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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년 3월 이후로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에 대한 정책 연구가 시
작되고 2015년 9월 국어과 교육과정이 고시, 2018학년도부터 새로운 교
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이래로 국
어과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 체제가 정착된 이래 3번째의 총론 수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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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문․이과 통합형 2015 개정 교육과정 의 전제
는 지식 정보가 가장 주요한 자원으로 작용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할 창
의․융합형 미래 인재의 양성과 이를 위해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마련한다는 데 있다.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는 과거 전통적인 산업화 시대의 인재와는 분
명한 차이를 보인다. 미래의 인재는 전통적인 산업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와는 다르게 수평적 조직 구조 내에서 주요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유용한 정보를 탐색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조직원 내 모든 구성원들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내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OECD(2003)는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의 성공적인 삶과 사회의 발전에 요구
되는 핵심역량을 제안하였고 21세기 미래 사회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학업적 지식과 사고 기능에 대하여 구체
화하였다. 이들 핵심 역량은 성공적인 삶과 직업 생활, 대학 과정의 학업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 자질들로 학습 및 혁신 기능, 정보 미디어 및
기술에 관한 기능, 의사소통 기능, 대인 관계 기능 등이 포함된다.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상이나 이러한 인재상을 설명하는 역량 구조는
학제 간 분리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실현되기 어렵다.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 기술 창조 능력을 두루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학제
간 구분이 분명한 현재의 교육과정 체계가 재편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 문․이과 통합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으로의 개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의 반영 방안을 살피고 통합형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CCSS1)와 이를 주 단위 교육과정으로 구성한 뉴욕 주의 P-12 공통 핵심
‘

1)

’

핵심 역량에 대한 탐색적 논의는 미국의 교육 컨소시엄인 P21(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이 2004년부터 실시한 21세기 학습자들에게 요구되는 필수 역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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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성취 기준(New York State P-12 Common Core Learning Standards for English
Language Arts & Literacy)을 토대로 자국어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이와 연
계하여 뉴욕 주 브롱크스(Bronx) 시에 소재한 American Studies at Lehman
College 고등학교의 자국어 교육과정을 분석을 통해 실제적인 자국어 교
육과정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5
문․이과 통합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유의한 시사점
을 도출하고 구성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Ⅱ. 2015 문․이과 통합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방향
1. 2015 문․이과 통합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론의 개정 방향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의 총론의 주요 방향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 창의․융합형 미래 인
재는 과거 전통적인 산업화 시대의 인재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미래
의 인재는 전통적인 산업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와는 다르게 수평적
조직 구조 내에서 주요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유용한 정보를 탐색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조직원 내 모든 구성원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량은 미래 핵심 역량으로 연결된다.
지식 정보 사회로 전환된 현재 시점에 요구되는 인재상으로 정의된 창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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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연구들로부터 구체화되었다. 또한 이들 연구 결과는 2010년 발표된 미국
의 CCSS(Common Core State Standards)에 반영됨으로써 교육적 국면에서 핵심 역량
의 구체적인 실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미국 CCSS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핵심
역량에 대한 자국어 교육과정 내 반영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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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 체제를 재편할 필요가 있
다. 현재 교육 체제는 문․이과 분리형의 교육과정 구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교육 내용 요소 역시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기
반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이에 새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은 문․이과
분리형이 아닌 통합형 교육을 지향하는 동시에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한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문․이과 분리형과 통합형에 관한 교육과정의 실제 반영은 고등
학교 과목 구조에 대한 개편을 통해 이루어진다. 고등학교의 과목 구조는
크게 공통 과목 과 선택 과목 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15 문․이과 통
합형 교육과정 총론 의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
문․이과 구분 없이 기초 소양을 기르는 공통 과목 과 학생의 적성과 진
로를 고려한 선택 과목 에 대한 구성 체제이다. 선택 과목 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일반 선택 과목 과 진로 심화 선택 과목 으로
다양화되었다.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이 적용될 경우에 고등학생들은 문․
이과 계열 구분 없이 공통 과목을 이수 한 후에 계열별로 일반 선택 또는
진로 심화 선택 과목에서 해당 과목을 배우게 된다. 일반 선택 과목 은
교과별로 주요한 학습 내용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다루는 과목이며, 기본
5단위에서 2단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고 공통 과목과 함께 대학수
학능력시험의 출제 대상 과목이 된다. 진로 심화 선택 과목 은 심화 학
습, 통합․융합 학습, 진로 탐색 등을 위한 과목으로, 2~단위로 개발되며
3학년 2학기에 집중적으로 편성․이수될 예정이다.
‘

’

‘

’

‘

’

‘

‘

’

‘

‘

‘

’

’

’

‘

’

’

‘

‘

’

’

2. 2015 문․이과 통합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에 따른 2015 문․이과 통합형
국어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김창원 외, 2014)에서 제시한 국어 교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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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의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은 1) 범교과 공통의 학습 기반, 2)
학년 간 연계성, 통합성 강화, 3) 국어과 선택 과목 교육내용의 합리적 재
구조화에 대한 요구에 근거한다. 이에 따른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의 주
요 방향은 1) 범교과 공통기반의 핵심 역량 중심, 2) 통합 교과적 창의․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에 부합, 3) 학습자의 체험 중심, 4) 수능 및 대입
제도와의 유기적 연계로 정리할 수 있다.
통합의 방식과 형태는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쟁점으로 작동한
다. 교육과정 상에 실현될 수 있는 통합의 방식은 교과 간 통합 과 교과
내 통합 으로 설명된다. 전자의 통합은 학제 간 통합 즉 과목간의 유기적
통합에 근거한 것으로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교과 학습이 효율적으
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범교과 학습을 지향하는 통합을 의미한다. 후
자의 통합은 국어 내용 영역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간의
통합으로 국어 능력 신장에 유의미한 통합을 의미한다.
‘

’

‘

’

<표 1> 고등학교 국어 과목 구성(안)(김창원 외, 2014 재구성)
과목
분류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심화
선택
과목

A안

B안

공통 과목 국어 Ⅰ 과 국어 Ⅱ 를 화
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영역을 모두
포함하되 각 영역의 내용을 분할하여 지
식, 기능, 태도 요소를 구성
현행 체제 근간 유지 및 신규 과목 추가
재구조화하여, 화법과 작문 , 독서와
고전 , 문법과 국어생활 , 문학 으로
구성
선택 과목의 체계와 성격 중시하여 심
화 국어 를 학업을 위한 독서, 논리적인
글쓰기, 토론과 면접을 내용 영역으로
구성하고, 실용 국어 를 국어 규범, 대
화와 면접, 발표와 보고, 실용문, 독해와
정리, 매체언어로 구성

공통 과목 국어 Ⅰ 은 화법, 독서,
작문, 국어 Ⅱ 는 문법, 문학 영역
별로 분할하고 지식, 기능, 태도 요소
를 구성
현행 체제 근간 유지 및 신규 과목 추
가 재구조화하여, 화법과 작문 , 독
서 , 언어와 매체 , 문학 으로 구성
선택 과목 전체를 진로형 교육과정으
로 간주하고 실용 국어 만 추가하여
국어 규범, 대화와 면접, 발표와 보고,
실용문, 독해와 정리, 매체언어로 구
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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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고등학교 국어 과목 구성(안)(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14)
교과(군)
국어

공통 과목

국어

선택 과목
일반 선택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진로 심화 선택

심화 국어, 실용 국어,
고전 읽기

문․이과 통합형 국어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김창원 외, 2014)
과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사항 공청회(국가교육과정개정연
구위원회, 2014. 9.12)에서는 고등학교 교과의 경우 영역 간 통합 논의를
구체화하면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실제적 논의가 전개되었다. <표 1>
과 <표 2>에 따르면 이러한 통합의 실제적 원리는 일반 선택 과목 에
대한 고등학교 교과목 재구조화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이 기존의 교육과정에 따라 실현된 교과 내용 영역 간의 물
리적 통합 수준을 극복하여 실제적인 통합의 실체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성공적 교과 내 통합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어
능력의 본질적 신장에 기여하는 형태의 교과 영역 간 통합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이 밖에도 통합의 또 다른 방식인 교과 간 통합 의 원리를 탐색하는
것 역시 개정의 주요 쟁점에 속한다. 교과 간 학습의 효과성과 융합 인재
육성에 근간이 되는 학제 간 통합 교육은 2015 교육과정 전반을 관통하
는 주요 원리이다. 범교과 공통의 학습 기반을 구축하면서 국어 교과를
통해 사회나 과학 교과 등의 범교과적 학습 효과를 동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한 학년 간 연계성, 위계성을 구축하
는 것이 개정에 주요 쟁점이라 볼 수 있다.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
육과정 개정은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인재를 실질적으로 길러낼 수 있는
교육적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단순 반복되거나 개별적으로
산재하거나 혹은 미래 핵심 역량으로 적합하지 않은 교육과정의 내용 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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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주요한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국어 교과에서
실현 가능하고 유기적 관련성을 지닌 요소에 대한 반영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Ⅲ. 미국 CCSS와 연계한
뉴욕 주 고등학교 자국어 교육과정 운영 양상
1. 미국 CCSS와 뉴욕 주의 P-12 공통 핵심 학습 성취 기준
미국의 경우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제시되지 않고 주별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적용하지만 지난 2010년 6월 미 교육감협의회와 전
국주지사협의회 등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개발한 공통 핵심 주 성취기준
(CCSS：Common Core State Standards, 이하 CCSS) 이 발표되면서 공통의 학업
성취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CCSS는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기
능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주가 CCSS를 토대로 주별 교육과정을 구성
하고 있으며 주별 교육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공통의 성취기준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자국어 교육과정인 영어 교육과정의 경우 유치원부터 5학년, 6학년부
터 12학년의 학년 수준을 이원화하여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영역
은 읽기 , 쓰기 , 말하기와 듣기 , 언어 의 4개 내용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읽기 는 문학 텍스트 와 정보 텍스트 조건의 읽기로
구분되고 있으며 텍스트 유형에 따른 읽기 성취기준의 요소는 다소 차이
가 있다.
본 연구에서 New York 주의 HSAS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통
해 고교 교육과정에 따른 연계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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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연계 탐색을 위하여 2011년 1월 10일 발표된 문서로 New
주 모든 대상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뉴욕 주 영어와 문식성에 관한
공통 핵심 학습 성취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CCSS
York
P-12

