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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은 2020년 ‘샤오캉(小康) 사회의 전면적 건설’, 2050년 ‘사회주의 현
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거시 플랜에 따라 일찍이 ‘교육 현대화’라는 국가 미
래교육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왔다. 그러나 2020년 1월 시작
된 코로나 팬데믹은 중국의 교육 현실에 큰 변화를 불러옴과 동시에 교육 발
전 로드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에 코로나 팬데믹이 중국의 미래
교육 계획에 어떤 곤란과 차질, 혹은 적용과 촉진을 가져왔는지 살펴보는 일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대를 넘어 새로운 미래교육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코로나 발생 이전에 수립된 중국의 교육 발전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2020~2021년 코로나 팬데믹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 시행에 어떤 방점의 이동 혹은 속도의 조절이 나타났는지를
점검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특히 2021년 3월에 발표된 14차 5개년
(2021-2025) 계획(이하 ｢14.5｣)에 명시된 교육 정책을 통해 중국의 미래교
육 계획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어떤 진전과 굴절을 만들어냈는지 분석
하고, 상하이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현시점 교육 현대화 추진의 사례를 조
사함으로써 이를 일부 확인하였다. 또한 코로나 시대, 한중 양국의 교육 정책,
교육과정, 교육 정보화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미래교육의 설계 및 정책
시행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코로나 발생 이전 중국의 교육 발전 로드맵이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되고 실행되었는지를 두 개의 중요한 문건, 즉 2010년에 발표한 ｢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과 발전 규획 강요(2010-2020년)｣(이하 ｢교육 규획 강요｣)
와 2019년 시진핑 정부에서 발행한 ｢중국 교육 현대화 2035｣(이하 ｢교육 현
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두 문건의 발행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 규획 강요｣는 덩샤오핑 리더십을 상징으로 하는 개혁개방 30년,
즉 ‘부국(富国)’ 건설의 목표가 설정된 ‘신시기’의 교육 정책과 미래교육의 논
의를 ‘총결적’으로 담은 것이다. ｢교육 현대화｣는 12차 5개년 계획과 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실시된 ｢교육 규획 강요｣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진핑 리더
십을 상징으로 하는 ‘신시대’, 즉 ‘강국(强国)’ 건설의 목표가 설정된 현 시기의
교육 정책과 미래교육 전략을 정리해 발표한 것이다.
두 문건의 주요 방침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규획 강요｣는
과거에 교육을 ‘무산계급 정치’ 혹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봉사로만
규정하던 것에서 ‘인민’을 위한 봉사, 즉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이라는 인식
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덕(德)·지(智)·체(体)’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인재 양
성의 목적에 ‘미(美)’, 즉 예술 및 인문 교육의 영역을 추가하고, ‘사람을 근본
으로(以人为本)’와 ‘역량 교육(素质教育)’을 교육의 핵심 주제로 내세움으로써
국가 발전이 아닌 인민 발전의 교육을 표방하였다. ｢교육 현대화｣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인심을 응집하고 인격을 완성하고 인력을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인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으로 개념을 확장하고,
미육(美育)에 이어 ‘노육(劳育)’, 즉 실천 및 협업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덕(德)
지(智)·체(体)·미(美)·노(劳)’라는 전면적 발전의 5개항을 완정하게 결합하였다.
결론적으로 신시기의 ｢교육 규획 강요｣를 거쳐 신시대의 ｢교육 현대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국가 교육에 관한 당과 정부의 입장은 국가 건설을 위해
교육이 존재하는 기존의 도구적 교육관에서 교육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
이고 교육의 현대화가 곧 사회주의의 현대화라는 ‘우선적’ 교육관으로 진전
되고, 교육의 근본이 ‘사람의 육성(育人)’에 있다는 컨센서스로 명확히 정립
되고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우선적 목표도 교육의 ‘보급’에서 ‘품질’
의 문제로 이전하였으며 교육 현대화의 핵심 임무가 ‘우수 품질의 교육 체계
구축과 발전’임을 명확히 하였다.
교육 현대화가 지향하는 ‘우수 품질의 교육’은 첫째 교육의 근본을 ‘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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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立德树人)’ 즉 덕(德)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의 육성(育人)에 두고, 둘째
덕(德)·지(智)·체(体)·미(美)·노(劳)의 종합소질을 증대하고, 셋째 다양한 층차
및 유형의 교육에 부합하는 품질 표준을 제정해 학생 발전의 핵심소양 요구
를 명확히 규정하고, 넷째 초·중·고 교육과정을 과학적으로 규획하고 각각의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현대 정보기술을 충분히 이용해 그 형식을 혁신하고,
다섯째 계발식·탐구식·참여식·협력식 등의 교학 방식과 교실이동제·선택과목
제 등의 교학조직 모델을 시행해 학생의 혁신 정신과 실천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코로나 발생 이후 중국의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
다. 2020년 상반기 중국의 초·중등 교육현장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크게 동요
하지 않고 대규모 비대면 교육을 시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10년 ｢교육 규획
강요｣가 발표된 이후 2012년 ｢교육 정보화 10년 발전 규획(2011-2020)｣이
발행되면서 지난 10년간 교육 정보화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18년 발행된 ｢교육 정보화 2.0 행동계획｣은 실질적으로 13차 5개년
(2016-2020) 계획(이하 ｢13.5｣) 기간 동안 교육 현대화 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는 해당 기간 교육 관련 논문의 키워드 동향에서도 드러난 바, 특히
2020년 ‘신종 코로나(新冠疫情)’ 이슈는 ‘온라인 교육(在缐敎学)’과 매우 강
하게 연동되어 교육 정보화가 견인하는 교수·학습 방식의 변화 논의 안에서
기능했음을 네트워크 분석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방역 규율 아래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진행되는 2021년 중국의 교
육 이슈는 오히려 ‘빅테크 때리기’로 알려진 중국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 분위기 속에 ‘쌍감(双减)’ 정책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쌍감’이란
학생의 휴식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
인다는 명목으로 학교 ‘안(숙제)’과 ‘밖(사교육)’의 학업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그 자체로 교육 현대화의 핵심 내용이라 볼 수 없지만, 예컨
대 ‘역량 교육’ 등과 관련해 교육 현대화 실현의 중요한 환경 요인을 조성

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정책의 성공은 교육 현대화가 추구하는
‘높은 품질의 교육 체계 구축’에 달려 있으며, 실제 이 ‘쌍감’ 정책이 과연 그
러한 방향에 시너지 효과를 내며 전개되는지 여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하다.
결론적으로 ‘역량 교육’과 ‘교육 정보화’는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한 현 시
기 중국의 교육 현대화 담론을 이끄는 중요한 두 개의 축으로 보이며, 향후
2035년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될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두
개의 축으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한다. 다만 ｢13.5｣ 시기 교육 현대화를 추진
하는 중국 정부의 방점이 교육 정보화에 좀 더 기울어 있었다면, ｢14.5｣가 발
표된 2021년의 분위기는 반전되어 역량 교육에 좀 더 힘이 실린 상황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 같은 2020년과 2021년의 차이, 특히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여론의 변
화는 ｢14.5｣에 명시된 교육 정책의 내용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즉 현 시기 중국 정부가 내리는 대내외적 정세 판단과 그에 따른 여러 불가피
한 조정 내지 우회의 국면들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같은 변화
가 ｢교육 현대화｣ 및 그 실시 방안에 명시된 정책의 전환 내지 철회를 의미하
지는 않으며, 그런 관점에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 중국의 기초교육 대
응을 비교적 성공리에 이끈 교육 정보화 정책이 ｢14.5｣ 기간에도 여전히 중
시되며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제4장에서는 교육 현대화의 두 개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역량 교육과 교육
정보화에 집중하여 중국 교육 현대화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양상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이에 상하이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체(体)·미(美)·노
(劳)에 대한 역량 교육 현황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교육과 ‘스마트교
육 시범구(智慧教育示范区)’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중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체(体)·미(美)·노(劳) 영역
에서의 역량 교육 가운데 현재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단연 체육(体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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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의 체력 증진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체육
교육은 교과의 핵심역량에 정신력(意志品质), 좌절을 이겨내는 능력, 규율 의
식(规则感), 굴복하지 않는 정신 등을 의미하는 ‘체육품성(体育品德)’을 포함
시키고,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오래도록 즐길 수 있는 운동 종목을 가르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체육 필수과정 안에 운동 종목을 개개인이 선택
할 수 있는 필수선택과정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학생의 운동 경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미육(美育)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를 특정 교과에 제한하지 않고 덕
(德)·지(智)·체(体)·노(劳) 등의 다른 영역과 융합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
다. 즉 각 교과에서 예술 정신과 심미적 특성을 구현하는 풍부한 예술 교육자
원을 발굴하고 이를 예술 교육 콘텐츠에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예술을 주제로
한 학제적 교육을 전개하는 한편 이를 인문 교육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는 미
육(美育)이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창의적 인재의 육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실
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과거 종합실천교육의 일부였던 노육(劳育)은 2020년 일반 고등학교 교육
과정부터 필수과정으로 규정되었다. 노육(劳育)은 교과서를 통해 노동 이론과
기술을 가르치기보다는 실습과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기업 간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노육(劳育)의 공간
또한 다양한 협력 관계를 통해 학교 외부로 확장되고 있으며, 인터넷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 공간 또한 노육(劳育)과 결합하여 노동 실천과 협업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중국 교육부의 교육 정보화 정책에 긴밀하게 호응
하고 있었던 상하이시 교육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교육부의 지침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다양한 온라인 학습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뎬신(电信), 롄퉁(联通),
이둥(移动)과 같은 대표적인 이동통신사는 자체 앱을 통해 공적 자원을 아낌
없이 지원했다. 상하이시 교육위원회, 시 정부 관계부처, 개별 학교, 민간

