건 내가 좀 해볼 수 있겠다.’ 근데 ‘저걸 우리가

어떻게 해?’라고 할 만한 것을 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강태성: (아이들에게) “이 각각의 것들(수업의 각 주제)이 전부 (대학에서

는 하나의) 과목이다.”라고 했죠. 지금 00대에서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것. ‘창의적으로 생각하기와 표현하기’에 관한 건 00대의 ‘창

의적 사고와 표현’이란 그런 교과목이고. ‘인문학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기’는 ‘인문학 글쓰기’로, ‘사회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

기’는 ‘사회과학적 글쓰기’로,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기’는

‘과학적 글쓰기’로 있는 거예요. 이게 과목들이 다 나눠져 있어서

한 학기 동안 진행하는 것이고, 근데 이걸 각각 두 차시에 걸쳐서

하는 거니까 굉장히 압축적이고 ‘맛보기’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 고한결 교사에 따르면, 은하고의 제2외국어 교사들은

<00어권 언어와 역사의 이해>의 목적과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이

들의 진로와 진학도 고려하였다. 즉, “어문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아이

들”을 위해 언어의 역사를 “어족별로 다루고”, “언어구조” 등 좀 더 전문

적인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신설과목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로 협의하였다.

요컨대, 신설과목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 무엇보다 가장 많

이 언급된 것은 학생의 재미, 학생의 진로나 사고력 개발, 학생의 학습

수준과 학습 가능성 등 학생에 관한 것이었다. 물론 그 외에도 교사의

교수능력이나 인적자원 확보 가능성 등 현실적인 여건과 학교유형에의

적합성 등이 일부 연구 참여자들에 의해 언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

교신설과목의 구체적인 교육과정 설계 시에는 학생에 대해 가장 많이 고

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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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료교사와 외부전문가의 참여: “박사과정 밟던 분이

기본적인 설계를 하셨어요.”

대부분 사례에서 학교신설과목 개발은 여러 사람들의 참여와 협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신설과목의 내용 자체가 교사에게 생소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설과목의 방향성과 내용을 결정하는 일은 담당 교사 개인이 단

독으로 온전히 해내기에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 신

설과목의 개발은 전문가들의 조언 또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

다. 예컨대, 고한결 교사는 <독일어권 언어와 역사의 이해>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언어학 강의를 하는 교수님의 조언을 받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생각하기와 표현하기>나 <인지과학 입문>와 같이 대학교

수 또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 등 전문가들에게 신설과목 교육과정 개발을

일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준석: 성취기준 만드는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 인지과학

을 시작했을 때 우리도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00대 박사과정 밟

던 분이 기본적인 설계를 하셨어요. 그 분이 기본적인 설계를 하

시고 기본적인 평가 관련 기준들도 정해서 교안 같은 형식으로

만드셨어요.

하성찬: 학교신설과목에 대한 커리큘럼은 학교가 짜는 것은 아니고요. 전

적으로 지도하는 교수님이 하셨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고등학교 교육이라는 특수한 맥락, 그 학교 학

생들의 특성 등을 고려하기 위해 학교 교사와 전문가 간의 협의가 필요

하였다. <생각하기와 표현하기>의 경우, 처음에 강태성 교수가 기획안을

교사들에게 설명하고, 교사들도 학교 측의 과목 신설의 취지를 전달하는

등 서로 소통과 조정의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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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찬: 저희는 일단 취지를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진행은 교수님께 일임

을 했죠. 그리고 그 교수님이 처음에 생각하시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에게 설명해주시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거죠.

다른 한편 일부 학교신설과목 개발은 학교 교사들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슬고의 경우, 학교 이사들이 학교의 전체적인 방

향성과 철학적 이념을 구안해내면, 그것을 “디테일하게 교과목으로 만드

는 작업”은 이슬고 교사들이 함께 수행하였다. 교사들은 “학교의 철학적

가치와 이념을 어떻게 다듬어 갈까?”를 고민하면서 지금의 다양한 신설

과목들을 만들어내었다. 예컨대 <지역과 사회>의 신설은 서진호 교사가

처음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동료교사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이를 발전시켜

나갔다.

서진호: 제가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만든

거예요. 처음에 불을 당긴 것은 저였는데...응용하고 발전시켜서

만든 것은 선생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한 거죠.

<00어권 언어와 역사의 이해> 역시 설계 과정에서 동료 교사들의 협

의와 조율이 있었다. 이 과목은 다른 사례들과 달리 특정 교과 협의회를

통해 집단적으로 승인 신청을 한 경우였기 때문에 동료 교사들의 협의

과정이 더욱 중요하였다. 각기 다른 외국어 교과 담당 교사들은 신설과

목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국어별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름

을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협의를 통해 “공통분모”, 즉 기본적인 틀을 우

선 만들고, 세부적인 교육목적이나 내용, 교재 선정 등은 각 외국어 담당

교사가 개별적으로 만들거나 결정해 나아가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기훈: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살을 붙이는 것은 알아서 붙이자 하는 거죠.

하드웨어 만드는 것은 같이하고, 소프트웨어는 각자 알아서 하자.

이런 방식으로 유연성을 발휘해야죠. 각 선생님이 전공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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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신설과목은 많은 경우 여러 사람들의 참

여 또는 협의에 의해 만들어졌다. 때로는 신설과목 개발 과정에 외부 전

문가들이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학교 내의 여러 교사들이 협력하

기도 하였다. 참여와 협의의 형태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에게

일임을 하면서 세부적으로는 학교와 상의를 통해 조정하거나 전문가에게

개인적인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기본적인 틀을 동 교과 교사

들끼리 협의한 후 각 신설과목의 세부 교육과정은 각자 개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어떤 경우가 되었든 학교신설과목은 학교 안팎을 구분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함으로써 개발되었던 것응로 보

인다.

(3) 개발 후 “계승”, “변형”, “조정”

이 연구에서 학교신설과목들은 개발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인 변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담당 과목들이 신설된 이후 어

느 정도 틀이 유지되는 측면과 다양한 이유로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겪는

측면이 모두 있다고 보았다.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신설과목이 바뀌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고

정된 기본적인 틀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였다. 서진호 교사는 이슬고의

현재 신설과목들에 대해 전혀 새로운 과목이 생긴 경우도 있지만 초창기

에 만들었던 기존의 신설과목들을 계속 이어가는 것, 즉 “계승”하고, “발

전”시킨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윤재인 교사는 <생활 속의 수

학적 사고>도 이 과목을 개발한 선배 교사가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자

신이 일부를 바꾸는 방식으로 변형을 해나아갔다고 하였다.

윤재인: 뭔가 해놓으신 것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하고, 또 새로운 것도

좀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것이었

으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해보셨던 분이 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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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고, 저도 이제 2년째 맡으니까 조금 더 변형할 수 있는 여유

가 생겼어요.

같은 맥락에서 <인지과학 입문>의 경우 4년 전 00대 박사과정생이 처

음 설계했던 교육과정을 “유지”하되, 그 후로 파란고에서 자체적으로

“조금씩 변형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석: 그때는 00대 박사과정분이 프로그램을 거의 다 짰어요. 처음에 저

는 인지과학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몰랐기 때문에 그냥 따라갔죠.

그 분이 거의 다 주도적으로 해놨죠.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는 우

리가 조금씩 변형을 시키고(...)

한편 이러한 틀은 승인 당시 만들어진 학교신설과목의 교육과정 이외

에도 신설과목의 큰 목표나 기본 철학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즉, 신설과

목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바꾸기도 하지만 이는 해당 과목의 목표와 교

육철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예컨대, 이기훈 교사는

“언어와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큰 주제 혹은 목표를 벗어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수업의 내용이나 방법, 수준 등을 계속 조정해나간다고

하였다.

서진호 교사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삶과 철학>의 수업시

간에 다루는 책이나 세부 주제는 담당 교사에 따라 매번 바뀌지만 그 기

반에는 확고한 학교철학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았다. 학교교육의 핵심적

인 주제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서진호: (학교신설과목 수업에서 매학기 다루는) 책 내용이 다 다르죠.(...)

그 내용이 달라지죠. 그렇지만 큰 줄기는 변화가 없는 거죠, ‘자

연, 평화, 상생’(학교 교육철학). 어떤 선생님은 전쟁사 같은 것을

하기도 해서 ‘상생’이라는 주제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렇지만 그 안(학교 교육철학)에서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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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설과목의 사례들은 비교적 그대로 유지되는 모종의 큰 틀 내

에서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반면, 학교신설과목이 끊임없이 변형되고 조정되는 부분이 좀 더 두드

러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변형과 조정은 학습자의 이해도와 반응,

시대적인 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나타났으며, 변형의 정도는 수업방

법이나 교재 선정 등 세부적인 것에서부터 교육내용이나 수업 운영 전반

에 대한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신설과목의 학습내용 혹은 활동, 교수법은 아이들의 수준이나 반응에

따라 조금씩 조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삶과 철학>의 경우, 핵심주제나

기반 분야가 바뀌기보다는 교재나 소재, 교수법이 그때마다 달라졌다. 예

컨대 홍규남 교사는 자신의 기대나 의도와 달리 학생들이 어려워하자 좀

더 쉬운 책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보통 <삶과 철학>은 매 학기 시작

전에 책 선정이나 수업 설계가 모두 이루어지지만, 아이들의 반응과 이

해 정도에 따라 학기 중에 수시로 바뀌기도 하였다.

홍규남: 장일순 선생님의 <나락 한 알 속의 우주>라는 책을 교재로 한

적도 있어요. 아이들이 어려워할까봐 강독을 하기로 했지요. 우리

가 보기에는 어렵진 않지만 아이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한자말 같

은 게 많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한자는 거의 모르더군요. 돌아

가면서 한 문단씩 읽고 모르는 말 있으면 바로 질문하게 해서 내

가 대답해주고. 한 편의 글을 읽고 나서는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

서 강독을 했지요. 그런데도 조는 아이들도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재미없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중간쯤 하다가

확 바꿨어요. 이걸 계속하다가는…(웃음)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는

이렇게 바꾸기도 해요.

이기훈 교사 역시 <스페인어권 언어와 역사의 이해>에서 늘 학생들의

반응과 이해 정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여 수업을 “그때그때”

조정해나간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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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훈: 그때그때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서 수정보완이 돼요. 기본 틀로 잡

아둔 것이 있는데 아이들의 이해도에 따라서 움직이죠. 이 자료가

좀 더 갔으면 좋겠다, 이건 빠졌으면 좋겠다.

이와 달리 내용 및 수업 운영에서 비교적 큰 변화가 나타난 경우도 있

었다. 한 예로 <인지과학 입문>의 경우에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학문분

야의 내용들이 추가되었다. 당초 철학이나 인문학을 중심으로 융합되어

있던 내용들에는 2년차, 3년차가 되면서 수학적 내용이 첨가 되었다. 그

리고 올해에는 “인공지능이나 코딩 쪽에서 예술 관련된 것이 강조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예술도 포함되었다.

김준석: 첫 해에는 주로 철학이나 인문학 쪽에 중점을 둬서 융합을 했고

요. 2년차, 3년차에는 수학이 거기에 첨가가 돼서 코딩이나 수학

을 같이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예술을 많이 플러스

시켜서 (...) 예술과 인공지능과의 관련성 이런 것들을 추가했어요.

한편 수업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난 사례가 있었

다. 단순히 ‘분임토의’를 ‘강독’의 형태로 바꾸는 식의 교수-학습법 상의

변화가 아니라, 교수진의 수를 변경하고, 운영학기를 확대하는 등 상대적

으로 변화의 폭이 큰 경우였다. 예컨대, <생각하기와 표현하기>의 경우,

10명의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한차례씩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학생들의

집중도나 교육과정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인지되었다. 이에 따라

희망고는 전문 강사의 수를 한 명으로 대폭 줄이는 형태로 과목 운영방

식을 바꾸었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는 본래 한 학기 과정이었던 이 과

목을 1년짜리 과정으로 늘려서 편성하였다.

하성찬: 교수님이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 학생의 특성 파악도 어렵고... 아

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어떤 가르치시는 내용의 장기적인 계획

과 일관성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강태성 교수님, 그 분한

테 전적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그 분이 승낙하셔서 지금 1학기에

도 하시고. 1학기에 12차시인가, 15차시? 그리고 2학기에도 똑같



- 101 -

이 있거든요. 1년 커리큘럼이에요.

이처럼 학교신설과목은 큰 줄기나 핵심 목표에 해당하는 것 또는 당초

설계한 교육과정 계획을 기본 바탕으로 하였으나 그 안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그 변화는 학생의 반응이나 집중도와 시대

적인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도와 양태는 교재나 학습 소재,

구체적인 수업 방법이 달라지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주제나 영역이 추가

되고 교수진이 달라지거나 편제 시수가 증가하는 것까지 비교적 다양하

였다. 이렇게 볼 때, 신설과목은 기본 틀이 어느 정도 유지되기는 하지만

개발 이후에도 학생과 사회를 고려하여 계속적으로 조정되는 것은 물론

적지 않은 폭으로 변화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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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학교신설과목의 교육과정 및 수업의 특징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신설과목의 사례를 통해 학교교과가 그 전형성

을 벗어나는 다르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데 있다. 이에

따라 학교신설과목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IV장에서는 학교신설과목이 어떤 배경 하에

서 어떤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이 장에서는

그 결과로 어떤 성격의 과목들이 개발되었는지, 즉 학교신설과목의 특징

을 교육과정과 수업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학교신설과목 교육과정의 특징

교육과정의 특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

과정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 가운데 교육과정 편제는 어떤 교육활동이나

교과목을, 언제, 얼마나 가르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해당 교육과정의 전

체적인 틀을 담고 있다. 때문에 교육과정을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교육과정의 핵심

은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의 문제로, 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에

관한 것이다. 다만 이 가운데 방법적 차원의 문제는 수업의 장면에서 보

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바, 이 절에서는 학교신설과목의 교육과정의 특

징을 편제와, 목적 및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가. 편제

(1) 유연한 시간 활용: 모으거나 더하거나 연결하거나

학교신설과목의 편제와 관련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신설과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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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수가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자유롭게 배당되거나 활용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은 단위학교가 교과(군)별 최소이수

단위수를 일정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하되, 이를 어느 학년이나 학

기에 배당할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교육부,

2015a). 이 연구의 사례들 중 다수는 국가교육과정의 허용범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시간을 유연하게 쓰는 경향을 보였다. 예컨대 <통합기행>의

경우, 해당 과목의 단위수를 매주 조금씩 수업하는 형태로 분산하여 배

당하기보다는 매학기 한 데 모아서 활용한다. 즉 매 학기 일주일 정도의

수업시간을 만들어 국내외로 여행을 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서진호: 교과 수업이 시간표에는 통합기행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통합기행은 몰아서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일부 학교신설과목은 학교의 총 이수 단위수를 초과하여

추가적으로 수업시간이 배당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수업 시간도

정규 수업시간 이후에 이루어졌다. 예컨대 <인지과학입문>과 <생각하기

와 표현하기>는 정규 수업시간이 모두 끝난 늦은 저녁 시간을 활용하였

다. 신설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한 과목을 더 이수하

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정규교과 이수시간 이외에 “플러스알파”

의 시간이 마련된 것이었다.

그 외에 비공식적으로도 학교신설과목의 수업시간은 유연하게 활용되

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테면 다른 과목 수업시간 또는 교과교육과정 외

의 학교생활 시간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학교신설과목 수업은

배당된 시간을 넘어서 마치 다른 시간으로까지 연장되거나 연속되는 듯

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특히 대안학교의 신설과목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생태농업>의

경우, 생태적인 순환을 몸소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수업시간과 밥을 먹

고 화장실에 가는 학교에서의 일상생활 시간이 순환적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학생들은 <생태농업> 시간에 직접 심고 가꾼 것을 수확

하여 급식에서 먹으며, 학교 내의 ‘생태화장실’에서 모은 인분을 <생태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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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시간에 ‘퇴비화’하는 과정을 거쳐 텃밭에 뿌린다.

또한 생명을 기르고 가꾸는 일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태 농업>의

특성상 그와 관련된 활동들은 수업시간에만 국한되어 이루어지지 않았

다. 텃밭을 가꾸거나 벼농사는 아침조회 시간을 활용한 ‘텃밭 조회’와 교

내의 농업 동아리 활동과도 연계되었다.

한편 <통합기행>의 경우에도 실제 여행을 가는 기간 이외에도 연관성

이 있는 다른 교과 및 교과 외 시간을 일부 활용하기도 하였다.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지에 대한 사전 학습을 위해 ‘역사’ 또는 ‘사회’ 교과 수업

과 ‘학생자치활동’ 시간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서진호: 다른 시간에 조금씩 할애를 받아서 하는 거죠. 저 교과서를 근거

로 해서, 사회 선생님, 역사, 지리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선생님이

저 책 가지고 교과 수업시간에 한 영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

다음주 통합기행 가니까 이번 주는 이 책 가지고 조금 해보자.”

이처럼 학교신설과목들은 그 과목의 성격과 교육적 목적에 맞게 주어

진 시간을 한데 모으기도 하고, 추가적인 시간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

한 다른 과목이나 교육활동 시간들을 활용하고 이 시간들과 연계되어 운

영되기도 하였다. 학교신설과목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것

으로 보인다.

(2) 입시와 거리두기: “교양”으로 편성 또는 파행적 운영

학교신설과목 사례의 교육과정 상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이 ‘교양’ 교

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에게 학교신설과

목이 교양 교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곧 시험이 없고, 따라서 입시나

내신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고한결: 교양 교과로 내신에 부담이 없는 교육과정을 개설을 하려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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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교과명과 다른, 조금 특색 있는 과목이 필

요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00어권 언어와 역사’라는 과목을 외국어

과들이 공동으로 승인 신청을 하는 것으로 했었던 거고요.

고한결: 저희가 이 신설과목 신청 당시에는 모든 외국어 과목이 9등급 내

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외고가 아

닌데 아이들한테 외국어 시수에서 과도하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교양 교과로 바꾸려고 한 거였어요.

일부 학교신설과목은 입시와 관련이 적다는 이유로 학생들이나 학부모

들에게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신설과

목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기도 하고 부정적 또는 소극적인 수업 태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에 학교와 교사는 입시와 직결되지 않는 학교신설

과목을 교양 교과로 편성하거나, 학업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쉽고 가볍

게 수업을 하려고 하였다.

이기훈: 이런 것들을 수업을 해야 하는데, 이러면 엄마들은 ‘어떻게 대학

갈 건데요?’ 라고 들이대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목들을 평가를 할 수는 없고, pass/fail로 해서 성실하게 참여했

으면 pass를 주고.

윤재인: 이게 시험 과목도 아니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

지 않을뿐더러 이것마저 부담이 되는 과목이 되어 다가가면 아이

들이 더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조금 더 쉽게 넘어가고.

한편 입시와의 거리로 인한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교사에게 심리적

인 위축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윤재인: 제가 (일반과목인) 수학을 가르칠 때랑 교양과목으로 (아이들을)

만났을 때 온도차가 크다고 했잖아요. 진~짜 자존심 많이 내려놓

게 되고 이걸 어떻게든 하면서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비굴해지더



- 106 -

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불편해요, 사실.

반면에 이수/미이수로만 평가되는 교양 교과로서의 신설과목은 아이들

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완화해주고 배움의 여유나 순수한 흥미를 갖게 만

들기도 하였다. 교사들도 평가와 진도에 부담을 갖지 않고 여유롭게 수

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기훈: pass or fail 과목에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고 토론하고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나 또한 자유롭고 편하게 아이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고요. 아이들도 부담을 안 가지면서 재미있게 배

울 수 있죠,

한편 학교신설과목 중 일부는 입시와 무관하게 인식되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과목에 편제된

<생활 속의 수학적 사고> 수업의 경우, 아이들에게 학교 시험이나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주기 위하여 단축 운영되었던 것으로 나

타났다.

윤재인: 2학기에는 자습하고 끼리끼리 면접 준비를 하고요. 학생부종합전

형이랑 이런 것들. 면접 준비를 하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

요. 그래서 지금 수업이 솔직히 대부분 이뤄지지 않아요. (수업을)

하면 거의 (들고) 일어나죠. 저희는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1학기

때는 너희들 부담되지 않게 시험 2주전까지는 열심히 (수업)하고

2주 남았을 때는 자습할 시간을 주겠다. 1주일에 두 시간 씩이니

까. 그래서 약속을 하면 아이들이 그 시간(신설과목 수업시간)에

는 하려고는 해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신설과목은 교육과정에서 입시나 시험

성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교양’ 교과로 편성되고 학생과 학부모에

게는 주변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양’ 교과

이기 때문에 학업의 부담이 적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순수한 배움의 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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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느끼게 하는 측면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또한 학교신설과목은 입시

나 내신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존에 편성된 수업 시간이 시험 및

입시 준비를 위해 활용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

였다.

나. 목적 및 내용

(1)　맥락적·실천적 앎 추구: “인문학이 아니라 인문학하기”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들이 신설과목을 배움으로써 기존의 수

학적 지식을 단순히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실생활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윤재인 교사는 아이들이 수학과

자신들의 삶을 “이원화”해서 별개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하에

학생들이 신설과목을 통해 수학적인 지식이 우리의 일상과 무관한 것이

아님을, 단지 교과서나 시험문제에만 나오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이 아

님을 깨닫기를 바랐다.

윤재인: (아이들이) 최대한 수학이 실용, 실생활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

는 것, 너무 딱딱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길 바랬어요. 물론 깊이

들어가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아는 듯한 내용을 조금

씩 제공해주는 것이 이 교과목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에 따라 <생활 속의 수학적 사고>의 주된 내용에는 우리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들과 실제적 문제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그 내용은 특정 학문이나 교과에 고정되어 있기보다는 여러 가지 지식이

융합된 것이었다.

윤재인: 영화 예매하는 방식부터 수학적으로 다루고,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잘 들리고 수학적인 함수가 있더라고요. (...) 그 다음에 이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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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으로 멋있게 범인 찾는 ‘방 탈출 게임’ 이런 것까지 다 해서요.

점, 선, 면 차원을 점점 높여가면서 게임을 하는 이런 것도 다 만

들고(...)

윤재인: 그런 것(일반 수학 교과목들)은 수학과 정말 관련되는 내용으로

만 수업을 하지만 저는 살짝 그 교과목, 예컨대 <기하와 벡

터> 말고도 <확률과 통계>를 건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예 배우지 않는 ‘행렬’, 이건 <고급수학>인가 거기 들어가 있

거든요, 그런 내용을 가져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조

금 더 교과와 연계되지 않고 자유롭게 다 융합해서 가져다가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교양과목의 매력인 것 같아요.