<표 3> CCSS의 중등학교 자국어 성취기준 요소
영역

CCR 6-12학년 영역별 성취기준
내용 영역

읽기
영어 성취기준
(Standards For
English Language
Arts)

교과 학습 문식성
성취기준
(Standards For
Literacy in
History/Social
Studies,
Science, and
Technical Subjects)

쓰기
말하기
듣기
언어
읽기

세부 내용 영역

∙핵심 아이디어와 세부 사항
∙기법과 구조
∙지식과 아이디어의 통합
∙읽기 범위와 텍스트 복잡도의 수준
∙텍스트 유형 및 목적
∙쓰기의 생산과 배포
∙지식 형성과 제시에 대한 탐구
∙쓰기의 범위
∙이해와 협력
∙지식과 아이디어 발표
∙표준 영어 관습
∙언어에 대한 지식
∙어휘 습득 및 사용
역사/사회 문식성 관련 읽기 성취기준
(Reading Standards for Literacy in History/Social Studies)
과학/기술 과목 문식성 관련 읽기 성취기준

(Reading Standards for Literacy in Science and Technical
Subjects)
/ ,
,
(Writing Standards for Literacy in History/Social
Studies, Science, and Technical Subjects)

역사 사회 과학 기술 과목의 문식성을 위한 성취기
쓰기 준

<표 3>은 미국의 CCSS는 대학과 직업 준비를 위한 자국어 성취기준
요소를 고등학교급이 포함된 6-12학년군에 대한 자국어 성취기준의 내용
영역별 성취기 요소를 제시한 것이다. 영어 교과의 4개 내용 영역 중 세
부 내용 영역으로 제시된 요소는 고등학교급 전반에서 공통 성취기준 상
위 요소로 작용한다. 읽기의 경우에 문학과 비문학 모두 중심 내용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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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내용의 파악, 텍스트의 형식적 특성 분석, 주제 탐색 및 반응 형성 등
이 포함된다. 읽기에 관한 주요 기능들로 범주화된 성취기준으로 학년 수
준별 텍스트 유형이나 범위에 따라 성취기준의 세부 요소는 변화하지만
성취기준의 공통 상위 요소는 동일하게 반영된다.
이러한 양상은 쓰기도 마찬가지로 글쓰기 과제에 대한 유형별 글쓰기,
글쓰기 과정별 기능 학습, 조사 목적의 쓰기 활동 등을 기준으로 공통 성
취기준 상위 요소를 설정하고 있다. 말하기와 듣기, 언어는 읽기와 쓰기
에 비해 다소 적은 2-3개의 상위 요소 범주를 설정하고 있다. 화법은 이
해와 협력이라는 화법의 태도 요소와 실제 발표에 관한 기능 범주로 설
정되어 있으며 문법에 해당하는 언어의 경우에 언어 지식, 표준적인 영어
규칙, 어휘 습득과 사용에 관한 상위 요소 범주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국어과 교육과정이 지식, 기능, 태도의 내용 체계 범주
를 설정하고 교육과정 내용 요소를 공통으로 배열하는 방식과 달리 실제
지식, 기능, 태도를 통합하고 이를 구체화한 상위 요소를 설정하고 학년
별로 반복 심화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표 4> New York주 읽기 CCR Anchor 성취기준
내용 영역

세부 내용 영역

텍스트에서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바를 찾고 이로부터 논리적 추
론을 하기 위해 자세히 읽어라(Read closely)：텍스트로부터 결론
을 도출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구
핵심 아이디어와 체적인 텍스트적 증거를 인용하라.
세부 사항 2. 텍스트의 중심 생각, 주제 등을 밝히되 이러한 것들의 전개 양상
을 분석하라; 중심 생각이나 세부 사항을 요약하라.
3. 인물, 사건, 배경이 텍스트 전반에 상호작용하고 전개되는 이유
나 방법을 분석하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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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영역

세부 내용 영역

기술적, 암시적(connotative), 함축적 의미를 결정하고 의미나 어
조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특정 단어의 사용 방식을 분석하면서
텍스트에 사용된 단어나 구를 해석하라.
5. 특정 문장이나 문단 또는 글의 더욱 큰 부분인 장(chapter), 절
기법과 구조
(section), 장면(scene), 스탠자(stanza)2)가 상호 관련을 맺거나 글
전체와 관련된 방식을 파악하면서 글의 구조를 분석하라.
6. 관점(point of view)이나 목적이 글의 문체나 내용을 형성하는 방
법에 대해 접근하라.
7. 언어뿐 아니라 시각적 양적으로 다양한 형식이나 매체로 제시된
내용을 통합하고 평가하라.
8. 충분한 양의 증거와 관련성, 추론의 타당성을 포함하여 글의 특
지식과 아이디어의 정한 주장과 논증을 상세히 기술하고 평가하라.
통합
9. 둘 이상의 테스트가 지식을 구성하거나 혹은 필자의 접근을 비
교하기 위해 유사한 화제나 주제를 지향하는 지의 방식을 분석
하라.
읽기 범위와 텍스트 10. 독립적이고 능숙하게 복잡한 문학적 텍스트와 정보적 텍스트를
복잡도의 수준
이해하고 읽어라.
11. 다양한 장르와 미국과 세계 문학의 범위 내 여러 문학 작품들
*문학에 반응하기
을 읽고, 이해하고, 사고하고 해석하기 위해 문학적 언어, 텍스
(Responding to
트적 특징, 형식(forms)들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면서 문학 작품
Literature)
에 반응하라.
4.

<표 4>~<표 7>은 미국의 CCSS의 중등학교 CCR(6-12학년)을 영역별
로 성취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고등학교가
소재한 뉴욕 주의 영어와 문식성에 관한 P-12 공통 핵심 학습 성취 기준
에서 도출한 것이다. 고등학교 수준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성취기준의 세부 요소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읽기 성취기준 상의 주요 특징으로는 1) 자세히 읽기(close reading) 기능
에 대한 중점과 2) 인쇄 매체 및 디지털 매체 기반의 독서 실현, 3) 논증
(argument)에 대한 강조, 4) 상호텍스트적 혹은 다문서 읽기로의 접근을 꼽
을 수 있다. 자세히 읽기 란, 중점 텍스트의 세부적인 내용과 전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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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자：4행 이상의 각운이 있는 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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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면밀히 따져가며 읽는 분석적 독서를 고등 교육에서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필요성에 근거하여 CCSS에 의해 더욱 강조되는 성취기
준 요소이다. 핵심 아이디어와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읽고, 표현
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주제나 아이디어가 전달되는 방식을 이해하
고 평가하는 읽기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핵심 아이디어와 세부 사항 과
표현과 구조 에 걸쳐 성취기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식 습득과
구성의 주요 방안인 독서의 범위를 글자 기반의 인쇄 매체뿐 아니라 다
양한 매체 범위를 포괄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지식 구성에 있어 논증적
사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식 구성을 위해 단일 텍스트를 접근
하기보다 다양한 텍스트 간의 통합적 읽기나 비교하며 읽기에 따른 상호
텍스트적 혹은 다문서 읽기로서의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쓰기 성취기준 상의 주요 특징으로는 1) 설명, 서사, 논증 텍스트의 유
형 분류 2) 쓰기 과정별 기능과 매체 활용을 통한 출판 강조 3) 협동 작
문 3) 조사 기반의 지식 구성적 글쓰기 강조를 꼽을 수 있다. 가장 대표
적인 글쓰기 과제 목적이자 유형인 설명, 서사, 논증 텍스트에 대한 실제
글쓰기를 반복적으로 지도하도록 제시되고 있다. 또한 글쓰기의 일반 기
능이나 전략은 계획, 내용 생성, 조직, 표현 및 고쳐쓰기 과정에 거쳐 가
르치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하고 공유, 출판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개인적인 글쓰기 활동보다 타인과 협력하고 상호작
용하는 방식을 활용한 협동 작문을 강조하고 있다. 읽기와 마찬가지로 지
식 형성과 표현의 주요 방안인 쓰기에 대하여 조사 (research) 기반의 지식
구성적 글쓰기에 대한 접근을 매우 독립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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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New York주 쓰기 CCR Anchor 성취기준
내용 영역

