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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고교학점제에 따라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강조되면서 수요조사 및 수강 신청을 토대로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종래에도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생’은 중요한 의사결정의 자원으로 고려되었으나, 수요조사 및 수강 신청 결과가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중요한 근간으로 작용하게 된 작금의 상황은 학생 참여의 의미를 재고해보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생 참여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쟁점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교사와 연구학교를 모니터링하며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담당 장학사, 총 9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교사들은 기존과 같이 ‘교육과정
개발의 자원’으로서 학생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기도 하였으나,
수요조사 및 수강 신청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설 과목을 확정함으로써 학생을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로 고려하기도 하였다. 일부 교사들은 학생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대안적인
방안들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학생이 ‘교육과정 변화의 촉진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교사들은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쟁점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과목 선택 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과목
개설 요구에 대한 개별 학생들 간의 목소리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들의
개입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생 참여를 더욱 유의미하게
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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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 사회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 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교육 변화에
대한 요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OECD에서는 학생이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적극성과 주도성, 책임감을 지닌 인재로 양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Education 2030」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OECD, 2018). OECD의 이 프로젝트에서는 무엇보다 학생 행위주체성
(student agency)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학생들이 활동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적극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학습할 것
인지를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OECD, 2018).
최근 한국에서도 미래 교육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함께 교육과정에 학생의 행위주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행위주체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기제로
주목받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로서(교육부,
2021a: p. 9), 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과 차이가 있다.
사실 고교학점제 시행 이전에도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되어 왔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개별 학생은 자신이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들을 모아
자신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을 강조하며 이른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한 이후(교육부,
1997),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에게 교과목 선택권을 부여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국가
교육과정은 학생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종래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강조하였던 학생의 과목 선택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이라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소경희, 2002; 허예지, 소경희, 2014; 홍후조, 2001).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진 학생의 과목 선택은 개별 학생의 선택이 아닌 ‘학교의 선택’인 경우가 많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개별 ‘과목’을 선택하기보다 문·이과 등 몇 개의 트랙으로 나누어진
‘과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는 기존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방식과 달리 학생의 수요조사 및
수강 신청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이 개발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다. 곧, 기존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교사들이 학생의 필요를 예상하고 학교의 인프라를 고려하여 몇 개의 선택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에게 제공하였다면,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의 수요조사를 거쳐 학교에서
개설할 과목이 정해지며 개별 학생은 수강 신청을 통해 자신이 이수할 과목을 확정하게
된다(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1: p. 33). 이와 같이 고교학점제에서 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희망과 선택을 근간으로 편성·운영되기 때문에, 학생이 참여하는 양상이나 그것이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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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또한 기존의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것과는 다르다.
그렇다면,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쟁점들이 도출되는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생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개발의 주체로서 ‘학생’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편성 실태나
사례에 관심이 많았으며(김연, 2020; 김현미 외, 2020),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거나(김진숙 외, 2019; 유동훈, 김은수, 모영민, 2020; 이상은, 백선희,
2019a), 고교학점제 교육과정과 관련된 쟁점으로 일부 학생의 수요나 희망에 대해 언급한
연구(강현석, 2018; 이상은, 장덕호, 2019; 주주자, 2018; 한혜정, 2019)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학생’에 주목한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설문조사로 분석한 연구(이상은, 백선희, 2019b)와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의 선택 경향성을 분석한
연구(김동욱, 2019), 학생의 교과목 수요에 따른 교원 수급에 대한 쟁점을 다룬 연구(허주 외, 2020)
등이 수행되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고교학점제의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학생 변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이 연구들은 설문조사 등의 연구 방법을 통해
고교학점제에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의 인식이나 실태의 경향성을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생 참여의 구체적인 양상이나 이러한 학생
참여가 교육과정 개발에 가지는 의미, 이와 관련된 쟁점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에서 학생 참여의
양상과 이와 관련된 쟁점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교사 및 학생 대상의 설문조사나 담론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실제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이를 지원해 온 참여자의 목소리와 경험에 토대를
두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이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둘째, 고교학점제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생 참여와 관련된 쟁점은 무엇인가?
셋째, 고교학점제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생 참여가 더욱 유의미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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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서 학생 참여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기존의 담론들을 살펴보면, 학생을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로
고려하기보다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자원(source)’으로서 간주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학생을 교육과정 개발 시 주요한 의사결정의 자원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은 진보주의가 등장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세기
Pestalozzi나 Froebel 등의 유럽 교육학자들은 아동의 자연스런 발달과 경험을 존중하는 교육을
주장하였고, 이 같은 아동 중심 교육은 19세기 말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소경희, 2017). 진보주의 교육 운동이 등장하면서 당시 학문의 내재적 가치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결정하던 방식에 대한 도전과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학습자인 학생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주장한 Dewey(1916, 1938)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 및 조직에서 교과는 학습자의 현재 경험으로부터 추론될 필요가
있다. 곧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학생의 일상 경험에서 출발하여 학생이 지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아동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재구성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실제로 학생을 교육과정 개발 과정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일에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학생을 교육과정 개발 시 의사 결정의 주요 자원으로 바라보는 입장은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모형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예컨대 Tyler(1949)부터 Schwab(1973)에 이르는
여러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요소 중
하나로서 학습자를 강조하고 있다. 고전적 자료이긴 하지만 Fantini &