스페인어 전공의 이기훈 교사는 “구글 번역기”처럼 기계적이고 탈맥락

적인 독해나 번역능력만을 강조하는 외국어 공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원어민들과 실제 대화, 즉 의사소통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야말

로 <스페인어권 언어와 역사의 이해> 과목의 취지라고 보았다.

이기훈: 그냥 영어의 ABC 외우듯이 단어를 많이 안다고 해서 스페인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하고 사는 방

식을 이해해서 차이를 규명할 수 있으면 그 차이를 논하고 서로

대화가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한쪽만 가지고 안 된다.

이 교사는 외국어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능력과 지식은 물론

그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 즉 상대방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풍부한 이해

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스페인어권 언어와 역사의

이해>의 주된 내용은 스페인어권 여러 나라들의 문화, 역사, 정치, 자연

환경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되어 있었다.

이기훈: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문화와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를 막 보여줘요. (...) 제가 칠레나 아르헨티나를 가면 유럽보다

백인이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몰라요. 중남미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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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 줄 알잖아요. 근데 이탈리아계나 유럽계가 많기 때문에 오

히려 더 흑인이 없어요. 다 백인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건물도 완

전히 유럽스타일이기 때문에 거의 유럽 같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런 걸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죠. 왜 그런 지도요. 거기 사람들이

어떤 인구구조나 삶을 가지고 있는지도 이야기해주고. 예를 들어

서 ‘탱고’라는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의 삶 안으로

들어갔는지 그런 것을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죠.

<생각하기와 표현하기>의 목적도 단순한 지식 암기와 일방적인 주입

을 넘어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었다.

하성찬: 이 과목은 처음의 탄생부터 그런 식의 목적(주어진 내용의 습득)

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안에서

는 다른 교과에서 지식체계든 뭐든 목적을 가지고 습득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큰 테마, 주제 하에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생

각하고, 생각한 것들을 바탕으로 서로 그걸 표현하면서 나누고

뭔가 시너지를 내고 그런 과정을 추구했던 것이라서.

<생각하기와 표현하기>과목을 직접 가르치는 강태성 교수도 그 목적

이 누군가 완성해 놓은 ‘기성품’과 같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는, 그러

한 지식을 탐구하고 사고하는 방법 자체를 익히는 데 있다고 하였다.

강태성: 어떤 기성품으로서의 학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philosophiren!’

하듯이 철학함, 철학하기. 이처럼 인문학이 아니라, 인문학하기.

칸트가 뭐라 이야기 했고,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했고 이

게 아니라, 신을 죽었다고 생각하는 방식. 그것을 체험하고 익히

고, 또 자기 것으로 만들기...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 교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방법

자체를 가르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수업은 학생들이 창의적,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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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문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과 활

동으로 구성되었다.

강태성: 사회과학적으로 생각하기와 표현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설문조사죠. (...) 설문 조사를 어떻게 하면

좋은 지 이런 것을 이야기 해주고 구글을 사용해서 너희들이 직

접 설문조사하고 통계처리하고 해석하고 해서 사회과학 논문으

로, 근데 논문은 너무 힘드니까 논문을 축약한 포스터로 해봐라.

포스터 형식은 제가 아이들한테 주고 거기를 채우는 거죠.

<인지과학 입문> 역시 학생들에게 어떤 고정된 내용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융합능력을 길러주는 데 방점이 있

었다. 김 교사는 인지과학에 관한 지식 자체보다는 아이들이 그와 관련

된 여러 학문을 융합해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김준석: 그 과목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4차 산업 시대 관련해서 학문 간

융합의 과정을 아이들이 해본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만든 것이

이상적인 것이고요.

융합적인 학문인 ‘인지과학’을 접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융복합적 능력

키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에 따라 <인지과학 입문>의 수업

내용에는 인지과학을 구성하는 철학, 심리학, 물리학, 수학, 컴퓨팅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로 자신이 담당하거

나 가르치는 신설과목의 목적이 기존의 지식을 일방적으로 습득하는 것

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오히려 기존 지식들을 일상적인 문제 사

태와 접목함으로써 구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하거나 적절히 활용하고,

더 나아가 다른 교과 혹은 학문 분야와 융합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 이러한 목적에 맞게 신설과목의 내용도 일상

적인 주제나 실제적인 문제, 방법적이고 절차적인 지식을 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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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그 내용은 일상적인 주제나 방법적인 앎과 관련된 여러 분야

의 다양한 지식과 소재들로 구성되는, 융합적인 경향을 보였다.

(2) 이론적 명제적 지식의 딜레마: “거기까지 잘 안 가려

고 하더라고요.”

이 연구의 사례에서 학교신설과목의 목적과 내용은 상술한 바와 같이

실천적이고 맥락적인 지식에 방점을 두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렇다고

하여 이론적이고 명제적인 지식의 중요성이 간과되었다고 보기는 어렵

다. 다수의 연구 참여 교사들은 실천적인 앎과 더불어 이론적인 앎도 함

께 고려하고 있었다. 예컨대 <생태농업>이나 <통합기행>의 경우, 기존

의 일반적인 교과목들에 비해서는 체험적인 활동의 비중이 크고 그것이

기본이 되지만 이와 관련된 이론적인 지식을 함께 다루었다.

홍규남: 일주일에 두 시간씩 하던 게 한 3-4년 되었나? 그때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교실에서 이론 수업 같은 것도 좀 많이 했죠. 농사 짓는

방법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농업 철학이죠. 음... 농사 짓는 것의

가치라든지, 농민의 중요성, 농업이 왜 필요한가 지금 우리나라

농업 현실은 어떤가, 농촌의 이런 인구도 줄고 젊은이들이 안오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나아가야 할까. 왜 유기농을 해야 하는

가. (...) 아이들한테, 이게 뭐, 농업고등학교도 아니고... (웃음) 농

사짓는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하고요. 근데 기본은 아무튼 실습이죠. 실제로 땀 흘

려 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생활 속의 수학적 사고>의 윤재인 교사는 수학적 이론과

개념을 아는 것이 수학적 사고를 확장하고 수학과 관련된 학습활동을 수

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윤재인: 1학년 때는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수학이니까 아무래도 좀 얕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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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고3때쯤 시작을 하면, 물론 주요 과목도 아니고 교양과목의

이런 활동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진행할 때 훨씬 더 깊이가 있어요. 3년간 배웠던 내용도 더 많고

했던 활동들이 있어서인지 좀 더 생각의 깊이가 있고, 좀 더 창의

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실천적인 앎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론적인 지식을

다루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우선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체험 중심의 신

설과목의 경우 이론적 내용을 다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홍규남: <똥 살리기, 땅 살리기> 같은 책은 읽고 감상문을 써내게도 하

고... 가끔은 시청각 교육도 하죠. 비오는 날이나 아니면, 예전 같

으면 수확이 끝나고 짬이 날 때가 있고. 학기 초에 3월에 심을게

없으니까. (...) 요즘은 ‘인류세’를 보여주기도 하고. 흙에 대한 것,

유기 농업에서 토양관리에 대한 것. 옛날에는 귀농운동본부에서

나온 ‘00을 위한 텃밭 가꾸기’라고 교육용 CD가 있어요. 4편이 있

는데, 30분짜리인가? 농부의 마음은 어떻고, 모종을 심는 것도...

밭 관리 하는 것, 병해충은 어떻게 관리하는 지 그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요즘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직접 하기 바빠서(웃

음).

또 다른 어려움은 수업에서 실천적이고 맥락적인 앎에서 시작하여 보

다 고차원적인 수준의, 이론적, 추상적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

다는 것이다. 일부 신설과목 사례에서 아이들은 실생활의 사태나 일상적

인 주제를 흥미롭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나, 대다수의 경

우 교사가 이와 관련된 이론적인 개념이나 원리로 이끄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인 교사는 아이들이 수업 중 여러 활동들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수학적인 사고는 물론, 수학적인 이론과 개념으로 나아가

기를 기대하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윤재인: 게임에서 행렬까지 조금 더 소개해주고 싶고 이게 나중에 어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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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되어 있다고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수학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니까 “어~어려워요. 노잼이에요. 대학가서 배울게요.” 막 이

렇게 말한다거나... 거기까지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먼저 딱 끊어요.

요컨대, 학교신설과목 사례에서 교사들은 실천적이고 맥락적인 앎과

더불어서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함께 다루고자 하였다. 이론적 지

식들은 실천적 지식을 익히기 위한 소재로 필요하거나, 실천적 지식과

함께 가르쳐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수업

맥락에서 이론적 지식은 교사들의 의도와 교육적 필요와 달리, 수업시간

의 부족 또는 학생들의 거부로 인해 충분히 다루어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3) 시험과 무용한 것들: 흥미롭거나 필요 없거나

학교신설과목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수/미이수로 평가되는 ‘교

양’ 교과로 편성된 만큼 그 목적과 내용 역시 시험이나 입시와는 직접

연관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상이하였다. 우선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신설과목의 내용들이 시

험에 나오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재미있어한다는 점을 언급하

였다.

이기훈: 그게 시험에도 안 나오고 그 이유를 알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

지만 그건 이러이러한 언어학적 문제가 있어서 보어 자리지만 목

적격을 집어넣어서 쓰는 거라고 말해주면 아이들이 물개 박수를

치죠. 너무 좋아하죠. 근데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빈틈

을 제가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빈틈을... 그러니까 아이

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이것은 일면 교양 교과의 특성상 시험에 대한 부담이나, 진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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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편안하고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배움 자체를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이처럼

시험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교사들이 그만큼 흥미로운 내용과 소재를 다루기 때문인 것으

로도 볼 수도 있다. 학교신설과목은 일반 과목들과 같이 시험이나 입시

라는 외적인 수단에 의존하여 아이들의 집중을 유도하기는 어렵기 때문

에 교사들은 아이들이 내용 자체에 대한 흥미를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구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강태성: 어떻게 하면 내용을 가르치고, 익히고 체험하고 하되, 내용을 좀

재미있게 할까 (...) 선생님들(코티칭을 했던 동료 교수들)께 부탁

을 여러 번 드렸어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좀 과제, 주제 이런 것

들을 재밌는 것들로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었죠.

강태성: 창의적인 생각하기 표현하기는 뭘 했냐하면, 노랫말을 개사하는

것을 했어요. (...) ‘디지털 편지가 더 도움이 된다’, 혹은 ‘아날로그

편지가 더 도움이 된다’ 중 입장을 정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노

랫말을 쓰고 노래를 불러봐라, 왜 이런 가사를 했는지 (설명도 하

고), 그런 식으로 했고,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더라고요.

반면에 일부 학생들은 신설과목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시험

과 무관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냉담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윤재인

교사는 아이들이 <생활 속의 수학적 사고>에서 하는 활동들이 자신들에

게는 불필요함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윤재인: 아이들이 대놓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정시

볼 거라서 내신은 상관없어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거 왜

해요?"

이에 대해 윤 교사는 수업에서 아이들을 정시파와 수시파로 나누어 조

를 편성하거나 정시를 보는 아이들에게는 최소한의 것만 요구하는 등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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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의 자구책을 마련하여 대응하였다.

정리하면, 연구 참여 교사들은 학교신설과목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학

교시험이나 수능에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부담 없이 재

미있고 편안하게 받아들여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학교신설과목의

편제상의 특징 때문만이 아니라 교사들이 의도적으로 아이들의 집중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흥미를 가질만한 내용으로 구성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신설과목 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더라도, 단지 시험과 관련이 적다는 이유로 일관되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신설과목의 내용은

시험과 무관함에도 흥미롭게 인식되는 반면, 또 동시에 같은 이유에서

아이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학교신설과목 수업의 특징

수업은 구체적인 맥락에서 특정한 내용을 가르치고 배우는 실천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업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은 상당히

실제적인 특성을 갖는다. 앞서 교육과정에 관한 논의들이 전체적인 교육

과정의 전체적인 틀이나 내용 설계의 차원과 관련된다면, 수업은 이렇게

편성되고 설계된 교육과정을 누가,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

칠 것인지 등 수업이라는 실천적 행위의 구체적인 맥락이나 방안과 관련

될 것이다. 다만 수업의 모든 측면을 다루기는 어려운 바, 이 절에서는

학교신설과목 수업의 특징을 수업 주체, 수업 방법, 수업 공간으로 크게

나누어서 이 요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수업 주체

(1) 다양한 수업 주체들: 전공·비전공 교사, 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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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신설과목의 수업은 그 과목을 전공한 학교 교사는 물론 그 외의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연구

사례들은 누가 해당 과목의 수업을 이끌어가는가에 따라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하나는 신설과목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

한 학교교사가 가르치는 경우이다. <생태농업>, <생활 속의 수학적 사

고>, <스페인어권 언어와 역사의 이해>, <독일어권 언어와 역사의 이

해>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중 일부 교사들은 신설과목이 교사 자신의

전공분야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윤재인 교사

는 종래의 수학 교과인 <생활 속의 수학적 사고>가 교양 교과(<생활

속의 융합적 사고>)로 바뀌면서 어떤 전공의 교사든 가르칠 수 있게 되

었지만, 여전히 ‘수학’과 교사가 가르치는 게 의미 있다고 보았다.

윤재인: 이 과목은 현재 수학에서만 교과로 가지고 있는데, 2015교육과정

에서는 <생활 속의 융합적 사고>가 교양으로 편제가 되어 있으

니까 다른 교과 선생님들도 “‘나도 할 수 있다”고 하시면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

론 재구성해서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되게 다를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에서 <00어권 언어와 역사의 이해>도 당초 외국어 교사들

의 전공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과목이었다.

이기훈: 전~혀 생뚱맞은 것을 할 수는 없으니, 그럼 다른 선생님들을 (외

부에서) 모셔 와야 하잖아요. (학교 내)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과목, “선생님들 중 이런 것 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했을 때

스페인어인 저만 할 수는 없으니까, 어학 선생님들이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니까.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독일어, 일

본어 선생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을(...)

그러나 은하고의 모든 제2외국어 학과 교사들이 <00어권 언어와 역사

의 이해>의 내용을 자신의 전공분야라고 여기지는 않았다. 고한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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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신설과목이 ‘언어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며 언어학은 자신에게

생소한 분야라고 보았다. 때문에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도 하였다.

고한결: 언어학은 완전 낯선 분야라... 사실은 제가 그 교육과정 구성하기

전에 예전 교수님도 찾아가서 여쭤보고 많이 그랬거든요. 도대체

이걸 뭐 해야 하는지 물어봤었고 교수님도 언어학에 대해 강의하

신다고 해서 요즘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긴 했어요.

더욱이 모든 신설과목에 해당 분야의 전공 교사가 있는 것은 아니었

다. 기반이 되는 학문이나 분야가 모호한 경우에는 오히려 신설과목을

전공한 교사가 없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서진호 교사는 교사양성기관에

서 모든 분야나 과목에 대한 전공 교사를 길러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며, 비전공 교사들이 담당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지적하였다.

서진호: 저 같은 경우는 (국가)교육과정에 편제된 <기술>을 가르치고 있

어요. (...) 이것(학교신설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원자격증 있

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르칠 수도 없고, 사범대에 이 과목이 편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서 교사는 설령 학교신설과목을 전공한 교사가 없다고 하더라

도 학교 교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교사

가 자신의 전공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서진호: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내가 배워야 돼요,

교사가. 그렇잖아요? (...) 예를 들어 폴리텍 대학이나 연수과정 이

런 것들을 들어서 자기 계발을 통해서... 뭐랄까요, 자꾸 외부 강

사에게 맡기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일이 늘어나는 거죠.

다른 한편 학교신설과목의 수업은 학교 교사 이외에도 외부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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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생각하기와 표현하기>와 <인지과학 입문>

두 과목 모두 전공이 각기 다른 여러 명의 대학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팀

티칭을 하는 형태로 수업이 운영되었다. 두 과목 모두 여러 분과학문을

가로지르는 통합적인 내용을 다루는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

께 가르쳤던 것이다. <생각하기와 표현하기>의 경우, 올해를 제외하고,

작년까지는 철학,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을 전공한 9-10명의 교

수들이 매주 돌아가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법을 가르쳤다. 또 <인지과학입문>의 경우, 철학, 심리학, 수학, 인공지

능 등을 전공한 다섯 명의 교수들에 의해 수업이 진행되었다.

김준석: 인지과학이 교양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교수님들이 다 와서 가르

치니까 어차피 상관은 없죠. (교사와) 코티칭을 같이 하기는 하지

만 교수님들이 전문가이시니까 주로 하시죠, 내용적인 부분을.

이와 같은 경우 학교 교사들은 비록 신설과목의 내용을 가르치지는 않

지만 신설과목과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수행해내었다. 예컨대, 교사들은

수업 운영에 관한 행정업무나 학생들에 관한 조언 제공, 신설과목 전반

적인 방향의 수정 등을 하였다.

김준석: 현재는 인문융합중점이에요. 올해는 제가 명칭을 좀 바꿔서요, ‘인

문융합예술’중점으로 바꿨어요. 인문융합에다 예술을 좀 더 추가

를 시킨 거죠.

또한 신설과목 담당 교사는 교수진과 아이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교수들에게 고등학교 평가 기재방식이나 아이들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수업방법에 대하여 조언 및 요청을 하였다.

하성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행정적인 것이 거의 전부인데 그래도 양쪽

이 다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다 우리한테 요구를 하니까요. 학생

들의 니즈(needs)랑 교수님의 니즈 사이에서 뭔가 합일점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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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거죠. 양측에 요청하고, 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의 만족도를 높여가는 역할을(...)

요컨대, 학교신설과목을 가르치는 주체들의 배경은 다양한 것으로 나

타났다. 기존 과목과 비슷하게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신설과목을 가르치

는 교사가 있는가하면, 자신의 전공은 아니지만 전혀 새로운 분야에 대

한 학습을 통해 신설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도 있었다. 더 나아가 학교 교

사가 아니라, 신설과목에 관한 내용 전문가인 대학교수들이 팀을 이루어

가르치는 경우도 두 사례나 있었으며, 이 경우에는 교사들은 수업 외의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신설과목의 수업

주체는 과목의 내용과 성격이 다양한 만큼이나 다양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종래의 교사의 역할도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2) 외부 전문가에 대한 기대와 현실: 높은 내용전문성과

학습자 및 학교에 대한 낮은 이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학교신설과목 수업은 외부 전문가들에 의

해 이루어졌다. 이 경우 신설과목의 내용을 가르칠만한 학교 교사를 구

하는 것이 쉽지 않거나, 내용 전문가에 의해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

다 효과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때 신설과목의 큰 방

향이나 목적은 외부 전문가와 학교 교사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되었다.

그러나 수업 내용과 방법은 대체로 외부 전문가들에게 일임되었다.

김준석: 00대 교수님들 네 분을 초빙을 하고 철학이랑 논리학이랑, 철학인

데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한 것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하고, 다음

한 분이... 아, 수학이다! 수학과 교수님이랑 같이 시작을 했었죠.

그러나 외부 전문가에 의한 수업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발견되기

도 하였다. 이들은 고등학교의 맥락에 대한 파악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

기도 하였다. 예컨대 외부 전문가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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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아쉬운 점으로 언급되기도 하였다.

하성찬: 아무래도 대학 교수님들이다보니까 생기부에 대한 이해가 좀 약

하세요. 학생의 활동 중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녹여서 어떻게 적

어줘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좀 약하시죠. (...) 학생들 입장

에서는 이렇게 활동은 열심히 했는데 너무 두루뭉술한 평가가 왔

다던가, 추상적인 평가가 왔다든가 하면(...)‘이걸 내가 이만큼 시

간을 투자해서 했는데 내가 고작 이 정도의 평가를 받으려고 이

걸 투자했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이상과 현실

의 괴리가 있죠.

또한 외부 전문가들은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

과목 수업에서만 만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할 수밖

에 없었다. 여러 사람에 의한 수업에서는 이 문제가 더 심화되어 나타났

다. 이에 따라 학생들과의 소통이나 수업 진행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하성찬: 교수님이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 학생의 특성 파악도 어렵고... 아

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가르치시는 내용의 장기적인 계획과 일

관성도 좀 부족하고...

교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학생의 소통을 돕거나 외

부 전문가들에게 고등학교의 평가 기재 방식 및 수업 방법 등에 대한 조

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해 나아가고자 하였다.

하성찬: 수업 주도권은 다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의 수준 분포, 이런 것을 좋아한

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들, 조언이

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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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솔직히 말하면 교수님들이 그쪽(평가)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수업은 그분들이 하시고요. 생기부에 기재하거나 할 때는

같이 협의해서, 어떤 내용을 수업했는지 그런 걸 생기부에 기재를

하는 거죠. 아이들을 같이 관리해야 하니까요.

요컨대, 학교신설과목 사례에서 외부 전문가들에게는 내용적인 측면에

서의 전문성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학생과 학교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

은 학교 교사의 중간 역할과 조언, 협의에 의해 해소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3) 교사의 학습 또는 역할 변화: “도전” 혹은 “부담”

다수의 연구 참여 교사들은 학교신설과목을 개발하거나, 수업을 하기

위하여 생소한 분야나 새로운 수업 방법 등에 대해 공부를 할 수밖에 없

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하나는 신설과목의 분야 자체

가 새롭거나 특정한 전공에 터하지 않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신설과

목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은 되지만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이나 최신의

주제들을 다루어야 하는 경우이다.

어떤 경우이든 교사들은 학교신설과목을 만들거나 가르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학습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보았다. 서진호 교사는 <지역

사회봉사>의 경우, 단순히 아이들을 인솔하고 관리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공과는 무관한 영

역인 사회복지학 등 새로운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서진호: 원래 발령은 <정보>, <컴퓨터>로 받았어요. (신설과목인 <지역

사회봉사>는) 제 전공과목과 차이가 있죠. 일단 새로운 것을 공

부를 해야 하고요. 그냥 아이들을 데리고 인솔 이런 차원이 아니

라 (...) 봉사활동을 가게 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

것을 가야하는지도 공부하고, 사회봉사도 여러 영역이 있고 그런



- 122 -

것들을, ‘개론’이라고 해야 하나? ‘사회복지학 개론’? 뭐 거기까지,

그렇게 심화는 아니지만, 알고 가는 거죠. “우리 지역엔 이런 것

들이 있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김준석 교사는 <인지과학입문>이라는 신설과목의 분

야 자체가 신생분야일 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인 자신의 전공과도 거리

가 있기 때문에 심리학, 예술, 인공지능 등과 관련된 연수들을 다방면으

로 듣게 되었다고 하였다.

