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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수업시수의 적정화 방안

1. 서 론
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표적인 교육정책의 하나이다. 교육부에서는
학점제를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서, 학점을 기준으로 학사 제도가 설계된다.”라고 잠정적으로
설명하였으며(교육부, 2017), 언론에서 수행된 일부 여론 조사(세계일보, 2017.12.20.)에서
교사 10명 중 7명은 학점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로는
학점제 논의의 출발점인 구자억(2011)의 논의가 있으며, 주주자 외(2017), 이광우 외(2017)
는 광범위한 요구조사와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학점제 정책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책에 ‘학점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의를 포함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제 2차 교육과정(1963년)부터 고등학교에서 ‘단위제’를 실시하여 왔다.
또한 학점제를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업과정 이수(履修) 제도”로 각종 사전에서 설명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등학교는 단위제, 대학교는 학점제로 운영된다는 통념이
있었다. 따라서 그동안 학점 혹은 단위를 뜻하는 credit, unit 용어의 탐구를 통해 단위
제와 구분되는 학점제의 구체적이고도 조작적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또한 학점제
실시의 배경을 탐구하고 고교 체제 개편, 대입 제도 개선 등 국가 교육회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발맞춰 학점제 정책의 방향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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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제를 도입하여 교육과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과정평
가원의 김진숙 외(2018) 기본과제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조화’라는 용어의 연구를 통해 학
점제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학교 수준에서 학점제
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학점제 연구학교가 시작되는 2018년
부터 전면 실시가 예고되는 2022년까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점진적 적용시기인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점제’ 적용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단기적으
로 2015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 학점제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중 장기적으로 수시
개정이나 전면 개정이 있을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학점제에 맞춰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구안하고 있다. 이 과제에서는 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구안의 쟁점
사항으로 10가지를 추출하였으며, 그 중 하나가 수업시수의 적정화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학점제 도입을 위한 쟁점 사항 중 하나로 수업시수의 문제를 다루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구체화하고, 설문조사 결과 및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 결과에 기초하여
수업시수 적정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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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학점제를 위해 수업시수의 적정화가 필요한가?
학점제 및 교육과정 재구조화와 관련된 쟁점 사항은 학점제의 정의와 구성요소, 필수와
선택 및 과목 선택권 확보, 대안적인 교과, 최소 학점, 이수기준, 졸업기준, 대입과의 연계,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 등 10가지로 제시된 바 있다(김진숙 외, 2018).
<표 1> 학점제 및 교육과정 재구조화와 관련된 쟁점
쟁점 사항

구분

1. 학점제의 요건

학점제의 정의와
구성요소

설문 내용

학점제 개념 규정의 요건

2. 학점제 도입을 위한 개선의
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 개선의 우선순위
우선순위
현 단위 수의 적절성
3. 학점의 규정

과목 이수 시기
수업시간

4. 필수 및 선택 과목 기본 현재 선택과목 기본단위의 적절성
단위 수
학점제 도입 시 필수 및 선택 과목의 기본단위 수
5. 과목 단위 수의 증감 규정 과목 단위 수의 증감 규정
필수와 선택

6. 학년과 학기

학기에 대한 규정

7. 필수와 선택의 비중

국가와 학생, 필수와 선택의 비율

8. 교육과정에서학생의선택권

선택권의 ‘양’ 측면에서의 중요성
선택권의 ‘질’ 측면에서의 중요성
학교에서 자체 개발하는 과목의 활성화

교과의 대안적
형태

9. 대안적 과목의 확대

학교 밖 학습장 체험활동의 인정 기준 확대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의 활성화
사이버 가정학습의 인정 기준 확대

10. 교육과정의 최소 이수
교육과정의 최소 이수단위 수
단위 수
최소 학점

11. 교과별 공통 과목의 이수
교과별 공통 과목의 이수단위
단위
12. 교과별 최소 필수 단위 수 교과별 최소 필수 단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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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항

구분

설문 내용

13. 교과별 선택 과목의 개선 2015 개정 교육과정 선택 과목의 개선 필요성
공통과목의 설정
선택과목의
재구조화

14. 과목군의 구분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의 구분
4개의 교과 영역(기초, 탐구, 체육 예술, 생활 교양 ) 설정

수준별 과목을 설정하고 있는 외국 사례
15. 중장기적인 선택과목개선
저학력자를 위한 별도의 졸업/진학 기준 마련하고 있는 외국
방향
사례
16. 졸업 요건의 개선
이수기준과 졸업
요건

졸업 요건
최소 수업일수의 개선
교과 이수 기준의 필요성

17. 교과 이수 기준의 설정

교과별 또는 전 교과 단일 기준
교과 이수 기준의 설정의 주체

교과 내신평가

18. 학생 평가를 위한 교과 평가기준의 설정 주체
평가 기준
절대평가 또는 절대평가
별도 보충 학습
별도 과제

미(도)달자 문제

19. 미(도)달자 대책

해당 과목만 재이수
학기 또는 학년 전체의 유급
평생학습기관 이수로 대체

대학진학과의
관계

20. 고교-대학 연계 활성화 대학연계과목(AP, UP)등 고교 이수과목의 대학인정 활성화
방안
대수능시험을 고교 졸업 인증시험으로 활용

- 과목 선택권 확대에 따른 교원 배정
인적, 물적 인프라 - 고3 특히 2학기 교육과정의 현실화
구축
- EBS연계 등 입시로 인한 고교 교육 왜곡현상의 극복
- 대안적 교과 형태(공동교육과정 등)의 정식 교과화

학점제를 도입하게 되면 왜 수업시수의 적정화, 구체적으로 수업시수 축소 논의가 필요
한가를 학점제의 정의, 최소 학점으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 1 - 학점제의 정의와 구성요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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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제 도입에 따른 쟁점 사항의 첫째는 학점제의 정의와 구성요소이다. ‘학점제 정의와
요소’는 현행 단위제의 정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며, 아직 학점제가 정의되지 않았
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첫째는, 단위의 기준이 ‘17회 수업’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단위제 관리가 어렵도록 되어 있다. 1개 학기 개설을 목적으로 개발한 과목을 4학기
로 늘려 수업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다학기 과목 개설은 동일 시기 다과목 학습이 되어
학습자들에게는 학습 부담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둘째, 학점제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때 이수기준 도달, 최소 학점, 졸업 인정
기준 제시 등 세 가지가 학점제를 구성하는 요소로 제시되어야 한다. 학점에 대한 정의가
1단위와는 다르게 세워질 필요가 있다.
셋째는 학점제에 대한 정의에 이수기준, 졸업기준 등의 규정이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
<표 2> ‘학점제 정의와 요소’ 쟁점의 현황, 문제점
현황

문제점

◦단위제의 규정이 느슨함
- 1단위를 학기 구분 없이 ‘17회’로 규정함
- 단위의 증감 규정이 ‘-2만 허용’, ‘±2 가능’, ‘±3 가
능’으로 복잡하고 느슨함

◦1학기 개설 기준의 과목을 2학기 이상으로 운영하
는 경우에도 규제할 수 없음
- 동시 이수과목의 수가 12∼13개에 이르러 학습부
담이 증가하는 원인 제공

◦학점제 규정이 없음
- 졸업기준은 출석일수 2/3로 규정

◦단위의 증감 규정이 지나치게 허용적이어서 선택
과목의 질 관리가 되지 못하고 과목의 단위수 기준
이 무의미해짐
- ‘5단위’ 기준으로 개발된 과목을 ‘2단위’로 운영하
는 것이 허용됨
◦이수기준 도달, 최소 학점, 졸업 인정 기준 등 학점
제의 구성 요소가 규정될 필요가 있음
- ‘1학점’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함
◦과목별 이수기준, 졸업기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나. 쟁점 2 - 최소 학점의 축소
두번째 쟁점 사항은 현행 최소 이수단위로 제시된 것을 그대로 유지 또는 축소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점이다.

개요

학점제 적용시 현행 단위제의 최소 이수단위를 유지 또는 축소하여
재구조화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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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최소 학점 축소’ 쟁점의 현황, 문제점, 개선 방향
현황

◦총 이수단위 204, 교과 180, 창의적 체험활동 24단
위를 최소 이수단위로 정해져 있음
- 총 이수단위가 최소 이수단위이면서도 졸업 최소
자격단위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문제점

◦공강 시간 발생을 예상하여 현 단위수는 축소할 필
요가 있음
- 반면, 교과 이수시간의 축소에 대한 학력 저하 우
려의 목소리도 있음
◦고등학교 단계 비교과활동(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가 주4시간으로 과도하므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
이 있음

최소 학점이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는 앞서의 학점제 정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총 이수
단위를 ‘최소 이수단위’로 명하고 각 학교에서는 이를 상회하는 단위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개인적으로 이 교육과정의 단위를 제대로 이수한 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교육과정의 총 이수단위가 최소 이수단위이면서도 졸업 최소자격단위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개선해야될 사항이다.
특히 학점제 도입으로 인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보되어 공강 시간 발생이 예상되는
데, 수업시수를 축소하지 않을 경우 방과 시간은 현재보다 1∼2시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공강 시간 발생을 예상하여 현 단위수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반면, 교과
이수시간을 막연히 축소할 경우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시간 수 축소에 대한 의견으로 교과 외에도 고등학교 단계에서 비교과활동(창의적
체험활동) 시수가 주4시간으로 과도하다는 문제도 있다.
또한, 학생들의 수업시간수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들의 수업시수 적정
화도 논의가 필요하다. 선택 과목이 확대하여 개설할 경우 교사들은 같은 교과 안에서도
2개 이상의 선택과목을 가르칠 가능성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자격
을 권장하여 복수 자격증이 있는 교사들은 더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수업시수의 감축
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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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점제 도입시 수업시수 적정화를 위한 요구 조사 결과
김진숙 외(2018)의 연구에서는 학점제 도입 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에 대
하여 전국의 전문가 및 고교 교사 10,552명에게 조사하였다. 이중 수업 시수 적정화 관련
문항인 현 단위수의 적절성, 최소 이수 단위수의 영역별 적정화, 선택과목 기본 단위수,
필수-선택 비율의 적정화에 대한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학점제 도입시 현 고등학교 교육과정 단위수의 적절성
항목

적절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무응답

빈도수

5679(53.8%)

4871(46.2%)

2(0.0%)

단위 : 빈도(%)
합계

10,552(100%)

* 출처: 김진숙 외(2018)

먼저, 현 고등학교 교육과정 단위수가 학점제 도입 후에도 적정한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총 204단위로, 교과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로 구성되
어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현 단위수가 적절하다는 응답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50%내외로 비슷하며 적절하다는 의견이 약간 높다. 이를 구체적으로 총 시수 및 영역
별 시수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학점제 도입시 교육과정 최소 이수단위 수의 적정화에 대한 의견
항목

유지

확대

축소

무응답

합계

총 204단위

4146
(39.3%)

442
(4.2%)

5962
(56.5%)

2
(0.0%)

10552
(100%)

교과 180 단위

4402
(41.7%)

992
(9.4%)

5156
(48.9%)

2
(0.0%)

10552
(100%)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

4052
(38.4%)

2729
(25.9%)

3769
(35.7%)

2
(0.0%)

10552
(100%)

* 출처: 김진숙 외(2018)

영역별로 모든 교육과정 영역에서 현행 유지에 대한 의견이 38～42% 정도이며, 총 단위
수와 교과에서는 축소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총 단위 수의 축소를 원하는
응답자는 56.5%로 과반을 넘었고, 교과 180단위의 축소를 원하는 응답자 또한 48.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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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는 38.4%로 유지가 가장 우세하긴 하나 유사하게 축소의 의견
(35.7%)도 있으며, 교과나 총 이수단위의 축소 찬성 비율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창의
적 체험활동 단위의 확대를 원하는 응답자도 25%가 되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표 6> 선택 과목 기본 단위 수

단위 : 빈도(%)

항목

적절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무응답

빈도수

5597(53%)

4952(47%)

3(0.0%)

합계

10552(100%)

* 출처: 김진숙 외(2018)

선택과목의 기본 단위 5단위수에 대해서도 적절하다는 응답이 53%로 과반을 차지했으
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47%에 달했다.
필수 과목으로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는 공통과목과 진로집중과정, 자율선택 부분에서는
현재처럼 진로집중과정을 제시하지 않는 형태에 대한 찬성 비율보다 과정선택으로 제시하
면서 40:30:30 또는 30:30:40의 비율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합해서 58.7%로 현행
의 공통+자율선택 비율 합 39.3%보다 많았다.
<표 7> 일반 고등학교 필수와 선택 비율

단위 : 빈도(%)

공통(필수)

진로집중과정
(과정선택)*

자율선택

빈도수

50 %

0%

50 %

2076(19.7%)

60 %

0%

40 %

2064(19.6%)

40 %

30 %

30 %

4530(42.9%)

30 %

40 %

1669(15.8%)

30 %

기타의견

213(2.0%)

합계

10552(100%)

* 출처: 김진숙 외(2018)

<표 8> 과목 단위수의 증감 규정
항목

증감 규정 유지

증감 규정의
단순화

증감 규정 폐지

기타 의견

합계

빈도수

5143(48.7%)

4199(39.8%)

1084(10.3%)

126(1.2%)

10,552(100%)

* 출처: 김진숙 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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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의 기준 단위인 선택과목 5단위의 증감 허용 규정에 대한 존속 여부를 질문한
결과 단순화 또는 폐지가 합하여 50.1%로 절반이었으며, 현행의 증감 규정 유지는 48.7%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외국 고등학교의 학점제와 수업시수
가. 외국 고등학교의 학점제 및 수업 시수 현황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동서양 11개국 고등학교의 학사력, 총 수업시수 등 학점제 기반에
대하여 수집,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수업시수 비교를 위해 각 나라의 학점제
정의와 수업주수, 1 학점 당 시간수에 기초하여 hour로 환산하고, 다시 고등학교가 2년제나
4년제인 국가들의 경우 3년제일 경우의 시수로 환산한 결과도 같이 제시하였다.
<표 9> 외국 고등학교의 학사력과 시수 등 학점제 기반의 비교
대한
민국

학사력

3월–
다음해
2월 말

핀란드

스웨덴

8월 중순– 8월 말–
다음해 다음해
6월
6월

아일랜드

덴마크

영국

9월 6월

8월 중순– 9월–
다음해
다음해
6월
7월
연간
평균
380반일
200일
(half-day)
(학교결정)
이상

미국
(캘리포
니아)

캐나다
(온타
리오)

중국

일본

싱가포르

9월–
다음해
6월

9월–
다음해
6월 말

9월–
다음해
8월 말

4월–
다음해
3월 말

1월 12월

180일

200일
194일 (연간 수업
주수 환산 시)

40주

39주

연간
수업
일수

190일

190일

178일

167일
(주5일)
187일
(주6일)

연간
수업
주수

34주

38주
(주5일
환산 시)

40주

27-28주

40주

38주

주당
35시간

주당
30시간
내외

주당
28시간

주당
24시간

주당
25시간

50분

45분

1시간

40분

1시간

40분

50분

3년제

3년제

3년제

2년제,
3년제
(TY포함)

2년제,
3년제

2년제

4년제

단위

Course

Credit

hour

hour

hour

일/주 당
수업
시간
단위
수업
시간
고등
학교
연한
편제
단위

쉬는 시간
주당
포함
30시간
230분

최소
매년
175일,
다름
평균
(174∼192일
190∼210일

40주
(교과
36주, 복습
및 시험4주)

35주
이상

주당
35시간

주당
30시간

75∼90분 50분∼60분

40주

50분

35분∼40분
2년제,
3년제

4년제

3년제

3년제,
4년제

credit/Carn
Credit
egie unit

학점
(学点)

단위
(單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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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민국

최소
이수
단위수

204단위
(교과
180단위)

핀란드

스웨덴

75
Courses

2500
credits
중
일반
2,180,
직업계
2,430

(전체)204*
17*60/60
75*38*45/
(교과)
60
1hour로 180*17*50/
60
환산
시간
2,890
2,137.5
2,550

3년
환산

2,890
2,550

학점
정의

1단위
= 17회
이수

과정*

X

2,137.5

180*
5(2년)
900hour

덴마크

영국

2,470
(STX)
2,630
(HTX)
1,625
(HF, 2년)
2,470
(HHX,
2½년)

360
GLH

미국
(캘리포
니아)

캐나다
(온타
리오)

210
credits
30
(220~260 Credits
local units)

중국

일본

144학점

74단위

=

2,180,
2,430

2,470
2,630
1,625
2,470

3500
(4년)

3,300
(4년)

2,160

2,158.3

2,180,
2,430

2,470
2,630
2,437
2,470

2,625

2,475

2,160

2,158.3

O

싱가포르

210*20*50/ 30*110* 144*18*50/ 74*35*50/
60
60
60
60

=

1 course
1 Credit
= 38 차시
= 1 hour
수업

X

아일랜드

1hour

1hour

1hour

O

O

X

1학점
1 Carnegie
=18시간
unit
1 credit
(한 주에
= 2 semester = 110
1시간 한
courses, 10 hours
학기동안
local units
이수 단위)
X

O

X

1단위
= 1차시
수업(50분)
을 1년
35주
이수하는
단위
O

O

* GLH: Guided Learning Hours
* 인문과정, 자연과정과 같은 과정의 국가 및 주 수준 설치 여부
*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교육구별로 다르게 제시함

분석 결과, 첫째, 비교 국가들 모두 고등학교는 학점제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학점제란 과목별 이수조건 또는 졸업을 위한 총 이수 조건을 명시하고 미(도)
달자 대책, 이수 조건을 위한 평정의 원칙이 국가 및 주 수준에서 제시된 것을 말한다.
학점을 시간으로 별도 정의 없이 사용하는 국가들(스웨덴, 덴마크, 영국)도 이러한 규정이
제시되고 있어 포괄적인 의미에서 학점제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학점의 정의는 국가별로 다르나 학기를 기준으로 정의한 경우가 더 많았다. 학년을
기준으로 정의한 경우는 스웨덴, 일본, 미국의 카네기 유닛이며, 미국의 경우 주별로 다른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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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카네기 유닛을 학기에 응용한 학점(credit)을 사용하고 있다.
셋째, 총 수업시간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수업일수보다는 수업주수이다. 이는 학점을 “주
당 1시간”(보통 50분을 ‘1시간’으로 칭함)을 기준으로 정의하다 보니 생긴 결과이며, 수업주
수의 경우 우리나라의 연간 34주는 비교 국가들 중 적은 편에 속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교과서 기준주수 32주를 설정하기 위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보다 약간 많은 2시간
을 추가하여 34주의 ‘교육과정 주수’를 설정한 데 따른 것으로, 실제로는 190일을 구성하기
위해 약 38주를 수행하면서 시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질적 수업주수
는 외국과 비슷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대부분 국가들은 비교과활동을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는 총 24단위, 한
학기마다 4단위 즉 주당 4시간씩 창의적 체험활동을 할당한 우리나라의 경우와 대비된다.
다섯째, 우리나라 고등학교 총 수업시간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204단위를 환산한 2,890시간(hour) 뿐 아니라 교과 180
단위만 환산한 2,550시간도 미국(캘리포니아) 3년 환산 2,625시간, 덴마크의 HTX과정
2,630시간에 이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스웨덴, 덴마크의 경우 학교 또는 과정별로 졸업 최소 이수시간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 직업계 고등학교가 졸업 최소 이수 학점은 2,430, 일반고는 2,180
학점으로 나타나 직업계가 더 많았다. 덴마크는 4개 과정별로 최소 이수 시간에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총 시수 204단위는 동일하되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시수가 보통교과의
최소 필수 이수단위에서 차이가 있고 특성화고는 전문교과를 더 많이 이수하도록 한 점에서
외국과 차이가 있다.
일곱째, 스웨덴의 경우 교육과정 최소이수 시간과 졸업 최소 이수학점이 다르게 나타났다.
교육과정 편제에 나타난 최소 학점은 2,500credit인데, 졸업 최소 이수 학점은 2,180 또는
2,430이다.
여덟째, 일본의 경우 위의 표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나, 3년 74단위의 최소 이수 학점(단위)
을 운영하는 방식을 학년제에 기반하지 않고 학점만 따면 졸업할 수 있는 ‘단위제’로, 즉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아홉째, 중국의 경우 학점의 융통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복습
및 시험준비’ 주간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 분기별로 1주씩 이를 설정하여 교과 수업과
시험을 분리함으로써 40주 중 36주가 교과 학점 산정에 포함된다. 시험 시간은 수업을 하지
않으므로, 수업시간 산정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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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만 수업하면 되기 때문에 고3의 수업이 실질적으로 대학입학을 위한 문제풀이와 복습
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손민정 외, 2012).