기업의 긴밀한 협력과 다각적인 노력 속에 전체 상하이시 143.5만 명의 초·
중·고등학생은 2020년 3월 2일부터 집에서 순조롭게 대규모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상하이 웨이샤오(上海微校, smile.shec.edu.cn)’는
상하이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市)급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2020년 9월
2일 전 상하이시의 등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매일 15~20만 명에
가까운 학생이 여전히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교육 정보화 정책은 온라인 교육의 보급과 관리, 교수·학습 방식의 혁신
외에 교육 거버넌스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2018년 ｢상하이시 교육 정보화
2.0 행동계획(2018-2022)｣이 발표된 이래 교육 정보화 프로젝트 거버넌스
최적화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정무 서비스의 ‘원스톱 처리(一网通办)’가 추진
되었으며, 예컨대 상하이시 교육위원회는 공식 위챗 계정 ‘상하이교육(上海教
育)’(ID: SHMEC-xwb)에서 ‘수신판(随申办)-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하이시에서도 민항구는 일찍부터 교육 정보화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13.5] 기간 ‘교육 정보화’를 자신의 브랜드로 특화해갔다. 그 결과 중국 교육
부의 2019년 제1기 스마트교육 시범구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 후
교육 정보화 사업에 질적 도약을 보였다. 민항구는 대규모 능력별·수준별 맞
춤형 교육(因材施敎)을 실시하고, 개성화된 학습과 스마트한 서비스 실천을
강조하는 ‘1258 프로젝트’를 개념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중 양국의 교육 정책,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 정보화 정책
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코로나 시대의 한중 교육 정책과 관
련하여 최근 양국이 발표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 시안｣(이하 ｢10대 정책과제｣)과 ｢교육 현대화 추진 가속화 실시 방안｣
의 10대 중점 임무를 비교하였다. 이 가운데 교원제도, 고등교육 발전, 직업
교육 내실화, 교육 정보화 등의 주제는 양국의 정책 목표가 유사하였다. 이는
당대의 이슈와 당면과제에 대한 동시대인의 컨센서스에 따른 자연스러운 귀
결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은 단일 리더십의 단일 정권 체제를 갖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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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교육 정책에 있어 초당적 권위를 갖는 강령성 문건을 제작하고, 이로
부터 정책 수립 및 추진의 거시성과 장기성이 보장된다. 또한 성급 지방 정부
의 국가적 규모로 인하여 중앙과 지방 정부 사이에 통괄적 관리와 자주적 방
임의 교차 공간이 존재하는 바, 중앙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지방
정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백년지계로 불리는 교육 정책 수립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국가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교육 발전
로드맵과 지속적인 교육 개혁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정권에 상관없이 추진될
수 있는 합의와 지원의 보장 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동시대의 이
슈와 과제, 돌발적 위기 대응이라는 공통점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2019년에 발표된 ｢교육 현대화｣는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미래 사
회의 변화를 ‘교육 정보화’라는 항목으로 강하게 반영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교육 현대화’의 내용은 코로나 이후 세계 대변화의 국면들을 좀
더 확장해 반영하며 진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예컨대 탄소중립과 에너지 구조
전환과 관련된 ‘생태문명 건설’ 같은 아젠다는 미육(美育) 또는 노육(劳育) 등
과 결부되어 ‘역량 교육’의 중요한 테마로 부각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교육 정보화 관련 정책이
추진 중이다. 코로나 시대 세계의 변화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교육의 본질이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보
다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비교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국가 수준에
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의 기본 지침을 정부가 정하는데, 양국은 모두
역량을 중시하고 있다. 한국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
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공통적인 핵심역량으로 제시하고, 교과별로도 교과역량을
제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위하여 우선 핵심역량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중 ‘의
사소통’을 ‘협력적 소통’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
심역량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핵심역량과 더불어 ‘기초소양’을 제시하고 교
과역량에 반영하도록 하였는데, 기초소양이란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이다. 중국도 2017년 일반고 교육과정 총론
에서 ‘학생들의 종합적인 소양(综合素质)을 한 층 더 키우고 핵심역량(核心素养)
발전에 주력’한다고 하여 핵심역량을 강조하였고, 교과별로도 교과역량을 제시
하였다. 2020년 5월에 고시된 2017년 개정 교육과정 수정판에서는 핵심역
량에 대한 중시가 유지되는 가운데 노동 교육의 중요성을 이전보다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의 한중 교육 정보화 정책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
다. 한국 교육부는 2021년 4월 ‘미래형 교육과정(안)’을 발표하여 ‘디지털 기
반 교육을 통한 미래교육 여건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교육 정
보화를 통해 ‘교수·학습 영역을 확장’하고 학생에게 맞춤형 개별학습’을 지원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정
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모든 초·중·고에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2023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그린스
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 첨단 지능형(스마트) 환경의 스마트교
실을 구축할 것을 밝혔다.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자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 등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교육 정보
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에듀테크 기업을 적극 활용하여 ‘학교-기업-정부’
가 연동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최근 ‘공동부유’론이 대두하면서 정책 방
향이 전격적으로 전환되었다. 즉 독점적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
고, 국가 주도로 클라우드를 건설하여 민간 기업이 독점하던 빅데이터를 국가
가 구축,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플랫폼은 개인정보 및 교육 관련 각종
정보 등 민감한 자료가 모여 빅데이터가 형성되기 때문에 국가의 관여가 필
요하다. 중국처럼 국가가 주도하여 빅데이터 관리 및 플랫폼 구축까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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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장악할 것인지, 국가의 감독 하에 민간 기업에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 결과로 다음 세 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네 가지
후속 과제를 제안하였다. 정책 제언의 첫 번째는 ‘우수 품질 교육을 위한 교
육과정 정교화’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중국 교육
현대화 2035｣의 10대 전략 임무 중 두 번째 임무인 ‘세계 선진 수준의 중국
특색 우수 품질의 교육을 발전’시킨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세계 선
진 수준의 중국 특색 우수 품질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히 ‘교육과
정·교과서 체계 구성 강화: 초·중·고 교육과정을 과학적으로 규획하고 각각
의 교육과정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현대 정보기술을 충분히 이용하고 교육과
정 형식을 풍부하게 혁신’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서 표준(성취기준)과 학업품질을 규정하여 학습의 질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중국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내용이 매우 상세할 뿐만 아니라 교육이 추구할
학습품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등급을 나누어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으로 명시하
고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과 평가가 정확하고 통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학습 격차와 학습 부진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금, 학습 격차를
줄이고 학습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이 발표되고, 이에 따라 교과
교육과정 개정을 개발하는 시점에서 교육과정 문서에 교육 평가에 대한 명확
한 기준과 정의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교육계의 화두를 대학 입시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의 품질을 논의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교육의 질, 교육 품질
제고에 대한 논의로 교육의 주제를 전환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정책 제언은 ‘교육에서 통합적 시각을 견지하는 인문소양 교육 활
성화’이다. 2020년까지 ‘교육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인력자원 강국
의 대열에 진입하겠다는 ｢교육 규획 강요｣의 로드맵은 ‘사람을 위한 사람의
교육’을 표방하는 것이다. 이 같은 교육 전략은 ｢교육 현대화｣에도 지속되어,