세부 내용 영역

타당한 논증과 관련성, 충분한 증거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화제나 텍스
트 분석을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증을 작성하라.
2. 내용 분석, 효과적 내용 선정, 조직을 통해 정확하고 명료하게 복합적
개념이나 정보를 전달하고 탐색하기 위해 정보적/설명적 텍스트를 작성
하라.
3. 잘 구조화된 사건 연속성, 잘 선정된 세부 정보, 효과적인 기술을 사용
하기 위해 실제 혹은 허구적 경험이나 사건을 개발하며 서사문(narratives)
을 작성하라.
4. 쓰기 과제나 목적, 예상독자에 적합한 발달, 조직, 스타일을 갖추고 명
료하고 통일성 있게 글을 쓰라.
5. 계획하기, 수정하기, 편집하기, 다시쓰기, 새로운 접근하기를 통해 필요
한 바대로 글쓰기를 강화하고 개발하라.
6. 타인과 협력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해 그리고 글쓰기를 생산하고 출판하
기 위해 인터넷을 포함한 기술을 활용하라.
7. 조사를 통해 주제에 대한 이해를 증명하면서 질문에 집중하며 지속적인
조사 프로젝트만큼 간략히 수행하라.
8. 복합적인 인쇄 기반이나 디지털 기반 정보 원천으로부터 관련된 정보를
모으고, 각 정보 자원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평가하라. 또한 표절을 피하
면서 정보를 통합하라.
9. 분석, 성찰, 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문학 텍스트와 정보 텍스트로부터
증거를 도출하라.
10. 과제, 목적, 예상독자의 범위에 대해 (하루나 이틀 동안 한번씩) 짧은
시간 범위나 혹은 확장된 시간 범위(조사, 성찰, 수정하기를 위한 시간)
내 일상적으로 글을 써라.
11. 미디어와 장르의 다양성을 반영한 문어, 디지털 구어 자료를 통해 문
학에 반응하는 것처럼 장르 간 혹은 장르에 걸쳐 개인적, 문화적, 텍스
트적, 주제적 관련성을 발전시키기
1.

텍스트 유형
및 목적

쓰기의
생산과 배포
지식 형성과
제시에 대한
조사
쓰기의 범위
*문학에
반응하기

(Responding to
Literature)

<표 6> New York주 말하기 듣기 CCR Anchor 성취기준
내용 영역

세부 내용 영역

타인의 생각을 구성하고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면
서 여러 대상과 효과적으로 대화와 협력에 참여하고 준비하라.
이해와 협력 2. 시각적, 수량적, 구술적인 자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매체나 형식들로 제
시된 정보를 통합하고 평가하라.
3. 화자의 관점, 논증, 수사학적, 증거 활용에 대해 평가하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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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영역

과제, 목적, 예상독자에 대해 구조, 발달, 스타일이 적절한지, 논증 과정
(line of reasoning)을 청자가 파악할 수 있는 입증 자료(supporting evidence),
지식과 정보와 결론을 표현하라.
아이디어 5. 발표를 위해 이해를 증진하고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자료의 시각적 배
발표
치(displays)와 디지털 미디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라.
6. 바람직하고 적절한 시기에 공식적 영어(formal English)에 대한 요구를 보
여주면서여러맥락과의사소통의과제에대하여발화(speech)를적용하라.
4.

말하기 듣기 성취기준 상의 주요 특징으로는 1) 협력적 대화 구성 2)
매체 기반의 이해 및 표현 활동 3) 지식 구성을 위한 논증을 꼽을 수 있
다. 대상과 의사소통을 할 때 반드시 대상과의 협력적 대화 구조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매체 기반의 의사소통 구조
에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매체를 강조하며하고 있다. 특히, 발표
를 할 경우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자료의 시각적 전시 효과를 고려
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읽기나 쓰기와 마찬가지로 지식 구성의 결과
를 표현하고자 할 때 논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 제시할 수 있도록 성취기
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7> New York주 언어 CCR Anchor 성취기준
내용 영역

세부 내용 영역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표준 영어 문법과 용법에 대한 관습적 요구에 따라
표현하라(Demonstrate).
2. 글을쓸때, 표준영어의대문자사용(English capitalization), 구두점(punctuation),
철자법(spelling)의 관습적 요구에 따라 표현하라.
3. 글을 읽거나 들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혹은 스타일이나 의미에 대
하여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맥락에서 언어 기능
(language functions)을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언어 지식을 적용하라.
언어 * 9-10
학년예시：학문과글쓰기유형에적합하도록스타일매뉴얼(MLA Handbook,
지식 Turabian
s Manual for Writers)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글을 쓰고 교정하라.
* 11-12학년 예시：글을 읽을 때 복합적인 텍스트를 학습하기 위해 구문(syntax)
을이해하고 적용하기, 필요할 때지도에따라 Tufte의기교 있는 문장 (Tufte s
Artful Sentences)을 참조하며 효과적으로 구문을 다양하게 사용하라.
표준
영어
관습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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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영역

세부 내용 영역

적절하게 일반적 혹은 특정한 참고 자료(reference materials)를 활용하거나 유
의미한 단어 부분을 분석하거나 문맥 단서를 사용하여 잘 알지 못하는 단어
구, 다의어나 다층적인 의미를 담은 구의 의미를 명료하게 하거나 구체
어휘 나적으로
밝혀라.
습득과 5. 단어 의미에서
뉘앙스, 단어 관계, 함축어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라.
사용 6. 대학 및 직업 준비도
수준에서 읽기, 쓰기, 말하기와 듣기 상황에서 필수적
인 일반 학술 단어나 영어 특정적 단어나 구의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사용
하고 습득하라.
4.

언어 성취기준 상의 주요 특징으로는 1) 의사소통 영역에 통합적으로
실현, 2) 실용 문법 중심의 간소화 3) 어휘 중심의 습득의 강조를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문법 영역에 해당하는 언어는 음운, 형태, 통사, 의미 등
의 하위 체계로 구분되어 제시되지 않고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지도될 수 있도록 제시되고 있다. 언어 성취기준이 제시되는
조건도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혹은 글을 읽거나 들을 때 와 같이 이
해나 표현 목적의 의사소통 조건 내에서 문법 규칙이나 문법 지식 등이
통합될 수 있도록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문법 지식 자체를
학습하기보다 의사소통 기능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실용적 문법 요소를
중심으로 성취기준이 간소화된 특징이 있다. 대부분은 정서법에 관한 요
소(대문자 사용, 구두법, 철자법)거나 글쓰기 스타일에 관한 교정적 기능에 관
한 언어 지식이 강조된다. 어휘 습득과 학습은 매우 주요한 언어 성취기
준의 요소들인데 특히 단어의 관계 의미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대학
및 직업 준비를 위해 필수 어휘에 대한 학습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

’

‘

’

2. New York 주 고등학교 자국어 교육과정 운영 양상3)

미국의 중등학교 학년 제도는 3+3학년제와 2+4학년제로 구분된다.
나 뉴욕 주의 P-12 성취기준으로 실제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국어 교
육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바, American Studies at Lehman College 고등학교를 선정
하여 자국어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3) CC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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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제는 한국의 학제와 유사한데 7-9학년을 중학교(Junior High school)
또는 중학교(Intermediate School)로 통칭하고 그 이상을 고등학교로 제시한
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미국은 중1, 중2에 해당하는 7학년과 8학년만 있
는 학교가 다수이며, 지역에 따라 9학년이 포함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
한 경우도 9학년에 대한 수업은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형태의 강의
수업을 제시한다.
미국의 고등학교도 계열별로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과 직업 교육을 위
한 교육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데 대학 진학 목적의 경우에 학생들은 고
등학교에서 대학 입학에 요구되는 과목을 수학하는 데 집중하고,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취업에 유의미한 과목을 수학한다. 미국 고등
학교 중 대학 진학에 초점을 둔 학교는 대학 진학 예비 학교로 인식되며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이에 속한다.
본 연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실제 분석 대상 학교인 American Studies
at Lehman College 고등학교 뉴욕 주 브롱크스(Bronx) 시에 위치한 고등학
교로 9-12학년 대상 총 학생 377명의 학생과 24명의 교사로 이루어진 학
교이다. 이 학교는 학교 향상도 지표로 볼 때 뉴욕 주 전체에서 1위를 차
지하였고, 미국 전체 학교 순위로는 32위에 해당하는 우수한 고등학교이
다. 이 학교는 AP(Advanced Placement)® 코스와 시험 체제를 갖추고 있으
며 이 학교의 대학 준비도 지수는 95.7%로 전형적인 대학 진학 예비 고
등학교이다.
분석 대상 고등학교가 소재한 뉴욕 주의 경우에 뉴욕 주는 별도의 고
등학교 졸업 시험(Regents Examinations)을 거쳐 졸업 자격증을 부여받게 되
는데 이를 위해 학생들은 자국어 교육과정을 8학점 이수해야 한다. 이 학
교의 고등학생 자국어 졸업 학점은 다음과 같다. 단, A.P 과목을 이수할
경우 학점 평균에서 1.1 정도의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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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Ⅰ and Ⅱ－2학점
∙English Ⅲ and Ⅳ－2학점
∙English V and Ⅵ or A.P. English Language Ⅰ and Ⅱ－2학점
∙English Ⅶ and Ⅷ or A.P. English Literature Ⅰ and Ⅱ－2학점