나. 학점제를 일반 학년제와 다르게 설정하는 예- 일본의 학점제 고등학교 사례
일본 고등학교의 교과 시수는 모두 우리나라와 같은 과목별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나,
필수, 선택 그리고 학년 구분을 명확하게 함에 따라 별도의 ‘단위제 고등학교’를 두어 학년
제를 지키지 않아도 학점만 이수하면 졸업이 되도록 한다. 최소 이수 학점도 같지만, 최소
학점을 무학년제로 운영하여 조기 졸업할 수도 있게 하였다. 단위제 고등학교는 일본의
단위가 학년단위 즉 주당 1시간씩 35주 이수한 경우 1단위로 정함에 따라 1학기를 마치고
조기 졸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하고 보다 유연한 학기 단위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것이다.
일본의 고등학교의 유형은 전일제, 정시제, 통신제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이 유형
들 중 ‘단위제’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 한 지방에서는 자체적으로 고등학교 안내를
하면서 한국어 버전에서 이 단위제를 ‘학점제’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표 10> 참조).
1988년에 도입하고, 1993년도부터 단위제 고등학교가 제도화됨에 따라 1994년도 이후에
는 전일제 고등학교도 단위제로 이행하기 시작했고, 1993년 이후 약 15년간 단위제 고등학
교는 20배 이상 늘어났다. 2009년에도 2008년의 857교와 비교해 43교가 증가해 900교가
되었다(이명실, 2010). 이후 2017년 현재는 전체 4,907개 고등학교 중 972개교(19.8%)의
정규 고등학교가 단위제를 택하고 있다.

[그림 1] 일본 고등학교 중 단위제 학교 수의 변화(1993～2000년)
* 출처: 이명실(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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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일본 고등학교의 유형별 학교 및 단위제 학교의 개황
고등학교 유형

학교수

단위제 채택 학교수

비율

전일제

4,263

611개교

14.3%

정시제

169

전일제, 정시제 병치

475

계

4,907

통신제

250

361개교(3년제 84+4년제277)
972개교

* 출처: 본 발표자가 https://www.e-stat.go.jp 자료를 정리하여 재구성함

<표 11> 일본 고등학교 유형에 대한 안내-2017년 니키타현 ‘일본의 학교에 대해서’ 한국어버전

* 출처: : www.niigata-ia.or.jp/jp/ct/004_siryou/001_siryou/gakusyu-sien/01/korean-2017.pdf+&cd=2&hl=ko&ct=clnk&gl=kr

다. 교육과정 이수 기준과 졸업 최소 이수기준을 다르게 설정하고, 과정 및 필수
과목을 엄격하게 제시하는 예- 스웨덴의 학점제 고등학교 사례
스웨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징은 국가 수준에서 일반계와 특성화고가 통합된 교육과
정으로 18개의 과정을 둔다는 점이다. 또한 졸업 최소 이수 학점으로 교육과정 최소 이수
기준 2,500 크레딧보다 적은 2,180 또는 2,430 크레딧으로, 듀얼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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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고등학교는 교과의 단위로 ‘credit’을 사용하지만, 1credit은 1hour에 해당한다.
또한, 외국의 경우 유럽권에서는 구조적으로 보아 국가 수준의 필수 과목 비율이 높은
편이며, 특히 국가 수준에서 학교 유형과 함께 진로집중과정(이른바 ‘프로그람’)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스웨덴은 학교별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보통 3개 정도의 과정을 운영
하는 실정인데, 과정공통과목, 과정 기초, 과정 선택 등 필수 과목이 76%(예술과정 68%)내
외에 달하고 과정 선택 및 개별 선택, 졸업 프로젝트를 합하여 24% 내외를 구성하고 있다.
<표 12> 스웨덴 대학진학 6개 계열 과정의 필수 및 선택과목 구성
인문과정

필수과목
(과정선택)

선택과목
(과목선택)

기술과정

사회과학과정

자연과학과정

경제과정

기초과목
(과정공통*)

1150p
(46%)

1100p
(44%)

1150p

1150p

1150p

1250p
(50%)

과정기초과목

350p

400p

300p

150p

450p

350p

과정심화과목

400p

300p

350-400p

400p

300-400p

300p

소계

1900
(76%)

1800
(72%)

1800-1850
(72-74%)

1700
(68%)

1900-2000
(76-80%)

1900
(76%)

개별 선택**

200p

200p

200p

200p

200p

200p

졸업프로젝트**

100p

100p

100p

100p

100p

100p

심화과목
(과정개별선택**)

300p

400p

300-400p

500p

200-300p

300p

소계

600
(24%)

700
(28%)

600-700
(24-28%)

800
(32%)

500-600
(20-24%)

600
(24%)

2,500p

2,500p

2,500p

2,500p

2,500p

2,500p

* 기초과목은 18개 과정공통기초과목임, 심화과목은 자율선택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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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과정 편제 제공시 이수 기준을 같이 제공하는 예- 미국의 학점제 고등학교
사례
미국은 고등학교 학점제가 시작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말부터 사용해 온 카네기
유닛(Carnegie unit)은 매일 1시간씩 주 5일 1년간(24주 120시간) 수업시수를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주별로 또 학교별로 다양한 단위 및 학점을 쓰고 있다. 카네기 유닛은 1년 단위
시수이지만, 학기를 기준으로 하거나 1 카네기유닛을 10학점(credits)으로 변환하거나,
hour의 시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이광우 외, 2017).

[그림 2] 미국 캘리포니아 LA통합구의 고등학교 졸업요건
* 출처: http://home.lausd.net/pdf/Toolkits/Principal_Toolkit_2_College-CareerReadinessThroughA -G/Handout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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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50개 주별로 다양한 교육정책을 갖고 있지만, 대체로 이수기준과 졸업기준을 명
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는 고등학교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군별 졸업
최저 이수 학점과 교과군별 선택과목 예시를 제시한다.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는 졸업최저
이수조건으로 1년짜리 13개 교과를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서 교과를 매일 50분, 매주
5일, 2학기를 이수하면 카네기 단위 1단위(1개 교과)로 계산하게 된다.
교육과정 최소 이수조건과 졸업 최소 이수조건은 같되, 과목별 이수기준을 충족할 경우
만 졸업이 되도록 한다. [그림 2]에서와 같이, LA통합구의 경우 과목은 점수로 환산하여
D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5. 학점제 도입시 수업시수의 적정화 방안
학점제 도입후 수업시수를 적정화하기 위한 방안은 학점 정의, 최소 학점 총수(총 시수),
축소 영역, 필수/선택별 최소 학점의 비율 등의 하위 항목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가. 학점 정의의 적정화
학점의 정의를 적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먼저, 현 단위제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되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학점제
를 도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의할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50분 1차시는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1학기 기준으로 정의하되,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 ‘큰 단위’ 과목 즉 2학기 연속
수업이 필요한 현장에서의 요구를 고려하여 이러한 과목은 교과 재구조화를 통해 과목의
연계성 강화하도록 한다.
학점제를 도입할 경우 앞서 언급한대로 총 수업시수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학점의 수업 회차를 축소하는데, 예컨대, 현행 “17회 수업”의 1단위 정의는 “1학기
16차시”로 줄이도록 한다.
또한 학점의 정의에서 이수 기준을 언급함으로써 제2차 교육과정부터 현재까지 단위를
‘수업량’인 시간으로만 정의했던 것에서 취득하는 인증기준(certificate)으로 정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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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학점 정의’의 개선 방향과 적정화 방안
개선 방향

적정화 방안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학점제를 도 ◦학점제(안)= ① 과목별 이수기준을 충족할 때 학점
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의
을 취득하도록 하고, ② 총 학점이 졸업최소기준을
- 50분 1차시는 유지
충족할 때 졸업을 하도록 하는 제도
◦1학점(안)= 50분 1차시 수업을 1학기에 16차시 한 후
◦현 단위제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의
학생이 취득하는 과목 인증기준
- 2학기이상 4학기까지 늘려서 편성하는 관행방지
☞ 1학기 기준으로 정의, 단 2학기 연속 수업이
필요한 과목은 교과 재구조화를 통해 과목의
연계성 강화
- 1학점의 수업 회차 축소
☞ 17회 수업 1단위→ 1학기 16차시 또는 16회
◦단위→학점 변화시 이수기준, 졸업기준 명시를 통해
교육의 질관리 도모
- 단순 ‘수업량’에서 획득하는 기준으로 변화

적정화 방안으로 우선 학점을 현재의 기준보다 이수하는 주수의 시간을 17회에서 16차
시 또는 16회로 줄이고, 이수기준과 졸업기준을 명시하여 정의한다. 이에 따라 예컨대, 학점
제(안)는 “ ① 과목별 이수기준을 충족할 때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고, ② 총 학점이 졸업최
소기준을 충족할 때 졸업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1학점(안)은 “50분 1차시 수업
을 1학기에 16차시 한 후 학생이 취득하는 과목 인증기준”으로 정의한다.

나. 총 학점수의 적정화
(1) 교육과정 최소 이수 학점과 졸업 최소 이수 학점
총 학점수는 교육과정의 개설 최소 학점수를 제시하되, 졸업 이수 학점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 방식은 앞서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교육과정 최소 이수 학점= 졸업 최소 이수학점(안)
- 교육과정 최소 이수 학점> 졸업 최소 이수학점(안)
예) 교육과정 최소 이수 학점= 192, 졸업 최소 이수 학점= 180
교육과정 최소 이수 학점= 졸업 최소 이수 학점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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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점수를 축소할 경우 대상을 교과, 비교과로 구분하여 제시함
학점수 축소의 대상을 교과, 비교과로 구분하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교육과정 최소 이수 학점 192의 경우)
- 교과 유지, 비교과 축소안 180 + 12
- 교과 축소, 비교과 유지안 168 + 24
(졸업 최소 이수 학점 180의 경우)
- 교과 중심안 180
- 교과 + 창체 최소 172 + 8
이상에서 구체화한 방법을 정리하면 개선 방향과 적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 14> ‘최소 학점 축소’ 쟁점의 개선 방향과 적정화 방안
개선방향

적정화 방안

◦졸업 자격으로서의 최소 이수 학점은 현 최소이수 ◦(1안, 단일기준안) 현 204단위에서 교과, 창의적 체
단위보다 줄이도록 함
험활동을 몇 가지 방식으로 축소하는 방식
- 교육과정 이수와 졸업 이수 기준을 이원화하여 졸
◦(2안, 교육과정최소이수학점과 졸업최소학점의 분
업 이수기준을 줄여 제시함.
리안) 교육과정 최소이수학점에서 졸업이수학점을
◦비교과 활동의 시수를 우선적으로 축소함
별도로 제안하여 졸업이수학점을 감축함
예) 204(교육과정최소이수학점)-180(졸업최소이수학점)
- 감축 대상: (1안) 창의적 체험활동 위주의 감축,
(2안)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고른 감축

개선 방향은 졸업 자격으로서의 최소 이수 학점은 현 최소이수단위보다 줄이도록 하여
교육과정 이수와 졸업 이수 기준을 이원화하여 졸업 이수기준을 줄여 제시한다. 또한 시수
의 적정화시 비교과 활동의 시수를 우선적으로 축소하는 안을 포함하도록 한다.
총 이수 시간에 대해서는 1안은 단일기준안으로 현 204단위에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을 몇 가지 방식으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2안은 교육과정최소이수학점과 졸업최소학점의
분리안으로, 교육과정 최소이수학점에서 졸업이수학점을 별도로 제안하여 졸업이수학점
을 감축한다. 현행을 유지하는 선에서 204단위를 학점화하여 교육과정최소이수학점으로
하고, 180학점을 졸업최소이수학점으로 하여, 학습부진이나 개인 사정, 그리고 보충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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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교사, 학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점 취득이 일부 어려운 학생에게도 졸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감축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위주의 감축안,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고른 감축안이 있으며, 구체적인 감축 수치에 대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192, 180, 168 학점을 다양한 시뮬레이션하에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 공통 및 선택과목의 이수비율의 적정화
학점제에 따른 시수 조정은 큰 틀에서의 총 이수학점수, 교과 및 비교과 영역별 학점수에
관계되지만, 구체적으로는 편제표에 나타나는 교과의 그룹별, 즉 공통/선택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교과군 설정에도 관계된다. 이중 본고에서는 공통 및 선택과목 이수비율 적정화
부분만 제시한다.
공통과목은 2015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명칭으로 필수과목의 다른 이름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년을 칭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1학년 과목으로 운영
하는 공통과목의 필수과목, 그리고 ‘최소필수이수단위’를 교과별로 설정하여 공통과목 외
1과목을 해당 과목에서 필수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김진숙 외(2018) 연구에서는 공통 및 선택과목 비율에 대한 요구를 조사함에 있어, 학점
제의 국제 비교에서 여러 나라에서 운영 중인 인문, 상경, 과학과정 등의 과정을 수요를
함께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요구조사를 한 결과를 앞 장에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필수 선택과목 적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 15> ‘필수 및 선택과목 재구조화’의 개선 방향과 적정화 방안
개선방향

적정화 방안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학점수를 동일하게 구성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의 구분을 벗어나, 각 교과군
의 특성을 반영한 선택과목의 모듈형 개발
◦수준별 과목의 세분화
(수학 1-1, 수학 1-2, 수학 1-3)
- 기초, 심화 과목의 신설(기초국어 등)

<필수 및 선택과목의 이수비율>
- (1안) 40: 30: 30
- (2안) 40: 60
<필수과목>
- 교과별 필수과목의 학기별 과목화
- 필수과목의 크기(학점수)를 학기 단위로 구성
- 교과별로 필수과목으로 필요한 분량이 2학기 분
량일 경우, 모듈화한 과목으로 구분
<선택과목>
-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구분을 벗어나, 각 교과군의
특성을 반영한 선택과목의 모듈형 개발
- 수준별 과목의 세분화(수학 1-1, 수학 1-2, 수학 1-3)
- 기초, 심화 과목의 신설(기초국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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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필수-선택 이수과목의 비율을 구성함에 있어 진로집중과정의 포함여부에 따라
2가지 안이 제안될 수 있다. 현재 국가 수준에서는 오랫동안 국가에서 과정을 제안하지
않는 방향이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분화된 안이 가능하다.
(1안, 진로집중과정 명시)
진로집중과정을 운영할 경우 40: 30: 30의 비율로 제시
진로집중과정은 학교에서 학생의 적성, 흥미, 진로를 감안하여 교과 집중과정으로 운영
(2안, 진로집중과정을 명시하지 않고 학교에서 자율로 운영하도록 함)
40: 60으로 현행 공통과목의 비율 50%를 낮추어 학교가 자율적으로 필요시 진로집중
과정을 운영하도록 함
둘째, 필수과목의 크기를 줄이고 1년간 학습이 필요할 경우 2개 과목을 분리하여 제시한다.
셋째,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라는 구분을 벗어나 각 교과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택과
목을 계열화하고 범주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수학과 과학, 영어 등은 학습자들의 수준별
편차가 심하고, 학습의 성과가 계속 누적된다는 점에서 수학 1, 수학 2, 수학 3 등의 편성을
하되, 학습자들의 수준에 따라 수학 1-1, 수학 1-2, 수학 1-3 등의 수준별 과목 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장점을 살려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기초 국어, 기초 수학 등의 과목 편성도 시도해 볼 수 있다.