교육의 근본을 ‘입덕수인(立德树人)’ 즉 덕(德)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의 육성
(育人)에 두고, 덕(德)·지(智)·체(体)·미(美)·노(劳) 종합소질의 증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 정부에서도 정서적 소양이나 인성교육과 관련
한 정책이 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동체 가치 함양과 역량 강화
를 위해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하여 평화, 인성교육, 인문학적 소양 교육 등 내
실화’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미래 사회를 대비한 핵심역량이 교과 교육과정에
서 교과역량으로 구현되면서 여전히 교과 위주의 주지적 교육으로 전개될 수
밖에 없으며, 주로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과 기능 습득에 강조점이 두어지고
있다.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정서적 소양은 홀대되는 느낌이며 학생들의 전면
적인 발전을 위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덜 보인다. 각 교과에 걸쳐서 적용할 수
있는 인문소양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접근을 교과교육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세 번째 정책 제언은 ‘교육용 통합플랫폼의 교수·학습 지원 기능 내실화’이
다. 중국 당국은 ‘2020 중국 교육 정보화 10대 키워드’ 가운데 하나로 ‘산-교
융합의 스마트교육(产教融合的智能教育)’을 제시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민간
에듀테크 기업과의 협조를 목표로 삼았다. 우리 교육당국도 K-에듀 통합플랫
폼을 구축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를 표방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인공지능 교원 역량 강화 연
수에도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 정보화 정책에서 학생의 개별 맞춤형
성장 지원은 중요한 의제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K-에듀 통합플랫폼의
교수·학습 지원 기능을 내실화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과거 콘텐츠 소비
의 방식은 소비자가 콘텐츠 개발물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수동적 존재에 머
물렀다면, 미래 사회에서는 콘텐츠 효과성 측정 결과가 다시 콘텐츠 개발자에
게 전달되는 피드백의 흐름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용 콘텐츠 소
비의 변화 방향을 고려할 때, 미래 사회 교수·학습 지원 플랫폼은 품질 관리·
유통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용자와 개발자 간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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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를 바탕으로 교육용 콘텐츠가 수정·보완되는 과정을 거치게 하고, 이를
점검·인증함으로써 질 높은 콘텐츠 개발을 위한 환류체계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후속 과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인재상을 논의하는 교육계에서
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간성을 재정의하고, 팬데믹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정신건강과 웰빙을 위한 교육 정책을 마련할 기초 연구가 필요
하다. 둘째, 코로나로 인해 촉발된 디지털화 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교육계에
서 디지털화의 가속에 따른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의 정교한 연구가 시급
하다. 교과 교육의 측면에서 ‘최신 디지털 기술 활용의 숙련도가 창의융합적
문제해결(사고)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가’, ‘이를 촉진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교과 특성에 기반한 기초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최근 중국의 교육 관련 논문 키워드의 출현빈도를 살펴보면, ‘온라인
교육(在缐敎学)’과 ‘블렌디드 러닝(混合敎学)’이 빈도수 최상위권 키워드로
부상하였다. 블렌디드 러닝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불가피하게 모든 현장에
도입됨에 따라, 미래 사회의 적합한 교수·학습 모형 및 기존의 오프라인 교실
수업에 대한 혁신 방안으로서 블렌디드 러닝의 교수·학습 적용 방안이 연구
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의 혐중(嫌中) 정서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
하다. 과거 중국에 대한 이해가 일부 관련 업종 종사자나 연구자들에 국한되
어 있었다면, 현재의 중국은 한국과 경제, 정치, 문화 등 거의 대부분의 방면
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개개인의 삶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우리 각자의 중국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고 절실해진
상황이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절대다수가 혐오의 감정과 편향된 시각으로 중
국을 재단하는 것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중국 전
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 일선에서 중국에 대한 시각을 객관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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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 연구 및 차별성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2020년 1월 23일 중국의 우한(武汉) 봉쇄로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한 2021년 현재까지도 그 종료를 장담하기 어렵다.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은 글로벌 경제와 산업에 큰 영향을 미
치면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인공지
능, 로보틱스,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막연한 미래 사회의 일로 느껴지던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기술과 이슈들이 팬데믹을 계기로 한층 더 가까
이 사람들의 삶 안으로 접근하면서 교육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팬데믹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분야 중 하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1) 다른 국가와 대비해서 심각한 락다운 국면으로
치닫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의 대면 등교 수업은 전면적으로 중
단되었다. 교실이 문을 닫고 비대면, 온라인, 원격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
교와 교사의 역할이 변화되고 수업 형태와 학습 양상에도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우리나라는 이 과정에서 학교의 역할 중 돌봄 기능에 대한 중요
성이 강조되고,2) 교육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3) 교육부가 2021년
2학기에는 전면적인 등교 수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구체적인 방

1) “교육부 누리집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국에서 약 2억 명의 학생이 온라인 수업에 참여했다. 교육
부는 이번 사태를 ‘대규모 온라인 교육 실험’이라고 했다. 이 실험으로 온라인 교육 트래픽이 급증했고, 1000억
위안(약 17조원) 규모의 교육 정보화 시장에 불을 붙였다.” ｢[이슈] 코로나 시대 중국 온라인 교육-알리바바·
텐센트 플랫폼 공립학교 장악｣(2021. 1.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5. 18).
2) 한국리서치, ｢코로나 시대, 학교의 역할 및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 조사｣, 2021(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5. 20).
3) 계보경 외(2020).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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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고민 중에 있다.
공교롭게도 중국에 있어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은 ‘두 개의 백년’이
라는 거시적 국가 아젠다가 설정된 중요한 마디가 되는 해였다. 13차 5개년
(2016-2020) 계획(이하 ｢13.5｣)이 마무리되면서 ‘샤오캉(小康) 사회의
전면적 건설’이라는 첫 번째 백년의 목표가 완수되고, 2021년부터 14차
5개년(2021-2025) 계획(이하 ｢14.5｣)이 시작되면서 두 번째 백년의 목
표인 2050년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향한 새로운 30년 ‘분투’의
첫 발걸음을 떼어야 하는 시기였다.4)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두 개의 백년’ 거시 플랜에 따라 일찍이 국가 미
래교육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두 개의 중요한 강령성 문건을 발표한 바
있다. 첫 번째 문건은 2010년 후진타오 정부에서 발행한 ｢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과 발전 규획 강요(2010-2020년)｣(이하 ｢교육 규획 강요｣)로,
이는 샤오캉 사회가 전면적으로 건설되는 2020년에 교육 현대화를 기본
적으로 실현해 인력자원 대국에서 인력자원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목표
로, 교육 발전의 임무와 체제 개혁의 내용을 각 영역별로 밝혀 놓은 것이
다. 두 번째 문건은 2019년 시진핑 정부에서 발행한 ｢중국 교육 현대화
2035｣(이하 ｢교육 현대화｣)로, 이는 사회주의 현대화가 기본적으로 실현
되는 2035년에 교육 현대화를 총체적으로 실현해 인력자원 강국에서 교
육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목표로, 교육 현대화의 주요 발전 목표와 전략
임무를 밝혀 놓은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은 이 같은 중국의 교육 발전 로드맵, 즉 교육 현
대화 실현을 위한 계획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4) 박지현(2021),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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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교육 규획 강요｣의 목표를 완수하고 본격적인 ｢교육 현대화｣의
목표로 나아가는 데 어떤 곤란과 차질, 혹은 적용과 촉진을 가져왔는지
살펴보는 일은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 시대를 넘어 새로운 미래교육 전환
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예컨대 중국 정부가 교육 현대화의 주요한 방법론으로 생각하고 추진
하는 ‘교육 정보화’는 팬데믹 상황에서 중국의 초·중등 교육현장이 크게
동요하지 않고 비교적 차분하게 원격 수업 체제를 가동해 대응할 수 있었던
중요한 토대가 됨으로써 정책 추진의 더 큰 확신과 명분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팬데믹 상황에서 ‘수업은 멈춰도 학업은 멈출 수 없다(停课
不停学)’는 기치 아래 대규모 랜선 수업을 가능하게 한 것은 중국 교육부가