Weinstein(1970)도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교과 지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생의 요구, 경험, 흥미, 학습 수준 등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과정 개발의 중심을 학습자 개인에 두고 학생의 요구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보다 최근에
출간된 Omstein & Hunkins(2003)의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주요 자원으로서 ‘과학’,
‘사회’, ‘영원한 진리와 신의 의지’, ‘지식’, ‘학습자’를 제시하며, 교육과정이 학습자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즉 학습자의 학습 방식, 태도, 흥미 등에 관한 지식에서부터 도출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학생을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자원’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일부 학자들은 학생을 교육과정 개발의 ‘자원’으로
간주하는 차원을 넘어서 학생을 교육과정 개발의 중요한 ‘참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목되었다.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교육과정 관련 의사결정 행위에 학생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은 전통적인 학교교육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이고 폐쇄적인 틀을 비판하며 다양한 학교 개혁안을 제시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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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었다.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대한 대안으로서 해방교육학을 강조한 Freire(1970)의 경우,
현실 사회의 구조적인 억압에 대한 피억압자의 각성과 해방을 추구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교육은 대등한 사람들 간의 대화이며,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을 위한 민주적인 공동작업자로 재인식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학교교육에서 나타나는 지배-복종의 인간관계를 비판한 Kohl(1969)
또한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흥미와 요구에 따른 적절한 교육과정을 선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교사는 학생에게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고 학생으로부터 교육과정이 자연스럽게 발전되어 나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같은 입장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단순히 의사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자원으로 간주하기보다 교육과정의 방향이 학생으로부터 직접
추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학생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실제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생 참여는 대부분 “학생의 요구나 필요, 흥미 등을 교사에게 알리는 일”(이귀윤, 1997:
p. 241)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이 자신의 요구나 필요, 흥미를 교사에게 알리면, 교사가
이를 학교 교육과정에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ㆍ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제 학교에서는 교사가 교육과정 개발의 주체가 되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학생의 행위주체성을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하는 데에도 다소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2. 고교학점제의 도입과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서 학생 참여
현재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 따라 교육과정의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고교학점제 정책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여(교육부, 2016),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가 지정·운영되었으며, 2021년에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2021. 2. 16.)」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안)(2021. 8. 23.)」이 연달아 발표되면서 향후 2025년 본격적인 고교학점제 도입·적용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중이다(교육부, 2021a, 2021b).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적성을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하여
학점을 취득한 후 졸업하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교육부, 2021a: p. 9), 학생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일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나 전제 조건으로
강조된다(이광우 외, 2017). 따라서 고교학점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연구학교에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실제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 개설한 선택 과목
수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연구학교 운영 이전보다 연구학교 운영 이후에 평균 9.3개의 선택 과목(약
30%)이 더욱 많아진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현미 외, 2020: p. 95).
그러나 고교학점제의 교육과정이 단순히 선택 과목 수를 확대 개설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고교학점제의 교육과정이 이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다른 측면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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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이 이전보다 더욱 많아진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의 개설 과목이 학생의 수요조사
및 수강 신청 결과를 토대로 확정된다는 데 있다. 즉, 고교학점제에서의 교육과정은 선택 과목에
대한 학생의 수요조사와 수강 신청 절차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주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1: p. 5). 실제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는 개설 희망 과목에 대한 학생의 수요조사를 1~3차례, 수강 신청 또한
1~3차례 실시하여 개설 과목을 확정하고 있었는데(김현미 외, 2020: pp. 154-156), 이러한
수요조사 및 수강 신청은 이전에서는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던 교육과정 결정 방식으로서
앞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고려된다. 즉, 교교학점제는 종래의
선택형 교육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핵심 축에 ‘학생’을 둠으로써 교사
정원에 맞추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해온 관례에서 벗어나도록 일선 고등학교의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논의된다(이상은, 장덕호, 2019: p. 114).
한편,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의 수요조사 및 과목 선택 결과를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상은과 장덕호(2019:
p. 131)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상당수 학교에서 학생 수요조사 및 수강 신청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종래 교사 중심 교육과정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러한 일의 전제 조건으로서
진로 지도 및 학생·학부모의 공감대 형성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김연(2020: p. 63)은 학생들이 개별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기보다 ‘과정’을
설치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에 대한 혼란을 막고 과목 선택을 가이드 한 것이 더욱 효과적이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이 개별 과목을 선택할 역량을 아직 갖추지 못했음을
유추해보게 한다. 한편, 이주연 외(2020: p. 157)는 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이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목을 맡아줄 교사가 부족한 문제를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여건이 부족함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이상은과 백선희(2019b: p. 80)는 학생의 과목 선택 경향을 분석한
결과 성적이 높다고 인식하는 학생일수록, 교육 기대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형편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과목 선택의 정도 및 자신의 적성과 흥미와 부합하는
정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고교학점제에서 개별 학생 간 과목 선택의
질적인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연구들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한 변화와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데에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의 시행이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학생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전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학생 참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는 교육과정 개발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는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생 참여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탐색하는 한편, 학생 참여
과정에서 제기되는 교육과정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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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생 참여의 양상과 쟁점을 더욱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의 경우 목적 표집 방식(purposive
sampling strategy)을 활용하여(Creswell & Clark, 2011),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교사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교육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원해준 장학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고교학점제에서의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나, 학교 교육과정이 학생의 참여뿐만 아니라 학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확정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종합적인 상황과 맥락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교육과정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한편, 고교학점제 연구학교가 일부 학교에 국한되어 있고
연구학교 운영 연한도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교육과정 업무 담당 교사도
자신의 학교 상황에 국한하여 경험과 고민을 이야기해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고려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관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들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지원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업무 담당 장학사도 면담 대상자에 일부 포함하여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더욱 풍부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면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이 연구의 면담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면담 대상 교사 및 학교 정보
No.