라. 선택과목 기준 단위수 및 증감기준의 적정화
현행 최대 +-3에 이르는 증감 기준은 5단위 과목이 2단위에서 8단위까지 축소 또는 확장
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증감 기준은 학점제 적용에서는 질관리에 장해요소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김진숙 외, 2018). 또한 증감 기준 활용의 필요성은 학교에서 2학기 연속 과목
개설에서 찾고 있는 만큼 과목의 기준 단위를 짝수(예: 4단위)로 두고 1,2학기 연속 운영이
필요한 경우의 과목들은 연계성있는 과목으로 I-1, I-2...와 같이 개설하는 방식으로 해결하
도록 한다.
예) 공통과목의 학기별 과목화
- 선택과목 기준 단위의 4단위 화, 필요시 +- 1 정도로 하되 적용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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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선택과목 기준단위수’의 개선 방향과 적정화 방안
개선방향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학점수를 동일하게 구성
- 필수 과목의 다운사이징
- 선택 과목의 기준단위 짝수화
- 증감 규정은 필요시 할 수 있는 최소 규정화
- 증감의 단위수도 1 또는 2로 최소화, 특히 기준단
위수를 4단위로 할 경우 1로 제한함

적정화 방안

◦선택과목의 학점수 짝수화
- 기준단위 4단위
◦필수과목의 학점수 1학기 기준, 선택과목과 동일하
게 짝수화
◦증감 기준의 적용 최소화
- +- 1로 하되, 그 적용의 제한을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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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방안

1. 들어가는 말
고교학점제는 완결된 정책으로 우리 앞에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기본 철학이
나 비전부터 실천을 위한 세안까지 앞으로 형성하고, 정련하고, 완성하는 지난한 과정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 누군가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또 누군가는 저러다 말겠지
냉소하기도 한다. 그러한 분들에게는 인간적인 과업으로서의 교육에 본질에 대해 다시 여
쭙게 된다. 사람의 일로 시와 종을 선뜻 말할 수 있는 경우가 과연 있겠는가 하고. 인간사에
는 일방적으로 옳거나 객관적으로 나은 것이 있을 수 없으며, 서로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어
서 어느 것부터 풀어야할지 순서를 정하기 어려운 것이 다반사다. 우리 삶의 개선은 모든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앞장서고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공명되고 추동력을 생성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고교학점제나 혹은 다른 어떤 정책이라도
준비된 방향과 확정된 절차와 보증된 결과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교육이라는 일의 본래
성격이다. 오히려 닦여진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길을 닦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일이 갖는 미덕일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고교학점제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학
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의 단위제 때와 확연히
달라질, 혹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부분은 무엇보다 학생의 필요, 적성, 진로에 따른 다양한
과목의 선택과 이수일 것이다. 물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학생의 선택권을 단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질 높은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는 점도 틀림이
없다. 이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서는 학교라는 제한된 시 공간에서의 과목 선택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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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 학교 밖에서 정규 고등학교 재학생이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구체적
인 방편이 있을지, 그러한 방편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고려되어야 할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서 제시된 아이디어들이 최종안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더 좋은 아이디어, 더 타당한 계획, 보다 현실성
있는 좋은 생각들을 많이 보태주실 것을 기대한다.

2. ‘학교 밖 학습경험’ 편성･운영의 맥락
가. 학교 밖 학습경험의 성격
학교 밖 학습경험이란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일정
한 체계를 갖추어 이룩한 학습에 대하여 소정의 범위와 시기 내에서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과목과 단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해는 학교 밖 학습경험에
관하여 세 가지 강조점이 있음을 나타낸다.
먼저 학교 밖 학습경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 이수에 대하여 학교와 학생의
필요와 요구를 존중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학교가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학생이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 학습장에서 이수한 과목을 인정하는 것 등은 모두 학교와
학생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고 자율적인 생애 경로의 탐색과 설계를 돕고자 하는 일환에
서 검토되는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학교 밖 학습경험은 일정한 요건과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학교 밖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경험이 학습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에 규정된
이수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학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정규 학교 교육과정
에서 다루는 것과 상응하는 내용, 방법, 성취 요건을 충족시킬 때에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학습경험은 소정의 범위와 시기 내에서 인정된다. 이때 범위는 학점
이수 인정 범위를 의미하며, 시기는 이수 시기 및 수강 시기를 의미한다. 학교 밖 학습경험
은 학생이 다원적인 경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정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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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을 대체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 그렇게 본다면 학교 밖 학습경험을
무조건적으로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정규 학교 교육
과정과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적정 지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나. 학교 밖 학습경험 이수 관련 근거
(1) 국가수준 교육과정
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 밖 학습경험과 관련된 지침을 살펴보면 학생이 요구하
거나 필요로 하는 교과목 개설, 학교 밖의 지역사회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인정하는
것, 대학과목 선이수제(AP)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IB)과 관련된 과목 개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24-25).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시 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의거해서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과목 개설’과 ‘학교 밖 학습경험’ 관련 지침
○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교육과정이나
과목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시 도교육청 수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개별 시 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은 지역사회 학습장에서의 이수 인정과
관련하여 해당 학습장의 범위와 학점 인정 요건 등에 대해 일정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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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역사회 학습장에서의 이수 인정에 관한 시 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내용
교육청

관련 규정

서울

4) 다른 학교 및 지역 사회 학습장에서의 이수 인정
∙소속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이수과정 및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협력
교육과정 거점학교 등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 인정 가능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지역 사회의 학습장에서 행하는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 가능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 과목 선이수제 과목을 개설 및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교육과정과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인정 가능
- 다만, 이 경우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
공통사항
차.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
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록> ‘3. 새로운 과목의 개설’을 준용한다.
카.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록> ‘4. 다른 학교 등에서의 이수 인정’에 따른다.
<부록> 4. 다른 학교 등에서의 이수 인정

부산

가.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을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고등학교, 대학, 직업 훈련원, 기타
공공성이 있는 지역사회의 학습장 등에서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를 허용한다.
1) 학생은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에 <위탁기관 개설 과목 이수 희망 신청서>와 함께 해당 기관에서
정한 <학업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그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3) 학교장은 사전에 해당 과목의 이수 시기,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위탁기관
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사와 위탁기관과의 사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나. 학교장은 교육감이 위탁기관의 교육과정을 인정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위탁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가’의 1), 2) 과정 없이 학생이 위탁기관에서 개설한 과목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다. 학생이 위탁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의 이수 인정 여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교장
이 결정한다.
라. 학교장이 ‘다’에서 과목의 이수를 인정한 경우에는 학생의 위탁기관에서의 이수결과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학부모가 도시와 농어촌 학교 간 교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그 교육적 가치를 판단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가’～‘라’를 준용한다.

대구

10)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교과협의회,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및 학교운영위
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이를 학교 교육과정상의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인천

8)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9)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30

Ⅱ.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방안

교육청

관련 규정

광주

10)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 사회의 학습장에서 행하는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청이 정한 해당 지침에 따른다.
11)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다른 교육기관이나 시설 등에
위탁하여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청이 정한 해당 지침에 따른다.

대전

12)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교육청이 주관하는 대학교 위탁 교육이나 원격교육, 주말 및 방학 중 통합교육(주말 학교,
계절 학교 등)에 참여하여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한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학교장은 일정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과목을 인정해 줄 수 있다.
13)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 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교육과정
과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기

자)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록의 [서식2]를 시행 전 학년도 8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원

10)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 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개설하고자 하는 학기의 6개월 전에 ‘고등학교 학교 외 학습 교과목 이수
승인 신청서’[서식 3]를 제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습장이란 대학, 전문대학, 직업훈련원, 기타 공공성 있는 교육 기관 및 산학 협력업체 등을 말한다.

전북

12)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 사회의 학습장에서 행하는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세부 지침에 따른다.

전남

10)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 사회의 학습장에서 행하는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경북

3. 편성 및 운영 기준 – 가. 공통사항
9)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예컨대 대학교 위탁 교육이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원격 교육, 주말 및 방학 중 통합교육(주
말 학교, 계절 학교 등)에 참여하여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한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과목 이수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시 도 교육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에 한하며,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참여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받아야 한다.

경남

11) 특정 과목의 경우, 공공성이 있는 지역 사회 학습장에서의 학습이 해당 학교에서의 학습보다 효과
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
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주

자.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 사회의 학습장에서 행하는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따른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므로
해당 서류를 갖추어 시행 전년도 5월 10일까지 승인 신청하여야 하고, 6월 30일까지 승인여부를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다)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 사회의 학습장에서 행하는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하고자
할 경우는 학교 외 학습 교과목 이수 승인 신청서[서식 7] 제출

* 울산, 세종, 충북, 충남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 관련 자료는 향후 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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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시 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은 학교 밖 학습장의 범위, 인정 주체,
학점 인정 절차, 인정 기준 등을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교육감의 승인 또는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위임 규정을 활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교육청별로 특징적인
사례들에 대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학습장의 범위와 관련하여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학습장을 ‘대학, 전문대학,
직업훈련원, 기타 공공성 있는 교육 기관 및 산학 협력업체’로 예시하고 있으며, 경북교육청
은 ‘시 도교육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라는 한정된 조건 하에서 ‘대학교 위탁 교육
이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원격 교육, 주말 및 방학 중 통합교육(주말 학교, 계절 학교
등)’을 학교 밖 학습경험이 이루어지는 학습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학교 밖 학습경험의 인정 주체는 일반적으로 시 도교육청 또는 교육감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의 경우 학교장이 일정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과목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이수 인정
여부의 판정이 단위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맥락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절차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는 사례로
부산교육청을 들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해당 심사 결과 및 위탁기관과의 협의결
과를 바탕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북교육청의 경우 학생들로 하여
금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참여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경남교육청의 경우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과 학교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기준은 대부분의 시 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이 교육청의 지침 준수 또는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통한 과목 이수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학점 이수의 질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사후 승인을 하게 될 경우, 학습 활동을 이미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를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졸업 학점 미 이수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조치로도 작용
할 수 있다.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례로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경우 교과협의회,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이를 학교 교육과정상의
이수 과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북교육청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참여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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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경기, 강원, 제주 교육청의 경우 ‘고등학교 학교 외 학습 교과목 이수 신청서’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 양식은 거의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고등학교 학교 외 학습 교과목 이수 승인 신청서 양식 예시

(3) 공동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개별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선택과목의 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극복하
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재 여러 시 도교육청에서 공동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교
육과정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1)
1) 이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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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 128-131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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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시 도교육청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주요 특징 비교
교육청

유형

개설 과목

운영단위

운영시기

학생수

평가

비고

∙석차등급 ‘․’
일과중, 방과후, 학급당 15명 ∙교과목명과 단위수,
∙보통교과
2/3 출석시
거점학교
3단위 이상 주말, 방학중
내외
원점수, 과목평균, 과
∙전문교과
인정
(계절학기 지양) *20명 권장
목 표준편차, 세부능
력 및 특기 사항 입력
서울

연합형

세종

∙석차등급 ‘․’
2단위이상 일과중, 방과후, 학급당 15명 ∙교과목명과 단위수,
∙보통교과
(5±3)이나 주말, 방학중
내외
원점수, 과목평균, 과
∙전문교과
3단위 이상 (계절학기 지양) *20명 권장
목 표준편차, 세부능
력 및 특기 사항 입력

∙심화과목
캠퍼스 ∙예체능실
공동교육
기전공교 2단위 이상 토요일 오전
과정Ⅰ
과및전
문교과

인문학, 생
캠퍼스
1학기
활 과학 등
공동교육
21시간
진로전공
(7회*3시간)
과정Ⅱ
강좌

평일 오후
토요일

인천

학기당
꿈두레 ∙보통교과
2단위
방과후, 주말,
공동교육 ∙전문교과 이상(학년
방학
과정
∙프로그램 기준 4단위
이상)

경기

∙진로연계 학기당
심화과목 3단위
교육과정
∙전문교과 이상(학년
클러스트
및 심화 당 6단위
과목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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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요일
오후, 토요일

13명 이하

∙석차등급 미산출 &
원점수, 과목평균, 표
준편차, 성취도 산출
* 13명 초과인 경우 등
급 산출
* 예체능전공실기교과
전문교과에서 과정평
가로 운영하는 경우
등급 미산출

10명 내외

․7회중 5회
이상 출석
․진로방과
후 교실

15명 내외

∙석차등급 ‘․’
∙교과목명, 단위수,
원점수, 과목평균, 2/3 출석시
과목표준편차, 세부
인정
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13명 이상

∙보통교과의 심화과목:
5단계 9등급
*13명이하: 성취도입력
(A-B- C-D-E), 석차
‘․’로입력
∙전문교과: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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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개설과목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보통교과와 심화과목,
전문교과 위주로 개설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경우, 인문학, 생활과학 등 진로
전공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경우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외에 기초소
양을 위한 인문학강좌(인문학적 상상여행) 및 논술, 구술 면접 등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
고 있다. 향후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학교는 과목 신설에 관한 시 도교육청의
지침을 활용하여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이외의 과목 개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기별 과목의 운영 단위 수는 2단위에서 6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평균적으로
학기당 2∼3단위로 운영되고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경우 6단위 이상까지 허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과목의 운영 단위는 통상
5단위로 개설 운영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2∼6단위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시 도교육청의 공동교육과정에서 개설 운영하는 선택과목의 단위 수는 평
균 3단위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시 도교육청 공동
교육과정에서 개설하는 과목의 다양성과 더불어 선택과목의 내실 있는 운영이라는 관점에
서 학기별 선택과목 단위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운영은 일과중, 방과후, 주말, 방학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중
방과후나 주말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생들이 선택 이수한 과목이
졸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수 과목이라기보다는 추가로 이수하는 과목이라는 점과 무관하
지 않다. 또한 모든 학생이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희망에 의해 선별적으로 이수하기
때문에 일과중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운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이유이다. 현재 공동교육과정은 교과
이수단위 180에 순증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가중되는 단점이 있다.
180단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끝으로 농 산 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소규모학교의 경우, 인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거점학교 운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지역 간, 학교 간 인프라의 부족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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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 밖 학습경험을 통한 학력 인정 제도
다음으로 현행 학교 밖 학습경험 관련 제도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초중등교육
에서 학교 밖(또는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 제도로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조의2’에 근거한 방송중고 학생 대상 학습경험인정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에 근거한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
2’에 근거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대상 학력인정 제도를 들 수 있다. 먼저,
방송중고 학습경험인정제는 학생들이 학업 공백 기간에 습득한 다양한 학습경험의 가치를
인정하여, 이를 통한 학년 결정 입학과 조기진급 및 졸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업에
종사는 많은 학생들이 일과 학습 병행이 가능하게 하며,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교육
과정 운영을 도모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인정 대상 학습경험은 법령에 명시된 자격증
취득, 검정고시 합격 과목, 평생학습계좌제 등록 학습과정 등을 포함한다.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을 통해 인정받은 과목은 이수 시수 또는 단위에 포함되고, 한 학년 교육과정에 해당하
는 시수 또는 단위를 인정받은 경우 조기졸업이 가능하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다음으
로,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은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미진학 또는 고등학교 중간에 학업
을 중단한 학생들에게 정규학교 밖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교 단위에서 평가를 통하여
해당 학생의 학년을 결정하여 정규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교육과학
기술부, 2011). 마지막으로, 미취학·학업중단학생 대상 학력인정 제도는 정규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대안적인 학력인정 방식으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통한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손찬희, 2017). 인정 대상 학교 외 학습경험은 교육감이 직접 개설·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과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습경험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교과과정의
경우 방송중의 사이버교육과정을 인정 대상으로 한다.
기존의 이 제도가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보를 줄 수 있는지를 인정 대상 과목,
과목 개설 방식, 인정 범위, 이수 시기, 인정 절차 및 기준, 평가 방식 및 학생부 기록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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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학습경험인정, 학력인정 제도
학습경험인정, 학력인정 제도

학교 밖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가능한 과목
혹은 프로그램(학점원)

구분

학점원

방송중고
학습경험인정

-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 학력인정 대안학교 과목 이수
- 중졸 또는 고졸 검정고시 과목 합격
- 자격 취득(순수민간자격 제외)
-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의 학습과정 이수
-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이수
- 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
- 기타(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대한민국명장 등)

고등학교
학년결정입학

- 학력 미인정 대안교육시설 교육과정 이수

미취학 학업중단 - 교육감 개설 운영 또는 지정 교육프로그램(예: 학교밖청
학생 학력인정
소년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과목 혹은 프로그램 개설
방식
(사전 인정, 사후 인정)

구분

프로그램 개설 방식

방송중고
학습경험인정

- 사전 인정(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등 일차적
인정 거친 프로그램 대상)

고등학교
학년결정입학

- 사후 인정

미취학 학업중단
- 사전 인정
학생 학력인정

학점 이수* 인정 범위

구분

학점 이수 인정 범위

방송중고
학습경험인정

- 과목 단위 또는 최대 1년 교육과정 이수 인정(1년 조기졸업)

고등학교
학년결정입학

- 원론적으로 학습경험 인정 정도에 따라 1～3학년 학년결
정입학 가능

미취학 학업중단
-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수준의 학력 자체를 인정
학생 학력인정
구분

학교 밖 학습경험(학점)의
이수 및 수강 시기

이수 시기

방송중고
학습경험인정

- 입학 전 또는 후

고등학교
학년결정입학

- 입학 전

미취학 학업중단
- 부등교 또는 학업중단 후
학생 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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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경험인정, 학력인정 제도

인정 절차

※ 위에서 설명함
구분

학점 인정
절차 및
기준

인정 기준

프로그램 개설 방식

방송중고 학습
경험인정

- 이수인정평가심위위원회가 정한 인정기준(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인정기준)

고등학교 학년
결정입학

- 조기진급 졸업 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공표된 기준 없음)

미취학 학업중단
- 학력심의위원회의 학력인정 기준
학생 학력인정
평가 방식

인정 대상 학습경험(프로그램)별 상이
구분

평가 방식
및 학생부
기록

학생부 기록
(기록의 주체
및 방식)

프로그램 개설 방식

방송중고
학습경험인정

- 학습경험을 통한 인정 과목 기록(이수 여부만)

고등학교
학년결정입학

- 학습경험을 통한 인정 과목 기록(확인 필요)

미취학 학업중단
- 해당 사항 없음
학생 학력인정

기타

관련 과목 및
프로그램담당자
자격 기준
(교원자격증
소지 여부 등)