운영하는 ‘국가 초·중·고 네트워크 클라우드 플랫폼’(ykt.eduyun.cn)과
‘베이징디지털스쿨’(bdschool.cn) 같은 국가 및 각 성(省)과 시(市)급의
교육 공공서비스 플랫폼이었다.5) 우리나라 교육부도 ‘코로나 이후,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하면서 ‘K-에듀 통합플랫폼’ 사
업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의 교육 정책과 비교하여 적절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중국 정부가 교육 현대화의 주요한 내용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는
‘역량 교육(素质教育)’6)과 ‘사람의 전면적 발전’은 팬데믹 상황에서 쉽지
않은 국면을 맞고 있다. 실제로 팬데믹 이후 중국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주된 정책 관리 분야는 ‘학교 방역’과 ‘학업 부담 경감’에 관한 것으로 교육

5) 손민정 외(2020), p. 73.
6) 중국에서 ‘素质教育(소질 교육)’은 ‘应试教育(응시 교육)’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시험을 위한 ‘지식 습득’이 아닌
학생의 ‘자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지칭한다. 사상 및 도덕의 자질, 종합적 능력의 배양, 개성의 발전,
신체 및 심리 건강을 중시한다. 본고에서는 이 개념이 현재 우리나라의 ‘역량 교육’ 개념에 상응한다고 판단해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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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의 궁극적 목표인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한 힘 있는 정책 지원과
추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의 교사들은 교육 현대화의
내용과 방향을 담은 새로운 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으며, 향후 이 같은 노력이 실제 중국에서 ‘높은 품질의 교육 체계’
구축으로 이어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향후 어느 시점에 코로나는 종식될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가 종식되어
도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교육이 요청되는 지금, 어떤 준비와 행동이 필요한
지 중국의 변화 노력과 대응의 사례를 살펴 그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
석함으로써 좀 더 나은 미래교육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데 다양한 시사점과
교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코로나 발생 이전에 수립된 중국의 교육 발전 로드맵의 구
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2020~2021년 코로나 팬데믹 과정을 거치는 동
안 그 시행에 어떤 방점의 이동 혹은 속도의 조절이 나타났는지를 점검하
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021년 3월에 발표된 ｢14.5｣에 명
시된 교육 정책을 통해 중국의 미래교육 계획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
서 어떤 진전과 굴절을 만들어냈는지 분석하고, 상하이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현시점 교육 현대화 추진의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이를 일부 확
인하였다. 또한 코로나 시대, 한중 양국의 교육 정책, 교육과정, 교육 정
보화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미래교육의 설계 및 정책 시행에 유
의미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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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구성하였다.
첫째, 제2장에서는 코로나 발생 이전 중국의 교육 발전 로드맵을 살펴
보았다. 우선 ｢교육 규획 강요｣를 분석하고 그 배경과 의미, 교육 방침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육 규획 강요｣는 덩샤오핑의 리더십을 상징
으로 하는 개혁개방 30년, 즉 ‘신시기’의 교육 정책과 미래교육 논의를
총괄적으로 담아 2020년까지 추진해야 할 중장기 교육 발전의 임무와 체
제 개혁의 내용을 밝힌 것이다. 이를 통해 인력자원 대국에서 인력자원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목표 하에 교육의 보급과 격차 해소 등, 이후 본
격적으로 추진될 교육 현대화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데 우선적인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 현대화｣를 분석하였다. ｢교육 현대화｣는 시진핑 리더
십을 상징으로 하는 ‘신시대’의 교육 정책과 미래교육 전략의 대강을 밝
혀 놓은 것으로, 2035년까지 교육 현대화를 총체적으로 실현해 교육 강
국으로 진입함으로써 2050년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견실
한 기초’를 닦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교육 규획 강요｣에서 ｢교육
현대화｣로의 변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과거 국가 건설 중심의 교
육에서 인민 발전, 즉 사람 중심의 교육으로 변환하겠다는 정책 의지의
표출이라 할 수 있으며,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
의 개념이 점차 구체화되고 상세화되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제3장에서는 코로나 발생 이후 중국의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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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중국 교육부는 2020년 12월 ｢13.5｣의 국가 교육 개혁 발전
의 성과를 브리핑하면서 이제 교육이 ‘보급(有学上)’에서 ‘품질(上好学)’
의 문제로, 즉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의 시대로 전환됨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2021년 3월에 발표된 ｢14.5｣의 교육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교
육 현대화 추진의 정책들이 다소 속도감을 늦춘 인상을 주고 있다. 주목
할 것은 팬데믹 초기 전격적인 비대면 원격 수업 체제가 가동되면서, 특
히 교육 정보화와 관련된 이슈에 열띤 반응이 일어났던 2020년 상반기와
달리, 방역 규율 아래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진행 중인 2021년에는 정부
가 주도적으로 ‘쌍감(双减)’ 정책과 같은 이슈를 부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과제 부담과 학교 밖 사교육 부담을 경감한다는
‘쌍감’ 정책은 교육 현대화 추진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없지만 주요한
환경 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먼저 팬데믹 아래 중국 기초교육의 대응과 과제로
서 코로나와 관련된 교육 이슈와 담론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쌍감’ 정책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14.5｣에 나타난 교육
정책의 함의를 분석하고 교육 정책의 주요 키워드와 방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2035년까지 본격적인 중국의 미래교육 발전의 전략으로 추진될 교육
‘현대화’의 담론적 의미를 살펴보고 그 추진 및 시행에 있어 ‘역량 교육’과
‘교육 정보화’가 왜 가장 중요한 축이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논하였다.
셋째, 제4장에서는 중국 교육 현대화의 현황을 상하이시 중·고등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양상을 전망하였다. 사례 분석과 전망은
교육 현대화의 두 개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역량 교육과 교육 정보화로 나누
어 진행하였다. 중국에서 역량 교육에 관한 관심과 논의는 ｢교육 현대화｣
이전부터 활발했는데 특히 2012년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인재 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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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입덕수인(立德树人)’의 개념이 크게 부각되면서 2014년에 ‘중국
학생 발전 핵심소양’이 발표되는 등,7) 학교 교육이 단순한 지식의 전수가
아닌 ‘사람’의 육성(育人)과 사람의 ‘전면적 발전’을 중심에 두고 설계되
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확산되었다. ｢교육 현대화｣에서 주목해야 할 점
은 ‘사람의 전면적 발전’의 요소로 ‘덕(德)·지(智)·체(体)·미(美)·노(劳)’의
5개항이 비로소 완정하게 결합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교
육 현대화의 역량 교육에 대해 살펴보되, 특히 이전부터 꾸준하게 언급되
어 온 덕육(德育)과 지육(智育) 외에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체육(体育), 미육(美育), 노육(劳育)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교육 정보화 역시 ｢교육 현대화｣ 이전부터 활발히 추진된 정
책이었는데 2018년 ｢교육 정보화 2.0 행동계획｣(이하 ｢정보화 2.0｣)이
발표된 이후로 교육 정보화 사업의 질과 양태가 변화하게 되었다. 중국에
서 교육 정보화 사업은 애초에 ‘격차 해소’의 유력한 방법론으로 정책화
되고 추진되었다. 예컨대 도시 지역 학교의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향촌
지역의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정책 추
진의 대표적인 논리였다. 그러나 교육 현대화 실현에 있어 교육 정보화는
‘지식 정보’에서 ‘지능 정보’, 즉 ‘인터넷 플러스’에서 ‘인공지능 플러스’
시대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서,8) 단순한 격차 해소의 방법론이 아
닌 새로운 교육·교학 모델과 교육 거버넌스 혁신의 방법론으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상하이시 중·고등학교의 교육 정보화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이 같은 정책 방향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며
어떤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지 조사하였다.