참여자

교직 경력

역할

소속 학교/기관 소재 지역

학교 특성

1

A교사

26년

교육과정 담당

㉮고등학교

A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2년 운영)

2

B교사

18년

교육과정 담당

㉯고등학교

A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3년 운영)

3

C교사

19년

교육과정 담당

㉰고등학교

A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2년 운영)

4

D교사

13년

교육과정 담당

㉱고등학교

B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3년 운영)

5

E장학사

23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지원 담당

㉲교육지원청

A도

-

6

F교사

19년

교육과정 담당

㉳고등학교

C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2년 운영)

7

G교사

3년

교육과정 담당

㉴고등학교

D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3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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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참여자

교직 경력

역할

소속 학교/기관 소재 지역

학교 특성

8

H교사

7년

교육과정 담당

㉵고등학교

E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3년 운영)

9

I장학사

30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지원 담당

㉶도교육청

C도

-

이 연구의 참여자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 교육과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7명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지원하며 교육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장학사 2명이다. 교직경력은 최소
7년부터 최대 30년까지 다양하나, 평균 17년 이상으로 대체로 고경력 교사에 해당하는 교사가
많았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는 면담 참여자들이 총 5개 시․도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교사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의 소규모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도 있어 각기 다른 학교
상황을 논의해주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7명의 교사가 소속된 학교는 모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이며, 그중 3년차 연구학교는 4개교, 2년차 연구학교는 3개교로서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2~3년에 걸쳐 개발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조사 및 분석 방법
자료 수집은 주로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원격미팅 프로그램을
통한 화상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위해 개발된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2>와 같으며,
면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후속 질문들을 추가하며 진행하였다.
<표 2> 면담조사 질문
영역
1. 학생의 요구와
선택과목 개설 과정

면담 질문
1.1. 선택 과목을 개설할 때,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과목을 개설하십니까?
1.2.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로서 학생의 다양한 필요를 고려하여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 새롭게 시도한 것이 있습니까?
2.1. 학생들은 자신의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 학습할 과목을 선택합니까?

2. 학생의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2.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2.3.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은 무엇입니까?

3. 고교학점제로 인한
학생의 변화
4. 실행과정에서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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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학교에서 개설한 선택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2.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하도록 하였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4.1. 고교학점제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사로서 고민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4.2.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의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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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을 위한 면담은 2020년 12월 한 달간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별로 1회씩 약 1시간
가량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때 모든 면담의 내용은 녹음되어 면담을 마친 뒤 전사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전사된 자료는 연구 분석 과정의 원자료로 활용되었다. 면담조사에 대한 분석은
전사된 내용을 토대로 코딩 작업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때 이러한 코딩 작업은
이론적 배경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즉, 본 연구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연구와 문헌을 토대로
코드를 추출하여 분석에 적용하는 방법을 활용하여(DeCuir-Cunby, Marshall & McCulloch,
2011), 고교학점제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의사결정의 ‘자원’으로
고려하는 사례, 학생의 요구와 과목 선택 결과를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사례, 이보다
진일보하여 학생의 요구와 과목 선택 결과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사례로 구분하여 코딩 작업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생
참여의 양상뿐만 아니라 면담 참여자들이 제기한 학생 참여 관련 쟁점들을 각각의 주제별로
유형화하여 코딩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한편, 이러한 코딩 과정은 연구진 간의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최종 코딩의 결과를 교육과정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
2명에게 검토를 받음으로써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고교학점제의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생 참여 양상 및 의미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택 과목을 확대·개설하여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 참여 양상과 교육과정 개발에서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1) 교사들은 학생을 중요한 ‘교육과정
개발의 자원’으로 고려하거나, (2) 학생을 중요한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로 고려하기도 하였으며,
(3)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를 촉구하는 ‘교육과정 변화의 촉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참여 양상 및 교육과정 개발에서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육과정 의사 결정의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학생
첫째,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의사 결정을
위한 하나의 주요한 ‘자원(source)’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면담조사에서 이러한 의미를 강조한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이전과 달리 학생이 흥미를 가지거나 필요로 하는
과목들이 무엇인지 예측하고 논의하며 선택 과목을 확대·개설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곧, 학교
교육과정 의사결정의 주체는 여전히 교사이지만,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생을 의사 결정의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하여 학생의 흥미와 필요에 근거하여 기존보다 선택 과목을 확대 개설하기

67

교육과정평가연구 제24권 제4호 (2021)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안적 교육과정을 많이 운영해요. 인문학적 감성과 미술이나 역사와 관련된 과목부터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이런 식의 과목들이요. 아이들의 다양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과목들을
선생님들이 개설하세요. (교육과정에) 이런 아이들을 받아 안기 위해서요. 그랬을 때 아이들은 상당히 그런
과목들을 좋아하죠. 신청도 많이 하고요. [B교사]

이러한 의견을 개진한 면담 참여자들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의사 결정을 할 때 학생의
흥미와 필요를 고려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현실적으로 학교의 상황과 요건이
여전히 중요함을 논의하였다. 특히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경험이 부족한 학교나 읍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필요와 흥미 등을 고려하여 선택 과목을 개설하기에는 학교 여건과
교사 수급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의 수요만을 근거로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교사가 ‘사전에’ 학생의 필요와 흥미를 ‘예측’하고 학교의 상황과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개설 가능한’ 선택 과목들을 어느 정도 확정한 다음, 학생의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었다.
순서를 말씀드리면, 해당 과목을 가르칠 교강사 부분이 확보가 된 과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의 수강 신청을
받아요. (중략) 교양 과목들이 문제이거든요. 교과가 따로 편제되어 있지 않은 교양 교과 과목은 교과협의회와
교육과정협의회에서 (교양 과목을) 어떤 교과에서 담당할 것인지, 우리가 개설할 수 없는 과목은 무엇인지에 대해
미리 논의가 된 이후에 아이들한테 수강신청을 받습니다. [D교사]