미국 고등학교 수업 체제는 1) 정규 수업, 2) 특별 수업, 3) 여름 학기
수업 등으로 구분된다. 정규 수업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체제이
며, 특별 수업으로 대표되는 AP 과목은 대학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심화
수업 체제이다. HSAS at Lehman College의 자국어 교육과정에 따르면,
English Ⅰ- English Ⅷ는 정규 수업 교과목이며, A.P. English Language
Ⅰ and Ⅱ나 A.P. English Literature Ⅰ and Ⅱ는 특별 수업 교과목이다.
HSAS at Lehman College의 자국어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영어 수업
을 통해서 학생들은 4년간 르네상스 이전과 이후 문학, 셰익스피어, 미국
문학, 영국 문학, 세계 문학과 시, 현대 극 등에 대해 학습한다. 9학년 학
생들은 영어 수업 시간에 조사 방법론에 대해 반드시 학습해야 한다. 영
어 수업 전반에서는 대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분석적 글쓰기 능력을 기르
고 문학 해석 능력을 갖출 것을 강조한다. 대중 화법 기능은 모든 학년에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문법, 용법, 철자법 등이 수업 중에 제시된다.
학생들은 자국어 수업을 통해 자세히 읽기를 바탕으로 한 분석적 독서
기능을 학습한다. 이때 수업 대상의 텍스트는 미국 문학이나 세계 문학을
고루 포함하며, 시나 소설뿐 아니라 연극이나 드라마, 영화 등의 장르를
포괄한다. 문학의 해석과 비평적 관점에서 대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읽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읽기 수업은 전개된다. CCSS 내용 영역 범주 상
문학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읽기 교육의 범주 내에서 문
학이 통합적으로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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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HSAS at Lehman College의 자국어 교육과정 운영 양상
필수 심화
과목

Honors
English
and

Ⅰ
Ⅱ

Honors
English
and

Ⅲ
Ⅳ

Honors
English V
and

Ⅵ

대상
학년

교과 내용

이 수업의 두 가지 목표 중 첫 번째는 학생들이 문학 작품을 분석하
는 것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문학적 상징으로서 주인공
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엄격한 분석적 글쓰기
와 설명적 글쓰기 기능을 개발하는 데 있다. 학생들은 고대 신화나
Hermann Hesse의 <Siddhartha>를 읽음으로서 이를 학습할 것이다.
이는 Joseph Campbell이 설명한 인물의 영적 여정(the spiritual journey
of the hero) 에 대한 훌륭한 소개로 인식될 것이다. 그런 다음
<Odyssey>는 영광, 아레뜨(arête), 의무만큼이나 위대한 인물의 물리
적 여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Beowulf and Grendel>는 바이
킹의 역사와 구전 설화를 통해 다양한 시점과 중대한 통찰에 대해 학
습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학기에는 <The Sword in the Stone>와
같은 아서왕의 전설을 다룬 작품들을 통해 중세 유럽의 작품에 대해
시작할 것이고, 학기 말에는 <Julius Caesar>나 <Romeo and Juliet>와
같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통해 비극적 주인공의 특징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이 수업은 수준 높은 분석적 독서 기능을 갖추고, 능숙한 필자, 화자,
청자가 되기 위해 설계된 수업이다. 학생들은 비판적으로 소설, 극,
시를 조사하고, 자신의 어휘 수준을 확장시키고 문장 유창성을 더욱
발달시키고, 문법과 철자법, 용법 등에 대한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쓰기 과제는 영어 AP 수업을 대비하되 여러 유형의
과제를 다룰 것이다. 주요 텍스트로는 <1984>, <Brave New World>,
<The Picture of Dorian Gray>, <The Merchant of Venice>, <The Zoo
Story> 등이 있다.
이 수업은 11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 수준의 영어 능력과 비교
문학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마지막 수업 과정이다. 1학기에 셰익스피
어의 <Hamlet>, Bronte의 <Wuthering Heights>, <Things Fall Apart>
등의 작품을 통해 학생들은 르네상스 인들의 개념을 분석할 것이다.
2학기에 학생들은 <History of the Kelly Gang>과 여러 관련 단편 소
설과 시들을 감상하고 분석할 것이다. 그런 후 개별 혹은 모둠 독서
를 수행하고 이상주의(idealism), 개인주의(individualism), 물질주의
(materialism), 자기 성찰(introspection) 관점에서 글을 쓸 것이다. 글쓰
기의 경우 학생들은 졸업 시험을 대비하여 포트폴리오를 준비한다.
학생들은 뉴욕 주 쓰기 루브릭을 활용하고, 동료 수정하기 활동에 참
여한다. 학생들은 SAT 어휘 시험을 대비한다. 1월에 학생들은
Comprehensive English 졸업 시험을 치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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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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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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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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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Ⅳ 과목의 90% 수준의 성취도를 달성하였거나 과목의
수준의 성취도를 달성하였지만 교사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수강이 가능한 대학 수준의 수사학 수업으로 이후 Honors English V
and Ⅵ 과목의 심화 과목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수사학적 양식
(narrative, expository, and argumentative)에 대한 글쓰기를 수행한다.
이 과목의 주요 목표는 고등학교, 대학교 혹은 개인적 삶이나 전문적
삶에 있어 필요한 글쓰기를 효율적이고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또한 논픽션 글을 읽고 필자가 수사학적으로 혹은 문체상으로 논증
을 구성하기 위해 필자가 사용한 방식을 분석하는 데 있다. 지난 학
기부터 읽어야 할 주요 작품은 <The Grapes of Wrath>, <Their Eyes
Were Watching God>, <A Streetcar Named Desire>, <The Importance
of Being Earnest>, <Who s Afraid of Virginia Woolf?>이다. 글쓰기에
서 학생들은 계획하기, 표현하기, 자기 수정 및 동료 수정하기에 관
한 전략을 학습하고 필자로서의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방식을 학습
할 것이다. 1월에 Comprehensive English 졸업 시험을, 5월에는 the
Advanced Placement Examination in English Language and Composition
수업에 참여한다.
English V and Ⅵ 과목의 90% 수준의 성취도를 달성하였거나 과목의
85~89% 수준의 성취도를 달성하였지만 교사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수강이 가능한 대학 수준의 수사학 수업으로 이후 AP English
Literature 과목의 심화 과목이다. 이 과목은 영어와 비교 문학에서 고
급의 대학 수준의 활동 등을 대비하기 위한 수업이다. 이 수업을 듣
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시험 준비를 위
해 읽기, 쓰기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작품이
생산된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대해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필자의
수사학적이고 함축성을 위한 기술의 발달에 대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설명적이고 분석적 글쓰기에 대해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작품의 예술성이나 질에 관한 의견을 밝히기 위
해 텍스트 상의 증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에 학생들은
<Medea>, <Antigone>, <King Lear>, <Heart of Darkness>, <Pride
and Prejudice>, <Invisible Man>, <The American Dream>, <Who s
Afraid of Virginia Woolf?>, <Song of Solomon>, <The Remains of the
Day>, <All the Pretty Horses>, <The Poisonwood Bible>을 읽어왔어
야 한다. 시인 중에서 Donne, Shakespeare, Keats, Dickinson, Hardy,
Yeats, Eliot, Frost, Giovanni, Rich와 Stevens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해
야 한다. 5월에 English Literature and Composition 과목의 학생들은
Advanced Placement 시험에 참여해야 한다.
English and
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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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도서관의 직원과 HSAS 교사가 공동 지도 하는 수업으
로 수업의 목적은 학생들이 대학 수준의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
비시키는 것이다. 학습하는 기능들은 학문적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
성하는 데 필수적인 것들이다. 더욱이 학생들은 연구 문제 설계, 자
료 접근, 자료 평가, 자료의 종합, 학술 연구의 규준에 대한 관찰 등
을 수행할 것이다. 학기 초에 현대 조사 자료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
지 수업 시간에 도서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런 후 학생들은 데이터
베이스 접근법, 학술지 혹은 정기간행 학술지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인터넷 자료 검색을 수행하는 방법들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
은 또한 학문적 정직성에 대해 논의하고, 인용의 적절한 형식에 대해
이해하고, 표절을 범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게 될 것이다. 이
수업에서는 다른 교과 교육과정과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학생들은 사회과 수업에 요구되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학습
할 수 있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영어 문법에 대해 근본적이면서도 더욱 수준
높은 법칙을 학습하게 된다. 이 학기는 6개의 표준 문장 유형을 학습
하게 되면 각 유형의 사례를 다이어그램을 통해 학습하게 된다. 구와
절(phrases and clauses), 성분(complements), 일치(agreement), 수식어
(modifiers)나 대명사(pronouns)의 사용, 문장 구조, 용법의 원칙이 이에
포함된다. 교과서는 Strunk와 White의 Warriner s English Language
and Composition이다.
Lehman