7)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教育部关于全面深化课程改革 落实立德树人根本任务的意见｣, 2014(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3).
8) 손민정 외(2020),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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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제5장에서는 한중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코
로나 시대에 양국의 교육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팬데믹을 맞아 정부가 교
육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응과 정책을 추진하고 미래교육의 전환을 논의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교육의 구체적인 강령이자 지침인 교육
과정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양국이 교육의 근간을 무엇으로 삼고 미래 사
회를 준비하고자 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에 한국
의 교육 정보화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 중국의 교육 정보
화 정책과 비교함으로써 코로나로 인해 촉발된 교육의 변화가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예측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섯째, 최종적으로 연구 내용을 요약하여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고
후속 과제를 제안하였으며, 코로나 시대의 교육과 관련한 정책 제언을 제
시하였다. 현 시기 중국의 교육 개혁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의 교
육이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크게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
기 때문이다. 새로운 글로벌 표준의 경쟁에서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
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중국의 미래교육 로드맵은 상당히 구체적이
고 실천적이다. 문제는 이것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소화되고 수용되느
냐인데, 실제 교육현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은 코로나라는 동일한 시
대적 과제를 안고 미래교육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우리나라에 적지 않
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나. 연구 방법
첫째, 문헌·자료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헌연구는 ｢교육 규획 강요｣와
｢교육 현대화｣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온라인 기사
와 학술 자료, 기관 보고서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였다. 이들 문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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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현대화의 배경과 정책, 실제 학
교 교육의 내용과 사례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였다.
둘째, 빅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교육계의 이슈와 여론을 최대한 정확하고 광범위하게 파악하기
위해 중국의 대표적인 학술 및 저널 문헌자료 플랫폼인 중국지식네트워
크(中国知网, cnki.net)에서 관련 키워드 데이터를 추출하여 기본적인 트
렌드 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시각화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교육계의 반응과 쟁점의 양상을 살펴보고, 실제 교육
현대화의 생태계가 어떻게 조성되고 변화하는지 분석하였다.
셋째,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협의회를 활용하였다. 특히 빅데이터 분
석과 시각화 방법론을 활용하기 위해 분석 과정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중국의 교육 및 교육 현대화 관련 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한중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중국 전문가 및
교육 관련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넷째, 현지 조사의 일환으로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코로나 시대
에 중국의 교육 및 교육 현대화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제적으로나 문
화적으로 가장 선도적인 상하이시를 중심으로 교사 및 학부형 등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고 학교 교육현장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림 1-1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연구
내용

코로나 발생 이전
중국의 교육 발전
로드맵

연구
방법

코로나 발생 이후
+ 중국의 교육 발전
방향

중국의 교육
+ 현대화의 현황과 +
전망

한중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 문헌·자료 연구
⚫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협의회
⚫ 화상 인터뷰
⚫ 빅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방법을 통한 트렌드 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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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정책 제언

3. 선행 연구 및 차별성
가. 선행 연구
표 1-1

번호

1

주요 선행 연구
구분

내용

과제명

권점례 외(2020). COVID-19 대응 온라인 개학에 따른 초, 중, 고등학교 원격 수업 실태 및
개선 방향 탐색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론
과제명

2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론

3

∙ 문헌연구
∙ 면담

∙ 설문조사

손민정 외(2020). 중국의 인공지능(AI) 교육 동향 탐색
∙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배경과 개념 정리
∙ 국가 전략으로서 ‘차세대 인공지능’과 ‘교육 현대화’의 맥락 속에서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 분석
∙ 중국의 인공지능 교과서를 분석하고 기업과 지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교육 현황 조사
∙ 한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과 정책 제안
∙ 문헌·자료 연구
∙ 정책협의회
∙ 정보 교사 세미나

∙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 전문가 포럼
∙ 교사 워크숍

과제명

박지현(2021). 중국의 교육 현대화와 인공지능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 중국의 교육 현대화 개념의 형성과 발전 탐색
∙ 중국의 인공지능 전략과 교육 관계 분석
∙ ‘인공지능+교육’의 의미와 전망 탐색

연구방법론
과제명

4

∙ 우리나라와 미국 애리조나 주를 중심으로 국내외 원격 수업 운영 기반 탐색
∙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 원격 수업 운영 실태와 사례 조사
∙ 원격 수업 안착을 위한 개선 방향과 정책 제언 도출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론

∙ 문헌연구
교육연구 편집부(2020), 2019 중국 교육연구 최전방과 이슈 연차보고서(2019中国教育
研究前沿与热点问题年度报告)

∙ 신중국 수립 70주년이자 2035년 교육 현대화를 향한 새로운 노정을 여는 2019년 교육
정책의 핵심 이슈를 11가지로 정리.
∙ 2019년 시진핑의 교육 관련 중요 논설 요점 정리.
∙ 교육대국에서 교육강국으로 나아가는 신중국 수립 후 70년간의 교육개혁 발전을 역사적
으로 고찰
∙ 입덕수인의 실현은 덕·지·체·미·노/ 대학·중고등·초등·미취학/ 학교·가정·사회의 체계
화에 방점이 찍힘.
∙ 인공지능이 교육에 가져온 변화 및 그 한계 고찰.
∙ 문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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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번호

계속
구분
과제명

5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론

6

∙ 문헌연구
∙ 해외 방문 및 면담 조사
∙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협의회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 정보기술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교육 정보화를 통한 교육 현대화의
전면적 추진은 이미 중국 교육사업 개혁 발전의 전략적 선택이 되었음. 미래 불확실성의 시대
에 정보기술은 더 이상 교육의 도구나 방법을 바꾸거나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혁신하
는 방법론이 될 것임. 이에 ｢중국 교육 현대화 2035｣에서 제시된 교육 현대화의 10대 전략
임무 가운데 8번째 항목 “정보화 시대 교육 변혁을 가속화한다”, 즉 ‘교육 정보화’의 개념과
발전 전망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개혁개방 이래 교육 정보화 정책을 3단계로 나누어 검토
∙ ｢중국 교육 현대화 2035｣에 나타난 교육 정보화 개념 고찰
∙ 2035년 교육 정보화의 5가지 발전 전망과 핵심 조치 제시
∙ 문헌연구

과제명

张广斌(2019), 인공지능시대 기초교육과정 현대화 패러다임 전환의 인식과 사고(人工智能
时代基础教育课程现代化转型的认识与思考)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인한 스마트사회의 도래는 기초교육과정 현대화의 새로운 계기를 제
공하는 동시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기초교육과정은 인공지능 시대 스마트사
회에 적응하는 신인류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함
∙ 인공지능시대의 배경 고찰
∙ 가치관, 도구적 물질성, 제도 건설, 실시 주체 등의 측면에서 인공지능시대 기초교육과정
현대화의 구조적 양태를 분석
∙ 인공지능 시대 기초교육과정 현대화의 새로운 특징 정리 및 실시방안 모색
∙ 문헌연구

과제명

박성일, 박정환, 정동욱(2006), 중국의 기초교육정보화 현황과 특징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 2000년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기초교육정보화 추진 현황 고찰
∙ 기초교육 단계의 정보기술 교육, 관련 제도와 정책 및 문제점 분석

연구방법론
과제명
9

∙ 미국, 독일, 핀란드, 일본, 싱가포르, 중국과 국제기구(OECD와 UNESCO)의 지능정보사
회에 대응하는 교육혁신 관련 주요 정책 동향 탐색
∙ 지능정보사회에서 교육의 과제로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변화주도역량교육(창의융합교
육), 변화적응교육(ICT 등 정보역량교육), 학습자 맞춤형 교육, 교원교육(교육지원)과 관련
한 실천 사례를 발굴, 심층 분석.
∙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을 위한 정책 제언

孙立会 외 2인(2019), 2035를 향한 중국 교육 정보화 발전 전망도―｢중국 교육 현대화 2035｣에
근거한 묘사(面向2035的中国教育信息化发展图景—基于《中国教育现代化2035》的描绘)

연구방법론

8

정광희 외(2017), 글로벌 교육동향 연구(V):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동향

과제명

연구방법론

7

내용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론

∙ 문헌연구
김영환, 이서연, 주기언(2014), 중국 초·중등 교육정보화 연구 동향 분석(1999 ~ 2013)
∙중국내 초·중등 교육 정보화 관련 연구 동향 분석
∙ CNKI에 1999년~2013년 탑재된 기초교육정보화 관련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 506편을
9가지 세부영역의 내용적 특성과, 연구 방법과 관련한 7가지 하위범주에 따라 그 빈도를 분석
∙ 문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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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표 1-1