김준석: 저는 ‘인지과학’이라는 자체를 전혀 몰랐어요. (...) 인문 융합을 하

려다보니까, 여러 가지 과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보니까 많은

것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이 받는 심리학 연수가 있거든요? 제가

심리학도 심화과정을 다 받아서 올해 2학기부터 <심리학>을 가

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기존 전공 교과와 관련이 된 학교신설과목의 경우에도

교사의 학습은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기훈 교사는 <스페인어권

언어와 역사의 이해>가 자신의 전공인 스페인어와 언어학을 다루지만

문화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속적인 학습이 불가피하다

고 보았다.

이기훈: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될 수 있으니까... 기사도 많이

읽고 글도 많이 읽고 아이들한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죠.

마찬가지로 <생활 속의 수학적 사고>를 가르치는 윤재인 교사는 자신

의 전공이 수학이기는 하나, 아이들의 일상에서의 수학적 사고를 개발하

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야 한다고 하

였다. 이를 위해 윤 교사는 꾸준히 수학교과 영재교육 등 연수를 듣거나,

다른 수업을 참관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수업에 “접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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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인: 아이템을 구하기 위해서 연수 같은 것을 들어요. 영재고나 영재수

업에 관련된 연수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꾸준히 신청해서 접목해

보려고 해서 한번 시행하기 전에 엄청 많이 해봐요. 아이들 모의

고사 볼 때 종이 접어서 가위질하고. 아이들이 “그게 그거였어

요?”하면, “그거였어.”하고(웃음). 아이들도 알아요. 맨날 이 짓을

하니까.

한편 이처럼 새로운 것에 대한, 끊임없는 학습은 교사들에게 “부담”이

면서 동시에 “도전” 또는 “재미”로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고한결 교사는

<독일어권 언어와 역사의 이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는 생소

한 언어학을 다루게 되었고 이는 “새로운 분야를 도전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여겼다. 이와 유사하게 김준석 교사는 <인지과학입문>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는 것

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김준석: 이것을 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좋았던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접

할 기회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전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예술 분야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코딩

이라든가 이런 쪽도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고. 다양한 학문 분야

를... 그것을 잘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그것을 관심을 가지게 되었

다는 측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사들은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이나 재미

를 느끼기도 하였다. 이기훈 교사는 전공과 무관한 내용들에 대한 계속

적인 학습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이로 인한 “재미”를 느낀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생태 농업>과 <삶과 철학>을 가르치는 홍규남 교사도

“계속 궁리하고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자꾸 찾게 되는 것” 자체가 좋다

고 하였다.

반면에 연구 참여 교사들은 신설과목의 ‘새로움’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기도 하였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은 교사들에게 결코 쉽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새로운 과목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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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부터 모두 만들어내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야 했으며, 어느 정도 기초

를 닦기까지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것은 곧 교사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김준석 교사는 처음 파란고 교장 선생님의 부

탁으로 시작한 <인지과학입문> 기획을 맡았을 때 “업무가 가중되는 것”

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 서진호 교사 역시 어떤 기반이나 틀이 없는 상

태에서 <지역사회봉사> 과목을 처음 만드는 과정이 힘들게 느껴졌다.

서진호: 저는 접해보지 못하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우리 학교에 와

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하얀 백지에서 만들어나가는 단계에

서 하다보니까 저 또한 새롭게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르치

기 위해서는 책을 봐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직접 활동하는 분

들과 인터뷰도 해야 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아이들도 거기에 배

치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처음엔 굉장히 힘들었죠.

윤재인 교사도 익숙한 수업 내용이나 방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과목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새로 짜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하였다.

윤재인: 수학 선생님들도 다들 뭔가 이런 과목이 부담스럽기는 해요. 아무

리 교양과목이어도 익숙하지 않잖아요. 저희는 어떤 개념을 설명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서 항상 익숙한 것을 가르치다가 그렇지 않

은 새로운 과제, 새로운 것을 가르쳐야 하고, 새롭게 자기가 이

수업을 다 짜야 되는 거잖아요.

이는 교사가 개인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교육과정 설계, 교재 선정, 성

취기준 개발 등 새로운 과목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많은 일들을 해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기훈: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약간 일이 많아요. (웃음) 보

통 일반 교과가 교과서를 만들고 그러면 협의회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검증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투여가 되잖아요. 그리고

분담을 한단 말이에요. 교과서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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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혼자 다해야 하니까 일이 많은 거죠.

요컨대 연구 참여 교사들은 신설과목을 담당하게 된 것을 계기로, 자

신의 전공 교과 이외의 새로운 분야에 대해 연수를 받거나 개인적으로

학습을 지속할 필요가 있었다. 이들은 새로운 지식이나 교수-학습방법,

낯선 소재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신설과목 수업에 접목시키는 과정을 반

복하기도 하고, 이를 위해 연수, 수업참관, 자료 조사, 수업 자료 준비 등

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이것은 교사들에게 업무 과중 혹은 심리적

인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으나 동시에 일부 교사들에게는 새로운 시

도와 실험, 도전과 흥미의 과정으로 경험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볼 때 학

교신설과목은 교사가 자신의 교과나 익숙한 수업 방식을 넘어서기 위한,

학습과 도전의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교사는 관심 분야와 전문성을

점차 넓혀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나. 수업 방법 및 수업 공간

(1) 자기주도적 사고와 표현: “발표하고, 질의응답하고,

토론하고”

연구사례 신설과목들의 수업은 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사고와 표

현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물론 일부 신설과목은 내용 지식에 대한 강의

식 수업을 병행하기도 하였으나, 대다수는 학생들이 스스로 또는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해결한 결과를 발표하는 수업 방식을 적극 활용하

였다. 예컨대 <삶과 철학>의 1학기 수업은 학생들이 교사가 선정한 책

을 함께 읽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홍규남: <10대와 통하는 환경과 생태 이야기>, 그 책을 가지고 두 사람씩

조를 짜서 발제를 맡아 발표를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피피티 자

료는 잘 만들더라고요. 에너지에 대한 것, 에너지도 많잖아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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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핵, 풍력, 태양열…. ‘어떤 에너지가 착한 에너지인가?’ ‘평등한

에너지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먹을거리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천 과제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발표하고, 질의응답

하고, 토론 주제 한두 개를 발표하는 조에서 준비해서 토론하게

하고, 우리(선생님들)는 나중에 코멘트 좀 해주고.

<삶과 철학>의 2학기 수업 또한 학생 주도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조

사하고 탐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다른 학생들과 나누었다.

홍규남: 홍성에 젊은 협업농장도 있고, 제천에 뭐도 있고, 완주에, 금산 간

디학교 거기 졸업생들이 만든 ‘별의 별꼴’... 아무튼 각지 열군데

사례인데 그것을 아이들이 좀 보고 발표하게 하고, 그러면 요새는

책에 없는 것도 많이 나오니까 자기들이 유튜브나 영상 자료도

찾아가지고 발표하고 그러면 재미있어 해요.(...)그럼 이제 그 공동

체의 역사와 성격과 특징과 거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점, 이

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거죠.

이러한 수업은 교사가 먼저 답을 제시하거나, 이미 정답을 모두 알고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스스로 답

을 찾아가는 과정이 주를 이루었다. 윤재인 교사도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답을 찾아가고, 그 결과에 대해 서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생활 속의 수

학적 사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윤재인: 제가 0부터 9까지 종이를 엄청 많이 복사를 해서 가지고 가요. 탁

놓고 1부터 알려줘요. 네모난 종이가 하나 있으면 반을 접고 내가

잘라야할 하나의 선에 맞추기 위해서 이걸 접어서 올리는 것을

한번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계속 접고 안 되면 또 다시

하고. 한 세 시간 했거든요. (...) 아이들이 자기네가 했던 것을 동

영상으로 막 제작을 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발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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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교사는 이런 수업 과정 중에 자신도 아이들과 함께 답을 찾아가고

때로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배우게 되는 경험도 하였다.

윤재인: 그 자르는 것도 제가 막히는 부분, 두 개인가는 제가 모르는 채로

(수업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더 먼저 나서서 계속 그것만 하더

니 해가지고 막 좋아하고, 동영상 찍고, 저한테 알려주고... 그것

친구들 사이에서도 같이 되고, 저하고도 되고 하니까 너무 괜찮더

라고요.

이러한 방식의 수업에서 교사는 아이들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학습활동

을 안내하거나 촉진해주는 데 방점을 두었다. 윤 교사는 자신의 설명이

나 개입을 줄여야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윤재인: 설명은 안 해요. 자료를 제가 제시해주고 읽고. 활동 중심으로 많

이 가려고 해요. 먼저 설명하면 재미도 반감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을 하면 아무래도 선입견이 생기잖아요. “‘플랫랜드’는 무슨 내

용인데 뭐야.” 이렇게 말하면 흥미가 확 떨어지는데, ‘이것 좀 재

밌어’ 하고 그냥 보여주고 유인물을 보여주고 하면 (아이들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다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이 관여를 안 하는... 제가 관여하면 제가 원하는 대

로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활동을 하게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있고.

강태성 교수 역시 수업에서 강의를 최소화하고 대신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체험의 비중을 가급적 늘리고자 하였다.

강태성: 한 시간 반 수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활동을 해야 되니까요.

될 수 있으면 이야기는 30분을 넘지 않도록, 15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나머지는 아이들이 (활동을) 할 시간이 있

어야 되고, 발표할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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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강의의 비중이 좀 더 크지만 수업 중에 아이들이 직접 조사

하여 발표하는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기훈: 스페인 축제 많잖아요. 스페인 축제랑 한국축제랑 비교하는 것도

되게 많이 시켜요. 비슷한 축제들을. 근데 그것을 어떻게 홍보도

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떻게 그것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면

서 같이 운영하는지...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 그 차이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건 뭐야? 못하고 있는 건 뭐야?” 그

럼 아이들이 발표를 되게 잘해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사례에서 학교신설과목의 주요한 수업

은 학생들의 주도적인 사고와 표현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은 특정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조사와 발표를 주도적으

로 진행하는 프로젝트형, 모둠별 토의, 토론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

설과목의 수업은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또는 함께 생각을 나누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며, 교사는 그 과정을 촉진하거나 안내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었다.

(2) 교과서보단 다양한 매체 활용: “책”, “영화”, “게임”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신설과목의 수업에도 학습 자료들이 필

요하다. 다만, 흔히 국가교육과정에 고시된 과목의 경우 학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개발되며 이것이 주된 학습 자료로 사용된

다. 그러나 학교신설과목은 이와 달리 단위 학교에서 만든 과목이기 때

문에 교과서용 도서가 사전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연구사례 중 대부분은 일반적인 의미의 교과서와 같은 책자

형태의 교재가 없이 다른 학습 매체를 사용하였다. 예컨대 시중에 있는

책을 선정하여 함께 읽거나, 교사가 소설책의 일부를 발췌하여 학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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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만들어 활용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책이 아닌 매체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뉴스, 게임 어플리케이션 등의 미디어를 교수-학

습의 소재이자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윤재인 교사는 책을 부담스러

워하는 반면, 게임이나 영화에 친숙한 아이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들을 수학적 사고와 수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매개물로 활용하였

다. 그 중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윤재인: 이과 아이들은 책 읽는 것을 싫어해요. 3학년 때 <기하와 벡터>

를 배웠는데 거기에 차원이 나오거든요. 2차원, 3차원, 4차원... 그

걸 다룬 애니메이션 ‘더 플랫랜드 무비’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기하와 벡터>와 연관해서 한 번 보여줬는데(...)

윤재인: ‘멀린 게임’에 대한 연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교

육과정에는 없는 행렬에 대한 거예요. (...)이게 게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할 것 같아서 했어요. (...) 이 게임을 어플리

케이션으로 다운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다운 받아서 아이

들이 직접 다 이렇게 해보고 그 규칙을 파악하고 그래서 이제 이

걸 몇 번 터치했을 때 내가 원하는 뭐, 파란색으로 만드느냐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해보면서 자기들끼리 막 토론을 해요. 남자아이들

이 유독 좋아해요. 아무래도 게임이다 보니까.

윤재인: (...) ‘님 게임’이라고, 보드게임. 남자아이들이 좋아하고 여자아이

들은 안 좋아하고. 베스킨라빈스 게임 그 안에 들어 있는 원리,

이런 것을 자기네가 파악하는 거죠. 조별로 짝지어서 어떻게 하면

뭐가 된다던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던지 그걸 그

냥 파악하는 과정을...

여러 대학교수들이 팀티칭을 하는 <인지과학 입문>과 <생각하기와

표현하기>의 경우에는 별도의 교재 없었다. 단지 각 교수님들이 준비한

수업 자료들이 곧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했다. 강태성 교수는 교과서가

없는 이유에 대해 “인터넷에 온갖 정보가 있으니” 굳이 교재를 만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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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를 느끼지 못한다고도 하였다.

또 <삶과 철학>의 교재 역시 고정된 것이 없었다. 담당 교사들은 ‘자

연’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평소에 두루 살펴본 책들 중에서 몇 권을 교

재로 삼았다. 학생들이 이러한 책들을 함께 읽고 발표하면서 주제에 대

한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홍규남: 헬렌 니러링 부부의 <조화로운 삶>(도서명). 농사 이야기, 집 짓

는 이야기, 먹을거리, 이웃과의 관계 이야기 그런 것들이 쭉 나오

니까요. 토론할 주제도 스스로 정해서 와가지고. <10대와 통하는

환경과 생태이야기>(도서명)도 생태와 환경의 문제를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써놓은 것이라서.

요약하면, 연구사례에서 학교신설과목은 공식적으로 교과서를 만들거

나 교과용 도서를 선정하여 제출하기는 하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잘 활용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과목은 고정되고 단일한 교과서를 사

용하는 대신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도서, 영화, 게임,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와 소재를 수업에 접목하였다. 교사와 학생은 고전적인 방법처럼 정

해진 교과서를 읽거나 교과서에 있는 탐구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수

업 주제와 관련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조작하고, 책을 함께 읽거나,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하고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각을 나누

고 정리함으로써 학습해 나아갔다.

(3) 교실 밖 수업: “굳이 교실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

이외에도 많은데”

연구사례에서 학교신설과목의 수업 운영 방식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점

은 수업 장소가 교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연구사례

중 대다수의 신설과목 수업은 여전히 교실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안

학교인 이슬고의 신설과목들은 학교 내의 다양한 공간은 물론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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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에서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컨대 실습을 중심으

로 하는 <생태농업>은 교실에서 농업에 관한 이론 수업을 하기는 하지

만 주로 학교 부지 내 텃밭이나 학교 인근의 논에서 수업을 한다. 학생

들은 수업 중 많은 시간을 텃밭에서 작물을 심고 가꾸거나, 논에서 모내

기를 하고 벼를 수확하면서 보낸다. 또한 <지역사회봉사>의 경우에도

교실보다는 지역의 사회복지 기관에서 수업이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수

업시간 중 대부분을 지정된 요양시설이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

들의 자택에서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낸다.

서진호: 그 안에 요양원 시설도 있고, 어르신들이 와서 낮에는 거기서 의

료서비스든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그 안에 프로그램에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그 안에 프로그램

중 하나를 우리가 맡았어요. 아예 화요일 한 두 시간 정도는 우리

가 맡아요. 아이들을 제가 데려가면 아이들이 공연도 하고 이렇게

풍물놀이도 하고.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 <통합기행>은 ‘자연, 평화, 상생’이라는 주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국내외 여행지를 탐방하는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진

다. 이에 따라 이슬고 학생들은 3년 동안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통합기행>수업을 받게 된다.

서진호: 통합기행은 주제를 가지고 교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

행, 기행이긴 한데 학교에서 주제를 자연, 평화, 상생이라는 틀 안

에서 여행지역과 만나는 사람과 운영 방식도 다 바뀌게 되는 거

죠. 그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들어오면 강화기행, 1학년이면 강화도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 학

교 아이들은 강화 아이들도 있지만은 강화 지역이 아닌 아이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강화기행’을 1학기 때 가고, 2학기 때는(...)

‘지리산 종주’ 또는 ‘둘레길’, 2학년 때는 ‘베트남 평화기행’. 시민

단체 중에 ‘한국-베트남 평화재단’이라고 있어요. (...) 베트남 민

간인을 학살했던 것이 우리 역사 속에 있지만 공식적으로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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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거든요. 피해자들은 베트남에서 생존하고 있고 (...) 그

지역에는 위령비도 있고, 이런 것들을 베트남 사람들과 교류차원

에서 베트남 기행이 있고요. (...)

정리하면 연구사례 9개 중 3개의 신설과목은 교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

서 수업이 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과목들이 모두 대안

학교인 이슬고의 신설과목들이었다. 이렇게 볼 때, 신설과목의 수업 공간

은 학교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슬고 신설과

목의 다양한 교육 공간은 ‘체험’과 ‘실습’ 중심의 교육을 내세우는 대안학

교의 특성과 더불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재정 등의 여건이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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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학교신설과목 사례에 나타난 학교교과의

변화 양상: ‘교과-되기’의 중층적인 구조

이 연구는 학교신설과목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학교교과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관심이 있다. 이를 위하여 IV장과 V장에서

다양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학교신설과

목의 기획배경, 개발과정, 교육과정 및 수업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VI장

에서는 앞서 분석한 학교신설과목의 사례가 학교교과의 변화라는 측면에

서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신설과목의

기획배경, 개발과정, 교육과정, 수업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통념과 상

식을 넘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는 지점에 주목한다. 동시에 그 과

정에서 어떠한 문제를 드러내거나 현실적인 장벽과 충돌하는지 분석한

다.

1. 기획배경의 양면성: ‘교과-되기’를 이끄는 탈주적

욕망과 길들여진 욕망

학교신설과목은 앞서 이 연구의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다양한 요

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획되고 개발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새

로운 성격의 신설과목을 만드는 다양한 배경들로 학교교과의 변화, 즉

‘교과-되기’를 이끄는 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힘들이 모두 순

수하게 학교교과를 바꾸는 것 자체만을 추구했다고 보는 것은 학교교과

의 기획배경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이해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

서 이 절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교과-되기를 야기하는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되, 각 요인이 학교교과의 변화를 추구하는 근본적인 의도가 어디

에 있는가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신설과목의 여러 가지 기획배

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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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과 변화에 대한 갈망: 교육적 사회적 요구 수용

오랜 세월 학교교과는 특정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특정한 방식으로 운

영되어 왔다. 이것은 우리가 학교교과를 이해하거나 실천하는 익숙하고

상식적인 방식으로 고착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학교교과에 대

한 문제의식을 품기도 하고, 학교교과의 다른 모습을 상상해보기도 한다.

즉 학교교과에 대한 지배적인 상식과 이러한 상식의 틀을 깨려는 의지나

시도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들뢰즈는 이를 지배적인 질서와 상식, 그

리고 그 이면에서 꿈틀거리면서 이를 전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생성하려

는 혁명적이고 탈주적인 욕망으로 설명하였다(이정우, 2011; Colebrook,

2002). 즉, 지배적인 질서는 변혁적이면서 생성적인 욕망을 상투적이고

일정한 형태로 길들이기도 하지만, 욕망은 언제나 이로부터 이탈하고 종

국에는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는다.

학교신설과목이 기획된 배경에서도 이와 같은 탈주적인 욕망이 발견되

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기존의 주요 교과목들에 모종의 변화가 필요

하다는 의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그들은 공통적으로 고등학

교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입시중시의 수업, 교과 내용지식의 과다, 경

직된 교육과정, 기계적이고 단순한 지식 암기 위주의 학습 방법 등을 해

소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학교신설과목은 이처럼 대안적

인 학교교과를 추구하고 모색하는 과정에서 개발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즉, 더 나은 교과 교육을 위하여 학교교과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

각은 기존의 전형적인 교과와는 다른 모습의 학교신설과목을 생성한 동

력이 되었다.

한편, 학교신설과목이 기존의 학교교과와는 다르게 개발되거나 운영되

도록 만든 또 다른 힘은 사회적인 흐름과 변화를 민감하게 인식한 교사

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학교교과가 그것을 둘러싼 사회와

연관되어 가르쳐질 때 더욱 의미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학교신설과목

을 사회적 변화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종래의 학교교과가 그 자체로 가치로운 것으로 인식되고, 사회적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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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둔감하게 반응하였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처럼 학교신설과목은 일면 학교교과 내지는 학교교육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학교신설과목이 만들어진 배경

은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학교교육이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전형적인 학교교과를 변형하고 새

로운 가능성의 지대를 열어나가려는 잠재적인 힘이자 변화에의 의지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나. 길들여진 욕망의 역설: 입시와 기존 교과 중심 체제의

그림자

학교신설과목의 탄생 이면에는 단지 순수한 의도에서 학교교과나 학교

교육을 변화시키려는 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흥미롭게도 학교신

설과목이 일반적인 교과목과는 차별화된, 과목명이나 내용, 방법을 갖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을 지배하는 질서와 상식적인 통념

도 포함되어 있었다.

들뢰즈의 욕망이론에 따르면, 욕망은 양면적인 속성이 있다. 즉, 기존

질서를 문제 삼으면서 이에 저항하고, “그것을 넘쳐나는 방식으로 실행

되는” ‘탈주적인 욕망’이 있는 반면, 기존 체제의 지배를 받으면서 일정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길들여진 욕망’이 있다(김명주, 2009: 34; 이정우,

2011).