Research Grade 9

Grammar
and
Grade 9
Compositi
on

’

공통 과목인 English Ⅰ- English Ⅷ 과목은 9학년부터 11학년까지 적
용되며, 문법과 작문이나 작문 성취기준과 밀접한 관련이 잇는 조사
(Research) 과목은 9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CCSS에서도 지식
구성과 공유의 측면에서 주요 문식성 활동으로 조사 에 관한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대
표적 문식 활동인 조사 수행에 관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Lehman 대학
도서관의 직원과 HSAS 교사가 공동으로 수업을 지도한다. 고등학교 1학
년 학생들은 자료를 찾고, 학술지나 논문 자료를 포함한 텍스트를 읽고
분석하며 학문적 정직성에 요구되는 여러 관습들을 학습하게 된다.
문법 영역의 경우에 공통 과목 내에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읽기 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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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나 감상 활동을 촉진하는 방식, 글쓰기에서 요구되는 용법 활용 차원
에서 사용되는 방식을 통해 통합적으로 지도된다. 또한 문법 지도는 문학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진작하거나 정확하고 분석적 읽기에 요구되는 언
어 지식들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단, 9학년을 대상으로 한 핵
심 과목인 <Grammar and Composition>에서 문법이 본격적으로 다루어
지는데 구와 절 (phrases and clauses), 성분 (complements), 일치 (agreement),
수식어(modifiers)나 대명사(pronouns) 의 사용, 문장 구조, 용법에 관한 6개
의 지도 요소로 구체화된다.
이 고등학교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는 수업의 대상이 되는 작품 혹은
텍스트가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특징이 있다. 더욱이 과목 내 다루어야 할
텍스트의 종류도 구체적일 뿐 아니라, 작가도 명시되어 있다. 학습 대상
이 되는 정전 제재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전제가 된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업을 위해서는 수업 시간 이외에 이러한 작품이나 제
재를 읽어야하며 수업 전에 이미 학습해야 할 대상 작품이나 제재에 대
하여 준비해야 한다. 실제 전편 텍스트를 읽어야 자국어 수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읽기에 소요되는 시간 자체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고등학교 자국어 수업은 핵심 교과(Core Courses)와 함께 11학년부터 12
학년 대상의 선택 교과(Elective Courses)가 운영된다. <Women s Studies(0.25
학점에서 0.5학점)>을 제외하고 모든 선택 교과는 학기당 1학점이 부과된
다. 이 선택 교과들은 대학 입학이나 졸업 필수 요건 학점에서 제외되며
이 과목을 듣기 위해 선수로 들어야 할 과목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는다.
선택 교과는 미국 문학, 극문학, 창의적 글쓰기, 저널리즘, 전쟁 문학 등
으로 매우 다양한 자국어 관련 교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각 선택 교과의 유형을 살펴보면, 미국 문학 관련 선택 과
목은 <From McCarthy to McCarthy：American Literature of the 1950 s
and 1960 s>, <American Drama–The Fractured Family>, <American
Poetry>, <Four Great American Playwrights> 등이 있다. 또한 극문학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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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과목은 <The Play s the Thing：Drama from the Classical to the
Modern>, <World Drama>, <Shakespeare：History, Text, Dramaturgy,
and Performance> 등이 있다. 창의적 글쓰기는 <Creative Writing–Part
Ⅰ>과 <Creative Writing–Part Ⅱ>이 포함되며 저널리즘<Journalism>
과목이 있다. 이 밖에도 전쟁 문학인 <Literature between the Wars> 과
목이 포함된다.
미국의 고등학교의 자국어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영어 교과와 영어 심
화 교과, 영어 관련 선택 교과로 분류된다. 심화 과목인 AP 과목의 경우
공통 과목에 비해 학점에 대한 가중치도 높고 대학 수준의 교과 내용으
로 구성되어 있어 대학 선수 학점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 고등학교의 국어과 심화 선택 과목의 경우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대
상 과목으로 포함되는 정도로 대학 수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 수
준에 해당하지는 못한다. 대학 수학을 위해 갖추어야 할 국어 능력에 요
구되는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이므로 선택 과목이 기존의 공
통 과목을 심화하는 과목으로 범주화되기는 하나 실제 미국의 경우에 비
교한다면 공통 자국어 과목에 해당하는 수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뉴욕 시의 특정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국어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은 다른 주의 경우에도 유사한 양상
을 보인다. 오하이오 주 Cincinnati에 위치한 Walnut Hills 고등학교4)의
경우에도 공통 과목, 심화 과목(Honors/AA 혹은 AP), 선택 과목의 구성과
운영 양상은 유사하다. 영어 교과에서 감상과 해석의 수준이 매우 높은
’

고등학교는 오하이오 주 Cincinnati 시에 위치한 학교로 5-12학년 대상
총 학생 명의 학생과 107명의 교사가 소재한 대규모 학교이다. 학교 향상도 지
표로 볼 때 오하이오 주 전체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미국 전체 학교 순위로 77위에
해당하는 우수한 학교이다. 이 학교는 AP(Advanced Placement)® 코스와 시험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이 학교의 AP®과목의 등록 비율은 92%로 전형적인 예비 진학 고등
학교이다. 이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1과목 이상의 AP(Honors/AA 혹은 AP) 과목
을 들어야 졸업할 수 있고, 심화 과목은 매 학년마다 이전 학년의 수업 시간에 사전
결정한다.

4) Walnut Hills
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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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텍스트를 분석적으로 읽고 감상하고 비평하는 능력을 기르고, 분석
적 글쓰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있다거나 대학 입학을 대비하는 형태
의 심화 교과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표 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영어 공통과 심화 교과가 운영되며 11학년과 12학년 대상 과목 중
비학점 과목(Non-Academic Credit)이자 선택 과목인 <Journalism production
(졸업앨범)>, <Film Techniques & Analysis>, <Creative Writing(Write,
Speak, Philosophies)>, <News Writing 1>, <Newspaper Production>,
<Time to Speak>이 운영된다. 단, HSAS at Lehman College와 비교할 때
Walnut Hills 고등학교의 영어 공통 과목 운영에 있어 문학과 비문학에
대한 균형을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한 편이며, 영어 선택 과목 운영에 있
어 저널리즘에 관한 선택 과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문학 과목에 대
한 선택 과목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성
이나 전반적인 자국어 교육과정 체계는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Walnut Hills 고등학교의 자국어 교육과정 운영 양상
심화 과목

대상 학년

ENGLISH 10

Grade 10

ENGLISH
10 AA

Grade 10

과목 내용

－자기 표현으로서의 비판적 사고 형성과 우리 문화에 대
한 이해 반응을 학습
－소설, 시, 희곡, 미국 문학과 역사 간의 관계에서 환경과
문화간 상호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인물에 대한 이해
－플롯, 시점, 상황, 문체와 같은 문학적 요소에 대한 이해
만큼이나 사회 교과적 이해를 바탕으로 함. 어휘, 문법,
용법이 필수
－미국 문학에서 필자의 표현(딕션, 통사, 어조, 상징)에 강
조를 두고 학습
－학생들은 문학 스타일의 다양한 방식을 조사하고, 평가
하고 비판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을 배우며 어휘와 어법
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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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과목

대상 학년

ENGLISH 11

Grade 11

ENGLISH
11AA

Grade 11

AP
Grade 11
ENGLISH (
LANGUAGE
AND
COMPOSITI
ON
prerequisites)

대학 입학을
위해
이수해야 할
선수과목인

ENGLISH 12
AA

Grade 12

Grade 12
AP ENGLISH
(
LITERATURE
AND
COMPOSITI
ON
prerequisites)