번호

구분

내용

과제명

박은경(2020), OECD 미래 학교교육 시나리오와 시사점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10

연구방법론

∙ 2020년 OECD에서 발간한 보고서 “Back to the Future of Education: Four OECD
Scenarios for Schooling”에 제시된 네 개의 미래 학교교육 시나리오에 대한 소개
∙ 각 시나리오에서 현재의 학교교육을 특징짓는 요소들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
∙ 미래 학교교육에 대한 구상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일곱 쌍의 대립하는 가치들을 제시
∙ 미래 학교교육의 방향 및 시사점 도출
∙ 문헌연구

나. 본 연구와 선행 연구의 차별성
표 1-2

본 연구와 선행 연구의 차별성

구분

내용

연구목적 및
내용의 차별성

∙ 지금까지 중국 연구에 있어 교육의 전반을 살펴보는 연구는 거의 없었음. 중국의 ‘두 개의 백년’
목표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2020년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이 ｢13.5｣로 마무리되고,
두 번째 목표에 해당하는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 새로이 ｢14.5｣와 함께 시작되는
2021년에 중국의 미래교육 설계를 전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요구됨.
∙ 지금까지 중국 교육에 관한 연구는 주로 대학 교류나 인재 양성 방안 등 비교적 미시적인 영역에서
의 한중 비교 연구가 주를 이룸. 중국 정부가 ‘사회주의 현대화’ 목표 달성의 기본 전제이자 주요한
경로로 ‘교육의 현대화’를 설정하고, 이제는 교육의 ‘보급’에서 ‘품질’의 개혁으로 교육 현대화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고 있는 만큼, 사회, 도덕, 산업, 기술 등과 연동된 보다 거시적인 관점의 교육
정책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는 정책 분석과 함께 교육현장의 사례와 이슈를 살펴보는 만큼, 정책의 시행과 수용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주의 깊게 보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현실적이고 심도 있는 시사점 도출과 정책
제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연구방법론의
차별성

∙ 빅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방법 활용
∙ 정책 분석과 현장 사례 조사의 결합
∙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융합 연구

기타 차별성

∙ 본 연구는 중국의 교육 및 정책 연구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중국 리터러시와 실사구시 태도를
중시하며, 미래교육의 개념과 방법에 관한 학술 프레임을 구축하고 심화하기보다는 실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미래교육이 무엇이며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고민하고 탐색하는 정책 기여도 제고에 주된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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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코로나 발생 이전 중국의
교육 발전 로드맵

1. ｢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과 발전 규획 강요(2010-2020년)｣ 분석
2. ｢중국 교육 현대화 2035｣ 분석
3. 정책 시행의 내용

제2장에서는 ‘부국’ 건설의 ‘신시기’에 수립된 교육 발전 로드맵인 ｢교육
규획 강요｣(2010)와 ‘강국’ 건설의 ‘신시대’ 교육 발전 로드맵인 ｢교육
현대화｣(2019)를 비교 분석하고, 2010~2020년 사이 실제 어떤 교육 정
책들이 시행되었는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두 문건 사이에 어떤 계승 발
전의 관계가 있고 어떤 변화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두
문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중국 교육 발전 로드맵의 핵심적인 변화는
교육의 ‘보급’에서 ‘품질’로의 전환이며, 국가 건설에서 인민 발전, 즉 ‘사람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1. ｢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과 발전 규획 강요(2010-2020년)｣
분석
가. 배경과 의미
2010년은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의미 있는 위상의 변화가 일어난 해이
다. 미국 주도의 세계화 국제 분업 구조 속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의 주요 생
산 거점으로 성장한 중국이 명목 GDP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G2’란 용어를
확산시킨 해이다.9) 그해 7월 29일 중국은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주목할
만한 국가 중장기 교육 발전 로드맵을 발표하는데 중공중앙과 국무원 명
의로 발행된 ｢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과 발전 규획 강요(2010-2020년)｣
(이하 ｢교육 규획 강요｣)가 그것이다.10)

9) 미국과 중국 또는 미중 관계를 의미하는 ‘G2(Group of two, 两国集团)’란 용어는 프레드 버그스텐(Fred
Bergsten)에 의해 2005년 처음 제기되어 오바마 행정부 초기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 등에 의해 사용되었다. 용어에 담긴 정책 제안 상의 의미에 대해서는
Bergsten, C. Fred(2009), pp. 169-170 참조. 이 용어는 미국과 중국 모두 공식적인 외교 채널에서 사용하지
않으며 전문적인 학술 논의의 전개보다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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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장 70조 약 27,000자에 이르는 이 대규모의 강령성 문건은 ‘백년
대계의 근본은 교육’이라는 인식 하에, 2020년과 2050년 ‘두 개의 백년’11)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자 경로로서, ‘교육의 우선적 발전과 현대화
수준의 향상’을 강조하고12) 그 영역별 과제와 노선을 제시한 것이다.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8차 당대회’)를
통해 출범한 시진핑 정부는 2기 집정을 시작하는 2017년 10월 19차 당
대회 보고에서 ‘신시대(新时代)’의 도래를 선언하며 1949년 건국 이후의
역사 시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컨센서스를 확대하였다([그림 2-1] 참조).
첫째, 신중국(新中国) 시기. 사회주의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의 시기로 중
화민족이 ‘일어서기 시작(站起来)’했다. 둘째, 신시기(新时期). 1978년
12월 11기 3중전회를 지표 삼아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개척된 시기로 중
화민족이 ‘부유해지기 시작(富起来)’했다. 셋째, 신시대(新时代). 2012년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린 시기로 중화
민족이 ‘강해지기 시작(强起来)’했다.13)
결과적으로 2010년에 발표된 ｢교육 규획 강요｣는 덩샤오핑 리더십을
상징으로 하는 개혁개방 30년, 즉 ‘부국(富国)’ 건설의 목표가 설정된 ‘신

10)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新华社受权发布《国家中长期教育改革和发展规划纲要(2010－2020年)》｣, 2010a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5. 30).
11) ‘두 개의 백년(两个一百年)’의 분투 목표는 21세기 중국공산당의 집정 목표이자 명분으로, 1997년 15차 당
대회 보고에서 처음 용어가 제출된 후 16차, 17차의 개념 진화를 거쳐, 시진핑(习近平) 시대가 시작된 2012년
18차에서 본격적으로 구호화되었다. ‘두 개의 백년’의 첫 번째 분투 목표는 2020년 샤오캉(小康) 사회의 전
면적 건설이고, 두 번째 분투 목표는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건설이다. 2017년 19차에서는 그 실현
로드맵이 한 단계 더 구체화되어, 2020년 첫 번째 분투 목표의 실현을 바탕으로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다시 그 실현을 바탕으로 2050년에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 있고 조화롭고 아름다
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富强民主文明和谐美丽的社会主义现代化强国)’을 건설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12)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国家中长期教育改革和发展规划纲要(2010-2020年)｣, 2010b(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 序言.
13) 中国共产党新闻网, 齐彪, ｢新中国·新时期·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发展的历史逻辑｣, 2017(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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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의 교육 정책과 미래교육의 논의를 ‘총결적’으로 담아서 2020년까
지 추진해야 할 중장기 교육 발전의 임무와 체제 개혁의 내용을 밝힌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019년에 발표된 ｢중국 교육 현대화 2035｣(이하
｢교육 현대화｣)가 시진핑 리더십을 상징으로 하는 ‘신시대’, 즉 ‘강국(强国)’
건설의 목표가 설정된 현 시기의 교육 정책과 미래교육 전략을 담고 있는
것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그림 2-1

중국의 1949년 이후 시기 구분과 교육 발전 로드맵

자료: 中国共产党新闻网, 齐彪(2017) 등 내용에 근거해 제작

나. 교육 방침과 내용
1) ｢교육 규획 강요｣의 교육 방침
신시기의 교육 정책과 발전 논의를 총결하여 교육 현대화의 초석을 다
지고자 한 ｢교육 규획 강요｣는 1986년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이하
｢의무교육법｣)과 1995년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이하 ｢교육법｣)14)의

14)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은 1995년 3월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후 2009년과 2015년에 한 차례씩 개정되고 2021년 4월 29일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18차 회의에서 3번째

40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국 교육 발전 방향 탐색 –14차 5개년(2021~2025) 계획과 교육 현대화

제정으로 이어지는 신시기의 교육 법제화, 즉 ‘의법치교(依法治教)’의 기초
위에 21세기에 들어 달라진 국가 위상과 대내외 환경을 반영하여 교육에
서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 같은 ｢교육 규획 강요｣의 기
본 사상이라 할 수 있는 당의 교육 방침은 다음과 같다.