이와 같이 학생을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자원’으로 고려하는 입장은,
학생이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과목을 고려하여 개설 가능한 과목을 확대해간다는 점에서, 이전의
교사 중심 교육과정에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학생은 교육과정 관련 의사 결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의미를 지니지만, 의사결정의 주체는 여전히 교사이며 학생의 수요뿐만 아니라
학교의 여건이나 상황도 중요한 의사결정의 중요한 자원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에 다룰
입장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나.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주요 ‘참여자’로서의 학생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학생이 교육과정 개발의 주요
‘참여자’로서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생을 의사결정을 위한 하나의
‘자원’으로서 고려하는 경우에는 교사가 학생의 필요를 고려하기는 하였으나 의사 결정의 주체는
여전히 교사였던 반면, 학생이 교육과정 개발의 주요 참여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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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관련 의사 결정에 학생이 일정 정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교학점제에서 학교가 실제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학생 수요조사 및 수강 신청 결과를 토대로
확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읍면지역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의 수요를 예측하고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설 가능한 선택 과목’을 확정한 다음에 학생의 수요조사를 받는 반면,
많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는 학생의 수요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하면서 개설 가능한 선택
과목을 추려나가고 있었으며, 개설하기로 결정된 과목들을 토대로 학생의 수강 신청을 받아 실제
운영하게 될 학교 교육과정을 확정하고 있었다.
먼저 수요조사의 경우 교사들이 현실적 요건을 고려하여 실제로 개설 가능한 과목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학교에서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모든’ 과목을 학생의 선택의 범위로 제공하고 학생 수요조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교사들이 개설 가능한 과목을 추후에 논의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요조사는 1회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수요가 낮게 나오는 과목을 제하여 가는
방식으로 2~3회 실시하기도 하였다.
(교육과정) 편성표를 (확정하거나) 선택 과목을 개설할 때, 학생 수요조사를 해요. (중략) 학생들한테 연말에
희망하는 과목이 있는지 한 번 (의견을) 받고요.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 우리 학교에 개설되는 과목군을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요. (수강 신청으로 과목) 선택하기 전에 가수요조사를 하고, 또 한번 수요조사를 만들어서
원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해요. [C교사]

학교 교육과정으로 개설할 선택 과목이 확정된 이후에는 개별 학생별로 수강 신청을 받아 실제로
운영할 학교 교육과정을 확정하게 된다. 이때, 수강 신청 대상 과목들은 학생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강 신청에 따라 대부분의 과목들이 운영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강 학생이 적어 폐강되는 과목이 생기기도 한다. 결국 수요조사 결과가 교육과정에
편성할 과목을 결정하는 데 활용된다면, 학생들의 수강 신청 결과는 실제 운영할 교육과정의 과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수강 신청 결과를
토대로 실제 운영할 학교 교육과정의 개설 과목을 확정할 때 임의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일정 수강
신청 인원을 선택 과목의 개설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었으며, 이를 학교 규정에 명시해놓음으로써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선택 과목 개설의 기준으로서 학생 인원수는 학교마다
달랐는데, 학교 규모와 교사 인원 등을 고려하여 3명 이상, 6명 이상, 10명 이상, 13명 이상, 15명
이상 등으로 설정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이 학교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과목 개설의 기준 학생
수보다 더욱 많은 학생들이 수강 신청했을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하고 있었다.
(우리 학교는) 선택 과목의 개설 기준을 마련을 했는데요. ‘14명 이상 30명 이하의 학생이 수강신청 했을 경우에
개설을 해주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선택 과목 개설 기준을 수강 신청 학생) 최소 15명과 최대 30명으로
설정해 놓았죠. [H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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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조사에 참여한 학교들의 경우 대부분 수요조사와 수강 신청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의견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의 상황 상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다 개설해줄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모종의 균형점을 찾고 있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논의되었다. 예컨대, 수강 신청 결과를
토대로 개설 과목을 확정할 때 특정 교과 교사들의 담당 과목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수강 신청 학생 수와 교사별 담당 과목 수 간의 모종의 ‘조정’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학교의 선택 과목 개설 기준 인원이 8명이었고, 올해는 개설 인원 기준이 6명이었어요. 개설
인원 기준이 그렇게 나온 데에는 (교사의 담당 과목 수에 따른 조정 때문이에요). 우리 학교의 경우 선생님들의
평균 담당 과목 수가 세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세 과목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걸로 전체 교직원협의회에서
합의가 되었어요. [D교사]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의 수요조사 및 수강 신청 결과를 토대로 개설 과목이 확정되어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학생은 단순히 교육과정 의사 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자원이라기보다는 교육과정 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의 수요조사 및 수강 신청 결과를
그대로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기보다 학교 차원의 조정 과정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은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주요 참여자지만 실제 교육과정은 학생과 교사가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 학교 교육과정 변화의 ‘촉진자’로서의 학생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 양상을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
의사 결정의 중요한 ‘자원’으로 고려되거나, 학교 교육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로서 의미를 가지기도 하였으나, 일부 사례에서 학생은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를
촉구하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의 수요 및 과목 선택 결과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학생들의 요구와 선택을 일부 조정하여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곧, 현실적인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생의 요구를 모두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의 요구는 일정 부분 선택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수용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의 수요조사와 수강 신청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들을 모색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까지 시도하고 있어 주목되었다. 곧,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의 수요가 있더라도 여건 상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기 어려운 과목이 있을 경우,
최소 졸업 이수 단위를 증배하면서까지 소인수 과목이나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학생이 희망하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A교사의 학교에서는 학급을
더욱 많이 개설하거나 교사의 담당 수업 시수가 늘어나더라도 최소 교과 이수 단위(180단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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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여 방과 후에 소인수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읍면지역의 소규모 학교인
F교사의 학교에서는 학생의 수요를 학교 교육과정에 모두 반영하여 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수강
학생이 3명 이상인 경우 과목을 개설하고 있었으나 수강 신청 학생이 그 이하인 경우에도 최대한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선택 과목에 대한 학생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공동교육과정이나 소인수 과목을 개설·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특정한
과목을 개설해달라는 의견을 직접적으로 학교 측에 제공하는 등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 첫 해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두 번째 해에는 본인들이 ‘이 과목을
열어 주세요.’라는 요청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로봇 기초」라는 과목을 수강했던 학생이 다음 해에 주변
학교의 자기 친구들을 모아서 오히려 저한테 ‘선생님, 「로봇 융합」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열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과목을 개설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H교사]