역설적이게도 학교신설과목 사례에서 이러한 길들여진 욕망은 학교교

과의 변화를 저해하기보다는 오히려 학교교과의 전형성 탈피와 새로운

과목의 생성을 촉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예컨대 일부 연구 참

여 교사들은 입시 자료 중 하나인 학교생활기록부를 차별화되게 작성하

거나 자신이 속한 교과의 입지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신설과

목을 기획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역설적인 현상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는 새로운 학

교교과를 개발하는 것이 일면 고등학교 교육을 좌우하는 입시제도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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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교과 중심의 학교문화 및 조직 등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에는 단지 지필고사 중심의 수

능이나 학교시험 성적만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와 같이, 다양한 교육

활동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이 존재한다. 학교생활

기록부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교육부,

2020: 3). 이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주요 대입 전형자

료”로서 그 중요성은 학교생활기록부와 논술 및 실기를 위주로 하는 수

시 전형에서 더욱 높이 평가된다(정민주 외, 2020: 110). 이렇게 볼 때,

다른 학교에는 없는 독특한 신설과목을 이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입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학교신설과목은 이러한 이유에서 개발

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분과적인 교과 중심의 학교문화나 체제는 역시 전형적인 학교교

과를 유지시켜온 힘이지만 동시에 학교신설과목의 사례들과 같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도록 만든 힘으로 작동하기도 하였다. 본래 분과학문적 교

과 중심의 질서는 교사의 정체성과 전문성의 안정적인 토대가 되기도 하

나, 자기 교과의 권한과 지위만을 확대하려는 교과이기주의를 낳거나, 다

른 교과에 배타적인 태도를 야기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김영석,

2010; 서봉언, 2020). 또한 이는 교사들이 자신의 교과 이외에 교육과정

전체를 조망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소경희,

2006a).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사례에서 이러한 분과학문적인 교과 중심의

질서는 학교신설과목의 새로운 시도를 촉발한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하

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특정 교과의 입지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려

면 오히려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일부 연구 참여 교사들은 입시에서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자신들

의 교과가 ‘학습부담 완화’라는 명목으로 학교교육과정의 중심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되는 상황을 목도하였다. 즉, 그들이 담당했던 교과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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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시험이나 성적산출이 없는 ‘교양’ 교과로 전환되었고, 그 중에서도 아

이들의 선택을 받아야 개설될 수 있는 ‘선택과목’이었다. 말하자면 그들

이 담당한 교과목은 시험도 없고, 필수도 아니기에 과목개설 여부와 수

업 진행은 아이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참여, 학습적 흥미에 의존할 수밖

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들에게 자신들의 교과가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위기의식을 야기하였다. 이에 교사들은 자

신들의 교과를 아이들에게 좀 더 흥미롭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바꾸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학교신설과목의 목적, 내용, 방법 등은 기존의 교과

목과는 달리 학생들에게 친숙하거나 흥미를 느낄만한 것들로 구성되었

다. 즉, 이러한 분과적 교과의 위기의식은 학교교과 변화에의 의지로 작

동하고 이는 다시 새롭고 이질적인 성격의 학교신설과목이 생성되도록

하는 실질적인 힘이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학교신설과목은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 학교교과를

특정한 방식으로 고착화시켜온 지배적인 제도나 문화, 즉 대학입시와 분

과적 교과중심 체제에 의해 생성된 측면이 있다. 학교신설과목은 대학입

시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거나, 분과적인 교과 중심 체제 하에

서 자(自)교과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개발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학교신설과목 이면의 길들여진 욕망은 학교교과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는 학교교과를 변화를 촉

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입시나 교과의 고착

화된 질서에 토대를 두고 있기에 분명한 한계를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학교교과의 변화는 입시경쟁이나 기존의 교과 체

제 유지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학교교

과의 변화가 입시 경쟁에서의 승리나 분과적 교과 입지의 강화라는 목적

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더 이상 추구되지 않을 것이다.

연구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학교신설과목은 특정한 입시 전형에서는 오히

려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아이들로부터 외면을 받기도 하였다. 또 분과적

교과의 입지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설과목의 경우에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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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교과의 틀에 균열을 가하기는 하였지만 그 교과의 경계를 적극적으로

넘어서려는 시도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이처럼 학교신설과목의 생성은 순수한 교육적 의도 이외에도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기존 체제와 질서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길

들여진 욕망에 의한 학교교과의 변화는 가능성과 동시에 한계를 갖고 있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개발과정에서의 변화와 갈등

이 연구에서 학교신설과목은 기존의 전통적인 학교교과와 비교해 볼

때 독특한 개발과정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개발과정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학교 현장에

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이 모색되었다. 이 절에서는 종래의 학

교교과 개발과정과 비교해볼 때 학교신설과목의 사례가 갖는 독특한 성

격을 검토해보고 이를 통해 학교교과의 개발과정을 다르게 이해하거나

실천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향을 탐색해본다. 이와 동시에 그러한 개발

과정이 학교 현실에서 어떠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지도 함께 살펴봄으

로써 개발과정에서의 변화와 갈등의 복잡한 양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가. 모학문에 의존하지 않은, 내용지식 기반의 생성: 도전

과 장벽

학교교과를 개발하는 일은 흔히 기존에 있는 분과학문의 지식을 학습

자의 발달과정에 맞게 번역한 것으로 이해되곤 한다. 즉, 분과학문을 기

반으로 하는 대다수의 교과들은 학자들이 인간의 경험을 구조화하고 체

계화한 학문을 번역함으로써 개발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소경희,

2010). 이에 교과교육학은 해당 교과의 기반이 되는 내용학문의 지식들

을 교육적으로 변용하고 재편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박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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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말하자면 교과 개발은 확립된 지식체계를 갖춘 모종의 학문분야

를 전제하고, 이러한 기존 학문을 그 “출발점이자 틀로 삼아”(소경희,

2010: 116) 이를 변형하거나 번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이러한 교과 개발 방식은 비단 분과학문에 의존하는 학교교과에

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응용분야나 실용분야에 기반을 둔 학교교과의

개발 과정도 이와 비슷한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즉, 기존에 존재하는 실

용분야나 응용분야를 상정하고, 이를 학습자에 맞게 그 수준을 낮추는

등 교수-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변형함으로써 학교교과를 개발하는 것이

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교과를 해당 교과와 “관련된 학문과 응용분야의 특

정한 버전”(Luke, Weir, & Woods, 2008: 17)”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

이는 학교교과의 내용적 기반을 분과학문에서 응용분야로 확대하여 인식

한다는 점에서 학문중심적인 관점과는 다르다. 그러나 학교교과 개발의

기본 메커니즘을 기존 지식이나 앎의 변용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학교교

과를 학문의 번역물로 보는 관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모종의 지식 체계를 먼저 상정하고 그것으로부터 교과

의 내용을 추론하거나 도출해내는 것은 “다분히 경직된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박인기, 2009: 135). 학교교과가 반드시 이미 있는 내용지식이나

실천 분야에 터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학교교과

개발에 관한 경직된 관점은 교과가 기존의 지식의 틀을 벗어나 그 기반

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교과의 내적 생산성”(박인기, 2009:

135)을 저해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의 학교신설과목 사례는 기존의 영역이나 분야의 ‘번역’ 혹은

‘응용’이라는 고착화된 교과 개발 방식의 대안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학교신설과목의 일부 사례들은 그 과목의 기반이 될 만한, 이미 그

경계나 체계가 확정된 분야가 존재하지 않았다. 유사한 과목의 선례나

학문적인 기반이 불분명하고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기존의 것의 모방

이나 번역, 응용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그 기반

이 될 수 있는 내용 체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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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례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

어볼 수 있다. 하나는 내용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모학문이나 실천

분야가 아직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예컨대, 신생분야에

관한 신설과목의 경우 해당 과목의 정체성이나 내용 범위가 정해진 것이

없어서 이를 직접 만들어 나아갈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자

료나 전문가마저 불충분하여 담당 교사는 개발 과정의 어려움과 막막함

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인지과학 입문>의 경우 신설할 당시 ‘인지과학’ 분야

가 이제 막 소개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연구물이나 관련

전문가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담당 교사는 당시 관련 주

제로 논문을 발표한 박사과정 학생의 도움을 받아 신설과목의 내용 범위

와 핵심적인 주제 및 개념 등을 구성해나갈 수 있었다.

또 다른 하나는 해당 과목 내용이나 활동이 기존의 교과나 학문 영역

들 중 어디에 속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는 학습내용이나

성격이 유사한 교과목을 찾기 힘들거나, 신설과목의 내용이 여러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 참여 교사들은 자체

적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하면서 과목 내용과 수업방법 등을 개발해

야 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봉사>의 경우, 담당 교사가 직접 어떤 종류의 봉

사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조사하고 결정하였다. 담당 교사

는 신설과목의 이론적 지식의 일부를 ‘사회복지학’으로부터 가져오되, 해

당 과목의 특성과 학생들의 수준, 흥미 등을 고려하여 재구성하였다.

또한 <통합기행>의 경우에도 ‘여행’이라는 실생활에서 친숙한 활동양

식을 바탕으로 하지만 학교교과로서는 어떤 기반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

지는 않았다. 이에 학교교사들은 상호 협의함으로써 이론적 내용지식과

교육 활동의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해 나갔다.

이상의 학교신설과목 사례들은 그 내용적 기반이 불확실한 학습내용과

교육활동이 독립된 과목으로 개발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학교교과 개

발 과정 측면에서의 ‘변이’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학교교과는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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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문이나 실용분야로부터 그 명칭이나 내용지식을 차용하거나 변용

함으로써 개발되었다. 그러나 학교신설과목은 관련된 교과목이나 분야를

특정하기 어렵고 지금까지 없던 생소한 분야를 다룸으로써 이미 있는 것

의 교육적 번역, 변용, 모방 등 전형적인 교과 개발 기제가 작동하기 어

려웠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불가피한 사태가 ‘모방’과 ‘번역’이라는 교과

개발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부터의 탈주와 대안적인 개발 방식을 가능

케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번역과 변용이 불가능한 상황은 교사들에게 혼

란과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번

역이나 재현은 확고하고 안정적인 내용 지식을 토대로 하는 반면, 적극

적인 의미의 변주나 생성은 경계가 없는 혼돈,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함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이러한 불확실성과 카오스에

서부터 신설과목의 구체적인 형태와 의미가 형성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

를 겪고, 과중한 업무와 심리적 부담을 견뎌내야 했다.

물론 이는 교사들의 개인적 역량과 집단적 노력에 의해 극복되는 경우

도 있었으며, 교사들에게 의미 있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그

러나 새로운 과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수업방법 및 교재 연구, 수업 장소나 강사 섭외 등 다양한 일들을 해내

야 했다. 또 신설과목의 내용이 자신의 기존 교과 전문성의 경계 넘어섬

에 따라 심리적 불안과 부담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모학

문이나 실용분야의 번역을 넘어 새로운 과목을 만드는 일은 현실적인 장

벽과 어려움이 적지 않은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지속적인 변이

학교교과는 서로 변별되는 고유하고 배타적인 특징을 유지함으로써 자

기 경계를 확고한 상태로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다(박인기, 2009). 이는

학교교과를 지속적으로 형성되거나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려

는 것이며(박인기, 2009), 학교교과의 내용이나 의미가 그것을 둘러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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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교과 개발의 실제에서도 학교교과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일단 교과목이 한번 개발되고 나면 그

것은 하나의 완결된 결과물로서 안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유지되는 것

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가수준에서 개발되는 교과 또는 과

목에 대해서는 교과의 지속성이나 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한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교육과정의 각론(각 교과와 과목별 교육과정)은 국

가나 교육부 수준의 교육과정 개정 정책이 결정된 이후 여러 전문가들의

장기간 노력의 의해 개발된 만큼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

이다(소경희, 2017).

그러나 국가 수준에서 교과의 내용과 방법이 개발된 이후 전혀 변화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에서 개발된 교과목은 완결성이 높다고는 하

나, 각기 다른 학교의 맥락과 학생들의 특성 및 요구를 모두 반영할 수

는 없다(서경혜, 2009; Alexander, 2010). 이 때문에 학교와 교사에 의한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요청된다. 즉, 학교와 지역사회 수준에서 지역

의 요구와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변형해야 할 필요가 있

는 것이다(Alexander, 2010). 이러한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은 일종의

학교 및 교사 수준에서의 교과의 개발 혹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학교 및 교실 수준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

과목의 변화는 시험, 교과서, 교사의 역량, 교육과정 개발 관행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서경혜, 2009). 즉, 교육과정 재구성은 이

미 결정이 되어 있는 교과(서) 내용을 하나의 ‘정전’이자 ‘실체’로 간주함

에 따라(서명석, 2011: 83), 그 순서를 바꾸거나, 학습활동 및 자료를 추

가하고 교수방법적인 변화를 주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소경희,

2003; 서경혜, 2009).

반면, 이 연구의 학교신설과목은 대체적으로 개발된 이후에도 빈번하

고, 그리고 때로는 큰 폭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물

론 개발의 주체나 개발과정이 상이한, 국가교육과정의 교과목과 학교수

준에서 개발된 신설과목을 대등한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에는 다소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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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가 있다. 그러나 국가교육과정 상의 교과목이라 해서 변이의 가능성

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제시되

고, 현장에서 어떻게 이해 및 실천되는지에 따라 변이의 양상과 정도는

상이할 것이다. 더욱이 선행연구와 교육정책에서도 이러한 국가교육과정

에 고시된 교과목들도 학교와 교사에 의해 적극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어 왔으며, 그 현실적인 한계가 지적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학교신설과목의 지속적인 변이는 국가 주도로 개발된 교과

목들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의 지닌 한계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신설과목 역시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여타의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개발될 당시에는 목표, 내용체계,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등을 갖춘

완결된 교육과정이 있다. 그러나 신설과목들은 대체로 개발 후 변형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경

우에는 개발의 연장선상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삶과 철학>의 경우, 수업에서 교과서와 같이 사용되는 교

재가 매년 바뀌었으며, 필요하다면 학기 중에라도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

다. 또 <지역사회봉사>나 <통합기행>의 경우, 봉사활동이나 여행이라는

형식은 변함이 없지만 활동의 장소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더 나

아가 <인지과학 입문>의 경우, 인지과학이라는 분야를 바탕으로 융합적

인 사고를 개발한다는 목적에는 변함이 없으나, 당초 제출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는 없던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 연구사례의 신설과목의 경우 대부

분 교양과목으로 편성되어 지필시험이 없고, 고정된 교과서라든가, 확고

하게 정립된 내용 체계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과목의

내용 체계나 수업 운영방식의 측면에서 기존 과목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의 변화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과-되기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학교신설과목의 지속적인

변이는 학교교과의 안정적인 상태와 일관된 계획에서 벗어나 있는 다양

한 요인들로 인해 촉발된 변화로 볼 수 있다. 예컨대 교과목 운영이나



- 144 -

수업 실천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학생들의 반응, 이해의 수준, 사회적

상황이나 사건 등의 발생은 학교신설과목에 모종의 불안정성을 야기하였

다. 이처럼 종래의 틀과 계획을 넘어서는 타자와의 접속을 통해 학교신

설과목의 방향이나 내용, 수업 방법 등은 당초 개발된 대로 유지되기보

다는,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거나 굴절되었다.

그러나 모든 교과목이 타자와의 접속을 통해 유연하게 변화하지는 않

는 바, 이와 같은 특성은 곧 학교신설과목이 그만큼 외부의 다양한 자극

과 압력에 열려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신설과목의 사례에서 타자와의 접속을 통한 변이는 보다 수월하게, 혹은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 학교교과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는 교과-되기를 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학교신설과목의 지속적인 변이는 종래의 지배적인

개발 과정과는 상이하며, 이러한 질서에 균열을 가하는 사례로 볼 수 있

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발의 과정과 결과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존재하는 것

처럼 보인다. 통념적으로 개발의 과정은 학교교과의 실체가 아직은 모호

한 상태에 해당하고, 개발의 결과는 그 모호함을 거쳐 명확하고 안정된

실체를 갖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학교교과가

교육과정 개발의 결과물로서 안정성과 완결성을 지닌 하나의 실체로 인

식되는 반면, 개발된 이후 나타난 학교교과의 변화는 미미한 경우가 많

고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현실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런

관점에서 학교교과의, 개발된 이후의 변화란 완성된 실체 위에 덧입혀지

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신설과목의 사례는 그 내용 및 수업운영 방식 등이 지속적

이면서도, 유연하게 변화함으로써 개발의 과정과 결과가 계속적으로 순

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학교교과 개발의 결과는 그것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다시 개발의 과정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성, 즉 또 다른 개

발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성된 학교교과는 또 다시 외부의

자극이나 타자와의 접속을 통해 와해되고 다른 형태로 재구성되면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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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과정과 결과가 순환되는 것이다. 이로써 개발된 결과와 과정 간의

구분은 흐릿해지고 지속적인 변이가 가능해질 것이다.

다. 관료주의적 통제와 소극적 저항

학교교과가 개발되는 과정은 기존과는 다른 대안적인 가능성을 보여주

기도 하였지만 관료주의적인 체제에 의해 억압되거나 통제되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들뢰즈의 욕망이론은 욕망이 기존의 틀에서 이탈하

고 이를 해체하는 이질적인 힘을 내포하지만, 절대적이고 지배적인 질서

에 의해 은밀하고도 치밀한 방식으로 제거되거나 통제되기 쉬움을 지적

한다(김명주, 2009). 학교신설과목 사례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향한 시도

들은 심의 승인 절차에서 좌절되거나 저해되는 양상이 발견되었다.

연구사례에서 학교신설과목의 심의 및 승인 기관은 학교신설과목을 종

래의 학교교과의 틀에 맞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단일

한 서책형 교과서라든가, 교과서 목차와 대응되는 성취기준 등 학교교과

를 이루는, 정형화된 요소들을 승인의 조건으로 요구한 것이다. 물론 이

는 해당 과목의 내용 체계와 운영 여건을 정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통념이나 형식적인 요건들이 과도하게 강조

될 때 모종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실제 연구사례에서 신설과목

교재의 제목과 과목명의 일치도, 교재 제출 형태(복사본, 실물 등), 일괄

적으로 모든 과목에 대한 서책형 교과서 요구 등은 일면 학교신설과목의

생성 자체를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승인 과정에서 교과용 도서나 성취기준의 내용에 대한 피드백

이나 이를 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연구사례

중 교육과정이나 교재의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

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일련의 심의와 승인의 절차는 제시된 요구 조건

들을 형식적인 측면에서 충족될 경우, 일단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 참여 교사들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다소 소극적

인 수준에서 저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학교신설과목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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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제출용 교재를 형식적으로 선정하거나 개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실제 수업에서는 승인 과정에서 제출한 교재보다는 교사

가 만든 학습활동지나 강의자료, 영화나 소설, 게임, 인터넷의 자료 등

다른 교수-학습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기준 역시 학생들

의 수준이나 학교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

났다.

이렇게 볼 때 학교신설과목은 기존의 관료주의 체제 하에서 모종의 교

과다움을 일괄적으로 충족하기를 요구받는다. 그러나 실제 수업의 맥락

에서 신설과목은 이에 종속되기보다는 그와는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실

천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것은 현재의 학교교과의 틀로는 모두 포착되거

나 통제할 수 없는, 잉여분으로 탈주적인 욕망이 존재하며 관료주의 체

제나 통념적인 이해 하에서도 학교교과가 다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과정에서의 변주와 타협

학교신설과목의 사례들은 교육과정 편제나 교육과정의 내용 및 목적의

측면에서 전형적인 학교교과와는 상이한 특징들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

라 학교에서 보다 자유롭게 다양한 교육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되었으나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입시 등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힘

으로써 여러 가지 한계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 절에서는 학교신설과목

의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기존 학교교과와 다르거나 새로

운 반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본다.

가. 편제표와 시간표의 새로운 경계 그리기

학교교과에 배당된 시간은 모종의 의도에 따라 인위적으로 쪼개어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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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교과 교육활동에 일정한 반복과 규칙을 만들어낸다. 일반적으

로 우리나라에서 수업은 어느 학교이든 비슷하게 9시부터 시작되며, 중

등학교의 경우, 한 과목 당 50분 수업이 7-8교시까지 이어진다(이림,

2019). 그리고 교과목별 수업시간은 매주, 매 학기로 분산되어 배당되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고등학교 학교교육과정에 국어 과목이 1학년 1,

2학기에 4단위씩 배당되어 있는 경우, 여기서 1단위는 50분 수업을 17회

하는 것을 의미하고(교육부, 2015a), 한 학기는 보통 17주 정도 되기 때

문에, 학기당 50분의 국어 수업을 매주 네 번씩 하게 된다. 이러한 일률

적인 시간 구획이나 활용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블록타임제’, ‘집중이

수제’, ‘학년군’ 등의 정책적 노력이 있어왔지만 고착화된 시간 운용 방식

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김재춘, 최필순, 2012; 이림, 2019). 여전히 우리

나라에서 각 과목별 시간은 일정하게 절단되고, 주기적으로 배분되는 경

향이 강하다.

한편 학교교과의 시간을 지배하는 또 다른 규칙은 교과목 간의, 혹은

교과 교육과정과 교과 외 간의 시간적 경계가 뚜렷하게 존재하며 이는

상호 불가침하다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한 과목의 수업시간은 종소리와

함께 마무리가 되고 짧은 쉬는 시간 이후 곧장 다음 수업시간으로 전환

된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한 수업의 시간적 흐름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끊어지게 된다(김윤영, 2012). 이처

럼 1교시, 2교시, 3교시 등으로 구분되는 각 과목별 수업 시간의 맺고 끊

음은 분명하며, 서로 다른 과목의 수업시간 사이에는 넘어서면 안 된다

는 모종의 규칙이 일상적인 학교 수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의 역설은 교육활동 및 내용의 특성 또는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획일적으로 구획된 시간에 다채로

운 교육활동을 일괄적으로 우겨넣는다는 것에 있다. 이는 인간이 인위적

으로 구분해 놓은, 동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시간 안에 인간의 행위를 구

겨 넣음으로써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행위를 통제 관리하

는 근대적인 시간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이림, 2019; 이진경, 2010). 이에

따라 서로 다른 과목에는 시간의 양적인 차등만 있을 뿐 그 과목의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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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나 구체적인 특질은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흐름일 뿐이지 그 자체로 경계를 지니거

나 구획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자연적인 흐름에 일정한 질서 내지는

리듬이 부여될 때 비로소 주기적인 반복이나 규칙을 갖는 ‘사회적 시간’

이 만들어진다(이진경, 2010). 이렇게 볼 때 과목별 시간 구회고가 배당

방식도 학교라는 사회적, 제도적 맥락 안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지 반드시 지금과 같은 것이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오히려 시간

은 학교 맥락이나 교육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분할되거나 배

당될 수 있는 유연한 자원과도 같은 것이다(Tyack & Tobin, 1994).