교육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봉사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생산 노동 및 사회 실천과 결합하고, 덕(德)·지(智)·체(体)·미(美)가 전
면적으로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 및 계승자를 양성한다.15)

양톈핑(2011)에 의하면, 중국공산당의 교육 방침은 1949년 중화인민
공화국의 수립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 두 단계에 걸쳐 각기 지그재그형
노선을 걸었다. 먼저 건국 이전 28년을 돌아보면 소비에트 공산주의 문
화교육의 방침에서 항전 시기 현실적인 신민주주의 문화교육의 방침으로
이동했다. 다시 1949년부터 2010년까지 건국 이후 60년을 돌아보면 혁
명투쟁과 무산계급 정치를 위해 봉사하는 교육 방침에서 경제 건설과 사
회주의 현대화를 위해 봉사하는 교육 방침으로 이동했다.16)
이는 건국의 전후 단계에서 각기 나타난 이념 지향의 혁명주의 노선에서
현실 지향의 실용주의 노선으로의 변화를 설명한 것인데, 개혁개방이라는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3차 개정 내용에 관해서는 ｢(受权发布)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修改《中
华人民共和国教育法》的决定｣(2021. 4.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6. 1) 참조. 법률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장 교육의 기본 제도. 제3장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 제4장 교사와 기타 교육 종사자.
제5장 교육받는 자. 제6장 교육과 사회. 제7장 교육 투입과 조건 보장. 제8장 교육의 대외 교류와 협력. 제9장
법률 책임. 제10장 부칙.
15)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国家中长期教育改革和发展规划纲要(2010-2020年)｣, 2010b(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 1.1.1. 指导思想에서 인용.
16) 杨天平(2011),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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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샤오핑의 실용주의 노선이 이끌었던 신시기의 총결로서 ｢교육 규획 강요｣
의 교육 방침이 형성된 과정과 의미를, 신중국(1949년 이후)과 신시기
(1978년 이후)에 나온 대표적인 관련 언술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

신중국과 신시기의 중국공산당 교육 방침의 변화

시기

문건

관련 언술

신중국

1957년 2월, 마오쩌둥,
｢인민 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하는 것에
관한 문제｣

우리의 교육 방침은 교육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덕육(德育)·지육
(智育)·체육(体育)의 방면에서 발전을 이뤄 사회주의적 각성과
문화를 갖춘 노동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1958년 4월, 마오쩌둥,
｢교육 문제에 관한 연설｣

교육은 반드시 무산계급의 정치를 위해 봉사해야 하고 반드시 생산
노동과 결합해 노동 인민의 지식화, 지식분자의 노동화를 이뤄야 한다.

1985년 5월,
｢중공중앙의 교육 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

교육은 반드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 건설은
반드시 교육에 기대어 건설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모두 이상과 도덕과 문화와 기율을 갖추고 사회주의 조국과
사회주의 사업을 사랑하며 국가의 부강과 인민의 부유를 위해 열
심히 분투하는 헌신 정신을 가져야 한다. 부단히 신지식을 추구하고
실사구시와 자주적 사고, 과감히 창조하는 과학 정신을 가져야 한다.

1995년 3월,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교육은 반드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봉사하고, 반드시 생
산 노동과 결합하고, 덕(德)·지(智)·체(体)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
으로 발전한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 및 계승자를 양성해야 한다.

2010년 7월,
｢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과 발전 규획 강요｣

교육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봉사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
고, 생산 노동 및 사회 실천과 결합하고, 덕(德)·지(智)·체(体)·미(美)
가 전면적으로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 및 계승자를 양성한다.

신시기

자료: 杨天平(2011), pp. 116-123 내용에 근거해 작성

신중국에서 신시기를 거쳐 ｢교육 규획 강요｣에서 명시된 교육의 기능
은 ‘무산계급의 정치를 위한 봉사’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봉
사’로 변화되고, 다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인민을 위한 봉사’로 변화
되었다. 교육의 방법은 줄곧 ‘생산 노동과의 결합’을 고수하다가 ｢교육
규획 강요｣에서 ‘생산 노동 및 사회 실천과의 결합’으로 변화되었다. 마
지막 교육의 목적은 ‘덕(德)·지(智)·체(体)에서 발전을 이루고 사회주의적
각성과 문화를 갖춘 노동자의 양성’에서 ‘덕(德)·지(智)·체(体) 등이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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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 및 계승자의 양성’으로 변화되고, 다시
‘덕(德)·지(智)·체(体)·미(美)가 전면적으로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 및 계
승자의 양성’으로 변화되었다.
유일 집권당이 통치하는 중국에서 정책의 진화 내지 발전은 늘 ‘계승
과 발전’이란 문법 프레임을 통해 전개된다는 점을 상기할 때, 건국 이후
60년간 중국공산당의 교육 방침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변화’의 측면, 즉
새로운 개념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 규획 강요｣는
신시기 교육 정책의 총결인 동시에 향후 미래교육의 새로운 로드맵이 되
는 것인데 ‘인민을 위한 교육’, ‘사회 실천과의 결합’, ‘미(美)’ 즉 예술 교
육의 강조가 의미하는 방향은 2019년에 발표된 ｢교육 현대화｣ 문건에서
도 더욱 확대·강화됨을 예측할 수 있다.

2) 내용: ｢교육 규획 강요｣의 전략과 세부 목차
먼저 ｢교육 규획 강요｣의 체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2

｢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과 발전 규획 강요｣의 기본 체례

자료: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2010b)에 근거해 제작; 박지현(2021), p. 87에서 인용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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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총체 전략에서 향후 교육 발전의 방향과 목표를 가장 간결하고 명
시적으로 나타낸 전략 목표와 전략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략 목표] 2020년까지 교육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해 학습형 사
회를 기본적으로 형성하고 인력자원 강국의 대열에 진입한다.
[전략 주제] 사람을 근본으로 삼아, 역량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교육 개혁 발전의 전략적 주제이고 당의 교육 방침을 관철하는
시대의 요구이다. 그 핵심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양성하는지의 중대
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 중점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와 인민에 봉사하는 사회적 책임감, 그
리고 과감히 탐색하는 혁신 정신과 문제해결에 능한 실천 능력을 향상
하는 것이다.17)

‘사람을 근본으로(以人为本)’와 ‘역량 교육(素质教育)’을 핵심 주제로
내세워, 2020년까지 ‘교육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인력자원 강
국의 대열에 진입하겠다는 ｢교육 규획 강요｣의 로드맵은 더 이상 ‘무산계
급 정치’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교육이 아닌, ‘사람’을 위한 교
육을 표방하는 것이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전면적 발전을 촉
진하고 사회적 책임감과 실천 능력을 향상하는 것”, 이것이 교육 현대화
의 주요 내용인 것이다.
이 같은 교육 전략에서의 ‘사람 근본’과 ‘역량 교육’으로의 주제 전환
은 다음의 세 가지 방향을 견지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첫째, 입덕

17)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国家中长期教育改革和发展规划纲要(2010-2020年)｣, 2010b(온라인 자료, 검
색일: 2021. 6. 1), 1.2.3. 战略目标와 1.2.4. 战略主题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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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立德树人), 즉 ‘덕육(德育) 우선’이다. 둘째, 학생의 학습 능력, 실천
능력, 혁신 능력 향상에 힘을 쏟는 ‘능력 중시’이다. 셋째, 덕육(德育)·지
육(智育)·체육(体育)·미육(美育)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개진하는 ‘전면
발전’이다.18)
1부 총체 전략에 이은 2부 발전 임무와 3부 체제 개혁, 4부 보장 조치
의 내용은 상기한 전략 목표와 주제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의 각 부문별
영역에서의 목표 임무, 제도 및 관리 운영에서의 체제 개혁, 그 실시를
위한 보장 조치 등을 차례로 밝혀 놓은 것이다. 그 세부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