대학 입학을
위해
이수해야 할
선수과목인

과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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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의 3가지 요소
1) 소설, 에세이, 단편과 같은 영국 문학 학습
2) 20세기 초 시적 형식의 발달 양상 조사
3) 셰익스피어 희곡 연구의 연속적 학습
－비문학의 3가지 요소
1) 깊이 있는 문학적 분석에 요구되는 필수 방법들을 학
생들에게 학습
2) 비판적 독자와 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학습
3) 초고 수정하기와 교정하기를 통한 쓰기 기능 향상(자
서전과 조사보고서)
1) 소설 기반의 영국 문학과 셰익스피어 학습
2) John Hersey의 히로시마를 읽고 조사 보고서와 같은 논
픽션 문학에 나타난 글쓰기 방식에 대해 학습
3) 초고 수정하기와 교정하기를 통한 쓰기 기능 향상
－집중적인 읽기와 작문 과정을 통해 대학 선수 학점을 따
는 교과 코스
－필수 학습 도구로 강조되는 수정하기를 포함하는 비판적
읽기와 쓰기를 통해 다양한 글쓰기 방식에 대한 폭넓은
학습을 하는 과정. 읽기는 여러 교과를 통해 사고하는 사
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
－선수 학급 학생 대상의 대학 준비 교과로 즉자적 언어와
축어적 언어의 문학적 사용에 대한 이해가 중심.
－특정 시기의 세계적 고전 작품을 읽고 표현하고 논의하
는 것이 핵심인 교과 과정
－허구적 문학 작품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사려 깊은 읽기
에 참여하는 교과
－선정된 텍스트를 자세히 읽는 과정을 통해 독자들에게
즐거움과 의미를 동시에 제공하도록 하는 필자의 언어
사용 방식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됨
－학생들은 글을 읽을 때 작품의 구조, 문체, 주제 등에 대
해 잘 고려하고 함축어, 상상, 상징, 어조의 사용과 같은
소단위의 문학적 요소에 대한 이해도 함.
－다양한 시대와 여러 장르들을 대표하는 작품들을 읽어
문학의 장점을 재인한다.
－읽기는 폭넓고 깊이 있는 텍스트를 읽고 학습한다.
－쓰기는설명, 분석, 논증적에세이를분석적으로읽고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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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5 문․이과 통합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의 방안
1. 문학 독서와 기존 독서 간의 통합적 연계 방안 탐색
이 탐험으로서의 문학(literature as Exploration)』을 통해
읽기의 교류 관점을 소개한 이래로 1980년대 읽기 이론가들은 의미 구성
적 읽기에 관한 폭넓은 논의를 제시하였다. 이후 Coodman(1985)는 교류적
관점의 읽기의 주된 대상이었던 심미적 텍스트 혹은 문학 텍스트의 범위
를 넘어 일반적 읽기 맥락에서 이러한 읽기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Coodman(1985)의 통합 이론 (unified theory)이론을 통해 읽기란 독자가
간접적으로 필자와 교류하면서 의미를 구성하는 수용적 의사소통 행위를
설명하면서 독자들은 저마다의 개인적, 사회적 경험이나 여러 지식 자원
으로 구성된 스키마를 활용하여 개별적인 정신 표상, 즉 의미를 구성하나
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1980년 이후 여러 읽기 이론
가들에 의해 지지되면서 현재 의미구성적 과정으로서의 읽기에 대한 관
점을 확립시켰다(최숙기, 2011).
이러한 과정들은 문학 읽기나 비문학 읽기가 별도로 분리되거나 개별
화된 행위이기보다 공통의 속성을 근거로 한 행위임을 뒷받침해 준다. 미
국의 CCSS나 이를 반영한 뉴욕 주의 P-12 성취기준의 구성을 살펴보더
라도 읽기 영역을 근간으로 하여 텍스트 유형에 따라 문학 텍스트와 비
문학 텍스트간의 구분을 두고 있다. 또한 성취 기준의 상위 요소인 핵심
아이디어와 세부 사항 , 기법과 구조 , 지식과 아이디어의 통합 , 읽기
범위와 텍스트 복잡도의 수준 을 공통 요소로 두고 텍스트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거나 표현 및 형식의 구조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능력, 독자의 사고와 논리에 이해 결과를 통합하거나 새롭게 구성하는 방
Rosenblatt(1938)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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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읽기의 관점이
나 방식을 문학과 비문학 텍스트 읽기 상황에서 분리하지 않고 공통된 기
반을 토대로 학습하여 그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표 10>은 핵심 아이디어와 세부 사항 에서 텍스트의 명시적 정보
파악과 주제나 중심 생각 분석, 구성 요소와 논리적 전개 방식에 대한 분
석에 대한 공통 속성을 토대로 문학과 비문학 읽기에서의 성취기준 구성
양상을 비교한 것이다. 필자의 중심 생각이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
보들이 조합되는 방식, 중요한 정보와 세부 정보를 결정짓는 텍스트의 구
조적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파악하며 읽는 자세히 읽기의 방식이 두 텍
스트 유형 간에 유사하게 적용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학 텍
스트 자체는 수준 높은 독서 경험을 지원해줄 수 있는 주요 자료이기도
한다. 현재적 관점에서 독서에 대하여 고전 독서나 문학 독서를 분리한다
는 것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더욱 심화하여 다룰 수 있는 독서의 원리나
방법들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
‘

’

<표 10> 문학과 정보 텍스트 읽기 간 성취기준 비교(New York주 11-12학년 읽기 성취기준)
내용 영역

문학 텍스트

텍스트 상의 불확실한 부분을 밝
히면서 글로부터 추론하는 것을 포
함하여 명시적으로 텍스트가 전달
하고자 하는 바를 분석하기 위해
강력하고 철저한 텍스트 상의 증거
핵심 를 인용하라.
아이디어와 2. 하나의 텍스트에서 두 개 혹은
세부 사항 그 이상의 주제나 중심 생각을 밝
혀라 그리고 하나의 주제나 중심생
각이 복합적인 근거를 생산하면서
다른 주제나 중심 생각과 상호작용
하거나 형성하는 방식을 분석하라;
객관적인 텍스트 요약을 제시하라.
1.

정보 텍스트

텍스트 상의 불확실한 부분을 밝히
면서 글로부터 추론하는 것을 포함하
여 명시적으로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분석하기 위해 강력하고 철
저한 텍스트 상의 증거를 인용하라.
2. 하나의 텍스트에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중심 생각을 밝혀라 그리고 하
나의 복합적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이
중심 생각들이 상호작용하는 방법과
중심생각 들이 서로 기반하는(build on)
방식들을 포함하면서 텍스트 전반에
걸쳐 이들이 발전하는 방식을 분석하
라: 객관적인 텍스트 요약을 제시하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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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영역

문학 텍스트

이야기나 드라마의 요소들이 발
전되는
관련을 맺는 방식
핵심 에 대한방식이나
필자의
선택이
아이디어와 효과들에 대해 분석하라가져다주는
(이야기의
세부 사항 상황, 행동의 순서, 인문들이
소개
되는 방식이나 발전되는 방식)
3.

정보 텍스트

사고의 복합적 조건이나 사건의 연
속성을 분석하고 텍스트 전반에 걸쳐
특정한 인물, 사고, 사건들이 상호작용
하거나 발전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
라.
3.

더욱이 핵심 역량과 연계한 국어과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논의에서(서영
진 외, 2013), 문학에 대한 핵심 역량인 ⑦ 문화예술향유능력 은 언어 혹
은 의사소통 일반 역량의 개념과 구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전에 직업
생활, 대학 과정의 학업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 자질들로 설명되는
기존의 핵심 역량과도 이질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읽기에
근거한 공통 읽기 기능은 의사소통 기능의 본질이자, 독자들이 미래 사회
의 능동적인 참여자로 그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획득하고 이를 사회 발전에 환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자질 그 자
체로 볼 수 있다(Cummins, 2013).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새 교육과정에
서는 독서와 문학의 공통 원리를 추출하고 이에 따른 통합적 연계 방안
을 세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5)
‘

’

차 교육과정 이후 고등학교 심화 선택 과목이 분화되면서 <독서>는 6차 교육과정
시기에 처음으로 출현하였다. <독서>는 정서 표현 목적의 글 읽기라는 범주 내 소
극적으로 문학 독서를 포괄하면서 문학 텍스트를 실제적으로 배제한 형태의 독서
지도를 수행해오고 있다. 더욱이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고전>과목을 신설한
이후 독서 과목과 내용 및 방법 상의 중첩 현상을 심각하게 나타내고 있다. 심화 선
택 교과 내에서 다시 수준을 심화하여 제시한다는 고전 과목의 신설의 취지도 타당
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에 존재하는 교과 영역의 목적이나 기능 상의 중첩 문제도
해소될 필요가 있으므로 고전 교과에 대한 재탐색 혹은 비판적 고찰이 요구되는 시
점으로 볼 수 있다. 독서와 분리된 독립 교과로의 존속하기보다는 고전 역시 독서
범주 내 포함하거나 진로 심화 선택 교과로 분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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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문식성 환경 기반의 매체 통합 방안 탐색
기술 발달에 의한 새로운 매체의 출현과 인터넷 환경의 결합은 단일한
언어 기호와 인쇄 매체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문식성 환경의 변화를 촉진
시켰다. 의사소통의 실제 장면에서 등장하는 매체는 의사소통 행위에 참
여하는 주체들이 메시지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로 의미 전달을
위한 물리적 도구로서의 특징과 언어적 표상으로서의 특징을 동시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 교과에서는 의사소통 매체의 변화에 주목하
여 교육 내용과 영역 체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국어 교과는 문식성 교육을 실현하는 주요 교과이므로 매체 변화에 따
른 문식성 환경 변화에 긴밀히 대처해야 한다. 문식성이 의사소통 행위를
위해 지정된 혹은 상호 합의된 언어 형식 에 따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임을 고려할 때(Venezky, 1995), 국어 교과는 매체 발달에 근거한 문식성
환경 변화와 언어 형식의 변화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매체 언어 영역과 교과목 신설에 관한 논의
이후로 매체 언어 교 과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성은 현실적으로
더욱 명료해졌고, 그 간의 기술 발달이나 문식성 환경의 변화는 가속화되
었다. 통합형의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제를 확립하는 지금 시
점에 다시 매체 기반의 새로운 문식성을 반영한 교과목에 대한 논의가
개진될 필요가 있다.6) 이에 기존 내용 영역 체계에 매체 관련 성취기준을
‘

’

‘

6)

’