이 연구의 사례들에서 일부 신설과목의 수업시간은 기존의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시간 구획과 배분의 방식을 벗어나 있어 교과 교육에서 시간이

다르게 배당되거나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먼저, 일부 신설

과목의 수업시간은 50분, 일주일, 한 학기를 기준으로 쪼개어지고 배치되

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주일 간 연이어 진행되기도 하였으며, ‘정규’ 수업

시간의 외부에 배치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통합기행>은 매 학기 1단위

씩 편성되어 있는 수업시간을 한데 모아 장기적인 여행에 필요한 시간

(매학기 일주일)을 확보하였다. 또한 <생각하기와 표현하기>나 <인지과

학입문>의 경우, 해당 신설과목을 택한 일부 학생들에 한해서만 추가적

인 단위를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설과목의 수업시간은 정규수업시

간이 모두 끝난 저녁에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일부 학교신설과목 사례에서는 분과학문이나 교육과정 영

역에 따라 수업시간을 나누고 분리하는 관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과목의 시간이 통합되거나 엮이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더 나아

가 교과와 그 외의 교육과정 영역 간의 시간들도 뒤섞이거나 순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통합기행>은 관련 교과인 사회나 역사 수업

시간의 일부를 ‘할애’ 받아 여행지의 사회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론 수업

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또 <생태농업>은 다른 과목 수업시간이 아니라,

학교생활 시간의 경계를 넘기도 하였다. <생태농업>시간은 부족한 수업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때로는 아침조회시간과 연결되어 ‘텃밭 조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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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농사 동아리 활동시간과 연계됨으로

써 그 시간이 연장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생태농업> 수업은 학생들

이 자연의 흐름과 순환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직접 수확한 식자재를

먹는 급식시간, 생태화장실을 이용하는 쉬는 시간, 비료를 주고 텃밭의

잡초를 매는 시간 등과 총체적으로 연결되고 순환되는 방식으로 운영되

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신설과목의 특성들은 ‘교과-되기’의 관점에서 볼 때,

상식적인 교과 편제 방식에 복속되지 않고, 이를 흘러넘치는 방식으로

시간을 활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이는 일반적인 학교 시간표에는

담길 수 없거나, 담기기 어려운 교육활동 시간들이 침투함으로써 학교교

과의 시간을 지배해온 ‘문법’이 흐트러지고 일그러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 단위로 분산된 시간들을 한데 붙여 사용한 수업시간, ‘모든’과

‘정규’에 속하지 않는 수업시간, 서로 다른 과목과 교육과정 영역들이 연

결되고 통합된 수업시간 등은 상식의 선을 넘어서 새로운 시간적 형식을

생성해낸 것이었다. 이는 기존의 분절적이고 획일적인 시간 구획과 배분

이라는 질서의 외부에 또 다른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학교교과

의 시간은 기존의 질서를 이탈하여 보다 자유롭게 흐를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렇다고 학교교과의 시간적 경계가 아예 없다거나 그 자체가 의미

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교교과의 시간을 구획하고 활용하는 방

식이 과도하게 경직되어 있거나 기계적으로 적용될 때, 학교교과의 고유

한 의미가 살아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육적 필요가 인정된다면 그 경계는 흐려지거나 계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삶 또는 역량의 침투와 분과학문 체계의 재배열

학교교과의 내용은 대체로 모학문의 본질과 구조를 중심으로 선정되고

조직됨에 따라(소경희, 2010),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그 기반이 된 학문은 인간의 구체적인 경험을 추상화하고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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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객관적이고 공적인 체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박인기, 2009;

소경희, 2010; 한혜정, 박은주, 2015).

반면, 탐구적 지식이나 방법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은 이론적이고 명제

적인 지식에 비해 그 가치가 격하되어 왔다(Pring, 2013). 이는 일면 학

교교과가 관련 개념, 사실, 주제 등 “내용의 측면에서 규정”됨으로써 그

내용을 만들어낸 탐구양식으로부터 분리된 채 “학문의 최종적 산물의 형

태로 제시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소경희, 2017: 28).” 이에 따라 학교

교과의 주된 내용으로 이론적이고 명제적인 지식이 우선시 되는 반면,

목수, 디자인과 만들기, 요리, 농업, 기계 공학 등 실천적인 분야는 주변

화되는 경향이 있다(Pring, 2013).

뿐만 아니라 학교교과의 기반이 되는 학문들은 주로 분과적인 성격을

띰에 따라 학교교과 역시 분절화되는 양상을 띠었다. 전통적으로 학교교

과는 학문과 마찬가지로 모종의 배워야 할 지식을 임의적으로 구분한 것

이 아니라, 서로 다른 아이디어, 개념, 탐구양식, 진리의 검증방식 등에

의해 논리적으로 구분되어 왔다(소경희, 2006b: 43). 이러한 분과적인 체

제는 학교지식을 교과로 쪼개는 표준화된 조직적인 방식으로서 작동함에

따라(Tyack & Tobin, 1994), 각 교과의 독립적인 정체성과 지식의 분절

화가 강화되었다(김대영, 홍후조, 2013; 한혜정, 이주연, 2017). 이것은 곧

각 교과내용 간에는 분명한 경계가 지어져 있으며, 교육과정이란 이와

같이 서로 고립된 내용들의 다발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하였다

(MacDonald et. al., 2002).

또한 분과학문의 지식에 기반한 학교교과의 내용은 논리적인 체계가

확고하다는 특징이 있다. 학교교과는 해당 교과의 모학문의 내용을 충실

히 소개하고, 이를 위해 해당 학문의 구조에 따라 그 내용체계를 배열하

는 것에 관심을 둔다(소경희, 2010). 이에 따라 분과학문에 기반을 둔 교

과의 내용은 해당 학문의 지식의 일부가 아니라, 핵심적인 개념이나 구

조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며, 임의적인 순서로 나열되기보다는 해당 학문

의 내용적 위계와 체계에 따라 배열된다(이상은, 2013c).

그러나 이 연구의 학교신설과목 사례 중 일부는 학문적인 내용지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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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보다는 그것과 삶의 연결성을 깨우치고, 그것을 일상적 사태에 적용하

거나, 지식을 스스로 탐구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배우도록 하는 데 초점

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설과목의 내용에는 실생활 사태, 일상적인 문제,

방법적 지식 등 다양한 성격과 영역의 앎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다.

예컨대, <생활 속의 수학적 사고>의 내용은 특정한 수학 개념이나 공

식이 아니라, 영화 예매 상황, 건축물의 기하학적 구조, 게임의 필승법칙

등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일상의 사태를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자 하였다. 마찬가지로 <생각

하기와 표현하기>는 특정 학문의 내용지식을 습득하거나 이해하는 것보

다는,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분야의 탐구 및 표현 방법을 체험해봄으로써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방점

을 두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신설과목들은 실천적 분야의 절차적 지식을 다루고,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이를 배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었다. 대표적으로 <지역사회봉사>와 <생태농업>의 내용은 지역사회

에서의 봉사활동에 관한 이론, 텃밭을 가꾸고 벼를 기르는 방법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일부 다룬다. 그러나 무엇보다 수업내용의 대부분은 실습

활동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몸소 경험하고 배우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처럼 학교시설과목의 중심에 삶과 역량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분과학

문적 내용지식의 위상과 의미는 물론, 조직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우선, 명제적인 지식은 그 자체로 중요성을 갖기 보다는 방법적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소재 또는 일상적인 사태를 이해하거나 어떤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배경지식으로 다루어졌다. 이에 따라 이론적이고 명제

적인 지식은 당초 삶과 유리된 추상적이고 탈맥락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맥락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즉, 이론적 지식은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혹은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

들의 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지식으로 변모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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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분과학문적 내용 체계는 전통적인 학교교과에 제시된 것

과는 다른 양상을 띠었다. 우선 신설과목 사례에서 학문적인 내용 지식

은 학문의 지식 체계에 따라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주제나 방

법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다시 선정되고 조직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신

설과목은 관련된 학문의 내용을 모두 다루지 않았으며, 학문과 동일한

위계와 순서를 따르지도 않았다. 대신 실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일

상적 사태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나 원리를

선별하였고 이를 학습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조직하였다. 예컨대, <생활

속의 수학적 사고>에서 수학의 내용지식체계 가운데 특정한 게임의 법

칙을 파악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행렬의 개념과 원리만을 선별하여 부분

적으로 다루는 식이다.

또한 신설과목 사례 중 일부는 그 주된 내용이 단일한 분과학문에 국

한되지 않고 여러 교과나 분야에 걸쳐 통합적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신

설과목의 내용은 서로 다른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상호 이질적

인 지식들을 연계하여 다루기도 하였다. 이로써 분과학문이나 과목, 교과

간의 분절적인 경계들은 다소 흐릿하게 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학교교과

의 내용이 특정 교과 혹은 더 좁게는 특정 과목의 내용만을 다루어야 한

다는 통념을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권 언어와

역사의 이해> 수업에서는 스페인어나 언어학만이 아니라 스페인어권 지

역의 문화, 정치, 자연환경 등에 관한 지식들을 복합적으로 다루었다.

교과-되기에 터해 볼 때, 종래의 학문적이고 명제적인 성격의 학교교

과 지식에 삶이나 역량이 침투함으로써 그 내용지식이 확장되고 변이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말하자면 특정 학문의 내용체계에 따라 정련되

어 있는 전통적인 학교교과의 내용은, 그것과는 다소 이질적인, 삶과 역

량과 접속함으로써 재배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되기’는 ‘-되기’를 수행하는 두 항 모두의 변화를 야기하는 바,

분과학문적 지식과 되기의 쌍을 이룬, 삶과 역량에도 모종의 변화가 일

어났다고 볼 수 있다. 삶은 분과학문적 내용지식과 만남으로써 더 이상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이 아니라,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안목으로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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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새로운 문제의 장을 여는 사태가 된다. 또 역량은 이론적 지식이나

관점과 만남으로써 지나치게 협소하고 단순반복적인 직무 능력이나(소경

희, 2017), 구체적인 학습내용이 결여된 “공허한 허상”(황규호, 2014; 곽

영순, 2020: 96에서 재인용)을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수학

교과를 예로 들자면, 수학은 삶-되기 혹은 역량-되기를 통해 ‘삶에 녹아

든 수학’ 내지는 ‘삶에 활용되는 수학’으로 변이한 것이고, 삶과 역량은

각각 수학-되기를 수행함으로써 ‘수학적인 삶’과 ‘수학적인 역량’으로 변

이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현실과의 타협

(1) 편제상의 왜곡과 주변화

학교신설과목의 사례는 일반적인 교육과정 편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

기도 하였으나 고등학교의 입시 중심 문화 안에서 위축되거나 왜곡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대부분의 신설과목의 경우, 시험을 보는 일반 교과가

아니라, 이수와 미이수로만 평가되는 ‘교양’교과로 편성되었고 입시준비

나 학교 시험 기간에는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수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

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신설과목이 백지 위에서 생성되거나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고등학교의 제도적, 문화적 맥락과 뒤얽히면서

생성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제도

와 문화는 학교교과가 특정한 방식으로 주로 작동하도록 하는 길을 만들

어 왔으며, 그것은 오랜 세월 반복되면서 유지되고 강화되어 왔다. 그 가

운데서도 대학입학시험에서의 높은 성적과 명문대 진학에 대한 열망은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면서도 오래된 문화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는 여러 세대와 세월을 걸쳐 반복되고 답습됨에 따라 의심

할 여지가 없는 하나의 전형으로 자리하였다. 이는 여러 사람들이 매번

같은 길을, 같은 방식으로 걸음으로써 만들어낸, 홈이 깊게 파인 길과 같

다고 볼 수 있다. 들뢰즈에 의하면 이러한 ‘홈 패인 공간’은 고착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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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된 방식으로 자신 이외의 다른 방식을 인정하지 않으며, 다른 방향

이나 형태로 길을 내려는 새로운 시도들을 저지하거나 포섭해버린다.

마찬가지로 학교신설과목은 다양한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편성・운영됨으로써 학교교과의 새로운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

지만 실제 그것이 학교에서 편성되는 방식은 여전히 입시라는 강력한 홈

패인 공간에 의해 왜곡되거나 위축되기도 하였다. 물론 외형상 학교신설

과목들은 공식적인 교육과정 편제상에서 하나의 독립된 과목으로 다른

과목들과 대등하게 일정한 시간과 자리를 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대다수의 신설과목들은 교육과정 편제상 중요하지

않은 위치로 밀려나 있거나, 편제표 상에 할당된 수업시간조차도 입시

및 지필고사 준비를 위해 내어주어야 했다.

이러한 편제상의 왜곡과 파행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이는 일면

학교신설과목이 입시 중심의 고등학교 문화와의 공존을 위한 하나의 전

략이자 현실적인 맥락과의 불가피한 타협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설과목 교사들은 이를 가르치는 교사도, 입시가 가장 중요한 학생들도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나가고자 노력하였다. 예컨대, 한 연

구 참여 교사는 학생들 스스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입시와 시험을 위한

시간을 존중해주면서 동시에 학생들에게 그 나머지 시간만큼은 수업에

집중하고 참여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주변의 여건이 크게 달라지

지 않은 상태에서 혁신적인 변화는 고립적이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

며, 기존 강력한 문화와 제도에 의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맥락화될 수밖

에 없을 것이다. 학교신설과목들도 그것과 맞지 않는 맥락에 의해 일부

변형되기도 하고, 또 역으로 그 맥락을 바꿔 나아가면서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교과지식: 입시, 흥미, 교육적 필요 간의 절묘한 균형

학교신설과목에 담긴 내용은 삶이나 역량을 중심으로 구성됨에 따라

분과학문에 주된 기반을 둔, 전형적인 학교교과의 틀로부터 변화되는 양

상을 보였다. 그러나 그 내용은 순수한 교육적 원리나 이상에 의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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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적 필요, 아이들의 흥미,

입시 문화 등이 서로 뒤섞이면서 나타난 결과물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학교신설과목의 내용은 교육적인 의도에 의해 형성된 부분도 있

지만 학교라는 구체적인 맥락과 학생들과 접점을 만들어냄으로써 복합적

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학교신설과목의 내용은 수능이나 학교지필고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으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는 독특한 교육활동들이라는 점에

서는 입시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그 내용

과 활동이 수능 및 시험내용과 관련이 적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소홀히

한 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도움이 된다고 간주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참

여를 보였다. 이처럼 학교신설과목의 내용은 일면 입시와 관계되기도 하

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아이들

의 반응 역시 상반됨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한편 학교신설과목의 내용은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만한 것들

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연구 참여 교사들은 신설과목의 내용을 아이

들이 관심을 갖고 재미를 느낄 만한 소재나 활동들로 구성함으로써 학생

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학교신설과목의 내용은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을 정도의 수준

으로 제시되었다. 일부 연구 사례에서 아이들은 가볍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기대하는 반면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심화된 내용은 거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다른 일반 교과목에서 학업의 부담을

느낄 정도의, 많은 양과 높은 수준의 내용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신설과목은 일면 아이들이 관심을 느낄만한 소

재와 어렵지 않은 난이도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신설과목의 내용은 교육적 의미와 필요에 대한 교사의

판단에 의해서도 구성되었다. 학교신설과목의 내용은 단지 아이들의 재

미를 위한 것 혹은 입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활동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지식이나 활동들은 입시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아

이들이 어려워하고 지루해함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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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는 경우, 학교신설과목의 내용으로 포함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학교신설과목의 내용은 고등학교의 현실적 맥락에서

의 다양한 요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구성된 것임을 알 수 있

다. 즉 그 내용은 아이들의 흥미와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 입시에 도움이

되는 내용, 교육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 내용들이 서로 절묘한 균

형을 이루면서 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수업의 전형성 탈피와 어려움

학교신설과목 사례에서는 수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요소들이 전형적인

학교교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신설과목의 수업 주체, 수업 방법,

수업 공간은 종래의 학교 교사, 교과서, 교실 등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인 학교교과 수업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요

소들과 관련하여, 학교신설과목이 기존의 상식적인 교과 수업과는 다른

지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교과-되기의 관점에서 그 특성을 분석한다.

다른 한편으로 신설과목의 이러한 새롭고 이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논한다.

가. 교사의 배경과 역할의 변화

오늘날 학교에서 교과가 교과답게 작동하도록 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

는 ‘교사’라 할 수 있다. 학교교과가 운영되는 전형적인 방식 중 하나는

해당 교과를 전공한 학교 교사에 의해 가르쳐진다는 점이다. 이는 곧 학

교교과란 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해당 과목을 전공’한 ‘학교교사’가 가

르쳐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에 의해 규정되며, 여기에는 교사란 특정 교

과 수업을 하는 주체라는 점이 내포되어 있다.

특정 과목에 관한 교사의 전공은 학교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의

한 가지 중요한 기준으로 간주되어 왔다. 특히 교과 간의 구분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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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고등학교 교사들의 경우에 이러한 경향은 더 두드러진다. 이에

관한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실태를 보면, 교사들은 대부분 자신이 임용시

선택한 단일한 전공 표시 과목을 가르치는 반면 이외의 과목을 담당한

경험은 매우 적은 편이다(이상은, 백선희, 2019). 즉 교사들은 자신이 담

당한 교과 이외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고립적인’ 교과 전

문성을 지닌 경우가 많다(소경희, 2006a; MacDonald et. al., 2002).

이것은 일면 상호 경계가 뚜렷한 분과학문 내용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

는 중등교사양성과정 때문이라 할 수 있다(MacDonald et. al., 2002). 예

비교사들은 교사양성체제를 통해 특정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교과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형성하게 된다

(이상은, 백선희, 2019: 55; MacDonald et. al., 2002).

또 다른 한편, 학교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의 한 가지 중요한 기

준은 교수자의 소속 배경과 관련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학교교과는

학교 밖의 누군가가 아니라, ‘학교’에 소속된 교사에 의해 가르쳐지는 것

으로 보는 것이다. 물론 이미 “중등학교에서 부족한 교과 수업 지원이라

는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순회교사제도(박수정 외, 2020: 1312)가 운영

되고 있으며, 보충수업이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하기도 한다. 다만 일반고에서 정규 수업을 담당한 강사의 비율은

현재 1% 정도로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제한적이기는 하다

(박수정 외, 2020: 1313). 이러한 현실은 학교교과란 학교 내부의 교사에

의해 가르쳐지는 것이란 암묵적인 규칙 내지는 질서가 여전히 지배적임

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연구의 사례에서 해당 과목을 전공한 학교교사가 신설과목

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오

히려 신설과목 사례들 가운데에는 ‘전공’과 ‘학교교사’라는 두 조건을 만

족하지 않는 교육주체에 의해 가르쳐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리고 이

처럼 수업을 하는 교수자의 측면에서 예외적인 특성을 보인 신설과목들

은 크게 비전공 교사가 가르치는 경우와 학교 밖의 전문가가 가르치는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었다.



- 158 -

그 중 한 가지는 해당 과목을 전공하지 않은 학교교사들이 신설과목을

가르치는 경우이다. 해당 신설과목의 기반학문이나 관련 교과 자체가 모

호하거나, 그 과목을 전공한 교사가 없는 경우가 이에 속하였다. 물론 이

런 상황에서 학교는 외부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었으나, 단위학교

내 교사들은 새로운 과목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스스로 신설과목을 기획

하거나 가르치고자 하였다. 예컨대, <지역사회봉사>, <삶과 철학>, <통

합기행>의 경우, 이에 관한 전공이 사범대에서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

은 바, 해당 과목의 전공교사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이러

한 조건 하에 교사들은 개인적, 집단적 학습과 협의를 통해 신설과목을

기획하거나 수업하였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학교교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신설과목의 개

발과 수업을 위탁하는 경우이다. 공교롭게도 이에 해당하는 두 개의 신

설과목 모두 외부 강사로 대학교수를 초빙하여 수업을 진행해 왔다. 예

컨대, <생각하기와 표현하기>은 작년까지 이 과목에서 다루는 각 주제

를 전공한 다수의 교수들에 의해 수업이 운영되었다가 얼마 전부터는 한

명의 교수가 전담하고 있다. 또 <인지과학 입문>도 심리학, 수학, 철학

등 인지과학의 각 하위 분야를 전공한 교수들에 의해 가르쳐지고 있다.

한편 교사의 전통적인 역할도 변화된 상황에 맞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

따. 먼저, 자신의 전공이 아닌 분야의 신설과목을 개발하거나 가르쳐야

하는 경우, 교사들은 교사양성과정에서 전공한, ‘단일한’ 교과 수업을 넘

어서, 새로운 분야와 관련된 수업들도 병행해 나아갔다. 즉 교사들은 특

정 교과만이 아니라 내용지식이나 성격이 서로 상이한, 여러 교과목 수

업들을 가르치게 된 것이다.

또한 외부 전문가가 수업을 하는 경우, 교사들은 담당 과목의 기획가

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였다. 즉, 교사들은 과목의 전체적인

방향을 조정하거나 변경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반응과 태도를 모니터링

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와 아이들의 의견을 조율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학교신설과목의 교사의 배경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다양하였다. 기존에는 학교교과를 가르치는 교사의 배경은 흔히 특정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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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공과 학교라는 소속으로 설명되었지만, 학교신설과목 사례 중에는

교수자의 전공과 소속이 다양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신설과목 사례에서

과목의 개발과 수업을 담당했던 다양한 교육의 주체들은 ‘전공 교과’, ‘단

일 교과 전문성’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고, ‘학교’라는 경계 밖에 존재한

다는 측면에 이질적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육 주체의 측면에서 학교

교과에 관한 고정관념, 즉 학교교과란 해당 교과를 전공한 교사에 의해

개발되고, 가르쳐지는 것이라는 틀을 깨는 것으로 보인다.

‘교과-되기’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이질적인 배경의 타자들이 학

교교과의 개발과 수업의 주체로 등장함으로써 ‘전공 내’, ‘학교 안’이라는

상식적인 기준이 해체되고 재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종래의 학교

교사들의 역할도 통상적으로 교과 교육의 주체에 속하지 않는, 이질적인

교육 주체들과 접속함으로써 새롭게 정립되거나 조정되어 갔다. 이것은

특정 교과 수업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굳어져온 교사의 역할은 물론, 더

나아가 그 역할 변화에 따른 교사의 전문성의 변화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교과서로부터의 탈주: 다양한 배움의 텍스트들

학교교과는 흔히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교과서가

없는 학교교과란 생각하기 쉽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교과목의 명칭과

동일한 이름의 단일한 교과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수학I’ 과목에는

‘수학I’ 교과서가 있고, ‘국어생활’ 과목에는 ‘국어생활’ 교과서가 있다. 그

리고 해당 교과의 수업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교과서를 가르치고 배움으

로써 진행된다. 이처럼 교과서는 교과를 교과답게 하는 요소일 뿐만 아

니라, 교과가 학교에서 실제 교과로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필수불가

결한 조건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교교과를 가르치거나 배운다는 것이 교과서의 내용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자 교과서 진도를 나간다는 것과 동일시되고 있는 학교교육

의 현실과 맞물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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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는 교육과정이란 곧 교과서(김현규, 정광순, 2018: 50)”라거나, “교

과서의 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가르쳐야 한다는 전통적인 교과서관(서경

혜, 2009: 183)”이 팽배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 교과서를 단지 “하나의 학습 자료로 보고 교과

서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교육 자료와 교구를 활용하여 교수 학습 효과

를 높일 것”을 독려하기도 하였다(교육부, 1998, 재인용, 백남진, 2013:

203). 그리고 이와 같은 “교과서의 전제(tyranny)로부터” “해방”되기 위

하여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능력”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Ben-Peretz, 1990; 백남진, 2013: 205에서 재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재구성조차도 실질적으로는 교과서 재구

성인 경우가 많으며(김현규, 정광순, 2018; 백남진, 2013), 대다수의 교사

들은 여전히 교육과정보다는 교과서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백남진, 2013:

214). 그 원인으로 교과서 내용을 기계적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입시

중심의 교육,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 역량 부족, 과다한 잡무와 수업시수

등이 지적되었다(백남진, 2013). 이러한 현실은 지금의 학교교육 체제 하

에서 교과란 교과서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 번 확

인시켜 준다.