인정 대상 학습경험(프로그램)의 교강사 자격 기준 없음

과목/프로그램
수강 비용

수혜자 부담. 단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비 지원

학생 안전 문제

인정 대상 학습과정(프로그램) 운영 기관 소관

* 출처: 학교밖 학습경험 국내 사례 분석 관련 온라인 전문가 자문협의회(2018.7.16.), 손0희 자문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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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밖 학습경험’의 편성･운영 사례
가. 외국 사례
(1) 캐나다의 학교 밖 학습 인정제도
캐나다의 경우에는 주별로 교육제도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에서의 다양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학교 밖 학습경험과 관련해서는 대체
로 유사한 제도나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서는 온타리오 주를
중심으로 학교 밖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인증 방법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가) 이중 학점 프로그램(Dual Credit Programs)
이중 학점 프로그램은 주 교육부에서 승인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아직 중등학교에
있는 동안 온타리오 중등학교 졸업 자격(OSSD)과 중등 이후과정 수료증, 졸업장, 견습생
증명서 또는 학위에 포함되는 대학 또는 도제 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이중 학점 프로그램
은 중등학교 학생들이 OSSD를 마치고 대학 또는 견습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초점은 졸업 요건을 완료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있다. 이 그룹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졸업하지
않을 위험이 있으며 참여를 거부하는 저학년 학생들과 졸업하기 전에 학교를 떠난 학생들
이 포함된다. 온타리오 청소년 견습 프로그램(OYAP)과 전문가 고급 기술 전공(SHSM)
프로그램 및 학생들은 이중 학점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중 학점 프로그램
은 학교위원회와 공립 중등이후 교육 기관 간의 동반 관계를 전제로 협력 및 책임성의
원칙에 기반을 둔다.
이중 학점 코스 교습 지침은 프로그램 제공 방식에 따라 대학 교수 또는 강사 및 중등학
교 이중 학점 담당 교사가 제공한다. 중등학교 교사는 항상 관여하며, 직접 교육부터 학생
프로그램의 보다 일반적인 지원 및 감독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이 다양할 수 있다. 한편
모든 이중 학점 코스들은 주 교육부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승인된 이중 학점 프로
그램에 등록한 학생만 이중 학점 과정을 위한 OSSD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중 학점
프로그램에 있어서 OSSD 학점은 중등학교 교장에 의해, 대학 학점은 대학에 의해 수여된다.
이중 학점 코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즉, 후기 중등 자격증과 중등학교
학위과정이 그것이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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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제공 코스: 학생들이 대학의 과정이나 1수준 도제 프로그램을 수강한다.
* 팀티칭(team taught) 코스: 대학이나 도제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된 중등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가르치는데 대학교수 및 강사와 중등학교 교사에 의해 가르쳐진다.
이중 학점 코스의 등록을 살펴보면, SHSM과 OYAP 학생들은 자동으로 이중 학점 프로
그램에 등록할 수 있다. 그밖에 학생들은 학교나 교육위원회 수준의 학생 성공 팀(Student
Success team)의 지침과 안내를 따라야 한다. 대학 제공 코스의 경우 최대 4학점까지 졸업
자격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팀 티칭 코스는 제한이 없으며, 졸업 자격을 획득하는
필수학점까지도 딸 수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School Within a College
program(SWAC) 등이 있다.

(나) 계절 학교(Summer School)
학교구는 온타리오 교육과정 지침에 따라 계절 학점 코스를 제공할 수 있다. 코스 선정은
교육부의 교육과정 지침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만 한다. 코스 선택이나 선수과정 등과 관
련하여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 카운슬러에게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제공되는 코스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정규 학점 코스(Regular Credit Courses): 모든 학생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새로운 학점을 따거나 기존에 수강했던 코스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코스를 수
강할 수 있다.
* 보충 학점 코스(Remedial Credit Courses): 이전 연도에 코스를 수강했으나 최종 성적
이 35%에서 50%였던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50% 이상의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
계절 학교에는 정기적인 출석이 반드시 요구된다. 가족 여행 계획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첫날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코스 수강이 허락되지 않는다. 계절 학교 과정의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지정된 날짜에 최종 시험이나 필요 활동에 대한 시연을 치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코스를 완결할 수 없으며 학점이 부여
되지 않는다. 한편 계절 학교의 기간과 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 가령 토론토 학교구의 경우
수업 시작은 2018년 7월 3일이며, 7월 27에 종료한다. 모든 정규 학점 코스는 월요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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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8:45에서 오후 3:30까지 수업이 진행된다. 다만 반 학점 코스인
직업 연구(Career Studies), 공민 및 시민성(Civics and Citizenship), 수학 전과 과정
(Mathematics Transfer) 등은 예외이다. 보충 학점 코스와 이상의 3과정은 오전 8:45부터
11:45에 제공되거나 혹은 오후 12:30에서 3:30 사이에 제공된다.

(다) 야간 학교(night school)
온타리오 학교구들은 야간 학점 코스들을 제공한다. 이것 역시 주정부의 교육과정 지침
에 의거해서 코스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출석, 성적, 평가 등은 계절 학교의 경우와 마찬
가지 규정이 적용된다. 모든 코스들은 오후 6:30부터 9:30까지 운영된다. 대부분의 과정은
일주일에 2차례(월요일과 수요일 혹은 화요일과 목요일) 운영되며, 다만 반학점이 적용되
는 직업 연구와 공민 및 시민성 과정의 경우 일주일에 오직 하루만 운영된다.

(라) 학점 회복 과정(Credit Recovery Courses)
어떤 학년 혹은 학기에 과정을 완료했으나 통과 수준까지 교육과정 기대치를 달성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열려 있는 옵션이다. 다음과 같은 선택이 가능하다.
① 전체 교육과정 기대치에서 달성하지 못한 부분만을 반복할 수 있다. 교육과정 기대치
를 달성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는 계절 학교(summer school), 개인 연구(independent
study), 개별화된 보충 프로그램(individualized remediation program), 또는 원격교육
(distance education) 등이 있다.
② 자신과 유사한 필요를 갖고 있는 일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다.
③ 코스 전체를 재수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점 회복 과정은 교육과정 기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목표는 학생이 자신이
선택한 프로그램 도상에서 교육과정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마) 온타리오 청소년 도제 프로그램(Ontario Youth Apprenticeship Program, OYAP):
도제교육 환경을 갖춘 산학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고등학교 졸업 자
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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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문 고등 기술 전공(Specialist High Skill Major, SHSM): 가령 농업, 사업, 건축,
음식물 처리, 관광, ICT 등과 같은 직업이나 커리어와 관련된 고등 기술 지식이나
기능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실제 고용 환경 속에서
일하거나 학교의 트레이닝 센터에서 관련된 기술과 기능 등을 습득한다.

(2) 미국의 학교 밖 학습경험
미국의 경우에도 캐나다와 유사하게 산학 협력에 기반을 둔 이중 학점 제도2)나 학점
회복 과정 등이 제공되며, 계절 학교나 야간 학점 과정 등이 운영되고 있다. 물론 주별로
상이한 제도나 같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여기서는 정규 고등학교 과정 외의 학교 밖 학습경험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
하고 있는 오하이오 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오하이오 주에서는 학점 유연화 계획(Credit Flexibility Plan)을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등학교 학점을 학교(교실)에서 수강하는 과정을 넘어서서 해당 교과에 대한 역량을 시연
하는 것에 기반을 둔 유연한 학점 취득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학점 유연화 계획은 기존의 카네기 유닛(Carnegie unit)을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종래의 학점이 학교에서 ‘교실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느냐’가 중요했던 것에 반해서
해당 교과가 추구하는 역량을 실질적으로 성취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길을 열어놓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된 정책이다. 따라서 학점 유연화 계획은 학생들이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학습을 위한 자기주도적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학습 원천, 특히
실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개별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
는 학습 계획에 따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이 자신이 아는 것, 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태에 적용하는 것 등을 시연할 수 있는 다원적인 학습 평가에 기반을 두어
학습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다.
학점 유연화 계획에 의거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해당 학교
구가 학점 유연화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학점 유연화
계획을 통해서 성취되는 학점은 A, B, C, D, F의 5 등급 성적이 부여되며, 학생의 성적
(Grade Point Average; GPA)에 포함된다. 이 학점은 전통적인 교실 수업을 통해서 획득되
2) 캐나다에서 Dual Credit Program이라고 불리는데 비해, 미국에서는 Dual Enrolment Program이라고 불리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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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점과 차등이 없다. 학점 유연화 계획을 통해 졸업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온라인 코스
온라인 코스의 경우에 주에서 수립된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온라인
제공자들이 제공하는 코스를 수강하고 주에서 요구되는 평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학점이
수여된다. 아울러 AP 코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자들의 경우에는 대학위원회
(College Board)의 검토와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온라인 코스 수강의 경우 비용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다.

(나) 숙련도 평가(Mastery Assessment)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학점 유연화 계획에 의거해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숙련도
평가를 채택할 수 있다. 학생은 전통적인 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본질적인 교과 내용 지식
등을 성취했음을 주에서 개발한 종합 시험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이 시험에서 80% 이상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 학생은 전통적인 코스에 재할당 될 수 있다. 80% 이상을 성취한 경우에
도 자신의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학생에게는 프로젝트나 문제 기반
평가가 부과되며 이를 완수해야만 한다. 학생이 자신의 평가결과나 프로젝트 성과 등을 제출
하면 학점 유연화 위원회(Credit Flex Committee)가 성적과 학점을 결정하게 된다. 숙련도
평가를 위해 AP 테스트 결과를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도 AP 테스트 비용은 학생이
부담하게 된다.

(다) 개별화 학습 계획(Individual Plan)
학생은 개별 연구(Independent study), 인턴쉽/현장 경험, 커뮤니티 서비스 혹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 등의 개별화된 계획을 통해서 학점을 획득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개별화 학습 계획에는 학생이 배우고자 하는 내용 지식과 기술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야 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학점 수, 그러한 지식과 기술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학습
성과에 대한 예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기술되어야 하며, 학습이 발생했을 때를 기록하
는 성찰지나 에세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별화 학습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학생은 반드
시 기록 교사(Teacher of Record; TOR)로서 기능할 자격을 갖춘 오하이오 교육자를 지정
해야 한다. 이 개별화 기록에 대한 평가는 학교의 학점 유연화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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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 계획을 실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이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이 개별화 계획
을 성공적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전통적인 코스에 재할당될 수 있다. 개별화
계획 실행과 관련된 모든 비용도 학생이 부담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학점 유연화 계획의 흐름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학점 유연화 계획 실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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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과 캐나다에는 정규 고등학교 재학생이 학교 밖에서 졸업
과 관련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열어 놓고 있다. 프로그램 개설 방식을
살펴보면 대체로 주 교육부 혹은 교육위원회나 학교구, 해당 학교 등으로부터 사전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학점 이수 인정 범위는 온타리오 주의 경우처럼 필수 학점
과 선택 학점을 나누어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오하이오 주처럼 따로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만 학점의 범위를 제한하느냐의 여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학점이 충분히 수여될만한 실질적인 학력을 갖추었는지를
예증하고 판정하는 것이다. 한편 이수 시기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다. 계절 학기는 방학
중 이루어지고, 야간 학기 과정은 주중 저녁 시간을 활용한다. 산학 협력 프로그램이나
이중 학점 프로그램 등은 정규 학교 과정과 동일하게 주중 낮 시간에 제공되기도 한다.
학점 인정 절차도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다만 인정 기준의 경우 정규 학교 과정
에 상응하는 지식, 기능, 기술 등을 정해진 시험이나 시연을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 학교 밖 학습경험 국내 사례
학교 밖 학습경험 국내 사례로 경기 꿈의학교, 대구 꿈 창작 캠퍼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경기도 교육청 ‘경기 꿈의학교’
경기 꿈의학교는 학교 안팎의 학생들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참여·기획·운
영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이다. 학생들이 배움의 주체로서 스스로 기획·도전하고 성찰
하면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를 지원한다
(https://village.goe.go.kr/).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조례
제5078호, 2015.11.4.]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지역기업, 지역기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꿈의학교를 발굴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찾아가는 꿈의학교 500교,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500교를 운영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2017: 20). 꿈의학교 활동은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학교 정규 교육과정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 경기 꿈의학교
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마중물 꿈의학교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1년 간 1개 꿈의 학교만 참여가 가능하다. 각 유형의 특성은 <표 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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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각 유형별로 운영 주체, 최소 운영 시간, 심사 방법이 다르다.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 운영주체인 반면, 찾아가는 꿈의 학교는 지차제, 비영리단체, 학
부모, 개인이 운영 주체이고, 마중물 꿈의학교는 학부모와 개인이 운영 주체이다. 최소 운
영 시간도 20시간부터 50시간까지 다양하며 이수 기준 또한 16시간부터 40시간까지 다양
하다. 심사 방법도 계획서 심사 1단계만 하는 경우와 면접심사, 현장방문심사까지 3단계
를 거치는 경우 등 다양하다. 반면, 세 유형 모두 인정 절차, 이수 기준 및 결과 제시 방식
은 동일하다. 최소 운영시간의 80% 이상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창의
적체험활동 진로활동 특기사항 란)에 문장으로 기록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은 꿈
의학교 운영주체 및 꿈지기 교사가 작성, 교육지원청의 검토를 거쳐 학생의 초·중등학교
의 담임교사나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교사가 입력한다.
<표 5> 경기 꿈의학교 유형별 특성
유형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마중물 꿈의학교

정의

경기도내 학교 안팎의 학생들
이 스스로 꿈의학교를 만들어
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

경기도내 다양한 마을교육공
동체 주체들이 학생의 꿈 실현을
위해 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

마을을 기반으로 한 주민과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으로
이후 꿈의학교로 성장함

초중고 학생 및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 비영리단체, 지자체,
개인

학부모, 개인

운영주체
연간 최소
운영시간
이수 기준
및 결과
1단계

40시간

20시간

최소 운영시간의 80% 이상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체험활동 진로활동
특기사항 란)에 문장으로 기록
∙계획서 심사
∙예산액의 150% 선정

심사
∙면접 심사
2단계
방법
∙예산액의 150% 이내 선정
3단계

50시간

∙계획서 심사
∙예산액의 150% 선정

∙계획서 심사

∙면접 심사
∙예산액의 120% 선정

-

∙현장 방문 심사(적/부)
∙예산액의 120% 추천

-

-

* 출처: 학교밖 학습경험 국내 사례 분석 관련 온라인 전문가 자문협의회(2018.7.16.), 유0희 자문의견서

경기 꿈의학교 운영 사례가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보를 줄 수 있는지를 인정
대상 과목, 과목 개설 방식, 인정 범위, 이수 시기, 인정 절차 및 기준, 평가 방식 및 학생부
기록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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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경기 꿈의학교 운영 사례
경기 꿈의학교

학교 밖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찾아가는 꿈의학교 중 오랜 기간 동질의 컨텐츠로 대상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가능한 과목 혹은 프로그램(학점원) 꿈의학교 프로그램
과목 혹은 프로그램 개설 방식
(사전 인정, 사후 인정)

사전 계획서가 심사의 대상이나, 과정 중 학생들의 요구와 참여자들의
합의에 의해 일부 변경 가능

학점 이수* 인정 범위
이수 시기
학교 밖
매년 11월 말일 기준
(이수
학년 학기 관련)
학습경험
(학점)의
수강 시기
이수 및 (일과 중, 방과 후, 주말,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수강 시기 방학 중/계절학기 등)

인정 절차

학점 인정
절차 및
기준

1
2
학생명부 확인
학교장
및
승인
학생명부 알림
경기꿈의학교 유형

인정 기준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마중물 꿈의학교

평가 방식
및 학생부
기록

평가 방식

3

4
5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출석부
기재 관련서류 기재 안내 및
누가입력
기록
입력 제출
최소운영시간

이수기준

기준일

50시간 (학생 1인당)

40시간

2018.11.30.

40시간 (학생 1인당)

32시간

2018.11.30.

20시간 (학생 1인당)

16시간

2018.11.30.