새로운 매체 교과목에 관한 논의에 앞서 반드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매
체 언어 라는 용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매체 언어라는 용어를 지
속적으로 사용하여 교과를 신설할 경우에 현재의 매체 기반의 의사소통 교육의 본
질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최숙기(2010：72)에서는 매체 언어가 곧 언어
의 한 양식이라는 설명은 굳이 매체 언어 라는 특수한 용어를 설정할 필요가 없음
을 강조하였다. 매체 언어는 전달을 위한 물리적 도구와 전달 기호라는 뜻을 구분하
여 사용함으로서 그 혼란을 가중시키는 용어이다. 만약 매체 언어라는 용어를 개발
한 논리에 따른다면 언어라고 볼 수 있는 개념 범주가 음성언어나 문자 언어를 넘어
서서 말과 글, 이미지나 소리, 음악과 같은 다양한 형태가 매체의 형식이나 관습에
따라 구조화된 언어로 확장되었다 뿐이지 이들은 모두 언어이자 동시에 매체 언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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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방안과 독립된 교과로서의 매체 과목의 신설하는 방안을 동시
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미국의 CCSS나 뉴욕 주의 P-12 학업 성취기준에 따르면,
매체 교육에 관한 별도의 내용 체계를 두는 대신에 다루는 매체의 범위
를 확장하여 시각적, 수량적, 언어적, 음성적 텍스트를 포함하여 이해와
표현 목적의 의사소통을 실현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읽기나 듣기 등의 이
해 영역에 관한 성취기준에 따르면, 학생들이 필요 지식을 탐색하고 지식
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루는 텍스트의 범위를 언어 기반의 단일 텍스트
뿐 아니라 복합 양식(multimodal) 텍스트,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텍스트, 동
일 정보를 담은 다수의 복합 문서(multiple text)를 포함하여 활동할 수 있
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매체 기반의 텍스트를 통해 정보를 수
집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으로서 새로운 문식성에 관한
성취기준을 자국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말하기나 쓰기 등의 표현 영역의 성취기준에 따르면, 산출한 결과물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공유하기 위한 방식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
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종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표현 효과
를 극대화시켜 자료를 구성하여 발표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편집하기 위해 인터넷 등의 여러 기술들을 활용할 것을 성취기
준 상에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문법 영역에 해당하는 언어 에는 매체와
관련된 통합 양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의사소통 기반의 영역 체계 내
에서 매체는 유의미하게 통합되는 양상이 뚜렷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어과 성취기준 제
시 방식과도 유사하다. 고등학교 이상의 국어과 성취기준에도 정보 분석
및 평가에 관한 독서 성취기준을 제외하면 표현 활동과 관련하여 정보를
‘

’

가 되는 것이다.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적 도구라는 의미로서의 미디어 혹은 매체
가 곧 언어라는 논리는 매체 언어를 언어와 분별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관점을 나
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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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거나 목적에 맞도록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표현하도록 하는
성취기준이 대다수이다.
이를 고려할 때, 새로운 문식성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새로운 매체 언어의 사용 방식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매체 기반의 교육 내용을 영역별로 설정하고 구
체화하되, 매체 교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 <매체 언
어>와 같은 독립 교과 신설보다는 언어 기능 영역과 유기적 연계가 가능
한 영역을 중심으로 한 통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1> 매체 기반 교육요소를 반영한 고등학교 국어과 성취기준
교과

학년

영역

성취기준

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작
국어 고1 작문 (8)문 다양한
상황에
맞게 조직하여 통일성과
Ⅰ 이상
응집성을 갖춘 글을 쓴다.
매체 자료의 유형과 기능을 이
국어 고1 화법 (3)해하고
, 매체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
Ⅱ 이상
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국어 고1 독서 (6) 다양한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Ⅱ 이상
분석하고 평가하며 읽는다.
(7) 핵심적인 정보를 선별하고 작문
맥락에 맞게 정보를 조직하여 설명
글을 쓴다.
국어 고1 작문 하는
(9)
글의
전달과 사회적 파급력과 연
Ⅱ 이상
관된 매체의 효과와 특성을 고려하
여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책임
감 있게 인터넷상의 글쓰기를 한다.
정보화 시대의 다양한 독서 매
독서와 고1 독서 (25)
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
문법 이상
으로 활용하여 읽는다.

중학교 관련 성취기준

담화에 나타난 설득의
전략을 파악하고 평가한다.
(9)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
는 내용을 매체 자료로 구
성하여 발표한다.
(2) 글이나 매체에 제시된
다양한 자료의 효과와 적
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8) 영상 언어의 특성을 살
려 영상으로 이야기를 구
성한다.
(9) 매체의 특성이 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하여 글을 효과
적으로 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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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학년

영역

성취기준

정보를 수집ㆍ분류ㆍ체계화하여
청자나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재
구성한다.
다양한 매체 자료를 효과적으로
화법 (7)활용하여
청자의 이해를 돕도록 내
용을 구성한다.
(8) 시각 자료를 해석하여 핵심 정보
로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11)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
화법과 고1
하고 가치 있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작문 이상
선별하여 글을 쓴다.
(12) 정보의 속성에 적합하게 내용
을 조직하여 글을 쓴다.
작문 (13)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
(14) 정보의 효용성, 조직의 체계성,
표현의 적절성, 정보 윤리를 점검하
여 고쳐 쓴다.

중학교 관련 성취기준

(4)

3. 지식 구성에 관한 범교과적 학습 문식성 지도 방안 탐색
문․이과 통합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실현해야 할 가
장 주요한 방향 중 하나는 지식 정보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 역
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역량에
관한 지난 10년간의 논의들이 21세기 미래 사회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사회 구성원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학업적 지식과 복합적이고
고차원적인 사고 기능으로서 핵심 역량을 개념화하였다고 할 때 지식 구성
에 관한 범교과적 학습 문식성(disciplinary literacy)을 갖추도록 하는 접근이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과정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 사회는 지식 정보가 가장 주요한 사회적, 경제적 자원으로 작용하
기 때문에 창의 융합형의 미래 인재는 반드시 필요 정보를 효율적으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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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여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고, 지식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통찰을 통
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 구성적
역량을 갖추는 것은 핵심 역량과 관련하여서도 학습 및 혁신 역량(Learning
and Innovation Skills) 혹은 창의성 및 혁신 역량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앞서 살펴본 CCSS나 P-12에 따르면, 읽기, 쓰기, 말하기와 듣기 영역의
성취기준 상위 요소에 지식과 아이디어의 통합(읽기) , 지식 형성과 제시
에 대한 조사(쓰기) , 지식과 아이디어의 발표(말하기 듣기) 는 지식 구성
을 중심으로 한 세부 내용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수용하거나 생산한 정보는 지식으로 환원되며 지식 구성적 관점으
로 의사소통 행위를 재개념화함으로써 언어 교육이 지식 정보 사회를 대
비하여 갖추어야 할 지식 구성 능력을 신장하도록 지원하는 교과임을 명
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분석 대상이었던 미국 고등학교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식 구성에 관한 범교과적 학습 문식성 지도 방안이 자국어
교육과정 내에 체계적으로 잘 실현되고 있었다. 특히, HSAS at Lehman
College나 Walnut Hills 고등학교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
이 고1에 해당하는 9학년에는 반드시 조사(research) 과목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조사 수업의 목적은 학문적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문식성 기능을 갖추는 것으로 학생들은 연구 문제 설계, 자료 접근,
자료 평가, 자료의 종합, 학술 연구의 규준에 대한 관찰 등을 수행한다.
학문적 정직성에 대해 논의하고, 인용의 적절한 방식이나 표절 문제를 극
복할 수 있는 실제 방안을 모색하며 이 수업을 위해 범교과적 접근을 할
수 있다. 사회과나 과학과 수업에 요구되는 조사 보고서 작성을 이 수업
내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상에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지식 구성적 목적에 특
정한 성취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쓰기 윤리나 정보 전달 목적의 글
을 읽거나 쓰는 과정에서 정보 탐색과 비판적 분석, 과제 목적에 따른 종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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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과 재구성 수준의 활동이 제시되어 있지만 학습 문식성과 연계된 조사
보고서 쓰기나 교과 학습을 연계한 학습 독서나 범교과 작문 지도에 관
한 교육 내용 요소는 거의 제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2015 문․이과 통합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반
드시 학습을 위한 도구적 문식성으로서 학습 문식성을 길러 주기 위한
내용 영역이나 성취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어 교과 내에서
역사나 사회적 논증 방식이나 과학적 추론 방식을 반영한 여러 교과의
글을 분석적으로 읽고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범교과적 접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의사소통 기능 신장을 위한 문법 통합 방안 탐색
미국의 CCSS나 뉴욕의 P-12에 따르면 문법은 문학과 달리 영역이 분
리되어 있지만 실제 독립 교과로 분리되기보다 말하기와 듣기, 읽기, 쓰
기의 언어 기능 영역에 통합되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기반이 되
는 지식 요소들을 반복 학습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뉴욕 주
의 고등학교 자국어 교육과정의 교과 운영 실태나 뉴욕 주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성취기준들을 분석하여 보더라도 문법은 독립적으로 학습되기
보다 의사소통 영역과 통합 실현되는 양상이 뚜렷하였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문법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문법 자체의 원리
나 규칙을 분석하고 탐구하거나 음운, 단어, 문장, 담화로 국어 구조를 분
류하여 이해하는 방식을 지식 수준에서 학습하도록 제시하고 하기보다
실제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하거나 적용될 수 있는 실용 문법 요소 중심으
로 간소화되고 있다. 문법은 품사의 기능이나 단어나 구의 의미 관계를
고찰하여 다루고 있는 텍스트에 대한 의미를 정교화하고 깊이 있게 분석
하도록 하는데 집중한다. 혹은 글쓰기의 경우에는 표현의 오류를 점검하
고 철자법이나 표현법 등의 효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문법이 집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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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된다.
반드시 다루어야 할 문법 기능 및 지식 범주를 구와 절(phrases and
clauses), 성분(complements), 일치(agreement), 수식어(modifiers)나 대명사
(pronouns)의 사용, 문장 구조, 용법의 원칙으로 한정하고 문법 교육의 내
용 범주를 간소화하고 의사소통 기능과의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
서 주목할 만하다.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편과 미래 사회를 대비
하여 갖추어야 할 의사소통 능력과 문법 교육 내용 요소간의 비판적 점
검을 통해 실용 문법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하면서도 바람직한 국어 생활을 영위하는 동시에 의사
소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문법 내용 요소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교육
과정의 내용 성취기준을 명세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휘 교육의 필요성과 관심은 미국의 CCSS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학문 문식성과 관련하여서도 다루어지겠지만
대학이나 직업 생활을 대비하여 갖추어야 할 지식 요소로 해당 영역의
전문어나 필수 어휘에 대한 학습은 매우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해와 표현에 관한 의사소통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어휘 학습은 매우
필수적인데 성취기준의 절반 정도의 비중으로 어휘 습득에 관하여 집중
하고 있다.
특히, 읽기와 쓰기를 학습할 때 반드시 어휘 습득과 문법 기능을 텍스
트를 반드시 통합하여 가르치도록 하고 있어 별도로 문법을 학습하기보
다 실제 언어 기능을 학습할 때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문법
지식과 기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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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으며
본 연구에서는 2015 문․이과 통합형 개정 교육과정 의 주요 전제인
지식 정보가 주요한 자원인 미래 사회를 선도할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의 양성을 위한 목표 실현을 위해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실현해
야 할 요소나 그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행의 문․이과의 계
열 구분이나 학제간의 분리 체계를 극복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적합한 국어과 교육과정의 통합 원리나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
원리에 대한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핵심 역량의 반영 방안을 살피고 통합형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설명되는 미국의
CCSS와 이를 실제 반영한 뉴욕 주의 P-12 공통 핵심 학습 성취 기준(New
‘