학교신설과목의 승인 절차상으로도 교과서는 해당 교과목 수업에서 필

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신설과목의 심의・승인 과정에서 해당

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심의・승인도 함께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

고 일부 사례의 경우, 과목명과 교재명의 일치, 과목의 성취기준과 교재

목차의 일치, 책자 형태 제출 등 기존의 전형적인 교과서의 특성들이 심

사 기준으로 적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 학교신설과목 수업에서 사용된 것은 승인 신청 시 제출했

던, 전형적인 의미와 형태의 교과서가 아닌 경우가 더 많았다. 수업에서

는 교사가 직접 다양한 소재와 학습활동을 담아서 만든 학습자료 및 활

동지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이 주로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생활 속의 수학적 사고>의 경우, 대부분의 수업에서 효과적

이고 흥미로운 학습을 위한 소재로 소설책, 영화, 게임, 뉴스기사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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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교사가 직접 만든 학습활동지가 사용되었다. 또 <삶과 철학>과목

의 경우에도 핵심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책을 교사가 선정하여 한 학

기에 2-3권정도 읽고 발표 및 토론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

라 학습을 촉진하는 매체로 수업 중 함께 읽는 책들과 그 내용에 관한

학생들의 발표 자료가 종래의 교과서를 대신하였다.

한편, 프로젝트형 수업이 주를 이루는 신설과목의 경우, 별도의 학습

활동지나 교재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생각하기와 표현하기>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과제를 수

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들은 이미 인터넷에 있고 학생들이 스

스로 조사하여 정리하고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별도의 추가적인 학

습 자료나 교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교과-되기의 관점에서 보면, 학교신설과목의 이러한 특징들은 학교교

과가 반드시 지금과 같은 유일하고 단일한 형태의 교과서에 의존하는 것

외에도 다른 것을 매개로 가르쳐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교과-되기가 교

과-임의 경계를 벗어나면서, 그 외부에 다른 대안이 가능함을 보여주듯

이, 기존의 전형적인 의미와 형태의 교과서로부터 탈주한 이질적인 매체

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던 교과서의 범주 밖에 다른 교육 매체들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2020)에서도 교과서

는 단일한 서책형이어야만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에 따르면 교과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 음반, 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대통령령 제30319호 제 2조 2항).” 이처럼 상당

히 다양한 것들이 종래의 교과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신설과목들은 교과서의 관행적이고 상식적인 틀을 탈주하

고 그 이외의 다양한 학습 매체의 가능성을 함의하는 것이라 볼 수 있

다.

한편, 이러한 예외적인 학습매체의 유입은 종래의 전형적인 교과서의

의미와 위상에도 변화를 야기하였다. 교과목명과 동일한 명칭의 서책형

교과서는 그 자체로 유일한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와 종류의 학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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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체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질적이고 다채로운 성격의 교재와

학습자료들이 전형적인 배움의 텍스트의 경계를 변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고착화된 교과서의 틀에 변이를 촉발한 다양한 매체와 소재들도

학교교과와 만남으로써 그 의미와 역할이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

가 활동으로만 즐기던 소설책이나 영화, 게임은 학생들의 수학적인, 혹은

언어적이고 인문학적인 사고를 촉발하거나 확장하는 배움의 텍스트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학교신설과목의 새로운 배움의 텍

스트들은 학습매체나 자료의 측면에서 제한적이었던 교과의 경계를 확장

하고 그 자신도 변이함으로써 수업매체의 측면에서 ‘교과-되기’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다. 학교 교실의 울타리를 넘어선 배움

학교교과의 전형성을 이루는 또 한 가지 요소는 교과를 가르치는 물리

적인 공간과 관련된다. 학교교과는 흔히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가

르치고 배우는 것이라는 통념이 존재해왔으며, 실제로도 대다수의 수업

은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학교교과는 “‘제도 학교의 교

실’이라는 제한된 시공”에 묶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박인기, 2009:

132).

이것은 근대 공교육 제도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 이래로, 학교교과의

의미는 주로 학교라는 특수한 맥락 안에서 성립되고 작동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근대 학교 교실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보편적이고 표준적

인 내용을 전수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공부를 독점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혁규, 2015).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학교교과를 위해 할당된 공

간은 외부와 분리된 학교라는 특정한 장소로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학교교과 교육은 주로 이와 같이 제한된 물리적인 경계 안에서 이루

어져온 것이다.

한편, 학교교과는 학교의 여러 내부 공간 중에서도 특히 ‘교실’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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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으며, 그 가운데서도 ‘일반 교실’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 역시 학교교과는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이라는 상식적 통념을 잘 보

여준다. 실제로도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중등학교에서는 과학, 음악, 기술

가정 등 실습 및 실험 교과들의 일부 수업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교과

수업은 책걸상과 칠판으로 구성된 ‘일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

으로 한다(김재춘, 2010a). 학교교과의 이러한 공간적 특성은 학교교과에

속하지 않는,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의 교육활동들이 학교 또는 교실 밖

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할 때 더 두드러진다.

한편, 학교교과와 학교교과가 아닌 교육활동 간의 대조적인 공간 활용

방식은 모종의 이분법적인 구분에 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인지적 발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교과는 이론적인 지식을 집중적

으로 다루기 때문에 교실 안에서 이루지는 것이 적절한 반면, 교과 외의

영역에 속하는 실습이나 체험활동은 이론보다는 정의적, 신체적, 기능적

발달을 추구하기에 교실 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식이다. 교실을 ”주

로 지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한용진, 2010: 112)으로 간주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분법에 따른 공간적 구획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

교과는 공간적으로 ‘학교’, 그 가운데서도 ‘교실’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국

한되어 규정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일부 학교신설과목의 경우, 수업이 이루어지는 주

된 공간이 학교 교실 밖에 위치하였다. 신설과목의 수업은 책상과 의자

가 있는 교실이 아니라 학교 부지의 텃밭, 지역사회, 국내외 여행지 등으

로 다양하였다. 이러한 교육활동들은 일반적으로 일회적인 행사나 실습

체험활동으로 분류될 법하지만 이 연구 사례에서는 독립된 과목으로 개

설되어 운영되었다.

물론 해당 과목들도 이론 수업을 위해 교실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

러나 해당 과목의 교육목적과 특성상 이론 수업의 비중이 적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업은 학교 밖 또는 교실 밖의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대표적

인 예로 <생태농업>은 일부 이론 수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텃밭이나 논

에서 이루어졌으며, <지역사회봉사>의 경우에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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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내의 사회복지 기관이 주된 수업 공간이 되었다. 또 <통합기행> 과

목의 경우에도 매학기 다른 국내외의 여행지에서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학교신설과목의 공간적 특성들은 교과-되기의 관점

에서 해석해 볼 때, 학교교과의 목적과 내용의 성격이 달라짐에 따라 나

타난 필연적인 변화로서, 학교교과 수업이 운영되는 기존의 지배적인 틀

을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형적인 학교교과가 지적 학습에 치중

되었던 것과 달리, 일부 학교신설과목들은 실습과 체험 중심의 활동이

주를 이룸에 따라 교육의 공간 역시 학교 교실 밖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

었다. 즉, 신설과목이 추구하는 교육목적과 활동에 맞게, 학교교과가 공

간적으로 학교 교실과 연관된다는 통념을 깨고, 그 ‘외부’에 해당하는 공

간들을 배움의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이질적인 성격의 교육 공간이 유입됨에 따라 교과 공간에 관한

규칙은 더 이상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 이질적인 성격의

공간들은 학교교과와 교실을 강하게 연결 짓는 전형적이고 평균적인 시

선에서는 돌연변이 혹은 돌출과도 같은 것으로 기존의 질서를 동요시키

는 타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당초의 관점에서 보면 학

교 밖의 다양한 배움의 터전은 학교교과와는 거리가 있는, 변칙적인 공

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를 학교교과 수업이 이루어지

는 공간들 중 하나로 인정함으로써 그 공간적 경계가 변화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학교 밖의 다양한 배움의 공간들도 교과의 공간으로 새롭게

편입됨으로써 그 의미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

과 수업의 공간은 교실과 학교의 벽을 넘어서서 보다 확장된 경계를 그

리게 되었고, 그러한 변화만큼이나 학교 밖의 공간 역시 일상적 공간에

서 배움의 장소가 되는 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여행지는

더 이상 단순히 여가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이 몸

소 보고 느낌으로써 배움을 얻어가는 공간이 된다. 마찬가지로 텃밭 역

시 단지 노동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노동의

가치를 깨닫는 공간이 된다. 또 지역사회 내의 요양기관 역시 봉사의 가

치, 봉사하는 요령을 깨달아가고 봉사 받는 어르신들에 대한 이해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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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넓혀가는 체험을 하는 교육의 장소로서도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요컨대, 신설과목의 사례들은 교과 수업의 공간적 경계가 달라지고 학

교나 교실 밖의 장소들도 교육의 장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

게 볼 때, 학교신설과목들은 학교 교실이라는 전형적인 학교교과의 공간

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자신의 공간적 경계를 새롭게 만들어갔다는 점에

서 공간적 차원에서 교과-되기를 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라. 소통의 문제와 심리적 업무적 부담

학교신설과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업 주체, 교과서, 수업의 장

소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학교교과 수업의 통념을 탈피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일부 새로운 문제와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하

였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교사의 배경과 역할이 변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학교신설과목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가르쳐졌다. 그 중에는 비전공 교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새로운

영역에 대한 학습을 통해 자신의 교과 외의 과목을 가르치는 것을 ‘도전’

으로 인식하기도 하였지만 적지 않은 심리적 또는 업무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 교사들은 자신의 교과와는 거리가 있는 신

설과목을 개발하거나 가르치기 위해 새로운 분야에 대해 학습하기도 하

고 새로운 수업방법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가르쳐보지 않은 낯선

내용이나 수업방법은 그 자체로 교사들에게 심리적인 불편함이나 불확실

성에 따른 불안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는 교사들에게 기존 업무

와 수업에 더하여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였다.

한편 다양한 배경의 개발 및 수업 주체 가운데는 외부 전문가들도 있

었다. 그러나 이들은 학교교육의 맥락이나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여 이들에 의한 수업이나 평가 결과는 일부 학생들의 기대를 충족

하지 못하거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외부 전문가들에 의한

수업방법은 고등학생들에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으며, 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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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평가 내용은 자신들의 노력과 성과에 비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일면 교과-되기, 즉 학교교과의 전형성을 해체하고

새로운 존재방식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들뢰

즈가 의미한 ‘-되기’에서 변화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

러한 되기는 존재로 하여금 이전 상태에 안주하기보다 이질적인 타자와

의 접속을 통하여 자신을 규정해온 정형화된 틀을 넘어서고 새로운 자신

을 창조해내기를 요구한다. 이런 교과-되기의 관점에서 학교신설과목 교

사의 역할과 배경의 변화는 학교교과가 수업 주체의 측면에서 그 전형성

을 탈피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현상

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야기한 문제나 어려움에 비추어볼 때 학교신설

과목의 사례에 나타난 교과의 변화, 즉 ‘교과-되기’는 반드시 긍정적으로

만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학교신설과목의 변화를 이끌거나 이

를 직접 경험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 변화는 불안감과 부담을 야기하

였다. 또 학생들에게도 교육적인 필요가 충족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

기도 하였다. 이러한 학교신설과목 사례의 한계들은 ‘교과-되기’가 일면

그것을 수행하는 주체가 느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함구하거나 적

어도 ‘변화’라는 절대적인 선을 위해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것 정도로 간

주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요컨대, 학교신설과목 주체의 변화는 ‘교과-되기’의 관점에서 볼 때 긍

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이는 학교교과 수업이 지금의 지배적인

것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대안을 보여주며, 이는 현재 학교교

과가 지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

러한 변화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들은 ‘교과-되기’가 그것을 행하는 주체

들의 관점에서는 상당한 어려움과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이것은 교과-되기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거나 그것에 수반되는 어려움

들을 단지 변화를 위한 당연한 희생으로 간주해서는 안 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과-되기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되, 그것을 수행하는 주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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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담이 오롯이 전가되는 것은 경계해야 하며, 교과-되기를 촉진하거

나 지원해줄 수 있는 구조적인 여건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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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학교신설과목 사례에 함의된 학교교과의

변화 가능성

이 연구는 학교신설과목의 사례를 통해 학교교과가 통념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이해되고 실천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보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IV장과 V장에서는 학교신설과목의 기획배경

과 개발과정, 교육과정 및 수업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VI장

에서는 학교신설과목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통념적인 학교

교과를 탈피하여 ‘교과-되기’를 실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와 동

시에 이러한 변화의 시도가 어떠한 어려움과 한계에 직면하였는지도 함

께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에 터하여, 학교교과가 내

용, 주체, 시공간적 여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1. 내용적인 측면

학교교과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하는가는 오랜 세월동안 교육

과정의 핵심적인 쟁점이 되어왔다. 학교교과의 내용이 무엇으로 구성되

고,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한다. 그

러나 실상 학교 현실에서는 특정한 내용지식과 내용 조직 방식이 지배적

인 경우가 많다. 이 절에서는 학교신설과목 사례를 통해 볼 때 학교교과

가 내용의 측면에서 지금의 지배적인 질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본다.

가. 내용 기반의 다양화

근대 공교육이 정착된 이후, 학교교과의 내용지식은 흔히 19세기 서구

대학의 분과학문을 변용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학교교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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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지식은 특정한 분과학문 분야에 한정된 경향이 두드러진다(소경희,

2006b).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전에 없던 학교교과가 생성되어 새로운 내

용이 유입되기도 하고, 기존 학교교과의 세부적인 내용이 변하기도 하였

다. 또 당초의 학교교과 내용으로 다루어진 지식들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론적 성격의 분과학문의 내용 체계를 따르는 주요

교과들은 그 명칭과 교육과정에서의 비중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조상

연, 2015; 조인진, 1995b). 반면 학교교육과정에서 학문적 지식과는 상이

한 내용들은 기존 교과목에 추가되거나, 독립적인 교과목이 되더라도 주

변화 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Alexander et. al., 2010; Pring, 2013).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살펴본 학교신설과목의 사례는 학교교과의 주된

내용이 분과학문의 내용체계에 따라 선정되어 온 관행을 넘어서 그 범주

가 상당한 수준으로 다양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학교교과 내용

이 될 수 있는 기준, 즉 학교교과에 어떤 분야나 성격의 지식을 담아야

하는지, 또 어떤 것들까지도 담길 수 있는지 등의 질문과 관련된다.

학교신설과목 사례를 통해 볼 때 학교교과의 내용은 특정한 기준이나

한계를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개방적이고 다채로운 것으로 나

타났다. 그 내용에는 이론적이고 명제적인 지식들을 핵심으로 하는 주요

교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비명제적이고 방법적인 지식들 혹은 대중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학교교과의 내용은 분과학문과 실용분야, 이론적 지식과 실제

적・일상적 지식,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 고전적이고 엘리트주의적

인 문화와 대중문화 등 지식의 성격과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화될 수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교교과 지식을 제한된 범위나 범주로 국한하

는 것을 거부하고 그 영역을 무한히 확대하고자 하는 ‘확산주의’(윤병희,

1987; 김대영, 홍후조, 2013, p. 69에서 재인용)와 관련이 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학교교과의 내용으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권력이자 특혜임을 고려할 때(박인기, 2009; 이용환, 2007), 다양한 종류

의 앎이 학교라는 공식적인 제도로 유입되고 독립된 교과목으로 편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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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학교교과 지식의 진입 장벽이 그만큼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이는 보다 평등한 관점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지식들

간의 권력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오랜 세월 분과학문

분야, 이론적 지식, 명제적 지식, 고전적 문화 등은 강조되고 중시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대중문화, 일상적이고 소박한 지식들은 소외되고 경

시되어 왔다(이용환, 2007). 그러나 학교교과의 내용이 다양화됨으로써

일상적이고 방법적인 지식, 대중문화도 앎의 한 가지 형태로 대등한 가

치를 갖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교과 내용의 폭이 확장되는 것은 학교신설과목 사례에서만

나타난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역사적으로 학교교과 지식에 대한 확산

주의적인 관점들이 있었으며, 실제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미국의

교육과정사에서 등장한 ‘생활적응교육(Life adjustment education)’은 학

생들이 직면하게 될 현실적인 문제들을 강조하고, 일상생활 전반의 활동

및 주제를 포괄함에 따라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의 범위는 무한대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Kliebard, 2004).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현

재 적용되는 2015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선택과목들은 매우 다양한

분야와 성격의 지식들을 포괄한다. 예컨대, 보통교과에는 흔히 알려진

‘수학I, II’나 ‘물리학I’, ‘세계사’ 외에도 ‘여행지리’, ‘스포츠 생활’, ‘해양문

화와 기술’, ‘미술 창작’, ‘논술’ 등이 제시되어 있다. 또 전문교과에도 ‘사

진 영상 편집’, ‘매체 미술’, ‘소설 창작’, ‘체육 지도법’,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마케팅과 광고’, ‘보육 원리와 보육 교사’, ‘섬유 재료’ 등이 제시되

어 거의 모든 이론적・실제적 분야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학교교과의 내용의 기반은 다양한 분야와 성격의 지식을 포괄

할 수 있다. 학교교과에는 종래의 분과학문적 지식만이 아니라 여러 가

지 종류의 실용분야나 방법적 지식, 체험적인 활동 자체가 주된 교육내

용으로, 더 나아가 독립된 교과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교과 내용의 변화 가능성은 어떤 경계나 기준을 정하기 어려울 만큼

무한히 열려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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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는 학교교과란 특정한 내용과 결부되어 규정되기보다는 어떤

내용이든 담길 수 있는 ‘빈 그릇’과 같은 것으로, 교육과정 조직의 단위

일 뿐이라는 주장과도 상통한다(소경희, 2010; Alexander et. al., 2010).

즉 학교교과는 내용적으로 볼 때 미규정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을 지닌 것

으로 볼 수 있다(김세영, 2019).

그러나 학교교과의 이러한 내용적 확장으로 인해 내용 선정의 기준이

불분명하다거나, 즉 ‘과연 어디까지 학교교과의 내용으로 담길 수 있는

가’라는 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교과 내용의 확장이 곧 그

내용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논의나 교육적 기준의 불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용적 측면에서 이러한 열려있음, 혹은 개방성은

학교교과를 통해 무엇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학교교과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도록 한다. 오히려 관습적으로 동일

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 혹은 이미 누군가 그 교육적 가치를 정당화해놓

은 지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이러한 철학적인 문제를 방기하

도록 한다(이혁규, 2012)는 점에서 비교육적일 수 있다.

또 현실적으로 볼 때, 학교교과에 담길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기존

의 이론중심적인 분과학문 기반의 내용지식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

지, 대학입시 체제하에서 어떤 가치와 위상을 부여받고, 어떤 정도와 방

식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풀어 나아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학교신설과목 사례에서도 이론중심적인 수능 체제

나 지필평가 방식 등은 여전히 중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

와 성격의 지식들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주변화되거나, 학생들로부터 외면

받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분과학문 중심의 학교 문화와 조직, 교사양성과정 등도

학교교과 내용의 다양화를 제한할 수 있다. 학교신설과목 사례와 선행연

구에서 교사 수급이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관행 등으로 인하여 다양

한 내용과 성격의 교과목이 실제 학교에서 개설되어 운영되는 것의 어려

움이 드러난 바 있다(이상은, 백선희, 2019; 이상은, 장덕호, 2019).

그럼에도 희망적인 것은 입시제도의 부분적인 변화로 인해, 표준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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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어려운 방법적 지식 등도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입시 자료에 포

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 학교교사들도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지식과 앎이 단지 흥미로운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필요하며, 교

육적으로도 유의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더욱이 이미 국가교육과정

문서에도 다양한 성격의 학교교과목들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

근의 교육정책들도 선택과목의 다양화와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등을 강조하는 바,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술한 현실적인 장애와 제약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노력과 정책적 변화가 실질적으로 의미 있게 실천되고 확산되기 위해서

는 교사 개인의 헌신과 역량에만 의존하는 것을 넘어 체계적인 지원과

꾸준한 제도 개선을 동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모학문의 번역과 재현을 넘어선 생성

일반적으로 학교교과의 내용은 기존의 분과학문을 ‘번역’하거나, 교육

적으로 ‘변용’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처럼 학교교과는 그 명칭, 내용

범위와 체계, 탐구방법 등을 해당 교과의 모학문으로부터 가져와서 교수

-학습이 가능하도록 변형한 것이다(소경희, 2010; Stengel, 1997). 이에

따라 학문은 학교교과 내용의 근원이자 기반이 되고, 학교교과는 모학문

에 의존적이거나 예속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과전문가들의 역할은 학자들이 이미 발견한 지식

체계를 교육적 가치를 고려해 재조직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이를 가르치

는 교사들의 역할도 주어진 내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것, 즉 교육 방

법의 차원으로 제한되기 쉽다(이혁규, 2010).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향은

교육이라는 고유한 목적에 맞게 설계되고 가르쳐져야 할, 학교교과의 원

리가 발전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다(이혁규, 2010).

이것은 단지 학교교과의 내용적 기반이 분과학문을 넘어서 여타의 실

용분야로 확장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학교교

과의 내용을 실용분야로부터 가져와 변용하다면, 기존에 있던 특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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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번역 또는 재현이라는 학교교과 개발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즉, 이 경우 학교교과의 내용적 기반은 학문에서 실용분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다른 영역이나 분야에 의존하여 생성된다는 점에서

는 동일하다.