이와 같이 학생의 요구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연구학교에서는 최소 졸업 이수
단위를 증배하여 소인수 과목이나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학생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를 정규 교육과정의 과목으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의 변화를
시도하는 사례들도 있어 주목되었다. 이 경우 방과 후에 개설·운영하였던 소인수 과목이나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정규 수업 시간 내의 교육과정에 편성한 다음, 해당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정규 교사를 배치하거나 강사를 채용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의 학습 기회를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제공하고 있었다.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프로그래밍」은 저희가 소인수 과목으로 방과 후에 180단위(최소 이수 단위)를
초과해서 열어줬는데, 「프로그래밍」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
과목을 180단위 내로 끌고 와서 (정규 교육과정 과목으로) 개설했어요. 그래서 정보 선생님이 새로 오셨죠.
[A교사]
우리학교는 일단 기존의 (정규) 교육과정의 편제표 안에 들어 있는 선택 과목을 늘리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원래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첫 해에는 기존 과목은 그대로 두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많이
개설했거든요. 그렇게 운영하다가 보니까 학생들의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과목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심리학」이나 「교육학」, 「프로그래밍」, 이런 과목들에 대한 학생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그 과목들을 (정규
교육과정의) 편제표 안에 넣었어요. [H교사]

일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과목 개설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때, 주어진 학교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공동교육과정 및 소인수 과목과
같이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새로운 방법으로 개설하거나, 해당 과목에 대한 학생의 수요가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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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의 변화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 같은 노력은 기존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과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으로 주목해 볼 수
있다. 곧, 교사가 교육과정 개발의 주체이거나 또는 교사가 주축이 되고 학생은 부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서 나아가 학생의 역할을 과목 개설의 ‘주체’이자 교육과정 변화의 ‘촉진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생 관련 쟁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분석한 결과, 학생의 참여는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러한 학생의 참여는 교육과정 관련 의사결정의 주요 ‘자원’이나, 교육과정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참여자’, 혹은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를 도모하게 만드는
‘촉진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면담조사 참여자들은 학생의 필요와 요구가 학교 교육과정에
긴밀하게 반영되면서, 수업의 질이 향상되고, 학생에 대한 존중감이 증대되었으며, 무기력했던
학생들이 수업 및 학교생활에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는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논의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학생의 참여가 더욱 많아지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도 함께
제기하였다. 이 절에서는 교사들이 제기한 우려들을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생 참여로 인한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학생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면담조사 참여자들은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학생의 요구와 과목 선택 결과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과목의 개설을 요구하거나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극적·능동적 주체로서 자신의 학업을
설계해나가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를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과목을 선택하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면담조사 분석 결과, 일부 학생들은 개설 과목 수요조사나
수강신청을 할 때 자신의 진로 및 적성에 따라 신중하게 과목을 선택하기보다 단순한 흥미나, 쉽게
이수할 수 있는 과목, 상대평가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과목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의지도 많이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진로진학에 대한 기초가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과목명으로 “이건 접근하기가 쉽겠다” 그런 과목들을 선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략)
진로보다는 흥미. 거기에 초점을 둔 과목 선택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F교사]
학생들이 많으면 등급 잘 나올 것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과목으로 많이 몰리고. 자기의 적성보다는 대입과
더 연관을 시키는 거죠, 대입과 연관하다 보니까 학점이 잘 나올 것 같은, 등급이 잘 나올 것 같은 과목으로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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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아서요. (중략) 아직까지 진로가 과목 선택권에 크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덜 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애석해요. [I장학사]

학생이 진로 의식이 명확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의 요구나 과목 선택 결과를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된다고 할 때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개설 과목이 확정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생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적성을 탐색하고 이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학생들은 자신의 과목 선택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진로·진학 지도를 강화해주길 원하거나 과목 이수와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길 요구하는
것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
중요한 건 얼마나 이 아이한테 그것의 필요성, 중요성, 진로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는 아이들은 대개 학습 능력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적합한 과목을) 고민을 하며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E장학사]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오면 여전히 아이들의 가장 큰 불만은 진로 진학 지도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과목
이수와 관련해서 충분한 정보를 달라, 이 불만이 많거든요. [A교사]