11월 말일 기준, 이수 기준 충족시 학생부 기재 가능

학생부 기록
최소 운영시간의 80% 이상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창의
(기록의 주체 및 방식) 적체험활동 진로활동 특기사항 란)에 문장으로 기록
관련 과목 및 프로그램
담당자 자격 기준
없음
(교원자격증소지여부등)

기타

과목/프로그램
수강 비용
학생 안전 문제

다양
학생안전보험 의무 가입

* 출처: 학교밖 학습경험 국내 사례 분석 관련 온라인 전문가 자문협의회(2018.7.16.), 유0희 자문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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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 꿈 창작 캠퍼스
대구 꿈 창작 캠퍼스는 고교-대학 연계형 프로그램으로, 대학(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강좌를 희망 선택에 의해 수강
하고, 자신의 꿈을 창작해갈 수 있도록 융합적 사고력과 자기설계 역량을 신장시키는 대학
결합형 교육프로그램이다(대구시교육청, 2018). 대구교육청 고시 제2018-1호(대구행복역
량교육과정총론)에 의거하여 운영된다. 고교-대학 연계 ‘대구 꿈 창작 캠퍼스’는 인공지능
시대의 융합학문, 3D 프린트 활용 STEAM교육, 대구 도시탐험, 상상력과 스토리텔링, 자
율주행로봇 제작, DNA와 유전자, 드론 운영 및 측량활용기술, 제과제빵, 바리스타, 조리,
헤어미용, 메이크업 등과 같은 융복합주제, 미래신기술 직업교육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꿈 창작 캠퍼스는 대구의 일반계고 고등학교 전 학년 희망 학생 1000 여명을 대상으
로 하며 1학기, 2학기, 겨울방학 등 총 3기(총 1,000명 예정)로 운영되며 기수별로 학생
신청을 받아 대학 연계 무학년제 운영 중이다. 학기 중에는 방과 후와 토요일에 주 2회(총
12회, 36시간), 겨울 방학 시기에는 주 3-4회(총 12회, 36시간)로 진행한다. 학생들이 프로그
램이 개설된 해당 대학으로 가서 대학이 인증한 석사 이상 전공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강사에게서 무료로 수강한다(대구시교육청, 2018).
대구 꿈 창작 캠퍼스 운영 사례가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보를 줄 수 있는지를
인정 대상 과목, 과목 개설 방식, 인정 범위, 이수 시기, 인정 절차 및 기준, 평가 방식 및
학생부 기록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 대구 꿈 창작 캠퍼스 운영 사례
대구 꿈 창작 캠퍼스

STEAM교육(→융합 과학), 도시탐험(→지역 이해), 자율주행로봇(→로봇
학교 밖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 측량활용기술(→측량), 제과제빵, 바리스타,
가능한 과목 혹은 프로그램(학점원)
조리, 헤어미용, 메이크업 등

과목 혹은 프로그램 개설 방식
(사전 인정, 사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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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시교육청 운영계획 수립→ 교육기관 공모 → 강좌 개설
 운영지원단을 구성하여 강좌 질 관리 및 공감대 확대
 운영지원단(2인 1팀) 구성 → 기수별 1회 이상 교육기관 방문 컨설팅
실시, 만족도 조사 → 환류(피드백)
(※ 컨설팅 내용 : 운영 계획, 학생 안전관리, 예산 운영 및 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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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꿈 창작 캠퍼스

학점 이수* 인정 범위

기수별 36시간으로 2학점(단위) 인정 가능하나, 현재는 진로탐색 프로그
램으로 운영([창의적체험활동]-[진로활동])

이수 시기
학교 밖
고 1학년(2학기부터 가능) ～ 고3학년까지 이수 신청 가능
(이수 학년 학기 관련)
학습경험
(학점)의
수강 시기
이수 및 (일과 중, 방과 후, 주말, (1학기/2학기) 주2회(수요일 방과 후/ 토요일 오전)
수강 시기 방학 중/계절학기 등) (동계방학) 주3～4회 집중이수 가능
학점 인정
절차 및
기준

평가 방식
및 학생부
기록

인정 절차

교육기관 공모 → 수강 신청, 확정 → 꿈 창작 캠퍼스 운영 → 기록,
관리

인정 기준

강좌당 70% 이상 출석한 경우 이수 처리

평가 방식

현재 정규교육과정 과목이 아닌 진로탐색 자기설계 프로그램으로 운영
→ 별도 평가 없음

학생부 기록(기록의
주체 및 방식)

[학교생활기록부] - [학생활동] - [창의적체험활동] - [진로활동]란에 이수
결과 기재 (기록 주체 : 학급 담임)

관련 과목 및 프로그램
프로그램 담당자(강사)는 대학이 인증한 석사 이상 전공자 또는 해당 분야
담당자 자격
전문가로 구성
기준(교원자격증 소지
(※ 현재 정규교과목이 아니므로 교원자격증 미소지가 지도 가능)
여부 등)

기타

과목/프로그램
수강 비용

학생 안전 문제

(교육청) 교육기관에 강좌 운영 예산 지원, 학생 무료 수강 원칙
※ 강사료, 재료비, 성과발표회 운영비 등
(교육기관) 학생에게 실험 실습 재료비 등 잡부금 부과 금지
(학생 관리) 교육기관별 교육생 관리 담당자(1명) 지정 → 안전 및 생활지도
※ 학교안전공제회와 사전 협의→ 안전사고시 치료비 등 지원
(교육기관) 학생 상담록 비치 → 상담 내용 기록, 교사 및 학부모와 전화
상담

* 출처: 학교밖 학습경험 국내 사례 분석 관련 온라인 전문가 자문협의회(2018.7.16.), 이0정 자문의견서

앞에서 제시한 경기도의 꿈의학교나 대구의 꿈 창작 캠퍼스의 주요 특징을 비교 분석하
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기도의 꿈의학교나 대구의 꿈 창작 캠퍼스 모두 일과 중이 아닌
방과후, 주말, 방학 기간에 학교 밖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두 사례 모두 별도의
평가는 없고 출석 횟수를 기준으로 이수 여부를 평가한다. 이수 기준은 다소 다른데, 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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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최소 80%, 꿈 창작 캠퍼스는 70% 출석 시 이수를 인정하고 있다. 학생부 기록 방식
은 거의 유사하다. 학교 생활기록부의 창의적체험활동 진로활동란에 학급 담임이 기록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프로그램 담당자에 대한 교원자격증 소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프로그램
비용은 차이가 있는데, 경기 꿈의학교의 경우 수강비용을 내는 경우도 있으나, 꿈 창작
캠퍼스의 경우는 무료 수강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 안전과 관련하여 경기는 학생안전보험
가입을 의무 시행토록 하고, 대구는 교육기관별 교육생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학교안전
공제회와 사전 협의하여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 밖 학습경험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정착되려면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문가자문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정책적 지원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비정규교육기관과 상급학교 수업 이수에 대해서는 기준(교육부 or 교육청)을 명확히 마련해 두어야 함.
- 개설범위는 단위학교 개설이 어려운 선택과목과 (대학교)AP 프로그램, 교육과정 연계 과목 & 프로그램은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과정 연계성이 부족한 프로그램의 경우는 기준 마련 필요
- 이외에도 홈스쿨링, 온라인교육(K-MOOC 등) 학력 인정 방안 마련 필요
- 학습 기회는 학교 교육에 한정되지 않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개방
-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은 고교 교육과정 자율선택 86단위 중 10% 범위 내 인정에서 점차 확대
-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 밖 학습경험’으로 학점 이수 대체 가능
- 이수(수강) 시기는 제한을 두지 않고, 학기당 이수 학점의 10% 범위 내 인정
-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 기준은 2/3 출석 + 미리 정해진 이수 기준 준수
- 출석 기준 미충족시 그 성격에 따라 보충학습프로그램 제공 or 미이수 처리함.
- 이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or 진로활동란에 기재
- ‘학교 밖 학습경험’ 과목 및 프로그램 담당자 자격은 유연하게 적용
- ‘학교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결과는 대학입시에서 ‘전공적합성’, 자기설계 진로탐색 활동으로 인정
- 학생 이동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 마련, 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공제회’ 활용
* 출처: 학교밖 학습경험 국내 사례 분석 관련 온라인 전문가 자문협의회(2018.7.16.), 이0정 자문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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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방안
가.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과목의 성격
학교 밖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한다고 했을 때, 해당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8>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과목의 성격
구분

내용

타 학교 개설 과목

학력 인정 대안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습과목 및 프로그램 이수 시 학점 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프로그램,
비정규 교육기관
산업체 부설 학교 개설 과목 및 프로그램 이수시
개설 과목
학점 인정
상급학교 개설
과목

대학교의 학습과목 및 프로그램 이수 시 학점
인정

개설 범위

- 국가 교육과정과 연계된 과목 중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불가능한 과목
-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는
과목
∙학습자의 적성, 진로와 연계된 과목
/프로그램

이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105개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에 개방형 질문지를 보내고,
연구학교 담당교원으로 하여금 응답하도록 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아직 모든
학교에서 응답지를 보내온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수합된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선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불가능한 과목을 대상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진로와 연계된 학습자의 교양적 성격, 특히 예체능 관련
과목에 대해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학교 개설이 불가능한
과목의 경우 학교의 교사 수급, 학생의 선택 여부에 따라 개설이 어려운 과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생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너무 많은
과목으로의 확대는 운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학생의 진로와 연계된 강좌, 특히 예체능 과목의 경우 학교에서 현실적인 지도가 어렵
기 때문에 개설이 필요하나 지나치게 과목을 확대할 경우 특성화고와 중첩되어 일반계고의
정체성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과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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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목/프로그램 개설 방식과 학점 이수 범위
○ 교육감이 사전 인정한 과목(평가 인정 과목)
- 과목 개설 기관이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과목/프로그램을 학생이 수강 신청하여 이수

학교 밖 학습경험과 관련된 국가 교육과정 지침이나 시 도교육청 지침 등에 나타난 것처
럼, 본 연구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시 도교육감이 인정한 과목이나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학교 밖 학습경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서 살펴본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에도 반드시 사전에 과목 이수 여부에 대한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은 방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최소한의 질 관리라는
측면에서 사전 승인을 거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학기당 3학점, 총 10단위 이내(공동교육과정 포함)
* 교과 180단위, 선택이수 단위 86단위의 약 10-15% 이내
* 창의적 체험활동도 이수 범위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

한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학습경험을 무제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공동교육과정을
포함하여 학기당 3학점, 총 10단위 이내에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범위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더욱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 후속될 필요가 있다.

다. 학교 밖 학습경험(학점)의 이수 및 수강 시기
(1) 이수 시기
○ 1학년에서 3학년 1학기
※ 수능 이후에 학점 미 이수 시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점 고려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학습경험 학점의 이수시기를 1학년에서 3학년 1학기까지 제안하
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 선도학교 교원들의 의견은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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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과목을 수강하여 진로와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학년
때부터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3학년 2학기의 경우 미 이수 시 졸업학점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기는 제외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수강 시기
○ 일과 중, 방과 후, 주말, 방학 중/계절학기 등
※ (일과 중 운영 시 시간표 작성의 어려움) 정규 시간표 구성의 유연성 확보
- 학교와 학교 밖 학습경험 개설 기관과의 연계 필요

앞서 국내외 사례에서의 학교 밖 학습경험을 수강하는 시기는 일과중보다는 온라인, 방
과 후, 주말, 방학중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과중에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운영이 어렵기 때문
이다. 현장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은 일과중이 아닌 방과후, 주말, 방학/계절학기 등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수강시기가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무엇보다 일과중에 이루어지는 외부 수업은 행정적으로나 학생 생활지도 면에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소속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과 외의 시간에 수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라. 학점 인정 절차 및 기준
(1) 인정 절차
○ 현행 시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 교육과정에 따른 단위/학점 인정3)
* 공동교육과정에서 개설하는 과목과 ‘학교 밖 학습경험’과 동일한 성격이 아닌 점 고려 필요

3) 부산광역시 교육청 운영 사례 예시
- 성적처리 근거 확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훈령 제95호)의 [별지 제9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및「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2018.03.)」에 준하여 시행
- 운영학교의 조치: 거점학교(운영학교)별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또는 ‘공동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목별 학업 성취 기준’ 마련
- 소속학교의 조치: 공동교육과정 참여 학생의 성적 등 교육활동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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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학습경험에 대한 인정 절차는 현재 시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에 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공동교
육과정에서 개설하는 과목과 학교 밖 학습경험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동일한 성격
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 선도학교 교원들의 의견도 현행 시 도 교육청
에서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에 따른 단위/학점을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
았다. 인정 절차가 너무 복잡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 및 행정 업무 증가로 학교에서 적극적
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이 제도가 학교에 안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현행 방식을 통해 수강 신청을 일원화하고 인정 과목을 일원화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인정 기준
○ 출석 이수 기준(예: 2/3 출석) + 미리 정해진 이수 기준(예: A, B, C, D, E 5단계 중 D 이하의 경우
미 인정)
* 이수 기준 미 충족 시 보충학습기회 제공 유무 검토
○ 현행 공동교육과정의 단위/학점수 인정 기준 준용4)

본 연구에서는 인정 기준으로 출석 기준 및 미리 정해진 이수 기준이 함께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현행 공동교육과정의 단위/학점수 인정 기준에 준하는
방향에서 인정 기준을 수립하는 것도 방편이라고 본다. 현장에서도 출석 이수 기준에 미리
정해진 이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으로는 현행 공동교
육과정의 단위/학점수 인정 기준을 차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출석 이수 기준에
미리 정해진 이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 엄격한 이수 기준을 적용해야 해야
하기 때문인데, 수강 인원에 관계없이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는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학업
부담이 완화되어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고, 해당 교과목이 확대될 때 상대적으로 타
교과목의 학생부 석차 등급의 평균 등급이 상승하는 효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4) 충청북도 교육청 운영 사례 예시
- 공동교육과정 참가 학생의 성적 산출은 수강 인원에 관계없이 석차등급(석차)을 산출하지 않고 학생이 일정수준
에 도달하여 ‘이수’하였을 경우 석차 등급이 ‘∙’으로 처리됨. 단,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
수)는 산출함. (이수는 2/3 이상 출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함.)
-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로 함. 단, 이수는 2/3 이상 출석한
경우만 인정.

54

Ⅱ.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방안

결국 이를 악용한 ‘학교 밖 학습경험’ 교육과정의 무분별한 개설이 우려된다는 것을 뜻한다.
현행 공동교육과정의 단위/학점수 인정 기준을 차용해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 현재 학교에
서 교육과정 운영은 자격을 갖춘 교사와 교육과정 편성에 따라 교육을 받고 이수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교과이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밖의 교육과정도 동일한 수준의 이수
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청 공동교육과정이나 이에 준하는 조건
을 갖춘 기관에서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경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인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봉사활동 인정의 경우처럼
소정의 과정을 이수 하였을 때 이수 현황을 NEIS에 자동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
져야 하며, 이수 조건은 교육을 진행한 주체에서 등재 요청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도
제안하고 있다.

마. 평가 방식 및 학생부 기록
(1) 평가 방식
○ 학점인정평가위원회(가칭)의 심의 결과 이수한 과목이 학점으로 인정받는 경우, 개설기관의 평가 기록
결과를 소속 학교에 서면으로 전달하고 담임이 기록
○ 공동교육과정에서의 평가 방식 준용
- 수강 인원에 관계없이 공동 교육과정 수강자는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음(2018, 교육부: 3)

이상과 같은 연구진의 안에 대해 제시된 현장의견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선 과목 혹은
프로그램 운영 기관의 평가 방식(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공동교육과정의 평가 방식을 차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과목 혹은
프로그램 운영 기관의 평가 방식(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넓히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교육 기회를 주는 학교 밖 학습 경험이므
로 운영 기관의 특성에 맞는 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한편 현행 공동
교육과정의 평가 방식을 차용해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 학생들의 혼란을 줄이고, 학교 현장
에 안착을 도우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운영기관에 맡기는 것은
절대평가의 도입 등 평가의 근본적인 변화가 잃어나지 않는 이상 시기상조임)는 현재 운영
중인 공동 교육과정에 준하여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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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부 기록: 기록의 주체 및 방식
○ 학점인정평가위원회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경우, 개설 기관의 담당자가 기록하여 소속 학교에 서면으로
전달 → 재적교 담임교사가 기록
○ (중장기) 공동교육과정의 기록 방식 준용5)

본 연구에서는 학점 인정이 결정되었을 경우 개설 기관의 담당자가 기록하고 이를 학교
에 서면으로 전달하면 재적교 담임교사가 기록하는 방식과 현재의 공동교육과정에 준하는
방식의 2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현장의 교원들은 개설 기관의 담당자가 기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피력하였다. 그 이유는 학생의 활동을 직접 지켜본
담당자가 기록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며, 강좌 개설 기관의 담당자가 평가한 결과를 해당
학교로 서면으로 전달한 후 학교의 학점인정평가위원회를 통과한 학생의 내용만 담임이
입력하면 해당 기관과 학교 교사의 업무가 분업화되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담당자 업무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크게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예상될 수 있는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5. 나가는 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 방안과 관련하여 아직 갈 길을 다 간 것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 아직 더 많은 아이디어 수집과, 각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 수렴과
검증, 관련된 제도 정비 등이 후속되어야 한다. 발표를 마감하며, 이상에서 제안한 방안들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몇 가지 쟁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학교 밖 학습경험’ 관련 과목 및 프로그램 담당자의 교원자격증 소지여부이다. 반드
시 교원자격증을 갖춘 사람만이 학교 밖 학습경험 과정을 담당하게 할 것인지 혹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무자격 강사에게도 가능성을 열어 둘 것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연구 선도학교 교원들의 경우 반드시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여야 한다는 의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무자격 강사도 가능하다는 의견,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지만 특
5) 2018년 현재 NEIS를 통해 성적처리가 가능하여 거점학교와 참여 학교 간 학생 성적 송부는 불필요하므로 NEIS에
곧바로 입력하고 있음. 이 경우, 학교 밖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기관에게 NEIS 접속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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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또는 교양) 과목의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무자격 강사도 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비슷한 비율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반드시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여야 한다는 의견은
자칫 사교육 홍보의 장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전문성을 가진 교원자격증
소지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무자격 강사도 가능하
다는 의견의 경우 과목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교사 운용 면에서 좀 더 개방적이어야
‘학교 밖 학습경험’ 운영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특수(또는 교양) 과목의 경우 적절
한 절차를 거쳐 무자격 강사도 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은 해당 전공자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과목/프로그램 수강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수익자 부담, 수익
자와 학교가 공동으로 부담, 학교 부담, 교육청 부담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할 테지만 대체
로 졸업 이수단위 내에서 운영할 경우, 수익자 부담이 부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된 현장 의견은 교육청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수익자 부담,
수익자와 학교, 교육청이 공동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청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 학생들이 소속 학교에 등록금 납부를 한 상태이며,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취지로 볼 때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
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반면에 수익자 부담의 경우 별도의 수강이므로 마땅히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한편 수익자와 학교, 교육청이 공동 부담하여
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 비용을 공적 비용으로 부담할 경우 이것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과
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수익자 부담으로 할 경우 비용 부담을 느낀 학생의 경우 신청하
지 않을 우려가 있어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 안전 문제이다. 학교 밖 학습경험과 관련된 과정을 이수할 때 생겨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어디에 두어져야 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연구 선도
학교 교원들의 응답으로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의 담당 과목 교 강사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교육과정 운영 형태로 학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
램이라면 해당 학교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한 교양적
성격의 강좌 운영인 경우라면 해당 기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의 강사에 대한 안전교육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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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수업시수의
적정화 방안｣에 대한 토론

토론 1. 수업시수의 적정화 방안에 대한 토론
정길순(대전전민고등학교)