’

York State P-12 Common Core Learning Standards for English Language Arts &

의 자국어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연계하여 고등학교
자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뉴욕 주 American Studies at Lehman
College 고등학교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자국어 교육과정은 대학과 직업 수행 준비를 위한 핵심 기준
(College and Career Readiness Anchor Standards)을 우선 설정하여 대학이나 직
업 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지식 및 기능) 들을 우선
설정하고 이에 요구되는 자국어 역량 구조에 따라 성취기준을 세분화하
고 있다. 이는 미국의 CCSS가 21세기 미래 사회에 대비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미래 역량을 탐색하고 표준화된 핵심 역량 기반의 성취기
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전제에서 출발하였음을 보여준다.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도 미래 사회를 대비한 인
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에 대한 실제적 반영에서 찾을 수 있는 바
CCSS의 자국어 교육과정과 학교 현장의 운영 사례는 새 교육과정에 유의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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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사점을 제시하여 줄 수 있다. CCSS의 자국어 교육과정의 구성 원리
는 21세기의 미래 핵심 역량과 대학 및 직업 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기 위한 역량 구조를 우선 탐색하여 성취기준 개발 이전에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언어에 해당하는 6-10개의 CCR Anchor Standards를 설정하
고 이 범주 내에서 학년별로 위계화하고 지식이나 기능상으로 세분화하
는 원리로 성취기준을 개발하였다.
CCSS와 뉴욕 주의 P-12 공통 핵심 학습 성취 기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읽기 성취기준 상의 주요 특징으로는 1) 자세히 읽기
(close reading) 기능에 대한 중점과 2) 인쇄 매체 및 디지털 매체 기반의 독
서 실현, 3) 논증(argument)에 대한 강조, 4) 상호텍스트적 혹은 다문서 읽
기로의 접근 등이 있다. 둘째, 쓰기 성취기준 상의 주요 특징으로는 1) 설
명, 서사, 논증 텍스트의 유형 분류, 2) 쓰기 과정별 기능과 매체 활용을
통한 출판 강조, 3) 협동 작문 3) 조사 기반의 지식 구성적 글쓰기 강조
등이 있다. 셋째, 말하기 듣기 성취기준 상의 주요 특징으로는 1) 협력적
대화 구성, 2) 매체 기반의 이해 및 표현 활동, 3) 지식 구성을 위한 논증
등이 있다. 넷째, 언어 성취기준 상의 주요 특징으로는 1) 의사소통 영역
에 통합적으로 실현, 2) 실용 문법 중심의 간소화, 3) 어휘 중심의 습득의
강조 등이 있다.
이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CCR 기반의 자국어 역량 요소는 1) 새로
운 매체 환경에 요구되는 문식성, 2) 논증이나 조사 활동을 통한 범교과
적 학습 문식성, 3)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실용 문법 및 어휘 습득
에 대한 언어 능력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뉴욕 주의 American Studies at
Lehman College 고등학교에서 자국어 과목인 <영어>교과나 <글쓰기와
작문>, <조사> <AP 언어와 문법>, <AP 문학과 작문>과정의 운영 양
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 교과는 대학과 직업 생활을 수행하기
위한 수준에 적합하도록 감상과 해석의 수준이 매우 높은 문학 혹은 정
보 텍스트를 분석적으로 읽고 감상하고 비평하는 능력을 기르고, 분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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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와 작문 활동을 연계하거나 범교과적 학문 문식성 제고를 위해 교
육과정을 설계하고 있었다. 더불어 각 교육과정은 영역 분리적으로 운영
되기 보다 영역 통합적 운영이 우세하였다.
이에 본 논의에서는 2015 문․이과 통합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의 구성 방안으로 1) 문학 독서와 기존 독서 간의 통합적 연계 방안, 2)
새로운 문식성 환경 기반의 매체 통합 방안, 3) 지식 구성에 관한 범교과
적 학습 문식성 지도 방안, 4) 의사소통 기능 신장을 위한 문법 통합 방
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 이외에도 후속적으로 2015 문․이
과 통합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대학과 직업 준비를
위해 요구되는 핵심 역량의 적정 요소를 도출하고 말하기 듣기, 읽기, 쓰
기, 문법, 문학 간의 핵심 요소 설정 및 성취기준의 적정화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등학교급의 경우에 대학과 직업 준비 수준의 최
종 학년제를 포함하는 만큼 그 수준과 범위에 따른 계열화와 위계화의
방안,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한 국어 교과의 범위 체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7)

*

이 논문은 2014년 7월 31일 접수하여 2014년 9월 17일 논문 심사를 완료하고 2014
년 9월 22일에 게재를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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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5 문․이과 통합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구성 방안 탐색
－미국 CCSS와 연계한 뉴욕 주 고등학교
자국어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최숙기

본 연구에서는 2015 문․이과 통합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으로
의 개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의 반영 방안을 살피고 통합형 교
육과정 구성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CCSS와 이를 주 단위 교육과정으로 구성한 뉴욕 주의 P-12 공통 핵심 학
습 성취 기준(New York State P-12 Common Core Learning Standards for
English Language Arts & Literacy)을 토대로 자국어 교육과정을 분석하였
다. 이와 연계하여 뉴욕 주 브롱크스(Bronx) 시에 소재한 American Studies
at Lehman College 고등학교의 자국어 교육과정을 분석을 통해 실제적인
자국어 교육과정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5 문․이과 통합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유의
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구성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015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국어과 교육과정, 공통핵심성취기준,
21세기 핵심 역량, 학습 문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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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Design Methods of 2015 Combined
Liberal Arts and Natural Sciences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Arts for High School
Choi, Sook ki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design methods of 2015
combined liberal arts and natural sciences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arts for high school. For 2015 curriculum reform, it should be considered
how to reflect 21st core competency in language arts curriculum and how
to combined liberal arts and natural sciences effectively. The study
examined CCSS, New York State P-12 common core learning standards
for english language arts & literacy and english curriculums of the high
school of american studies at Lehman College in BRONX, NY. Those
curriculums emphasized 1) new literacies required in various media
environment, 2) arguments, research, inquiry for implement literacy skills
across all content areas, 3) essential language rules, Conventions and
effective usage for successful communication, not complex grammar and
acquiring new vocabulary, particularly general academic and domainspecific words and phrases.
▪ Key

2015 combined liberal arts and natural sciences
curriculum, Korean Language Arts curriculum, Common
core state Standards, 21st core competency, disciplinary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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