이러한 문제에 기인하여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는 학생의 진로․학업 설계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진로 탐색 지원 및 과목 선택 안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컨대, H교사의
고등학교에서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목을 개설하고,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교육과정
박람회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교육과정 박람회를 통해 해당 과목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다수의 면담조사 참여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생의 요구나 과목 선택
결과를 토대로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될 때,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선택 과목이 확정되어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학생의 진로․학업 설계 및 과목 선택 역량을 신장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나. 교육과정 변화를 요구하는 학생 간 목소리에 차이가 있는가?
고교학점제는 학교 교육과정에 학생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는 학생 수요조사 및
수강신청 등을 통해 학생의 과목 개설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않던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를 시도하는 등 학생의 목소리에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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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면담조사 참여자들은 학생의 요구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때, 개별 학생의 특성에 따라
학생의 목소리 크기에 차이가 있지 않는지에 대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다. 우선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개설하는 과목에 관심을 가지거나 자신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상당 수의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수동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학생 참여가 실제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을 모두 개방하여 학생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도 학생이 요구하는 과목은 한정적이거나
다양하지 않은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필요나 뭔가를 요구하진 않아요. 학생들이 되게 수동적이에요. [G교사]
개설 희망 과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때,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개설한 과목 외에 원하는 과목에 대한
수요도 받아요. 그런 과목들에 대한 수요를 체계적으로 받기 위해 (학생들에게) 정보도 주기는 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편제표에) 깔아주는 것 외에 원하는
것들이 한정적이고, (예상했던 만큼) 그렇게 다양하게 많게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B교사]

이와 같이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은 기존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생이 담당한 역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주요 참여자’의 위치에 있기보다 교육과정의 ‘수혜자’나
‘소비자’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학교에 제안하는 경험이 부족하였던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이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학생들이 소극적으로 반응할 때, 개별 학생의 특성에
따라 과목 개설에 대한 요구의 적극성이나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 개별 학생의 특성 중에서도 특히 학업성취에 따른 목소리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의식이 분명하거나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학습하고 싶은 과목이나 대학 입시를 위해 필요한 과목의 개설을 학교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예컨대,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하는 H교사 고등학교의 경우,
‘로봇기초’, ‘로봇제작’, ‘응용 프로그램’ 등의 과목을 개설해달라는 요구가 과학중점반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학교는 그에 따라 해당 과목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학업) 성취도가 높고, 진로 의식이 분명하고,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이나 관심이 많은 아이는 매우
의미 있고 다양하게 (과목)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E장학사]

이에 반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개설하는 과목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과목
개설에 대한 요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생들은 과목 개설에 대해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그러한 학생의 목소리가 (학교 교육과정에) 잘 반영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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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으로도 논의되었다.
약간의 무기력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은 사실 (과목 개설에 대해)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대부분
교육과정이나 평가에 대해 목소리 내는 아이들은 (성적이) 중상위권 이상의 아이들이더라고요. 솔직히 그
친구들은(하위권 학생들)은 (교육과정 개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C교사]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성적이) 하위권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과목 개설을 학교에 요청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해주어야 따라가는 아이들이에요. (교육과정에 대한) 목소리가 작은
아이들이요. 지금까지 계속 학교에서 목소리가 작아왔던 아이들이라서, 그 아이들의 목소리가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잘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아쉬워요. [D교사]

교사들은 이 같은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과목 개설에 대한 학생들 간에 목소리 차이의 원인으로
누적된 불평등 경험, 학습된 무기력, 이로 인한 자신감의 차이 등을 꼽고 있었다. 즉, 고등학교 입학
이전부터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의 참여 기회가 학생들에게 주어졌고, 이는 유의미한 과목 선택으로 이어지는 데에
한계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개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
교육과정에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 학생의 의견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때 교사의 개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의 요구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생의 목소리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면담조사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의 개입은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곧, 면담조사 참여자들은 다수의 학생들이 요구한다고 하여 해당
과목들을 모두 개설해주어야 하는지, 흥미나 적성 위주의 과목이 개설됨에 따라 기초 학력 신장에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을지, 학생들이 요구하는 과목이 과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개설할 수 있는
성격의 과목인지 등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고민들은 특히 학업성취도가 낮거나 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의 과목 선택 경향과
관련하여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흥미나 적성에
따른 과목의 개설을 요구할 때, 이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해당 과목들을 학교 교육과정에
개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과목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나타내었다. 곧, 학생의 흥미․적성에 따른 과목 개설 요구를 모두 수용하다 보면 학교
교육과정이 “취미 삼아 해도 되는 과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특성화 고등학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 관련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바리스타, 사진, 연극과 같은 과목을
개설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교사들은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가 어려운 과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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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공부를 좀 덜 하는 아이들도 존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에 이런 (성격의) 과목들을 (학교
교육과정에) 끌고 와서 개설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학생들 입에서 ‘그 과목은 3학년 2학기 정도에 하거나, 취미
삼아 배워도 되는 것을 굳이 (선택) 과목으로 (개설)해야 돼요?’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I장학사]
‘바리스타’ 과목, ‘사진’ 과목, ‘연극’ 과목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선택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 아이들이 그런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려운) 과목들을 회피해서
선택한 것이라는 거예요. (중략) (교사로서) 그 아이들에게 더욱 중요하고 필요한 과목은 따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요. [D 교사]

