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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序 言

敎育課짧은 학생의 교육을 위한 計劃￡로서 이 “계획”은 교육을 주관하는 국가기관에 의

하여 수립된다. 韓國의 경우， 文敎部가 제정 • 공포 • 시행하는 이 “교육과정”은 한국의 모

든 학교， 특히 국민 • 중 • 고등 학교와 이 에 準하는 각 학교의 敎育內容을 규정한다. 따라

서 敎育學者， 특히 敎育課程 연구자의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각급·

각 학교에서 이 “교육과정”에 따라 직접 학생을 지도하는 敎員의 필수적인 연구대상이다.

더구나 敎育大學이나 師範大學에서， 그리고 敎職課程을 통하여 敎師블 양성하거나 현직 중

의 교사를 再敎育하는 일에 종사하는 者는 이를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만 한다.

本觸는 이미 發表된 「韓國 敎育課程 發達史 ( I rvID)J {l)의 계속오로서 1974년 3월 1일부

터 1985년 9월 30일까지 에 “교육과정 ” 이 변화 • 발전해온 過理을 확안 • 정 리 함으로써 한국

에서의 교육과정 연구에 「한국 교육과정사」를 포콸하게 하는 한 횟機를 마련하고， 직접 학

생을 지도하는 敎員부로 하여금 이를 보다 깊이 이해하게 하며， 이플 제정 ·개정하는 當局

者에게 도움이 될 示浚點을 제공하고자 한다.

本橋가 다루고자하는 期間에는 소위 “제 4 차 교육과정 개정”이 수행되 어 한국교육의 내

용에 커다란 變華이 얼어나기도 했다. 이를 밝히기 위하여 文敎部令 및 文敎部告示에 의하

여 제정 • 공포 • 시행된 順次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사실을 정리하겠다.

n. r敎좁課程令」에 의 한 制定 및 改iE

각 학교별로 제정 및 개정을 거듭해오던 “교육과정”이 「교육과정령 (文敎部令 제 181호，

1967.4.15공포， 1968.8.1 시 행 )J에 의 하여 統合련 이 래 1974년 2월 28일까지 11차에 걸쳐 서

개정되었다. α) 本橋는 그 이후 제 12차의 改正부터 다루게 펀다.

* 本 昭究는 1985年度 文敎部 學術昭究 助成費에 의 한 것 임 •
(1) 서울敎育大學 論文集， 第 5輯(1972. 4), 209"'227, 第 6輯 (1973. 5), 231""274, 第7輯(1974. 6) ,

285"'319面.

<2) 上獨 뼈註 (1)의 論文集， 第 7 輯 參照. 특정 학교의 “교육과청 ”의 改定도 「文敎部令」의 改正에
의하여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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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eriod beginning with the school year of 1974 until the 1st Semester of 1985,

the Ministry of Education revised the academic curriculum a total of eight times.

First, the academic high school [curriculum was revised on 31st of December, 1974 by

curriculum ordinance No. 350, and took force in the school ‘ year of 1975. This revision

completed the “3rd Curriculum Revision"‘

Second, curriculum ordinance No. 379-23rd February 1976, gave physical education

middle schools their own curriculum , with the curricula of vocational high schools and

junior teachers colleges being revised in part at the same time.

Thrid, curriculum ordinance No. 404 of 28th February 1977, enacted the curriculum of

physical education high schools while partially revising the academic high schools also.

Miscellanious revisions to other school curricula were made on the same day.

Fourth, the Ministry of Education decided to establish school curricula by 안lotification" ,

the first of which was No. 424, announced oil 1st of March, 1979.

Fifth, the curricula of kindergarden·elementary-middle-high school were all revised by

the curriculum notification No. 442 on 31st of December, 1981. This was the start of the

“4th Curriculum Revision".

Sixth, the middle school curriculum was marginally amended on 15th of January, 1983.

Mininstry notification No. 83-1 postponed the enacting of social studies subjects by 2 years.

Seventh , the middle school curriculum was again amended on 31st of May, 1983. The

notification, No. 83-4 postponed the enactment of mathematics and science subjects by 2

years.

Eighth, notification No. 18-14 of 31st December, 1983, revised the school curricula for

the blind, deaf, and educationally sub-normal, to brng their form and content into line

￦ith tihose of normal schools. This revision completed the “4th Curriculum Revi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