뭔가 계속하고 있으나 멈추어 있는 듯한 순간이 온다. 그때가 바로 변화해야할 타이밍인
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 교육은 변화의 타이밍을 맞이하고 있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우리
교육의 공헌도가 높았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한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로 대표되는 산업
사회 속에서는 많은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단선적이면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했고 우리
교사들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으로 표상되는 지식
정보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다르다. 교육의 핵심은 미래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미래핵심 역량을 갖추고 기계와 차별되는 인간의 고유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여 그 속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인재가 필요한 시대이다. 우리 교육도 꾸준한
변화 방향을 모색하며 수시 교육과정 체제에 따라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개별 학생들의 흥미와 진로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 틀을 갖추고 제도로 안착하여 실질적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
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고교학점제이다. 물론 고교 체제 개편, 수업과 평가의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 중 수업시수
의 적정화 방안에 대한 합의는 제도가 원만하게 작동되기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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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수 적절화 방안과 관련한 첫 번째 쟁점은 학점제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는
것이다. 발제문에서 ① 과목별 이수기준을 충족할 때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고, ② 총 학점
이 졸업최소기준을 충족할 때 졸업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1학점(안)은
50분 1차시 수업을 1학기에 16차시 한 후 학생이 취득하는 과목 인증 기준으로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안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단위를 학점으로 연계한다는 전제하에 학교 현장
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1단위가 17회로 되어
있는 것에서 1회를 줄여 1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학점제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강시간 등을 고려하여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16회, 16차시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기보다는 16회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50분을 기준으로 17회’운영하여 1단위로 정한 것은 학교 현장의 운영상의
자율권을 확대한 조치인데 같은 의미라 하더라도 또 다시 용어를 바꾸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 여기에 과목별 이수기준 등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역시 함께 해결
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는다.
두 번째 쟁점은 총 이수 학점의 적정화이다. 이는 발제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정확하게
말하면 총 이수 학점의 축소 문제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단위제에서의 문제점은
총 이수 단위는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총 이수 단위를 모두 이수했는가의 문제는
졸업과 무관하였다. 현재는 출결이 졸업요건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학점제가 도입되면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총 이수 학점과 졸업 최소 학점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총 이수 학점과 졸업 최소 학점을 단일화하는 것에 찬성한다. 이 결과 학점에 도입에 따른
단위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게 될 것이며 미이수나 재이수를 고려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분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더러 교사들의 업무만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학생들에서는 본래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이수하기 쉬운 과목만으로 쉽게 졸업 최소 학점만
이수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보편성 교육도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의 질을
높여야 하는 학점제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한 명 한 명의 인재가 모두 중요한 현재의 상황
에서 전반적으로 교육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감축 대상 학점으로 192, 180, 168 등의 검토가 고려되고 있으나 204 단위수에서 12단위
수를 감축한 192학점으로 총 이수단위를 정하는 방안을 지지한다. 1학점의 횟수를 줄인
상태에서 학점의 지나친 감축은 자칫 고교 교육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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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제 운영을 유연하게 하며 교육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감축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학기 간 고르게 2단위씩을 줄여 일정한 요일 오후를 활용하여 공동교육과정 운
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발제 문에서 언급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교사들은 창체를 확대
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25%에 달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미래 지향
적 교육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교과에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창체활동의 4가지 영역 중 일부 영역(봉사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하고 전반적인 개편이 요구된다.
세 번째 쟁점으로는 공통 및 선택과목 이수비율의 적정화이다. 단순화한다는 측면에서
1안은 진로집중과정을 명시하자는 안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2안에 일부 찬성한다. 그러나 대입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 포함되지 않는 현 상황
에서 일반선택과 진로 선택 구분없이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필수과목의 학점수를 학기 단위로 구성하고 2학기 분량일 경우 모듈화한 과목으로 제시하
는 것은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상 연계성을 부여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과목을 범주화하는 것은 입시 과목의 개편과 교육과정 개발 단계의 목적과 의도
에 맞지 않으므로 앞으로 있을 수시 교육과정 개편 때 고려할 사항으로 보인다.
끝으로 기준 단위수 및 증감기준의 적정화이다. 우선 선택과목의 기준단위 학점수를
짝수화하자는 의견은 고교학점에서의 학생의 이동에 따른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도록 블
록으로 시간표를 작성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현행 교육과정에서
공통과목(-2), 일반선택과목(±2), 진로선택과목 및 교양과목(±3)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
가 있다는 지적은 옳다. 학교의 혼란이 크다. 특히 진로선택과목 및 교양과목은 2∼8단위로
운영되면서 8과목 이수 제한에도 해당되지 않아 자칫 학생의 학습부담을 높일 수 있으며
학습의 질 차원에서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다.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에서 선택과
목은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으나 강사 및 운영상에서 학습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교육적 차원에서는 학생 선택권뿐만 아니라 강사의 질, 전체 교육과정의
편성도 고려해야 한다.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반 국가 정책적 차원
의 문제(대입정책, 고등학교 내신 및 수능 평가방법 개선 등)가 해결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교사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문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을 개정하거
나 기타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교사를 설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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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면 결국에 교육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발제 문에서는 10명 중 7명의 교사들이 학점에
도입에 찬성한다는 신문 자료를 인용해 밝히고 있으나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실제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자체 설문 조사
결과는 다르다. 고교학점제에 대해 알고 있냐는 항목에 대해 70% 정도의 교사들이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를 선택하였다.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고교 학점제의 도입을 거꾸로 70%의
교사들이 찬성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재 학생 수가 급감하여 미래형 교육
실현할 기회이고 교육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를 길러야
하는 시점에서 고교학점제가 우리 교육의 대안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현장의 구성원인 학부모,
학생, 특히 교사를 설득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제도는 실질을 잃고 부유하다가 폐기된 많은
정책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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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고교 수업 시수의 적정화에 대한 의견
이문경(경상북도교육청)

1. 서 론
고교학점제가 예고되면서 교육계 안팎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과목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은 환영할 만하지만,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야 할 교사 입장
에서는 많은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더구나 과목별 이수 기준을 두게 되면 학생과 교사 양쪽
모두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다행히 고교학점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첫 적용되는 2018학년도에 연구․선도학교
를 운영과 함께 출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이과 구분이 없이 학생이 진로 희망
에 따라 과목을 선정하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완전하게 구현하려 하고 있다. 또한 시설적
필수 요소인 선진형 교과교실제가 이미 10년 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가 매우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로 학생의 성장을 기록하고 수업과정에서의 학생 개별적 특성
을 기록하는 것이 강조된다.
역설적이지만 최상의 조건 속에서 고교학점제 정책이 국정과제로 제시된 것은 행운이라
고도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교육 정책에 따른 이해관계가 집단에 따라 엇갈리기 때문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의 방향성을 확고하게 설정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보다
큰 공익을 위하여 고교학점제의 구체적 추진 방법을 찾아야 할 책무성을 갖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하여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구체적
으로 학점제의 운영 방안을 즉시 제시하기보다, 포럼 등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학교에 현실적으로 적용할만한 수업 시수 적정화 방안을 논의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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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까지의 고교 교육과정 운영 상황
□ 동일 과목의 다학기 분산 운영
현재 고등학교는 단위제이며 17회 기준이다. 만약 6단위 과목이라면 1개 학기에 6단위를
완료하지 않고 3개 학기에 각각 2단위로 운영하기도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기초과목
인 국어․영어․수학 교과목도 이러한 현상이 있었고, 수능과목이면서 최소 단위가 비교적
높게 규정된 한국사는 학기를 분산하여 운영하는 경향이 많았다. 고3 수능에서 한국사를
응시하려면 1학년 때 완료했을 때 불리하기 때문이다. 수능과 관계없어도 매학기 개설되도
록 규정한 체육교과목은 4학기 혹은 6학기까지 분산하기도 한다. 심지어 6학기로 분산되었
음에도 동일 과목의 매 학년 진도계획표가 동일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있어 수정을 요구하
자 그렇게 운영하면 안되는 근거를 질의해 오기도 하였다. 즉 지식 기반의 지필 고사를
치르지 않은 교과목은 3년간 체계적인 성취기준 관리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경향도 있다.
주지주의적 성격이 강한 국어․영어․수학 교과목은 전공교사가 단일함에도 과목은 6개
이상 분리되어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과목들은 한 학기 한 과목씩 해당
학문의 내용을 구조적이고 단계적으로 학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동일 전공 교사가 가르
치다보니, 교사는 과목이 다르지만 이전 학기에 개설된 과목을 고3학년에서 특히 더 복습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선행교육예방 관련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단일 과목을 2개 학기로
분산․개설하여 수능 이전에 진도를 완료하는 경향은 더 확산되었다. 당시 교육부에서는
수능을 위해 기초과목의 시수를 분산하여 개설하는 것을 공문으로 권장하기도 하였다. 실
제로 그것이 현실적인 방안이었다.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
교 때 고등학교 수학과목을 미리 공부하여 개인적 차원의 대응을 하기도 한다. 즉, 국가교
육과정을 지키면 친구보다 잘할 수 없는 현실의 결과이기도 하다.

□ 고3학년의 개설과목과 다른 이전 학년 개설과목 복습 관행
3학년 2학기 진행 중간에 수능이 실시되면서 가장 마지막 학기에 배우는 기하와 벡터
과목은 진도를 다 나가기도 전에 수능에 응해야 한다. 고교 교육과정상 성립할 수 없는
수능제도와 지켜질 수도 없는 교육과정 총론 고시와의 충돌 문제가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하
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해결하려 하지도 않았고, 학교는 임기 응변식 대응만 해왔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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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3학년 1학기에 기하와 벡터 과목의 일부를 배우고, 2학기에 나머지 단위를 개
설한 경우는 그나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3학년 2학기에 기하와 벡터를 5단
위 개설하고, 실제로는 3학년 1학기부터 미적분 시간에 2학기 배울 기하와 벡터 과목을
알아서 미리 가르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방과후학교 시간이나 여름방학 기간
은 진도를 나갈 수 있는 유용한 기회였다. 다른 과목과 달리 국어․영어․수학 교과목은
전공교사가 단일하기 때문에 과목이 달라도 개설된 과목과 다른 과목을 가르쳐도 별로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즉 교육과정상 개설한 과목지도를 위반하는 심각한 상황임에
도 수능을 위하여서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까지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여기에
사교육업체는 더욱 마케팅을 잘 할 수 있었다. 어차피 지식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대학수학
능력시험은 굳이 학교에서 정규교원으로부터 다른 학생과 함께 어울려 배우지 않아도, 학
원에서 추가로 필요한 과목만 열심히 추가로 배우면 성적이 잘 올라가기 때문이다.
과학교과목은 물리학․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4개의 과목을 Ⅰ과 Ⅱ로 분리하였고
주로 고3에서 Ⅱ과목을 개설․운영해 왔다. 사탐과목도 마찬가지이지만 수능 응시할 과목
인 과학의 Ⅰ을 2학년에서 완료하고도 3학년에 개설된 과학Ⅱ시간에 반복학습하기도 하였
다. 그러나 학교는 이것이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학생들도 그렇게 이해했
다. 그러나 화법과 작문 시간에 수능 과목인 문학을 가르치자 학생이 자신은 정말 국어에
관심이 많아 화법과 작문을 배우고 싶었는데 작년에 배웠던 것을 왜 다시 배워야 하는지
호소하였고, 학교의 교사들은 오히려 학생들이 수능 잘 치르도록 일부러 그렇게 가르쳤는
데, 몰라준다고 서운해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문제적 현상이 사라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는 이유는 원래 단위제+학년제였던 기존의 고등학교 교육이 특히
수능으로 인하여 얼마나 흔들려 왔는지를 되돌아보고자 함이다. 수능은 교육과정의 파행을
불러왔을 뿐 아니라, 학생의 과목 선택권까지 지배해왔다. 교육과정에 의거 수업을 실시하
고 그 결과 평가를 시행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대학 진학을 위한
수능시험의 과목와 수능 실시 시기가 학교의 내신 평가, 수업 방법, 교육과정 개설을 지배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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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시수 적정화에 대한 의견
□ 주 5일제 전면 도입으로 1일 수업 시수의 증가
1단위 17회(시간)이라는 기준은 학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1개 학기가 17주 기준임을
감안하면 주당 1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06년 월 2회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되던 시기에 교육부는 월 2회 토요일 4시간 줄어듦에 따른 조치로 수업 시수를
일부 감축하였다. 2012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면서, 수업일수는 220일에서 190
일수로 줄였지만 수업시수는 추가적으로 감축하지 않았다. 즉 1개 학기를 17주 기준으로
설정하지만 1주간 수업하여야 할 시수는 월 2회 주5일제 수준 그대로 유지하였던 것이다.

유은혜 국회의원 자료 2012.10.8.(한국교원대학교신문 345호)
2012년부터 아이들의 학습부담 감소와 가정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됐으나
수업시수의 증가와 방학일수의 감소로 인해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이 무작위 표본 조사로 전국 312개 초·중·고등학교의 주5일제 시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5일제로 인한 수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업시수는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해
오히려 주중 수업시간 부담이 가중됐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수업일수 감소에 비해 방학일수가
크게 감소돼 전체 수업시간은 증가되기도 했다.
게다가 128개 초등학교의 828개 학년 중에서 연간 수업시수가 증가한 학년이 156개 학년으로 전체
학년의 18.8%를 차지했으며, 중학교는 무려 96개 학교 288개 학년 중에서 117개 학년(40.6%)에서
수업시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34.1%의 학년에서 수업시수 증가 현상을 보였다.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은 “주5일제 수업을 시행하면서 수업시수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 주중 수업시간이 늘어나 그 의미가 퇴색됐다”며 “교과부는 수업시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장학활동으로 주5일제 전면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업시수는 그대로인데 주당 4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의 수업시수는 평일에 더 하여야
한다. 이것으로 인한 문제점은 여러 번 제기되었으나, 교육부는 묵인해왔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전통적인 학교운영 방식과 매우 달라지게 된다. 고교학점제가 실시되기 이전이라
도 과중한 수업시수는 무엇보다 학생의 부담이 된다. 교사 역시 처음 주5일제 수업이 시행
될 때 하루동안 해야 할 수업시수가 늘어나 학생을 돌아볼 틈이 줄어들게 됨을 한탄하였다.
교사와 학생은 수업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다. 교사는 틈틈이 혹은 방과후에도 학생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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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여유없는 수업시수를 조장하여 학생의 생활지도에 허점이 생
기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교사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
면 학생의 선택권이 다양화되면서 교사 1인당 가르쳐야 할 과목수가 자연히 증가하게 되어
있다. 더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중학교에서는 교과군 기준으로 20% 증감을 가능하게
하고, 고등학교는 단위수의 최소기준만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학교는 오히려 수업시수를
더 많이 늘리는 현상이 위 언론기사처럼 나타나게 되었다.
더구나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신설과목이 생겨났고, 설사 비슷한 과목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교재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1인당 강의 과목수가 늘어나게 되면 교사가 출근하
여 수업을 하는 시간 이외에 동료교사와 함께 교재를 연구하고 협력적으로 수업과 평가를
설계하여야 하지만, 주40시간 근무시간이라는 취지에 맞추어 볼 때 근무 시간 내에서는
교재연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교육과정 총론 고시는 결국 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고,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더욱 문제가 심화될 것이다. 수업 시수의 적정화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다고 본다.

□ 수업 시수 감소의 필요성과 이수단위의 편차 최소화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학생이
희망한 과목 수업 시간을 대기하는 공간시간이 최대한 적게 발생하여야 하며, 학생의 주당
학습시간도 주40시간 이내에서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주5일제 수업 도입시 늦춘 과
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1단위는 1시간이라도 줄여 16시간으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교육과정 시수를 최소기준만 제시하거나 학교별로 20%범위 내에서 증감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기초과목의 증가를 불러오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최대이수시간의 제한도 필요하다.
또한 과목 단위수의 증감 규정이 지나치게 탄력적이다. 동일한 여행 지리 과목일 때 어떤
학교는 2시간에 완료하고 어떤 학교는 8시간 동안 수업을 한다면 타당할 것인가? 원래
자율학교가 제정되면서 이수단위 증감을 3단위까지 허용하여 기초과목의 수업시수를 증가
하는 수단이 되었다가 선행교육예방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자율학교가 아닌 고등학교
까지 3단위 증감을 허용하면서 교과서 분량과 성취기준은 동일한데 최대 6단위까지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더구나 단위수가 제각각이면 시간표 편성시 공강시간이
발생안할 수가 없으며, 이는 학생의 피해로 발생하게 되므로, 이수단위는 5단위 혹은 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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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일하든지 최대 1단위로 증감을 허용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수업시수 감축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현행 24단위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봉사활동
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누가기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교육부는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봉사활동 운영 방안을 2018학년도부터 폐지하였다. 봉사활동 이수시간에
는 수업시간을 포함한 하루 8시간 이내 인정이라든지, 해외봉사활동은 기재 불가 등의 기
준이 있다. 대입시는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시도별 봉사활동 기재기준을 자율화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할 염려가 있다. 민감한 정책을 교육과정 속에 포함해놓고 교육부의 기준
제시를 포기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차라리 봉사활동은 입시활용을 위한 스펙으로 흘
러가기 보다, 과감하게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제외함이 옳다고 본다. 그 외에 진로활동은
자율활동과 통합하여 학년 초에 집중적으로 진로지도를 하고, 학생 자치 능력을 키워주는
학생회 활동 시간을 하도록 유도함이 좋다고 본다. 동아리 활동은 기존의 자율동아리 방식
을 창체동아리에서 구현했어야 한다. 창체동아리를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조직하고 지도교
사를 섭외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희망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렇
게 하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3년간 24단위에서 12단위로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간 34주이지만 190일의 수업일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약 38주를 수행하면서
시험과 추가적인 창체운영까지 수행하므로 결코 외국에 비하여 적지 않음에 동의한다.

□ 과목별 이수기준에 대한 대안
초중등교육법은 학년제를 명시하고 있다. 즉 아무리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이수단위
를 앞당겨 도달하였다하더라도 3학년 2학기까지는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이다. 학년
제에 기반하지 않고 학점만 따면 졸업할 수 있는 ‘단위제’를 기반으로 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기졸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과목별 이수기준은 대학처럼 재이수가 허용되느냐에 대한 문의가 종종 들어온다. 현행
교육부 계획은 보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충프로그램은 일정 수준의
미도달 학생에 대하여 과제학습이나 일정 보충학습을 제공하는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다.
방학 때 혹은 7학기까지 연장하여 학생의 재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 교실에 출석을 하였다 하더라도 학생의 학습수준과 상관없이 진급과 졸업이 자동적으
로 되는 것이 맞는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심지어 수업일수가 기준이다 보니 1교시
전에 매일 조퇴하여 1시간의 수업도 듣지 않았는데도 진급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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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의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교육과정 최소 기준과 졸업 최소 기준을 분리하는 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즉,
교육과정 이수 기준에 조금 미달하더라도 졸업은 허용해주는 것이다.