교사들의 이러한 고민은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들을 선택하여 학습하도록 할 경우, 오히려 이들의 기초 학력 신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다른
학생들과의 학습 격차를 심화시키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로 확장되었다. 곧, 개별 학생들이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흥미와 적성 위주의 과목들을 더욱 많이 개설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 옳은
것인지, 기초적인 학력이나 인문학적 소양에 대한 과목을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이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있었다.
이에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가 과목 개설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이 같은 간극을 좁히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B교사가 속한 학교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에게도 영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해당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관광 영어’ 과목을 별도로 개설하였으며,
C교사의 학교에서는 교양 교과로서 ‘프로그래밍’ 과목을 개설하면서 코딩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과목도 함께 개설하여 학생의
능력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사례들은 학생들의 요구만을 반영한 선택 과목
개설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학생들의 필요나 학습 수준 등을 교사가 ‘개입’하여 조정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과목들은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고 저희 학교도 많이 개설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적) 하위권 학생들을 위해서는 정말 흥미 위주의 대안적 교육과정 말고 이 학생들의 학력을 높여줄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해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기본 영어’, ‘기본 수학’을 개설을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적 하위권) 애들이 (이런 과목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중략) 어떤 과목의 경우, 아이들한테 자기네들이
느끼기에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들긴 해요. [B교사]

교사의 개입은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한 과목 개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과목을 개설하고 선택하는 것을 학생에게만 맡길 경우, 기초학력이 저하되거나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었으며, 나름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결국,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어 학생이 교육과정의 참여자이나 변화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커질 때,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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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학생이 요구하는 과목을
반영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당 과목의 성격이 고등학교에 적합한 과목인지, 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동기는 무엇인지, 쉽거나 흥미 위주의 과목을 선택할 경우 학생의 균형적인
성장과 기초 소양의 발달을 저해하지는 않는지 교사들의 고민과 세심한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강조되었다.

V. 요약 및 제언

최근 미래교육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함께 학생의 행위주체성을 강조하는 고교학점제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그간 선택형 교육과정에서 학생에게 교과목 선택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했던 것과
달리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의 수요조사와 수강 신청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학교 교육과정이
개발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학생의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생 참여의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쟁점을 탐색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교사들은 기존과 같이 학생을 중요한 ‘교육과정 개발의 자원’으로 고려하여 학생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기도 하였으나, 학생 수요조사 및 수강 신청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개설 과목을 확정함으로써 학생을 중요한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로 고려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교사들은 학생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대안적인
방법들을 함께 모색하게 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학생이 ‘교육과정 변화의 촉진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학생의 요구와 의견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교육과정 변화를 요구하는
학생 간 목소리에 차이가 있는지, 학생의 의견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때 교사의 개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생 참여의 의미에
대한 관점도 변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학생’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당위적으로 강조되어왔으나, 실제 학생의 요구나 목소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이전과 달리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와 목소리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곧,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 희망 과목에
대한 수요조사나 수강 신청 결과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이 개발․운영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학생은 학교 교육과정의 소비자 및 수혜자가 아닌, 교육과정 개발의 중요한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중요한 개발 주체로 고려하는 접근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학교의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77

교육과정평가연구 제24권 제4호 (2021)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생을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중요한 주체로서 고려할 경우, 학생의
요구와 관련한 세부 쟁점을 면밀하게 파악하며, 각 쟁점별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때,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쟁점은 향후 본격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시사해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학생들의 진로 역량 및 과목 선택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할 때, 학생들 간에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목소리’에 차이가 있는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에
반영하거나, 침묵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의 요구를 묵과하지는 않는지 반성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학생의 의견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과목이 고등학교에 개설되기에
적합한 성격의 과목인지, 학생들이 왜 그 과목의 개설을 요구하고 있는지, 흥미 위주의 과목을
개설할 때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나 기초 소양 함양에 어려움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세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어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중요한 주체로
더욱 주목받는다고 하더라도, 학교 교사의 합리적이고 반성적인 논의와 적절한 개입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실행을 앞둔 상황에서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학생 참여가 더욱 유의미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학생의 진로․학업 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의 교육과정 참여가 더욱 유의미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의 요구나 과목 선택이 신중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학생이 진로․학업 설계 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개별 학생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역량과 목소리에 차이가 있지 않는지 검토하며, 개별 학생의 진로 인식 및 진로
결정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로․학업 설계 지도가 세밀하게 동반될 필요가 있다.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참여자와 변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진로․학업을
설계할 수 있는 행위주체자로 성장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둘째,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학생의 수요조사 및 과목 선택 결과를 중심으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면담 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요구와 필요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학생
참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학교의 여건이나 교사의 교육적 판단
또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교사의 혼란과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실제 운영 사례들을 토대로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운영
안내서를 매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데, 학생의 교육과정 참여 방법과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이나 우수 사례 등을 더욱 보완하여 일반 학교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때 표준화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학생의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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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는 방안과 그 가운데 고민해야 하는 사항, 이에 대한 사례 등을 안내함으로써 단위학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집단적 논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생의 요구를 학교 교육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단위학교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생의 요구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과목을 개설하거나 교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인적․물적 인프라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용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과 함께 단위학교에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여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교․강사 인력풀을 이용하거나 순회교사를 활용하여 졸업
최소 이수 학점 내의 정규 교육과정 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단위학교에서 학생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교사와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담당 장학사들의 목소리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생 참여의
의미와 쟁점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생의 경험과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경험과 목소리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생 참여의 의미와 경험, 그 과정에서의 고민과 갈등 등을 세밀하게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79

교육과정평가연구 제24권 제4호 (2021)