그러나 학교신설과목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학교교과의 내용은 반드시

기존의 것을 모방함으로써만 생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교과는

기존의 분야에 의존하지 않고, 그 내적인 혹은 고유한 목적이나 필요, 상

황에 맞는 새로운 분야를 창조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학교교

과의 내용적 기반은 모방이 아닌 생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형성되거나

변형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교과 내용의 생성 가능성은 특히 오늘날과 미래의 사회변

화를 고려해 볼 때,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최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이와 맞물려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구조 및 직업세계의 변화는

기존 분야의 변이는 물론, 신생분야의 생성을 촉진하고 있다. 또 이에 따

른 새로운 인문학적인 과제와 윤리적인 문제들도 함께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미 있는 분야를 단지 변용하거나 재현하는 것만으

로는 이러한 변화를 학교교과의 내용으로 충분히 의미 있게 담아내기 어

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와 그 안에서 살아갈 아이들을 고

려한다면, 학교교과의 내용은 기존의 것을 재생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분야를 개척하고 생성해 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더욱이 학교교육과정 자율화와 특성화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확대

되는 추세는 교육의 주체들이 학교의 고유한 상황과 학생들의 필요에 맞

춰 직접 학교교과의 내용을 생성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교과교육학의 관점에서 보면, 학교교과 내용의 지속적

인 생성은 학교교과 내용에 대한 고유한 이론의 발달을 촉진한다는 점에

서도 의미가 있다. 변화와 생성에 열린 학교교과는 학교교과를 지속적인

탐구와 논의의 대상으로 만듦으로써 교과교육 고유의 내용적 원리를 생

성해내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종래의 학교교과가 모학문이나 실용분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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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존적이고 예속적인 관계를 탈피하여, 그것들과는 독립된, 창조적인

영역을 만들어갈 가능성도 내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삶과 역량 중심의 통합적인 조직 방식

교육과정의 설계에서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 가운데는 내용의 선

정과 더불어 내용의 조직방식을 들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내용 조직 방

식은 일반적으로 ‘분과적’인 것과 ‘통합적’인 것으로 구분이 된다. 분과학

문적 내용지식에 기반을 둔 대다수의 주요 교과들은 대체적으로 그 모학

문에 따라 분과적인 조직 형태를 띤다. 이러한 분과적인 체제는 학교에

서 다루는 지식을 몇 가지 학교교과로 쪼개는, 표준화된 조직적인 방식

으로 간주되어 왔다(Tyack & Tobin, 1994). 이러한 조직방식에서는 각

교과의 독립적인 정체성과 지식의 분절화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김대

영, 홍후조, 2013).

더 나아가, 교과목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은 해당 교과목에 관련된 것

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해당 수업의 내용이 다른 교과목과

연계되거나 다양한 맥락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그만큼 서로 다른 교과목 간의 경계가 분명하며, 이를

가로지르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각 교과 내용 간의 경직

되고 엄격한 경계로 인해, 교육과정은 상호 고립된 내용들의 다발로 구

성되어 있음이 지적되기도 하였다(MacDonald et. al., 2002).

반면, 이러한 상호 고립적인 교과목 간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시도

들도 이루어져왔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통합교과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은 종래의, 분절적

인 교과 내용을 묶어 서로 연관되도록 가르치기 위해 생성된 것이다. 또

핀란드에서도 역량교육을 보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2014 개정 교육

과정에서 ‘교과학습’만이 아니라 주제중심, 현상중심의 학습 모듈로서 ‘다

학문적 학습 모듈’을 설정하고 필수화한 바 있다(임유나, 2017: 160).

이 연구의 학교신설과목 사례들 역시 학교교과의 내용이 어느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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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문 분야나 특정 교과목의 내용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보다는 하

나의 교과목이라도 다양한 분야와 교과목의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하

여 가르쳐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때 학교교과의 내

용은 교육활동이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을 끌어

옴으로써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분과학문의 내용지

식 역시 그 내용체계와 질서를 고수하기보다는 이러한 교육활동 및 주제

를 중심으로 재배열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학교교과의 내용은 종

래와 같이 하나의 완결된 체계를 이룬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와 성격의

지식이 서로 만나 변형됨으로써 생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내용조직 방식의 변화는 일면 학교교과의 초점 자체가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학교교과는 모학문의

내용을 충실하게 소개하는 것에 방점이 있기에(소경희, 2010) 분과적인

내용지식 체계와 구조를 가급적 그대로 반영하여 내용을 조직하는 경향

이 강하다. 그러나 학교교과의 초점이 이론적인 지식과 삶을 연계하거나,

실제 생활에 이론적 지식을 의미 있게 적용 또는 활용하는 것으로 옮겨

갈 경우, 그 내용체계는 종래와 같이 반드시 분과학문을 따라야만 할 필

연적인 이유가 줄어들 것이다. 다시 말해 아이들의 삶이나 경험을 이론

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 되고,

이를 위해서라면 기존의 분과학문의 내용은 다르게 배열할 수도 있으며,

기존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학문 또는 실용 분야의 내용과 통

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전통적인 학교교과가 기반을 둔 분과학문적 내용체계는 임의적인

것은 아니다. 이는 오랜 세월 누적된 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일정한 기준

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된 것으로 견고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학문적이고 하나의 완결된 체계를 이룬 내용은 학생들이 실제 접하

게 되는 세계나 그들의 직접적인 경험과 괴리됨으로써 학습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실제 학생들이 접하는 현실 세계와 그들의 경험은 학

문의 세계에서와 같이 체계적으로 분절되어 있기보다는 통합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은 그 학문적인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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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삶의 문제와 엮일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지식,

삶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지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여러 학문 및 실용 분야 간의 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의 분과학문적 경계를 고수해서만은 오늘

날 시대가 직면한 복합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창의적이고 새로운

결과물도 생산해내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학교교과에서도 종

래의 분과적인 조직 방식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다

양한 방식으로 교육내용이 조직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물론 높은

수준의 융합이나 통합이 어느 정도 수준의 분과학문적 지식이 바탕이 되

어야 가능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교육의 맥락에서는 융합이나 통합을

통한, 높은 수준의 결과물 산출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융합적으로

사고하거나 통합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면, 통합과 융합을 체험해보는 과정 자체로도 교육적 의미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교육 주체의 측면

학교에서 실제 운영되는 학교교과는 해당 교과를 가르치는 주체를 제

외하고 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사는 학교

교과의 실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학교신설과목의 사례 중

에는 교육 주체의 측면에서 이례적인 경우가 발견되었다. 이 절에서는

학교신설과목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학교교과의 교육 주체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본다.

가. 교사 전문성의 확대

일반적으로 교사는 자신이 전공한 학교교과의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으

로 간주된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은 특정 학문

분야 기반의 교과 지식을 전수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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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중등교사들

은 자신이 소지한 자격증의 학교교과를 가르치는 전문가로 간주된다(박

인심, 2018: 96, 103).

이에 따라 교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교과 교수 활동이라는 수업의

측면에서 규정되며, 교사 전문성의 핵심은 교과 및 교수 전문성으로 인

식되는 경향이 강하다(강호수, 김한나, 2016). 교사는 교과교육을 구현하

는 실천적인 주체로서 교과 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

출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김경한, 2019).

다른 한편, 국가교육과정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 교사는 실천가 내지

는 실행가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학교교육과정의 자율화에도 불구하

고 교사는 여전히 중앙에서 이루어진 개혁이나 국가 주도로 개발된 교육

과정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으로 간주된다(소경희,

2003). 물론 국가교육과정의 획일성과 경직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학교 수준에서 다양하게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대두되었고, 실행

가 내지는 전달자로서 제한된 교사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도 증

대되었다(서경혜, 2009). 그럼에도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사는 교과의 내

용이나 목적보다 교수-학습방법 중심의 재구성에 치중하며, 일부 제재를

바꾸거나 내용 순서를 변경하는 등 제한된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

인다(백남진, 2013; 서경혜, 2009).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아직까지 교사의

역할은 주어진 교과지식을 가르치는 일로 규정되고, 제한적인 자율성을

발휘하는 실행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연구의 사례는 학교교과와 관련된 교사의 역할이 국가교육

과정의 충실한 실행을 넘어 보다 다양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교사의

전문성 역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중 한 가지는 학교

신설과목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학교교과의 기획

과 개발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즉, 교사의 전문성은 효과적인 교

수-학습 방법이나 고정된 내용지식 체계에 대한 것에서 더 나아가 학교

교과의 전반적인 방향과 목적, 내용 및 방법 등을 직접 구상하고 설계하

는 것으로 그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 교사들은 교육과정의 전문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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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인지하고, 교육 목적과 지향을 학교교과로

구체화함으로써 이제껏 없던 새로운 교과목을 기획・개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모든 내용 체계와 형태가 갖추어진 학교교과를 수업 맥락

에 맞게 일부 재구성하는 것과는 구분된다. 교과목의 기획과 개발은 학

교교과의 모든 요소들을 처음부터 구안해내고,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설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실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의 요소들(교사,

교육과정, 교과서, 교육장소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갖추어 나아가는 것

까지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종래의 교육과정 재구성과는 또 다른 수준

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 재구성이 일정

한 범위 안에서 교육내용과 방법의 부분적 조정을 의미한다면, 학교교과

를 기획・개발하는 것은 창조에 가까운 생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학교교과를 직접 기획・개발하는 것이 내용적으로는 물론, 실천

상의 어려움이 적지 않은 바, 이는 교사 개인에 의해 온전히 이루어지기

보다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신설과목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동료 교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교과의 목적과 내용, 운영방법 등을 개발해 나아갈 수

도 있고, 외부 내용전문가들의 협력을 끌어냄으로써 그들과 함께 새로운

학교교과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한편 교사의 전문성은 학교교과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것으로

도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다. 특히 학교교과 수업을 외부 전문가에게 위

임하는 경우, 교사는 관리자이자 운영자로서 학교교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신설과목 사

례에서 드러났듯이 교사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교수법에 대해서는 직접적

으로 관여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의 반응이나 수업태도, 만족도 등을 모니

터링하고, 그 결과에 기반하여 교과목의 방향이나 운영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교사 전문성이 학교교과 수업에 관한 것이라는 고

정된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학교신설과목 사례는 교사의 전문성이 단일한 교과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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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넘어서 보다 다양화될 가능성도 내포한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전

문성은 임용 시 선택한 전공 교과목에 한정된 경우가 많다(이상은, 백선

희, 2019).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새롭게 생성되는 분야들을 가르치는 데

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외부의 내용 전문가들에게 수업을 위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거나 학교의 운영방침 혹은 교사의 교

육적 판단 상 학교교사가 직접 가르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에 교사들은 자신에게 생소한 분야에 대한 학습과 수업연구를 통해 자신

의 전문 분야를 확대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은 학교교과의 개발과 수업의 주체가 다

양화되고 교과 내용과 운영 방법이 변화됨에 따라 함께 달라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교사들은 교과 내용지식의 전달이라는, 전형적

인 역할을 다른 주체들에게 위탁함으로써 학교교과의 운영과 기획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해 나아갈 수도 있다. 또 교사들은 본래 전공과는 거리가

있는, 생소한 분야의 내용을 직접 가르치기 위하여 연구와 학습을 통해

자신의 내용 전문성을 다른 분야로 확장해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다

만, 학교신설과목 사례에서도 드러난 바, 새로운 업무가 더해지거나 추가

적인 학습이 요구되는 경우, 이로 인한 교사의 심리적 압박과 업무적 부

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때 모든 책임과 부담이 교사 개인에게만 부

과되어서는 학교교과와 관련된 새로운 시도와 실험, 학습과 연구 등을

통한 전문성의 확장과 발달은 시작되기조차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학

교교과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 다양한 영역과 형

태의 연수, 행정 업무 부담 경감 등 적절한 지원체계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근본적으로는 교사들이 사전에 이러한 새로운 전

문성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사양성과정의 변화가

요청될 것이다. 여러 차원에서의 변화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교사 전문

성의 확장도 더 의미 있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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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 주체의 범주 확장

학교교과는 해당 교과를 전공한 교사들에 의해 가르쳐지는 것이 보통

이다. 중등학교에서 학교교과는 사범대학에서 특정 교과 교육을 전공한

학교교사가 가르치게 된다. 즉, 교사양성체제는 특정 교과 전문성에 기반

을 둔 교사를 배출하고, 그 교사는 학교에서 자신의 전공에 상응하는 교

과목들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교사양성체제, 교사 전문성, 학

교교과 편성과 운영방식은 하나의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어 작동한다.

그러나 학교신설과목 사례는 교과 교육의 주체가 지금과 같은 단일 교

과 전공의 학교교사를 넘어 더욱 다양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해

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학교교과에 담긴 내용이 이전에 없던

신생분야이거나, 사범대에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전공 분야가 아닌

경우, 교과 교육의 주체는 기존의 전형적인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

가피할 것이다. 교사양성과정에 설치되어 있는 전공이 제한적인 상황에

서 그 범주를 벗어난 다양한 분야를 가르칠 수 있는 적임자는 학교와 교

과의 경계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등이 실행됨에 따라 학생들의 과

목 선택권이 강화되고 교과목의 다양화가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런 흐

름에서 학교교과의 교육 주체가 다변화될 필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에서도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통해 다양한 교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교사 수급의 문제가 시급하다고 지

적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수 전공 활성화, 외부 강

사 확대, 다교과 담당 교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여러 가지 대안들

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박수정 외, 2020; 이상은, 백선희, 2019). 이러

한 맥락에서 비전공 교사가 학습과 연구, 연수 등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과목을 가르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이나 연구소 등 학교 외부

기관에 소속된, 내용 전문가들이 교과목의 개발과 수업을 주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미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순회교사, 외부 강사, 상치 교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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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다양한 전공과 소속의 교육 주체들

에 의한 수업은 보충 수업이나 지극히 일부 교과목에 한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박수정 외, 2020). 이는 그만큼 학교교육과정에서 기존 교

과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나 학교교과를 가르치는 사람의 범주에 대한 관

행 내지는 고정관념이 존재함을 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전형적인 교과 교육의 주체는 학교교과의 종류나 내용이 한

정되고 고정적인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학교교과의 내용범

주와 성격이 다양해지고 심지어는 계속적으로 변형되거나 새롭게 창조되

는 경우 종래의 한정된 교과 교육 주체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

이다. 따라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공과 소속의 사람

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교과 교육에 참여하고, 학교와 교사와의 협력 하

에 다양하고 새로운 교과목의 개발과 수업을 해 나아갈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는 비전공 교사에게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학습 부담을 줄 수

있고, 외부 전문가들에게는 학생 및 학교문화, 평가 체제 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날 위험도 있다. 이러한 예상 문제들이 사전에 파

악된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볼 때, 특정 교과 중심으로 고착되어 온 교원양성

기관의 교육내용 및 전공 설치도 근본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시공간적 여건의 측면

학교교과의 수업은 언제나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 탈

맥락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학교교과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맥락

적인 학교교과의 실제를 논한다면,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시공간은 학

교교과의 현실적인 조건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 절

에서는 학교신설과목 사례를 바탕으로 학교교과를 위한 시공간이 다양한

방식으로 할당되거나 활용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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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간 편성과 운영의 유연성

학교교과 수업은 대체로 일정한 방식으로 구획된 시간적 경계 내에서

이루어진다. 학교교과의 시간 편성과 운영은 단지 그 수업시간을 양적으

로 규정한다거나 배당하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실 시간적 요소는

공간적 요소와 더불어, 교사와 학생의 가르침과 배움이 특정한 형태로

일어나도록 강제하며, 그런 점에서 교과 교육의 형태와 성격을 틀 지우

는 근본적인 형식이라 할 수 있다(이혁규, 2015: 14-15).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학교교과 시간을 어떻게 편성하여 운영하는지에 따라 교과 수업의

모습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시간에 관한 문제는 학교

교과에 대한 논의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교과의 시간 구획과 운영은 대체로 학교나 학생들의

특성과 무관하게, 획일적이며 분절적인 성격을 띤다(이림, 2019). 흔히 학

교 교실의 한 벽면에는 세로축의 ‘교시’와 가로축의 ‘요일’로 이루어진 시

간표가 붙어 있다. 두 축에 의해 형성된 각각의 격자 안에는 해당 요일

과 교시에 배우는 교과목명이 기재되어 있다(이혁규, 2015). 이러한 각

교과목의 수업은 9시부터 3-4시까지 이어지는 정규교과 시간 내에서,

40-50분 정도로 이루어진다. 또한 상술한 이러한 학교교과의 시간은 교

과목 간의, 교육과정의 상이한 영역들 간의 명확한 구분과 상호 불침이

라는 강력한 규칙에 의해 작동한다는 점에서 분절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학교교과의 시간을 구획하고 배당하는 일정한 방식은 우리나라에

서 학교교과의 시간적 질서를 만드는 지배적인 규칙으로 작동해왔다.

그러나 학교신설과목의 사례들은 교과 편제상 허용된 자율성 또는 비

공식적인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학교교과의 시간적 질서에 균열을 가하고

각 학교교과의 특성에 적합한 시간적 경계를 새롭게 그려낼 수 있는 가

능성을 보여준다.

그 중 한 가지는 학교교과의 고착화된 시간적 질서를 깨고 보다 유연

하게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분절성’을 극복하고, 통합적인 시간활용

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만약 아이들에게 관련된 교과목 간의 연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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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닫게 하고, 보다 풍부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교사들 간의

상호 협의 하에 상이한 교과목 또는 교육과정 영역들 간의 통합적인 혹

은 연계적인 시간 활용을 시도해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제도적으로 허용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다채로운 시간활용도 가능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학교교과에

배당된 시간의 기계적인 구획 방식으로부터 탈주하는 것이다. 종래의 학

교교과에 배당된 시간이 50분, 일주일, 한 학기를 기준으로 일정하게 쪼

개지고 배치되었다면, 학교교과의 학습활동을 더욱 의미 있고 효과적으

로 하기 위하여 보다 시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할되거나 배당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자유롭고 유연한 시간 편성과 운영은 학교신설과목 사례

에서 드러났듯이 현실적으로 교육과정 편성 관행과 입시중심의 문화 등

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 획일적이고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온 학교교과 수업 시간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새로운 실험과 교육적

효과 이상으로 혼란과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다. 실제 교과교육의 경

직된 시간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블록타임제’는 사실상 40-50

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온 기존 수업시간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기

존 시간 운영방식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박선운, 조영달,

2011). 이는 학교 교육과정 체제, 운영방식,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과 실

천 모두 기존의 수업시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편성 방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역사적으

로 형성된 것으로 필요하다면 변화될 수도 있다. 이는 표준적이고 획일

적인 시간관념에 터한 것으로, 근대화와 산업화의 산물이자 인간 활동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고안된 시간 통제 장치의 하나인 것이

다(이혁규, 2015). 문제는 이러한 근대적인 시간은 교육활동의 다양성과

고유한 특질을 고려하기보다는 일률적으로 구획된 시간 안으로 밀어 넣

음으로써 교과목의 내용이나 수업 방법에 따라서는 비교육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는 지금껏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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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수업 시간에 대해 재고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학교교

과의 시간적 요소는 보다 자유롭고 유연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또 실

제로도 제도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활용하거나, 교사들 간의 비공적인 협

의를 통해 다양한 시간 편성과 운영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시간은 학교교과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자원이라는(Tyack

& Tobin, 1994) 그 본래적 의미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교육 공간의 경계 확장

학교교과는 공간적으로 ‘학교’, 그 가운데서도 ‘교실’이라는 특정 장소

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 학교교과는 근대 공교육을 위해 특수하게 설

계된 학교라는 한정된 곳에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인식되고 이에 따라

실천되어온 것이다. 이때 학교는 “정해진 구획에 의해 외부와 분리”(이

동민, 2012: 74)된 특수한 교육공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교 혹은 교실이 단지 그 외부의 다른 공간들과 구분되는 물

리적 공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 안팎이라는 공간의 구분은 서

로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부 간의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학

교 교실은 일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과 달리 이론적, 추상적 지

식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곳으로 학교 교실 안에서의 공부는 더 가치 있

는 것이라 간주된다(이혁규, 2015). 반면, 학교 밖의 일상적 공간에서의

학습은 상대적으로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며, 부차적 혹은 주

변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학교와 교실은 근대 교육의 시스템의 일부로서 학교교과의 근대

적인 수업 내용과 방법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학교

교실 내에서의 교과 수업은 사회적 환경과 유리된 채, 학급별로 나뉜 교

실, 책걸상, 컴퓨터, 교사, 운동장 등 학교 내의 한정된 환경적 여건과 인

적・물적 자원에 의해 그 내용과 형태가 결정된다. 즉, 학교라는 독특한

공간은 근대 공교육의 산물이자 일부면서 동시에 학교교과의 내용, 수업

의 형식, 운영 방식 등을 지금과 같이 특정한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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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신설과목의 일부 사례에 비추어볼 때 학교교과는 반드시

학교 혹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에서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교교과의 공간적 변화

는 오랜 기간 공교육의 독점적인 공간으로서 학교와 교실의 담장을 넘어

서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시도되었던 학교교과의 공간적 변화는 교

실 내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대에 추진된 ‘열린 교육’은 교

과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교실의 책상 배열을 바꾸고 기존 교실을 다

양한 공간으로 세분화하였다(김윤영, 2012). 비교적 근래에는 이명박 정

부가 ‘교과교실제’를 추진함으로써 오랜 세월 고착화된 ‘학급교실제’를 변

화시키고자 하였다(김재춘, 2010a). 이러한 시도들은 학교교과를 가르치

고 배우는 공간의 물리적 배치나 기능을 혁신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한편 학교교과에 할당된 공간을 개별 단위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확

장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클러스

터’ 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클러스터 제도는 개별 학교의 한정된 자원

이라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단위 학교 간의 벽을 허물

어”(박나실, 2016: 53) 인근 지역 학교들 간의 연계를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최근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학교 밖의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학습경험의 다양화가 논의되고 있다. 이는 단위학교의 입장에서는

학교라는 제한적인 환경을 넘어서 교과목을 보다 풍성하게 운영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는 학교에 자신들의 특색 있는 교육을

투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인엽,

2020).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교과의 주된 수업 공간으로 지역사회 내의

대학,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교과의 공간적 변화를 낙관적으로 보기만은 어렵다. 학교

밖으로 수업의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학생 이동에서의 안전, 기관 인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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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교육 예산, 전문 강사의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

이다(김인엽, 2020). 학교신설과목 사례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교과 수업