예: 교육과정 최소 이수 학점= 192, 졸업 최소 이수 학점= 180

□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균형
현재 필수과목은 공통과목이 해당한다. 물론 교과별 필수 이수 단위가 있지만 공통과목
이외에는 해당 교과군 안에서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필수과목과 선택
과목 그리고 자율편성 단위를 구분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수능에서 의무화한 과목을 최소화
하여 학생들이 고교 3년 내내 수능의 압박감 속에서 모든 학교활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수학과 과학, 영어 등은 학습자들의 수준별 편차가 심하고, 학습의 성과가 계속
누적된다는 점에서 수학 1, 수학 2, 수학 3 등 단계적 모듈화가 필요함에는 동의한다. 그러
나 현행 교육과정은 동일 교과목의 단원명을 과목으로 분리한 듯한 느낌이 든다. 즉 수학교
과목 내에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을 분리하여 하기보다 초중학교처럼 단계별 수학교과
목 재편성은 더 효율적이지 않을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과정 속에서 고등학교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자신의 실력을 만회할 프로세서가 명확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부 과학중점학교에서는 일반고임에도 단일학교 내 2개의 교육과정 코스를 설
계하여 특정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교육과정 혜택을 주었다. 입학 후 과학중점반 교육과정
수강을 원하는 학생이 추가로 생겨도 입학전형에서부터 분리 선발하고, 그것을 이유로 학
생의 선택권을 학교 내에서 제한해 왔다. 심지어 공통과정을 수강하여 교육과정 차이가
없는 1학년부터 학급을 분리하여 3년 동안 운영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는 이와 관련한 더
좋은 방안이 활발하게 모색될 것이다. 물론 Course를 허용하는 외국 사례가 있기는 하나,
학과가 분리된 특목고나 특성화고가 별도로 존재하는 현행 고등학교 제도에서 일반고는
가야할 길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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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추진하면서 교육부는 창의융합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정하였
다. 또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문․이과 구분이 없는 개방형 교육과정
편성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서도 고등학
교에서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문장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과 고교
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연구․선도학교만이라도 서둘러 실행할 수 있게 교육부는 정책 결정
을 하여야 한다. 물론 선택 중심 교육과정만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도 고교학점제는 절반은
성공하였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 때부터 하려했던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왜 늘 실패
해 왔는가를 교육부는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제 고3 교실의 교과서가 없는 영미 문학 읽기 과목 시간에 학생들이 정말 고전을 자유
롭게 읽고 토론하고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눈을 키웠으면 좋겠다. 고3 영어 시간은 교과서
로 수업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항의를 받아왔고, 교사도 수능 때문에 EBS가 교과서였다.
빈칸추론에 매달려 영미 문학을 감상할 수가 없었다. 지금도 현행 2018학년도 입학생에게
고3학년에서 영미 문학 읽기 수업이 개설된다 하더라도 9등급 석차 등급을 산출하므로
학생은 친구를 누르고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한다. 학교도 소수 1～2
등급 학생보다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지식 뿐 아니라 품성과 지혜까지 조화롭게 키워주는
협력적 풍토를 조성할 수 있게 내신평가 제도와 수능제도의 현명한 개혁을 주문한다.

72

Ⅲ. 토론

토론 3. 수업시수의 적정화 방안에 대한 토론
박창언(부산대학교)

1. 서론
고교 학점제의 도입은 단순히 교과(목)에 대한 학점의 변동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학사운영 전반의 변화를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활동 전체의 혁신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김진숙 연구위원의 「고교 학점제 도입을 위한 수업시수 적정
화 방안 연구」는 고교 학점제 도입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학점제의
도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교육현
장에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에서 단위제가 도입되었지만, 학년제와 병용함으로써 완전
한 단위제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였다. 그러한 단위제가 현재 학점제로 명칭을 변경함과
더불어 그러한 내실화된 형태로 적용하기 위해 개념의 정립과 그 적용을 위한 방법론도
새롭게 시도할 필요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 글은 본격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학점제 관련 사항에 대한 가치를 정립하고 있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의 토론 내용은 필자의 견해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추가적인 의견이나 고민하여
야 할 사항 중심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그것은 학점제와 관련된 지침이 정비되지 않았고,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를 감안한 것이기도 하다.

2. 수업시수 적정화의 필요성에 대해
김진숙 연구위원은 학점제와 관련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체계적이고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학점제 도입에서 수업시수의 적정화가 필요한 이유를 학점제의
정의와 최소학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시하고 있는 사항은 첫째, 학점제의 정의
와 구성요소이다. 여기서는 17회 수업의 문제, 단위수 증감 폭의 과다, 이수기준의 도달이나
최소학점 및 졸업인정 기준의 미비 등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최소학점의
축소에서는 현재의 단위수 축소의 필요, 교과 외 활동(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의 과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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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학점제의 도입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고등학교가 단위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것은 학년제와 병용을 하고 있어 완전한
의미의 단위제가 아니기에 그러한 지적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학년제는 학교의 수업연
한을 1개 학년 단위로 구분하여 편성한 기간에 특정의 교과(군)을 학년에 배당하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는 진급하고, 모든 학년의 작업을 마친 자는 졸업 자격을 얻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학점제는 일반적으로 과목선택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
량으로 정해진 학점의 기준에 따르는 제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학점제와 대비되는 제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성격에 따라 학점제는 학습을 출석시수로 환산하고, 배정된 교과(군)의
이수에 따라 졸업자격을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유급의 개념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이수
하지 못한 학점에 한해 재이수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점제를 전제로 하는 교과의 편성
과 시간의 배당과 같은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각 학년별로 동일한 수준의 학습량이
제시되어, 한 과목이라도 이수하지 못하게 되면 1개년의 유급을 면할 수 없는 학년제와
다른 방식의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과정에 대
한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3. 요구조사와 외국의 사례에 대하여
현장의 교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최소이수단위 수의 적정화, 선택과
목 기본 5단위의 적절성, 일반고교의 필수와 선택의 비율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최소이수단위 수에서는 총 단위수의 축소와 180단위 정도로 축소하는 의견이 많이 나타남
을 밝히고 있다. 선택과목 기본 단위수에서는 적절하다는 의견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필수와 선택에서는 4:6(과정선택3, 자율선택3)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조사는 학점제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현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이수단위를 어느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선택과목의 기본 5단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할 것인지
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하며, 필수와 선택의 비중의 견해는 보통교육 단계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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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을 고려하여 학교에 따라 다양한 모형의 제시가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외국의 사례에서는 비교 대상국이 대부분 학점제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학기제로 운영, 총 수업시간 수의 수업주수로 결정, 학점에 교과 외 활동의 배제, 과정별로
졸업 이수요건이 다른 국가 존재 등의 특징적인 점을 잘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학점제를
일반 학년제와 다르게 설정한 예와 교육과정 이수기준과 졸업최소 이수기준을 다르게 설정
하고 있는 예, 교육과정 편제의 제공시 이수기준을 같이 제공하는 예를 제시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는 학점제를 도입하려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를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교육과정의 편성뿐만 아니라, 그 운영에서도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도 생각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
할 것이다. 학교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상황에서 외국의 사례를 참고를
하되, 우리나라의 상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수정되고, 보완되는 방식으로 특수화시켜야
할 것이다.

4. 수업시수 적정화 방안에 대해
학점제를 도입할 경우 수업시수 적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학점의 정의, 최소학점총수,
축소 영역, 필수와 선택별 최소학점의 비율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점
정의의 적정화에 대한 것이다. 김진숙 연구위원께서는 학점제 정의와 관련해 과목별 이수
기준의 취득과 총 학점에 졸업최소기준을 충족할 때 졸업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1학점은 현행 17회에서 16회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년제가 각 학년이 동일한 수준의 학습량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학점제는 개별 학생의
학습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학습을 출석 시수로 환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배정된 학점
의 이수에 따라 졸업자격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과목별 이수기준과 졸업최소
기준의 충족이라는 요건을 학점제의 정의의 요소로 잡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면, 학점제가 과목의 선택제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항도 고려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또한 학습을 출석 시수로 환산하는 것이므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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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7주가 학습량과 질에서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 대안이 16주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풍부하게 개진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둘째, 총 학점 수의 적정화에 대한 것이다. 교육과정의 최소 이수학점과 졸업 최소이수학
점의 관계에서 교육과정의 최소 이수학점 > 졸업 최소 이수학점의 안도 제시하고 있다.
학습부진이나 개인사정 등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서
고등학교 교육이 보통교육의 단계에 해당된다고 하면, 최소 이수학점이라는 것이 그에 부
합하는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시한 안과 반대의 경우도 고려할 여지는
있는 것이다. 그러할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나 보완적 조치를 통해 예외로 졸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학점 수를 축소할 경우 그 대상을 교과와 교과 외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들 방안은 각각의 축소하거나 유지하는 것이다. 이들을 학점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어느 한 쪽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안은 현장의 요구나 사례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방안 외에 최소학점을 줄이게 되면, 이들
영자 모두를 줄일 수 있는 것인지도 검토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현장의 요구는 교과 외
활동에 대해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주지 교과 위주로 교육활동이
전개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비주지 활동의 중요성도 고려하는 선에서 대안이
마련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셋째, 공통과 선택과목의 이수비율의 적정화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는 필수와 선택이수
과목의 비율 구성에서 진로집중과정 명시하는 방안과 그렇지 않은 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고 있다. 또한 필수과목의 크기를 줄이고 1년간 학습이 필요한 경우 2개 과목을 분리하여
제시하는 방안, 그리고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의 구분을 탈피해 교과군의 특성을 반영한 선
택과목의 계열화와 범주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필수과목의 크기를 줄여 2개 과목을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과 같은 것은 가능한 선택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필수와 선택의 비중 등은 조금 더 고민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요구되는 공통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활동과
각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따른 개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활동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은 일반 공통교육과 개인적 필요 충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보통교육의 단계에서 공통의
비중이 선택과 동등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이들의 중심을 이들 어느 한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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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
서는 필수와 선택의 양극단뿐만 아니라, 이들의 중간에 위치할 수 있는 최저필수, 선택이수
등 다양한 모형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교과군의 특성을 반영한 선택과목의 계열화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항도 있다고 생각된다. 교과를 수준별로 세분화할 때, 학생들을 차별화해서 반을 편성하
는 문제, 학생의 성적에 대한 진폭이 있어 다른 쪽으로 움직일 때 반 편성의 문제에 대처하
는 방안의 모색, 그리고 학교별 편차의 발생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선택과목 기준 단위수와 증감기준의 적정화에 대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선택과
목의 학점수 짝수화, 필수과목의 학점수 1학기 기준 선택과목과 동일하게 짝수화, 증감기준
적용의 최소화와 그 적용의 제한을 들고 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안들은 타당성이 있다
고 판단된다. 학점수를 짝수로 하는 것은 1, 2학기로 구분을 할 때 유용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홀수일 경우 구분에서 다소 복잡성이 있지만,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증감기준을 ±1정도로 하고, 적용의 제한을 두는 것은 현실을 감안한 논리적 판단
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5단위에서 ±3은 교과에 따라 2-8까지의 편차를 발생시키게
된다. 교과의 가치가 너무나 크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교과의 가치가 학점의 부여
에 따라 인식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원 수급 문제의 고려나
급격한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한 충격 등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1과 같이 증감 기준을 둘
수는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적용도 제한을 두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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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학교 밖 학습
경험’의 학점 인정 방안｣에 대한 토론

토론 1.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방안에 대한 토론
정기원(대구다사고등학교)

1. 들어가는 말
2015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과목 개설에 대한 요구를 학교에서
모두 수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고민이 깊다. 실제, 학교마다 처한 여건이
너무나 다양하여 각자의 입장에서 많은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찌되었든 2018
학년도 1학기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나 교육과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는
커다란 기대와 혼란이 혼재하는 시기임에는 틀림없다.
가장 좋은 것은 학교의 교사와 시설이 충분하여 학생들이 희망하는 모든 과목을 개설해
주는 것이지만, 이것은 아마도 ‘희망사항’일 뿐일 것이다. 그렇다면, 가능한 한 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학교 내 외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분명히 생겼다.
2015개정 교육과정 시행 전에도 이미 자신이 속한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된 에 가서 수강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학교 밖 학습 경험’의 형태가 더욱 다양해지면서, 대구의 경우 ‘꿈 창작 캠퍼스’라는 고교대
학연계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학생들이 미리 대학에서 자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체험과 학습을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란에 기록하게 되었다. 그 영
역과 수강학생이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하여 이제는 방과 후나 주말에 다른 학교 학생이
본교의 교실에서 수업을 하거나 대학에 가서 수업하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게 되었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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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자신의 학교에서 정규수업을 다 마치고 추가로 수업을 이수하기 위해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수업을 진행하고 204단위가 아닌 추가 이수 단위를 순증의 개념으로
공부하는 힘겨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을 찾아 학점을 인정받는 시스템이 갖추어 진다면 추가 단위 이수(순증)로 인한 학생
들의 힘겨움을 조금은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어 ‘학교 밖 학습 경험’이 확산되는 경우 학교와 학생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살펴보기 위해 대구다사고등학교의 ‘학교 밖 학습경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대구 다사고등학교 ‘학교 밖 학습경험’ 사례
현재 대구에 위치하고 있는 다사고등학교(이하 다사고)의 학생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교
육활동 중 ‘학교 밖 학습 경험’으로 생각될 수 있는 사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다. 학생이 속해 있는 학교에서 개설해 주지 못하는 교과목
에 대해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에듀나비 사이트에서 수강신청을 하고 과목을 개설한
거점학교로 가서 정해진 수업시간의 2/3이상을 이수하면 나이스에 이수된 내용이 기록되
게 된다. 정규교과목을 이수하므로, 지필평가 과정중심 수행평가 등 학교 내 모든 교육활동
과 동일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에 학생의 활동이 기록되게 된다.
주로 수요일 방과 후, 금요일 방과 후, 토요일에 수업이 진행되었다. 정규 수업이 끝나고
밤에 수업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수강하기를 희망하는 과목을
이수하는데 큰 만족으로 느끼고 있었다.
둘째, 꿈 창작 캠퍼스 프로그램이다. 대구교육청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고교 대학 연계
프로그램으로 정규교과목이 아닌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매주 수요일, 금요일(대구는 수,
금요일을 꿈끼해피데이 라고 부른다), 토요일에 수업이 편성되어 있다. 일선 고등학교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직업체험 프로그램이나 전문직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정해진
수업시간의 2/3이상을 이수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진로특기사항란에 기록해준다.
셋째, 체육·예술 계열 위탁 교육 전담 예담학교이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중
에서 예체능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방과후형, 또는 전일제형으로 전문적인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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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진행해주는 또 다른 위탁학교이다. 본교의 선생님이 제공해 줄 수 없는 실용음악
실기 수업이나 디자인 수업 등을 전문 강사에게 집중적으로 수업 받을 수 있는 공립학교로
학생들의 호응이 매우 크다. 수업과 평가가 모두 예담학교에서 이루어지며 평가 결과는
위탁학생 성적처리 철차와 동일하게 나이스로 송부되어 처리된다.

3. ‘학교 밖 학습경험’에 대한 제도적 제안
가.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력 인정 기준에 대한 생각
‘학교 밖 학습 경험은 학교 내 학습 경험과 비교하여 운영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부여하는
대신에 질 관리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의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 승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운영 주체에 대한 시도교육
청의 지속적인 질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학생의 학업 계획 사전 승인 및
평가 및 기록에 대한 사후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 ‘학교 밖 학습 경험’에 대한 편성·운영 지침
(1) 운영 시기
‘학교 밖 학습 경험’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일과에 지장을 주지 않고 진행되어야 하므
로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진행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동교육과
정과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학생들의 이동시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학생의 경우 선택권이 제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 등으로 보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2) 학생 수
‘학교 밖 학습 경험’의 경우 20명 이상의 수업은 수업의 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20명 이하의 인원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 내에서 편성되어 운영되는
수업에 비해 ‘학교 밖 학습 경험’의 경우 좀 더 체험 위주의 수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을 경우 수업의 질 관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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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 과목
‘학교 밖 학습 경험’의 경우 필수교과를 제외한 선택교과 중 일반선택교과와 진로선택교
과, 전문선택교과 등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일반 학교
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교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제한적으로 개설하도록 하여 학교 내 교육이 기본이며, ‘학교 밖 학습 경험’은 보완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된다.