참고문헌
강현석(2018). 교육과정 쟁점에 기반한 고교 학점제 가능성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
어논문지, 8(8), 625-633.
교육부(1997). 제7차 교육과정 총론 해설 고등학교. 교육부.
교육부(2016).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교육부 보도자료(2016.
12. 23).
교육부(2021a). 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 교육부
보도자료(2021. 2. 16).
교육부(2021b). 2025년 일반계고 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21. 8. 23).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1).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안내서. 교육부·17개 시·도
교육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동욱(2019).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선택 교육과정 편성의 실제 및 학생 선택 경향성 분석.
교육과정연구, 37(2), 131-157.
김연(2020). 학생선택 교육과정 운영학교의 실천 사례 분석과 고교학점제에의 시사점 : 충남삼성고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1), 63-91.
김진숙, 임유나, 이민형, 조보경, 이광우(2019). 학점제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도입에 대한 요구
조사. 한국교원교육연구, 36(2), 75-103.
김현미, 이주연, 이수정, 김태환, 이상아, 김기철(2020).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현황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20-11.
소경희(2002).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생선택권’의 의미와 구현 방안 탐색.
교육과정연구, 20(4), 87-106.
소경희(2017). 교육과정의 이해. 파주: 교육과학사.
유동훈, 김은수, 모영민( 2020). 고교학점제 현장 정착을 위한 학교 사례 연구: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교사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27(4), 419-449.
이광우, 김진숙, 이근호, 한혜정, 이주연, 김경자, 형인이(2017).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고교 교육과정 방향 탐색 연구: 학습자 중심 고교학점제 실행 방향 및 과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7-9.
이귀윤(1997). 교육과정 연구: 과제와 전망. 교육과학사.
이상은, 백선희(2019a).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확대 가능성 탐색 : 교사 전공별 담당교과 현황 및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36(2), 49-73.

80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생 참여의 양상 및 쟁점 분석

이상은, 백선희(2019b).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시 과목 선택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과 요구. 교육과정연구, 37(3), 79-105.
이상은, 장덕호(2019).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 나타난 쟁점과 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4), 109-136.
이주연, 이광우, 진경애, 이미숙, 이민형, 장현진(2020).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지도 방안 탐색: 학생의 진로·학업 설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20-9.
주주자(2018). 학생인권과 평등교육 관점에서 고교학점제 검토 및 그 적용 방향 탐색.
법과인권교육연구, 11(2), 109-137
한혜정(2019).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조 관련 쟁점 및 향후 연구의 방향
탐색. 교육과정연구, 37(2), 53-81.
허예지ㆍ소경희(2014). 한국, 영국, 뉴질랜드, 일본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비교.
비교교육연구, 24(1), 181-201.
허주, 김갑성, 최수진, 이승호(2020).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수급 관련 쟁점 : 학생의 교과목
수요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8), 651-672.
홍후조(2001).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상의 이해와
오해. 교육과정연구, 19(1), 197-229.
Creswell, J. W., & Plano Clark, V. L. (2011). Designing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2nd ed.). Thousand Oaks, CA: Sage.
DeCuir-Guby, J. T., Marshall, P. L. & McCulloch, A. W. (2011). Developing and using a
codebook for the analysis of interview data: an example from a professional
development research project. Field Methods, 23(2), 136-155.
Dewey, J.(1916).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Dewey, J.(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West Lafayette: Kappa Delta Pi.
Fantini, M. D. and G. Weinstein(1970). Toward humanistic education: a curriculum of

affect. New York: Praeger.
Freire, P.(1970).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Continuum.
Kohl, H.(1969). The open classroom: a practical guide to a new way of teaching. New
York: New Your Review.
OECD(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Position Paper.

81

교육과정평가연구 제24권 제4호 (2021)

Omstein, A. C. & Hunkins, F. P. (2003). Curriculum: foundations, principles and issues.
교육과정 –기초, 원리, 쟁점-. 장인실, 한혜정, 김인식, 강현석, 손민호, 최호성, 김평국,
이광우, 정영근, 이흔정, 정미경, 허창수 역 (2007).
Schwab, J. J.(1973). The practical: translation into curriculum. School review, 81,
501-522.
Tyler, R. W.(1949).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논문접수 : 2021.10.05. / 수정본접수 : 2021.10.29. / 게재승인 : 2021.11.10.

82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생 참여의 양상 및 쟁점 분석

ABSTRACT

Analysis of the aspects and issues of student participation in
curriculum development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Joo-Youn Lee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Rami Woo
Lecturer, Ewha Womans University
In developing the school curriculum, the ‘student’ has been regarded as a resource
for decision-making. However, with the recent introduc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raises the meaning of student participation in the school curriculum
development. The goal of this study is exploring the meaning and the issues of student
participation in the school curriculum development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interviews with nine
people, including teachers and supervisors. In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students
were regarded as an important ‘resource’ for decision-making related to the
curriculum as in the existing method. Students also had the meaning as important
‘participants’ in determining the subjects of the school curriculum, and sometimes as
‘change facilitators’ who make teachers to find alternatives. In this process, there are
difficulties in relation to how well students have understanding and competency in
subject selection, differences in the voices of students about the demand for opening
subjects, and the extent to which teachers should intervene when the needs of students
are importantly reflected in the curriculu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study suggests that a change in the perspective on student participation is necessary to
develop curriculum under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practical support should
be prepared to resolve detailed issues related to student participation.
Key Words: High School Credit System, Curriculum Selected by Students, Student Agency,
School Curriculum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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