에 필요한 공간을 물색하고 섭외하는 것의 어려움, 외부 공간에서 외부

인들과의 접촉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 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 클러스터 제도의 경우에도 진로와 적성에 따른, 학생들의 실

질적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반면, 외부 활동에 수반되는 행정 절차에 따른 과중

한 업무, 연계된 학교들 간의 협력의 어려움이 지적되기도 하였다(박나

실, 2016). 학교교과를 가르치고 배우는 공간을 학교 밖으로 확대해 나아

가기 위해서는 예상된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더불어, 학교나 지

역교육청, 지역사회, 국가 수준에서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요컨대, 학교신설과목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학교교과의 수업 공간이

지닌 폐쇄성 내지는 경직성을 탈피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으

며, 이는 제도적 뒷받침과 최근의 정책적 흐름에 의해 보다 강화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도들은 고교학점제 등의 주요 교육정책이 성

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기 위한 선제조건임과 동시에, 학급 중심의 교실과

단위 학교 중심의 교과 수업이라는 근대적인 교육 체제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교육적 공간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공간적 배치와 물리적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종류의

공간적 관계,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이혁규, 2015), 학교 밖 다양한 자원

들을 활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 경

험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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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요약 및 결론

1. 요약

오늘날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의 변화 속도와 양상을

볼 때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사회의 모습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워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학교교과 공부에 대한 학생들의 낮은 흥미도

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들은

입시 중심의 전통적인 교과를 공부하는 데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학교교과가 아이들의 삶이나 변화하는 사

회와는 괴리가 되며, 이로 인해 아이들이 배움으로부터 소외될 뿐만 아

니라 예측 불가능한 미래 사회에 충분히 대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학교교육을 지배해온 전형적인 학교교과의

틀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삶과 연결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의 학교교과를 상상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

은 단위학교가 직접 과목의 목적, 내용,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시

도를 해 볼 수 있는 학교신설과목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대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학교신설과목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 맥락에서 학교교과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학교신설과목 개발 운영의 특성, 그것에 나타난 학

교교과의 변화 양상, 학교교과의 변화 가능성에 관한 네 가지 연구문제

를 설정하였다. 또 각 연구문제에 대하여 학교신설과목을 직접 개발하였

거나 담당한 경험이 있는 8명의 교사들과 반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함으로

써 다음의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학교신설과목은 어떤 배경 하에서 기획되었으며, 그 개발과정

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연구결과 학교신설과목은 새로운 사회적 변

화와 교육적인 필요에 의해 기획될 뿐만이 아니라, 입시 경쟁에서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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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화 또는 개별 교과의 생존 전략 등 현실적인 이유에서 기획되기도 하

였다. 그러나 막상 개발 장면에서 교사들은 참조할만한 선례나 모학문과

같은 내용기반이 부족한 사태에 직면하였다. 또한 승인과정에서 상부기

관의 형식적인 요구들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

한 개발 맥락 하에 교사들은 학생들을 학교교과 내용 선정과 조직의 주

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개발의 어려움과 막막함을 동료교사와의 협

의나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해소해나갔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신

설과목은 과목의 기본 틀이나 철학은 계승하되, 그 내용과 방법은 적극

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형 및 조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학교신설과목의 교육과정 및 수업에 나타난 특징은 무엇인

가? 학교신설과목의 교육과정 편제 방식은 유연하였지만 입시와는 거리

가 멀다는 이유로 ‘교양’과목으로 편성되거나 파행적으로 운영되기도 하

였다. 또 학교신설과목의 목적과 내용은 맥락적이고 실천적인 앎에 주된

초점이 있었으나 학생들의 거부나 시간 부족으로 인해 이론적 지식에 대

한 학습으로까지는 나아가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시험과 무관한 교육

내용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한 반면, 일부 학생들의 냉

담한 수업 태도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학교신설과목 수업의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가르

쳐진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들은 학습자와 학교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보였고, 비전공 교사들은 수업 준비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

끼기도 하였다. 또한 신설과목의 수업방법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사

고와 표현을 촉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였으며 다양한 매체가 적극적으

로 활용된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 외에도 수업 공간이 교실 밖의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셋째, 학교신설과목 사례에서 학교교과는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

가? 학교교과의 변화는 다양한 가능성과 동시에 학교 현실 맥락에 의한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중층적인 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학교

신설과목의 기획배경에는 교과 교육의 변화에 대한 순수한 열망만이 아

니라, 입시 경쟁이나 분과적 교과 중심의 사고 등 기존 질서를 유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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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려는 힘도 함께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학교신설과목의 개발과정의 경우 모학문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내용

지식의 기반을 생성한다거나 지속적인 변이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교

과 개발 방식과는 달랐다. 반면, 신설과목 승인 절차에서 학교교과의 전

형성을 요구하는 관료주의적인 통제와의 갈등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한편 학교신설과목의 교육과정에서 시간 편성은 상식적인 편제표와 시

간표의 틀을 넘어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설

과목의 내용은 삶과 역량을 중심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기존 내용지식

이 재배열됨으로써 변주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입시준비와는 관련

이 적다는 이유로 편제상 주변화되거나 왜곡되었으며, 과목의 내용은 교

육적 필요만이 아니라 학생의 흥미와 입시에의 유용성 등이 절충됨으로

써 구성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신설과목 수업은 교육 주체와 매체, 물리적 공간의 측면에서 전형

성을 탈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중심의 교사 역할은 신설과목의

기획 및 운영 등으로 변화되었으며 교과 교육 주체의 배경도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 수업의 매체는 서책형 교과서에서 다양한 배움의 텍

스트들로, 수업 공간은 학교 교실에서 지역사회와 일상적 공간들로 확대

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학교 및 학생에 대한 이해 부족,

교사의 심리적 업무적 부담 등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넷째, 학교신설과목 사례를 통해 볼 때 학교교과의 변화 가능성은

어떠한가? 학교신설과목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교교과는 내용, 교육주

체, 시공간적 여건의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학교교과의 내용 기반은 분과학

문적 지식 중심에서 실용적, 절차적 지식이나 대중문화 등으로 그 범주

가 다양화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교과의 내용은 기존 지식의 변용

만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지식이나 활동의 창조를 통해서도 생성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학교교과의 내용 조직방식은 종래의 분절적이고

경직된 형태에서 벗어나, 삶과 역량을 중심으로 서로 상이한 분야나 유

형의 지식들이 통합되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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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교교과는 교육 주체의 측면에서도 모종의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종래의 교사 전문성은 교과 수업과 실천으로 제한되어

있었다면, 이는 앞으로 학교교과의 기획과 개발, 운영과 관리 등으로 확

대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학교교과의 수업 주체는 해당 교과 전공의 학

교 교사만이 아니라, 더욱 다양한 전공과 소속의 전문가들로 그 범주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시공간적 여건 측면에서 보면, 학교교과에 배당된 시간은 기존의

일률적이고 분절적인 시간표와 편제표의 경계를 가로질러 유연하게 편성

됨으로써 해당 교과의 특성에 맞게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교과의 교육 공간 역시 전통적인 학교 교실이라는 제한된 곳에서 탈피하

여 타학교, 학교 외 다양한 교육기관, 지역사회, 세계 등으로 그 경계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2.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이 연구는 오늘날 지배적인 학교교과가 분과학문적인 지식 중심의 틀

을 고수함으로써 학생의 필요와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

제의식 하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독특한 성격의 학교신설과목 사례

를 분석함으로써 학교교과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

다. 연구결과 학교교과에 관한 전통적인 이해와 실천의 방식은 유일한

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함이 드러났으며, 학교교과

는 여러 측면에서 기존과는 다르게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학교교과의 개발, 편성과 운영에서의 새로운 시도는 일면 기존

학교교육 체제나 교육과정 운영 관행과 입시 문화 등에 의해 변형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였다. 이는 어쩌면 학교교과의 부단한 생성과 균열을,

변화에 느리게 반응하는 학교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측면이 있음을 암

시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학교신설과목 사례는 학교교과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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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교육의 기존 질서 내에서도 상식적인 틀과 경계를 가로지르고,

그 전형성을 탈피하여 변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이상의 연구결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이론적, 실천적 의의를 지

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연구에서 분석한 학교교과의 변화 양상은

학교교과에 대한 우리의 통념과 고정관념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서 분석한 예외적인 사례는 상식적이고 평균적인 관점에

서 볼 때 충격적이거나 낯설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심리적 불편감은 지금껏 우리가 갖고 있던, 학교교과에 대한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인식에 균열을 내고 이를 통해서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 온

학교교과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계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학교교과가 다르게 이해되거나 실천될 수 있는 가능성

을 다각도에서 두루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대

체로 학교교과의 내용 지식의 측면에 국한하여 학교교과의 변화를 논의

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이 연구는 내용 지식은 물론, 학교교과를 실제

가르치고 배우는 맥락에서 중요한, 시간 편제, 교수자, 교수-학습 방법,

수업 매체, 수업 공간 등의 측면에서도 학교교과가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는 학교교과에 대한 관심을, 내용지식 혹은

인식론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학교교과를 개발, 편성, 운영하는 실제적인

차원으로도 확장해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우리나라 학교 맥락에서 학교교과와 관련된 새로

운 시도가 기존의 교육 및 사회문화적 구조와의 갖는 복잡한 관계를 드

러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 연구의 학교신설과목 사례는 기존

의 학교 구조나 문화, 입시제도 등과 갈등을 하거나 타협을 하기도 함으

로써 학교교과의 ‘교과-되기’는 부분적으로 실현되거나 좌절되기도 하였

다. 이는 학교교과의 변화가 그것을 둘러싼 구조와도 관계 속에서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지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학교

교과와 관련된 새로운 시도들이 학교교육의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

하는지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어떤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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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학교신설과목 사례가 갖는 특이성을 보여준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교교과 변화를 위한 다른 시도들과 비교할

때 학교신설과목 사례는 새로운 과목 생성의 주체가 학교이고, 제도적

특성상 과목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틀이 없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에

따라 그에 관한 연구결과에서 단위 학교 수준의 자율성과 통제의 문제,

학교현장에 밀착된 과목의 특성, 정해진 틀이나 내용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목 개발의 어려움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 연

구는 학교신설과목에 주로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들을 규명해내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교과를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작업은 이 연구만

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학교교과의 새로운 양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거나 충분히 밝혀지지 못한 측면들이 있으며 이는

일면 이 연구가 갖는 다음의 한계들에 기인한다.

첫째, 이 연구는 주된 분석자료가 교사들과의 면담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교사들은 누구보다 해당 과목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고 그 과목이 놓인 학교 상황과 학습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교육

주체들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학교신설과목의 또 다른 중요한 교육주

체는 학생들이라 할 수 있다. 학교신설과목에 대해 실제 학생들이 어떻

게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였는가는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비로소 생생

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신설과목의 개발과 운영에 참여

하거나 협조했던, 학교장, 외부 전문가, 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

리에도 귀를 기울인다면 학교신설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 동안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심화됨에 따라 학교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추후 연구에서는 교

사만이 아니라 학교신설과목의 다양한 교육주체로 그 연구 참여자를 확

대하고 수업참관을 병행함으로써 사례에 관한 심화된 이해와 풍부한 논

의를 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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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통적인 학교교과의 틀을 해체하는 사례가 다양함에도 불구하

고 이 연구는 ‘학교신설과목’이라는 사례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가 있

다. 사실 학교교과의 전형적인 목적이나 내용, 조직방식, 수업운영 형태

를 탈피하는 사례는 초등학교의 통합교과나 국가나 시도 교육청의 신설

과목, 해외의 다양한 교과목 운영 사례, 인가/비인가 대안학교의 교과목

등으로 다양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학교신설과목과는 또 다른 창

조적인 방식으로 ‘교과-되기’를 수행함으로써 이 연구의 결과와는 또 다

른 측면에서 학교교과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

구에서는 학교교과의 지배적인 틀을 벗어나는 보다 다양한 사례들을 탐

구함으로써 학교교과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나.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교과를 둘러싼 현실을 개선할 수 있

는 방안들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교과 교육과정의 설계 방

법과 원리의 중심에는 분과 학문적 지식체계나 오랜 세월 고착화되어온

학교교과의 내용지식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유동적인 삶과 이들이 직면할

사회의 변화가 자리해야 한다. 학교신설과목의 사례들은 기존의 학교교

과나 학문적 지식을 포함하되, 교과의 목적, 내용, 방법 등을 중심으로

다시 구조화하고 조직함으로써 명제적, 이론적 지식 이외의 다양한 지식

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은 물론, 보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기존의 내

용지식도 재구성할 수 있었다. 교과 교육과정의 설계시 기존의 교과 내

용지식이나 분과학문적 지식의 틀을 다양화함으로써 학교교과 내용의 근

본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새로운 교과목의 출현이나 변화를 가로막는 현실적인 장애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 교과서는 물론 학습 진도

및 표준화된 시험과 성적 등에 대한 압박은 기존의 교과 교육과정에 부

분적인 변화를 주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반면 학교신설과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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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지식 체계나 핵심적인 주제의 틀이 상당히 느슨

한 정도로 제시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상세화하여 고착화하는 고정

된 교과서나 이에 터한 지필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고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학교교과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

로 고착화하는 평가방식, 수능제도, 교과서 사용방식 등을 개선할 때 비

로소 학교교과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이를 바탕으로 한 변화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교사의 전문성이나 전공 자체를 다르게 정의하는 것은 물론 교

사양성체제도 지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재편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교사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의 분과학문적인 교과를 중심으

로 구성되어 왔고, 이는 학교교육에서 전통적인 교과를 초월하거나 그

외의 구조를 생각하기조차 어렵게 만들어 왔다(소경희, 2006b).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사회 변화는 물론 당장 눈앞에 다가온 고교학점제 등의

교육제도를 고려해볼 때, 앞으로 전형적인 교과의 틀을 벗어난, 더욱 다

양하고 새로운 분야의 교과 및 과목이 개발되어 운영될 가능성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 하에 다양한 과목을 실제 가르칠 수 있는 교사

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예컨대, 교사의 복수전공 활

용 기회 확대, 타교과 담당 시 인센티브 제공, 순회교사 및 외부 강사 활

용 등이 제안되었다(박수정 외, 2020; 이상은, 백선희, 2019). 그러나 이

러한 논의들은 기존의 교사양성체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함으로써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각 교사의 담당과목을 1개

에서 2-3개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그 다양성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교

과목들을 모두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특정한 교과의 내용지식과 교수법에 기반을 둔 교사

전문성의 의미와 이를 개발하기 위한 교사양성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전문성의 일부는 여전히 특정한 교과의 내

용지식에 관한 것일 수 있지만 자신의 전공 교과를 넘어서는 것으로 확

대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정체성 역시 기존의 교과 정체성에 정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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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보다는, 다른 교과와 영역을 자유롭게 가로지르면서,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고 기웃거릴 수 있는, 복합적이고 열린 정체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이혁규, 2012: 28).

이를 위해서는 교사양성과정 및 재교육을 통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다른 분야나 맥락에 접목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동료교사는 물론 학교 밖의 다양한 전문가

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소통 및 협력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길러줄 필

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왜, 무엇, 어떻게 가르쳐야 하

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를 구체적인 교육과정으로 기획 개발하

는 교육과정적 지식, 사회적 흐름과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미래사회에

대한 지식, 학생의 발달과정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심리학적, 문화적 지

식 등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학교신설과목 제도와 관련하여, 학교에는 더 많은 자

율성이 허용되고, 이와 동시에 학교가 그 자율성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과목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결과 사례학교들은 하나의 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기 위해 성취기

준, 목표, 내용체계, 교수-학습방법 등 교과 교육과정 설계는 물론 교수

자 섭외, 물리적 여건, 교과서 등 제반의 요소들을 모두 자체적으로 구안

하고 준비해야 했다. 이는 참조할 만한 자료나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지

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 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와 적지 않은 심리적

인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이 교과 및 과목에 관한

연구나 수업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주는 것은 물

론, 학교신설과목의 개발이나 국내외의 다양한 교과목 운영 사례에 관한

자료를 쉽게 접근하고 교사들이 이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신설과목 승인절차의 경우, 형식적인 조건을 갖추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학교가 실질적으로 신설과목에 대한 창의적인 아

이디어들을 의미 있게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방향

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연구사례에서 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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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위한, 성취기준, 교과서 등의 형식적인 요건들은 실제 교사들의

수업이나 교육과정 개발에는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이 일부 연구사례에서 드러났듯이 형식적인 요건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반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피드백이 없었다. 이는 일부 교

사들에게 새로운 과목의 출현을 억압하는 기제로 인식되기도 하였고, 다

른 한편으로는 학교신설과목에 대한 국가적, 제도적 무관심을 반영한 것

으로 생각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볼 때 학교신설과목의 승인절차는 통제와 감시가 아니라 학교

가 실질적으로 교과목의 체계성을 확보하여 질 높은 교과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

었는지 여부나 규정을 얼마나 엄수하고 있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내용적

으로 볼 때 교육적으로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학생들이 이 과목을

통해 흥미롭고 풍부한 학습경험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등을 중심으로 심

의하고 이에 관하여 학교와 긴말하게 소통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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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our society is changing faster than ever. Given this

situation, the shape of the future world in which our children will

live seems unimaginable. Meanwhile, students’ low interest in school

subjects has been pointed out as a chronic problem in education in

South Korea. Nevertheless, what they study in schools has not

changed much. Until recently, students have devoted a lot of time

and energy to studying traditional school subjects. As a result, the

gap between traditional school subjects, students’ lives, and future

society seems to be widening. It is worrisome that students might

lose the true meaning of learning and not be adequately prepar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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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unpredictable future.

Accordingly, this thesis explores a wide range of possible

changes in school subjects, and envisions school subjects that could

meet students’ educational needs as well as those of the future. To

achieve these aims, new courses that schools have autonomously

developed were analyzed, as they were expected to vary in content

and form. Four research questions were created,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arried out with eight teachers who have experience

building and teaching new subjects. The research questions an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y did schools and teachers elaborate new school

subjects, and how were they developed? They were designed not

only for coping with social shifts and educational needs, but also for

realistic reasons, such as a specialized school curriculum to compete

on entrance exams and survival strategies in individual subjects.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the teachers only had a few

precedents to refer to or insufficient sources to form the content. In

addition, during the approval process, there were strict requirements

by the Office of Education, which the teachers deemed unnecessary

and purely formal in nature.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teachers considered their

students the most when selecting and organizing the learning content

for new subjects. Fortunately, some of the difficulties in producing

new school subjects were resolved through consultations with fellow

teachers and the participation of external experts. Moreover, although

the new school subjects had a basic framework, their content and

methods were actively and continuously adjusted in accordance with

teaching and learning contexts and social trends.

Secon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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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way in which new school subjects are taught? As for

the use of time, the class hours were flexibly organized, but some of

them were reduced simply because the new subjects were far from

becoming part of the entrance exams’ content. The content of new

school subjects was primarily focused on contextual and practical

knowledge. However, the teachers found it difficult to convey

theoretical knowledge due to students’ resistance and lack of time. In

addition, learning content not related to the exams relieved students’

academic stress and helped them to experience the joy of learning,

but at the same time contributed to the cynical responses of some

students.

Regarding teaching, some new school subjects were unique in

that they were taught by various kinds of educators, including

teachers with different majors and external experts. However, the

external experts showed a poor understanding of learners and

schools; non-major teachers also felt a considerable burden when

preparing for classes. Further, in the aspect of teaching methods,

students’ self-directed thinking and expression were significantly

promoted, and diverse media were actively used. In addition, some

classes focusing on hands-on experiences took place in numerous

locales outside the classroom and the school.

Third, what kinds of changes do new school subjects

reveal? The changes in school subjects appeared to have a

multi-layered structure, indicating limitations as well as a myriad of

possibilities. With respect to the sociocultural background of their

establishment, not only was there a pure desire for changes in school

subjects; there was also the power to maintain and strengthen the

existing order, such as competition on entrance exams and

disciplinary, subject-centered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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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erms of the development process, the foundation for new

content knowledge among the school subjects was created without

relying on existing disciplinary or practical knowledge, and some of

the learning content was continuously modified for the students and

the changing society. Also, a conflict between the teachers and the

bureaucratic control system was revealed in the approval process of

new school subjects.

Regarding the curriculum, there was a pattern of change in

time allotment and the timetable as teachers actively utilized their

curriculum autonomy, which went beyond standardized class hours.

The subject content that was usually grounded in disciplinary

knowledge was also rearranged, centering on students’ lives and their

competencies. However, because the new subjects were not related to

preparing for entrance exams, some of them were found to be

marginalized and distorted. Moreover, the content of the new subjects

was designed not purely based on educational needs, but by

negotiating the interests of students and the usefulness for the

entrance exams.

In terms of the way the classes were taught, new school

subjects seemed to break away from what is typical. Nevertheless,

this change came with difficulties. The teacher’s usual role has been

extended from teaching to development and administration, and the

background of educators has been diversified. Moreover, various

learning texts were regarded as the key medium of instruction. The

teaching and learning spaces were expanded from traditional

classrooms to local communities and everyday spaces. That said, new

problems emerged. The external experts teaching the new subjects

lacked understanding of the school context and students, and most

teachers in charge suffered from psychological and work burd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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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ly, drawing on the cases of new school subjects,

what are the possibilities for change? In analyzing the cases, it

appears that the school subjects can be altered in numerous ways in

terms of learning content, educators, and spatio-temporal conditions.

The content base of the school subjects can be diversified from

discipline-oriented knowledge to practical and procedural knowledge

and popular culture. In addition, the content of the subject can be

created not only by transforming existing fields, but also by

producing new knowledge or integrating different fields or types of

knowledge around life and competencies.

For educators, a teacher’s professionalism can extend beyond teaching

school subjects to planning, developing, and managing them.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category of people who teach a subject can be

expanded from school teachers in their subject major to non-major

teachers and external experts in a wider variety of majors and

affiliates.

In terms of spatio-temporal conditions, the time allocated to

the school subjects can be flexibly organized across the boundaries of

the uniform and segmented timetable. The educational space of the

school subjects will also be able to expand their boundaries to other

schools, educational institutions, local communities, and even overseas,

which breaks the mold of conventional learning space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identified numerous

possibilities to make school subjects more meaningful for students’

lives and future society. To enrich the discussion, further research

could be conducted on more diverse and unique school subjects both

at home and abroad. Eventually, these efforts will stimulate and

broaden our imagination of school subjects and help to mold

conventional school subjects into something worth learning.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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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their practical limitations and obstacles,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conditions that can actually support these

efforts.

keywords : school subject, becoming-school subject, high school

curriculum, new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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