(4) 평가
현재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석차 등급은 ‘·’, 단위수,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세
부능력 및 특기 사항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 밖 학습 경험’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되는 것이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 기준
현재 학교 내 교육과정의 교과 이수 기준에 대해서도 미이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공동교육과정은 전체 수업시간의 2/3이상 출석의 경우 이수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어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수, 미이수에 대한 규정이 정해질
때 까지는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4. 제언
가. 기대와 우려
학교 마다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학교가 정해놓은 틀 속에서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학습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나
소수선택과목 개설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부 학교나 학생에게 제한적으로 혜택이 돌
아가거나 순증으로 인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였다. 앞으로 ‘학교 밖 학습
경험’에 대해 학생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본인이 속한
학교라는 공간의 물리적 한계에서 벗어나 자신이 설계한 고등학교 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기대가 된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우려스러운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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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도 사실이다.
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교사마다 수업 방식과 수준이 다른 것은 수업을 함께하는 학생의
특성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매일 달라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변화에 맞추어 수업
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교육 전문가적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끔 특강의 형태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할 때,
생각보다 학생들의 호응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 강의를 준비해 온 강사의 강의 내용이
충실하고, 열정적으로 강의를 진행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울림을 주지 못하
는 경우 적지 않게 당황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로
강의를 많이 하신 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의 특성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그래
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강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좋은 시설과 강사진을 활용한 ‘학교 밖 학습 경험’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학교의 부족한 시설과 강사진을 보완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겉으로 보이는 너무나도 다채롭고 근사한, 그렇지만 실제 학생들의 지적 욕구
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고 형식적인 체험에 그치지는 않을지. 약간의 불안함이 생기는
것이 기우이기를 바란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 밖 학습 경험’의 종류
와 양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기 보다는 실제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둔 수업이 가장 중요한 본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 지역별 격차에 대한 고려
‘학교 밖 학습 경험’의 경우 지역사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농어촌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한 교육이 제공되지 못 할 우려가 있다. 지금도 학교 간 공동교
육과정의 경우 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혜택을 누리기 어렵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실시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도입된 것으로 알 고 있다. 실시간 온라인 교육의
경우 시·공간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체험과 실습이 중요한 과목
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 만큼 농어촌 지역에 대한 정책적, 사회·문화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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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방안에 대한 토론
주주자(경기도교육청)

본 논문은 교육의 본질에서 봤을 때 고교학점제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형성적인 과정이라는 전제하에, 학교 밖 학습경험을 개념정의하고 국내외의
학교 밖 학습경험 사례를 살펴본 후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인정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시범학교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고교학점제가 일차적으로 학
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입니다.
특히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인정 방안을 학교 밖 학습경험 학점 인정 과목의 성격과
개설방식, 이수 및 수강시기, 학점인정 절차 및 기준과 평가 및 학생부 기록 방법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점인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학습경험에 대한 최근 해외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흥미로왔고, 학점인정과 관련한 국내사례로 ‘경기꿈의학교’와 ‘대구 꿈 창작 캠퍼스’를 들고
있었던 점도 우리나라 맥락에서 고찰하기에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교육과
정 총론 상에서 학교밖 학습경험 이수 관련한 규정과 시도교육청 차원의 편성운영 지침
및 현재 학교 밖 학습경험을 통한 학력인정 제도를 3가지 유형으로 고찰함으로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제적 측면을 상세하고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가 폭넓고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연구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전개될
고교학점제는 기본 철학이나 비전, 실천 안이 모두 교육 본질에 대한 물음과 성찰에서 시작
하여,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타당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다
고 봅니다. 연구진들의 연구진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토론사항
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밖 학습경험” 개념을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학교 밖 학습경험을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일정한 체계를 갖추어 이룩한 학습에 대하여 소정의 범위와 시기 내에서 교육과정
에서 제시된 과목과 단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가 ‘단위학교’를 의미하는 것인지 ‘단위학교를 포함한 고등
학교 교육기관’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단위학교를 의미한다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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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 학습경험은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단위학교 이외의 기관(타학교포함)에서의 학습경험
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재 2장의 ‘가’와 ‘나’에서 기술된 학교 밖 학습경험과 ‘다’에서 묘사하고 있는 학교 밖
학습경험의 범위는 다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이 학교 밖 학습경험의 범위가 다르게
기술된 것은 부분적으로 ‘학교 밖 학습’과 ‘학교 외 학습’의 개념이 혼재 사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데 6페이지에서는 ‘학교 외 학습’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본 논문이 참고하고 있는 법령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
준령” 제3조의2에 열거된 내용은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어감상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으로 접근할 경우 학교는 단위학교가 아닌 고등학교가
아닌 곳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학교를 고등학교 교육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학생의 학습 경험은 (초중등교육법상의 고등학교4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학교
차원에서 “고등학교 내 / 고등학교 간 / 고등학교 외 기관” 으로 보여 진다. 그렇게 보면
순수하게 학교 밖 학습경험은 세 번째의 고등학교 외 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
서 학교 밖 학습경험 개념에 대한 수준과 위계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인정 목적과 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
니다. 학점인정의 목적이 단순히 일반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확대하기 위한 것인지, 즉 이것
이 현재 교육과정의 단순한 보완인지, 현재 교육과정상에서 나타나는 소외된 학생들의 질
적인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인지 등 제도나 정책상의 목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면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있어서 맞춤형의 안이 나오기에 유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 논문에서 예시되고 있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경제적 여건이나 개인적인 사정으
로 정규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방송, 통신, 출석수업 등의 교육방
법에 의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중등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학점인정제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이수 대상자, 이수 목적(기준)에 따른 학교 밖 학습경험의 유형화가
필요합니다. (구제/단순 진로관련 새로운 추가적인 과목 더 듣기/성장/대학진학관련 등).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경우 학교 밖 학습경험이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교과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적용 시에 구제를 원하는
학생,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점이수 등을 포함하여 교과 쪽으로도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개별화학습계획(Individual Plan)에 의한 교육, 홈스
쿨링 등에 대한 개별화 교육과정과 관련한 소수 학생의 수요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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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습니다. 단지 전통적인 학력위주의 과목 개설이 아니라 개별 학생 맥락을 존중하는
교육과정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본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과 비전과 연관된다
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학점 유연화 정책은 온라인,숙련도,개별화가 그 사회의
맥락에서 기능한 방식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단위(학점)인정의 유연화 방식은 목적과 방법이
잘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문가자문협의회 의견수렴 내용 중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교 밖 학습경험’으로
학점이수 대체 안은 유의미한 검토 안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현재 창체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이수단위의 적정화라는 두 이슈에 대한 절충안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창
의적 체험활동은 공동체의식 확립을 기반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즉 공동체의식 확립과 나눔과 배려, 그리고 진로설계가 핵심입
니다. 특히 동아리활동과 봉사, 진로활동은 학교 밖 학습경험과 연계될 때 그 다양성의
폭이 넓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풍부한 학습 경험이 제공될 개연성이 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교육 선진국과는 달리 현재는 학교밖 학습경험을 비교과 활동에 한정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운영으로 질이 담보된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창의적체험
활동과 연계되어 운영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단, 증배의 형태가 아니라 교육과정
내에서 학점제로 운영될 때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중장기적으로는 학교 밖 학습경험 이수 및 수강 시기에 제한이 없도록 하는 것을
권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학제에 연계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수강
시기에 제한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학점제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즉 학점제
가 도입되고 정착되다보면 학습자가 원하는 시기에 특정 학습을 경험하고, 학교 안팎의
일정 학점이 누적되어 졸업이수학점에 해당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단 이때는 학교 밖 학습경험 학점의 인정 비율 등을 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질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기당 이수학점의 10%이내에서
수강하도록 하는 점은, 질관리 방식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교육선진국들에서는 교육과정운영의 질 관리 방식으로 학기당 이수학점
제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섯째, 기본적으로 개방형 질문지 결과에서 언급된 대로 일과 중이 아닌 방과후, 주말,
방학/계절학기 등 자유로운 수강이 가능하도록 수강시기가 다양화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이와 같은 작업은 학교 안 교육과정 총 이수 학점을 낮춤으로써 질적으로 보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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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입니다. p.18에서 교과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을 교과교육
과정으로 본다는 것이고, 진로활동에 기재된다는 것은 창의적체험활동(비교과)에 해당한
다는 것인데, 교과교육과정과 비교과교육과정의 이원화된 모형을 구축하는 것도 중장기적
으로 의미 있다고 보여 집니다. 현재 학교 밖 학습경험은 비교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예시되고 있는 반면,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인정 방안은 현재 교과에서 진행되는 공동교
육과정의 틀에서 제한되어 서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 교과와 비교과로 분리
되어서 서술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캐나다 사례에 나타난 시사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업계와 일반계고과 분리된 우리나라와 달리 종합고형태가 일반화된 미국과
캐나다는 다르면서도 유사한 형태가 있습니다. 직업계고에 입학하지 않았으나 직업교육이
필요한 일반계고에 속한 다수 학생이 있다는 점에서, 또한 미래교육 측면에서 북미의 다양
한 학습경험 제공 모형은 유의미하다. 예를 들어 dual program은 우리나라 일반계고 재학
생들 대상으로 하는 직업계 위탁교육과 유사한 맥락으로 읽힙니다. 특히 오하이오주의 사
례로 제시된 학점 유연화 계획은 교실에서 얼마나 오래 앉아있느냐가 아니라 해당교과에
대한 역량을 실질적으로 성취해서 학점을 취득하는 다양한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좀
더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이 설계될 수 있는 여지가 높습니다. 특히 개별화 학습 계획
(Individual Plan)은 개별연구, 인턴쉽/현장 경험, 커뮤니티 서비스 혹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 등의 개별화된 계획을 통해 학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1), 기초기본학
력이나 학생주도 프로젝트학습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학생들에게 다각적인 차원에서 적용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생이 주도하는 학습설계를 기록교사(책임교
사)와 단위학교 학생평가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시스템도 다양한 학
생들의 자기주도성과 창의성을 키워주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이와 같은 학점유연
화 계획에 있어서 학점인정 범위와 비율, 평가 형식 등과 같은 질 관리 체계 구축과 병행되
어야 고교학점제의 지향점인 학생선택에 기초한 교육과정과 학습경험의 질 관리를 통한
성장이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주주자 외(2017)에서는 학생이 주도하는 학습경험의 학점화를 “학생 자기주도 연구(self-difected study)”로 개념화
하고, 비교과에서 교양영역과 선택영역으로 학생 자기주도학습과 연구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학습 계획과 피드백, 모니터링 및 기록 담당 교사는 학생이 직접 섭외하거나, 필요한 경우 학교차원에서 제안될
수도 있으며, 개별 학생의 수요에 대한 반응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과 배움을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평가하
는 과정에서 지식을 구성하고 배움과 성장이 심화되며, 부수적으로 자율과 책임의식을 지닌 시민적 자질도 함양하
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 있다(pp. 27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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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방안에 대한 토론
손찬희(한국교육개발원)

학생 선택형 또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이를 위해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권을 보장하는 것은 고교학점제의 중요한 개념적 요건이면서 동시에 학점제 도입의 핵심적
취지이기도 하다. 사실 국가 교육과정을 상기하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은 학점제 논의 이전
에 보장되어야 할 사항이다. 최근 교육과정 운영을 포함한 전반적인 학사운영제도로서 고
교학점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더 이상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원론적
인 선언 수준에 머무르게 할 수 없다는 절박한 교육적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학교를 벗어난, 상당한 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상의 유연성(flexibility)을 요구
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당장 ‘학교 내’에서의 접근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규 교육과정에서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은 주로 학교 밖 청소년과 저학력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 일종의 ‘대안적인’ 학력인정과 과목 이수 차원으로 다루어졌다. 발제자가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시·도교육청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통해 정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이 명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이나 방안을 다루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 정책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특히 고교학점제 도입
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교학점제지원센터를 통해 정규 교육과정 운영 차원의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 방안이 연구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에 토론자는 고교학점제
맥락에서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이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하나의 방안
으로 자리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의견을 보태고자 한다.

□ 학교 밖 학습경험의 의미와 범주･영역에 대해
발제자는 학교 밖 학습경험의 의미를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
는 학생이 일정한 체계를 갖추어 이룩한 학습에 대하여 소정의 범위와 시기 내에서 교육과
정에서 제시된 과목과 단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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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과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토론자에게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과목’은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된 과목’으로 와 닿는다.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이 교육과정 선택 과목 이수에 있어 학교와 학생의 ‘자율성’을 확대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과목은 물론, 그 외의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교육과정 총론을 보면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
개설’, 그리고 ‘지역사회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 인정’이 명시되어 있다. 학교 밖 학습경
험을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과목’으로 한정하는 것은 발제자가 언급하고 있는 “학교 밖
학습경험은 학생이 다원적인 경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정규
학교 교육과정을 대체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2쪽)는 것과 상충된다. 의미
또는 개념에 대한 용어적 논쟁 차원이 아니라, 학교 밖 학습경험의 세부적인 학점 인정
방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다 세밀한 의미 또는 개념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 밖 학습경험의 범주 또는 영역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도 중요한 논의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발제자는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을 위한 일정한 요건과 체계를 언급하면서
학교 밖 학습경험의 범주 또는 범위를 ‘개별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에 규정된 이수 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학습’에 한하고, 이에 부합한 범주 또는 영역을, ‘다른 학교’, ‘지역사회 학습
장’, 그리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다른 학교’에서의 과목 이수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학교 밖 학습경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이다. 고교학점제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관련 여타 선행연구들은 물론, 교육부
의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에서도 ‘다른 학교’에서의 과목 이수는 '학교 밖‘이 아닌, ‘학교
기반’ 또는 ‘학교 간 연계’ 교육과정으로 제시되고 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역시 ‘학교
밖’보다는 ‘학교 기반’ 또는 ‘학교 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 기존 오프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보완하는 - 방법론적 접근으로 제안되고 있다. 학교 밖 학습경험의 범주 또는 영역
설정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에 발제자의 관점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학교 간 연계 교육과정이 ‘캠퍼스형 교육과정’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 편하게 수용하기 어려운 ‘학교 밖 학습경험’의 영역을 ‘학교’가
주체가 되는 교육과정 운영 방식까지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 동안 ‘우리 학교’ 학생
에게만 공개되었던 과목을 ‘타 학교’ 학생에게까지 공개한다고 보면, 학교 간 연계를 위한
협력해야 할 여러 요건들은 발생하지만 ‘학교 내’ 교육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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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방안에 대해
발제가가 제안하고 있는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방안은 전반적으로 적절한 방향
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학교 밖 학습경험을 통한 과목 이수 범위는 제한할 필요가 있으
며, 단계별로 운영 상황을 분석하여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학교 밖 학습경
험은 어디까지나 ‘학교 내’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인정 가능한
학교 밖 학습경험은 교육감이 사전 인정한 것에 국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강 시기는 학교
를 벗어난 학습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과 중보다는 방과 후, 주말, 방학 중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발제자가 제시한 방안에 의견을 더하고자 한다. 우선
앞서 토론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 밖 학습경험의 범주 또는 범위에 ‘타학교 정규 과목’
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공통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상황에서 학교 밖 학습
경험 이수 시기에 고등학교 ‘1학년’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학생 선택을 강조하지만 최소한 1학년 단계에서는 공통과목 이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
이다. 학점 인정 절차 및 기준 측면에서는 공동교육과정의 그것을 준용하는 접근이 과연
지역사회 학습장 등 학교를 벗어난 교육활동에도 적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
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학생평가 측면에서 공동교육과정에서의 평가 방식을 학교 외 ‘비정
규교육기관’의 학습과목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 학교 밖 학습경험 과목 및 프로그램 교･강사의 교원자격증 소지 여부에
대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성이 강조되는 중등교육의 특성상 정규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되
는 학교 밖 학습경험 과목 및 프로그램 교·강의 교원자격증 소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
이다. 이에 대해서 발제자는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쟁점이라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토론자 역시 이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하지
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학교 내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확대를 위해, 정규 교사의 확충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산학겸인교사 등 교원자격증이 없는 전문가
활용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학교 밖 학습경험에 대해서까지 교원자격증 소지를 전제하는
91

2018년 제2차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

것은 더욱 더 현실적이지 않다다는 것이다.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이 교육과정 운영
의 유연성을 위한 것이라면 교원자격증 소지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을 위한 제언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시·도교육청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서 명시적으로 허용
하고 있는 ‘학교 밖’, 일명 ‘지역사회 학습장’에서의 학습 이수 인정이 최근 고교학점제 도입
과 관련하여 마치 새로운 것인 양 ‘방안’으로 논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만큼 학교 현장
에서는 여전히 생소한 접근이어서가 아닐까? 이러한 시각에서 토론자는 학교 밖 학습경험
의 학점 인정 ‘방안’에서 나아가, 타 학술지 등에 게재한 원고의 내용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활성화 방안’ 차원의 제언으로 본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학교 교육과정 연계 가능한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 발굴
지역사회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학업중단 위기학생 대상의 위탁 방식의 대안교육 및 직
업교육에 치중되고, 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보다 교육과정 외 특별 프로그램에 외부
강사를 초청하거나 지역사회시설을 단체로 견학하는 등 일회성 행사 프로그램이 대부분이
라는 것은, 무엇보다 학교가 접근할 수 있는 양질의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이 한정적이라
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육프
로그램 자체가 부족한 것은 지자체 차원의 중장기적 지원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
므로, 현재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은 교육감이 직접 개설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다양한 지역기관이 운영 중인 일정 수준 이상의 과정을 위탁프로그램으로 ‘지정’하여 학생
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양적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육감
이 직접 새롭게 개설·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양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정 공모 절차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발굴의 접근이 중요하다. 지정 공모는 지역
기관이 알아서 신청하기를 기대하는 소극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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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즉, 각 지역 기관 및 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현황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시설을
‘찾아가는’ 지정 공모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발굴된 교육프로그램은 일종의 교육
자원 풀(pool)로 관리되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의 지
정을 위한 ‘지정심의위원회’는 학업중단학생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학생들도 학교 교육과정
과 연계하여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

2. 기존 평가인정 학습과정 연계
지역사회가 가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발굴을 위해서 지역기관 및 시설에 대한 개별
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시설 등에서 운영 중인 교육프로
그램을 평가인정하고 있는 타 제도와 연계한 접근이 보다 효율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교육프로그램의 양적 확대를 위해
서 기존 교육프로그램의 평가인정체제 간 연계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지정도 중요하다. 예
를 들어,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별도의 심의 없이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정규교육과정 운영
과도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평생학습계좌제는 법적 근거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 과정을 거친 학습과정으로 학교부설 교육기관, 사내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해 인
가된 시설, 직업훈련교육기관,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원격형태교육기관 등에서의 다양한
학습과정을 포함한다.

3. 학교 밖 학습경험 심의체제 마련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학교 밖 학습경험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
기 위한 심의체제는 각 학습경험을 어느 정도의 단위 또는 학점으로 인정할 것인가와 교육
과정의 어느 과목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심의하기 위한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각급 학교의 장은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조기진급·졸업·진학 평
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학교 내 심의체제 구성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학교 또는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이러한 심의체제 운영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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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전국적으로 심의의 일관성 확보를 고려해야 하므로 위탁에 의한
심의체제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4.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유연성 확보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 단위의 분절적인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탐구 학습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신설과목
개설 등 학생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의 확대를 통해 그 기반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에 맞는 교육자원이나 프로그램을 찾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교육자원과 연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과정 편성과 학사 운영을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교육프로그램을 학습경험인정을 통해 학생 맞춤
형 교육과정 운영에 활용하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교과목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을 찾는
것은 어려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기대다. 방송중 및 방송고의 학습경험인정
제와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의 대상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융통성이 있기에 가능한 접근이다. 사실 지역사회로부터의 학습경험을 특
정 교과목과 정확히 매칭하여 인정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학습경험은 극히 일부에 지나
지 않을 것이다. 현재 교육과정 총론은 학교의 자체 교과목 개설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하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교육프로그램의 특성상 전문교과나 교
양교과 개설과 연계한 활용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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