4부

｢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과 발전 규획 강요｣의 세부 목차
22장
1. 지도 사상과 업무 방침

총체
전략
2. 전략 목표와 전략 주제

70조
(1) 지도 사상
(2) 업무 방침
(3) 전략 목표
(4) 전략 주제
(5) 취학 전 교육을 기본적으로 보급

3. 취학 전 교육

(6) 정부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
(7) 농촌의 취학 전 교육을 중점적으로 발전
(8) 9년 의무교육 수준을 견고히 향상

발전
임무

4. 의무교육

(9)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추진
(10) 초·중등 학생의 학업 부담을 경감
(11) 고등학교 단계 교육의 보급을 가속화

5. 고등학교 단계 교육

(12) 일반 고등학교 학생의 종합소질을 전면적으로 향상
(13) 일반 고등학교의 다양한 발전을 추동

18)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国家中长期教育改革和发展规划纲要(2010-2020年)｣, 2010b(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 1.2.4. 战略主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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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4부

계속
22장

70조
(14) 직업교육을 힘껏 발전

6. 직업교육

(15) 산업계와 기업의 적극성을 동원
(16) 농촌향(向) 직업교육의 발전을 가속화
(17) 직업교육의 흡인력을 증대
(18) 고등교육의 품질을 전면적으로 향상
(19) 인재 양성의 품질을 향상

7. 고등교육

(20) 과학 연구 수준을 향상
(21) 사회 서비스 능력을 증대

발전
임무

(22) 구조 최적화를 통해 특색을 강화
(23) 계속교육의 발전을 가속화
8. 계속교육

(24) 건전한 계속교육의 체제 메커니즘을 건립
(25) 원활하고 개방적인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

9. 민족교육

(26) 민족교육 사업을 중시하고 지원
(27) 소수민족과 민족 지역의 교육 발전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
(28) 특수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

10. 특수교육

(29) 특수교육 체계를 완비
(30) 특수교육의 보장 메커니즘을 완비
(31) 인재 양성 개념을 갱신

11. 인재 양성 체제 개혁

(32) 인재 양성 모델을 혁신
(33) 교육의 질적 평가와 인재 평가 제도를 개혁
(34) 입시제도 개혁을 추진

12. 입시제도 개혁

(35) 중등학교 입시 제도를 완비
(36) 고등교육 입시 제도를 완비
(37) 정보 공개와 사회 감독을 강화

체제
개혁

(38) 정부와 학교의 분리, 감독관리와 운영의 분리를 추진
13. 현대 학교 제도 건설

(39) 대학의 교학 자주권을 정착하고 확대
(40) 중국 특색 현대 대학제도를 완비
(41) 초·중등 학교 관리 제도를 완비
(42) 학교 운영 체제 개혁을 심화

14. 학교 운영 체제 개혁

(43) 사립 교육을 힘껏 지원
(44) 사립 교육을 의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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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4부

계속
22장

70조
(45) 추진력 있게 통괄하고 명확하게 책임과 권한을 갖는 교육 관리체제를
완비

15. 관리 체제 개혁
체제
개혁

(46) 성급 정부의 교육 통괄을 강화
(47) 정부의 교육관리 직능을 변화
(48)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

16. 교육개방 확대

(49) 우수한 품질의 교육자원을 도입
(50) 교류 협력 수준을 향상
(51) 높은 소질의 교사대오를 건설
(52) 교사의 도덕 건설을 강화

17. 교사대오 건설 강화

(53) 교사의 업무 수준을 향상
(54) 교사의 지위 및 대우를 향상
(55) 교사 관리 제도를 완비
(56) 교육 투입을 확대

18. 경비투입 보장

(57) 투입 메커니즘을 완비
(58) 경비 관리를 강화
(59) 교육 정보화 인프라의 건설을 가속화

보장
조치

19. 교육 정보화 프로세스
가속화

(60) 우수한 품질의 교육자원을 개발하고 응용을 강화
(61) 국가 교육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
(62) 교육 법률 및 법규를 완비

20. 의법치교(依法治教) 추진

(63) 의법행정을 전면적으로 추진
(64) 의법치교를 힘껏 추진
(65) 감독지도 제도와 감독문책 메커니즘을 완비

21. 중대 항목과 개혁 시범

(66) 중대 항목을 조직적으로 실시
(67) 개혁 시범을 조직적으로 전개
(68) 교육 업무에 대한 영도를 강화하고 개선

22. 조직영도 강화

(69) 교육 시스템 속 당의 건설을 강화하고 개진
(70) 교육 시스템의 조화와 안정을 확실히 유지

자료: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2010b)에 근거해 작성; 박지현(2021), pp. 87-89에서 인용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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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교육 현대화 2035｣ 분석
가. 배경과 의미
중공중앙과 국무원 명의로 발행된 ｢중국 교육 현대화 2035｣(이하 ｢교
육 현대화｣)는 2019년 2월 23일 신화사 보도로 발표되었다.19) 신화사는
해당 문건을 전문이 아닌 발췌본으로 공개했는데, 이를 통해 ‘교육 현대
화’의 의미 구성이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으로 아직 완결된 형태가 아님
을 짐작할 수 있다.20)
다만 확고하게 제시된 것은 2035년까지 교육 현대화를 ‘총체적’으로
실현한다는 발전 로드맵의 시간표인데, 이는 ｢교육 현대화｣의 로드맵이
2020년까지 교육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는 ｢교육 규획 강요｣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문제는 2020년까지 완수된 교육 현대
화의 ‘기본적’ 실현이 무엇이고, 2035년까지 완수해야 할 교육 현대화의
‘총체적’ 실현이 무엇이냐는 것인데, 먼저 문건에 제시된 교육 현대화 추
진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2020년까지 ｢13.5｣의 발전 목표를 전면적으로 실현한다. 교육의 총
체적 실력과 국제 영향력을 뚜렷이 증대시키고 노동 연령 인구의 평균
교육 연한을 뚜렷이 증대시켜 교육 현대화에 중요한 진전을 가져오게
하고 샤오캉(小康) 사회의 전면적 건설에 중요한 공헌을 하게 한다. 이
후 15년간의 노력을 기울여 2035년까지 교육 현대화를 총체적으로

19)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中共中央, 国务院印发《中国教育现代化2035》｣, 2019a(온라인 자료, 검색
일: 2021. 6. 8). 같은 날 신화사는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발행한 ｢加快推进教育现代化实施
方案(2018-2022年)｣도 함께 발표했다.
20) 박지현(2021), pp. 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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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한다. 교육 강국의 대열에 진입해 중국을 학습 대국, 인력자원 강
국, 인재 강국으로 만들어 본 세기 중엽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 있
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견실한
기초를 닦는다.21)

주목할 점은 2020년까지 교육 현대화의 중요한 진전을 ‘노동 연령 인
구의 평균 교육 연한의 뚜렷한 증대’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
국 교육부는 2020년 12월에 ‘교육 2020 회고 시리즈(教育2020收官系
列)’라는 총 5차례의 기자회견22)을 통해 ｢13.5｣ 교육 정책의 주요한 성

과들을 발표하면서 총괄에 해당하는 ｢숫자로 보는 13.5 교육 개혁 발전
의 성과｣23)라는 자료를 공유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中共中央, 国务院印发《中国教育现代化2035》｣, 2019a(온라인 자료, 검
색일: 2021. 6. 8).
22) 2020년 12월 교육부 기자회견의 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중국 교육부 홈페이지 검색)
회차

일시

내용

1

2020.12.01.

｢13.5｣ 기간 국가 교육 개혁 발전, 교사대오 건설,
교육 경비 투입과 사용, 정보화 건설 상황 등

2

2020.12.03.

｢13.5｣ 기간 고등교육 사업 개혁 발전, 대학의 인재 양성, 사상정치 업무,
과학기술 혁신 상황 등

3

2020.12.08.

｢13.5｣ 기간 직업교육 개혁 발전 상황 등

4

2020.12.10.

｢13.5｣ 기간 기초교육 개혁 발전 상황 등

5

2020.12.14.

｢13.5｣ 기간 체육, 예술, 노동 교육 강화 관련 상황 등

23)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数” 看 “十三五” —教育改革发展成就概述｣, 2020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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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一.

숫자로 보는 ｢13.5｣ 기간 중국 교육 개혁 발전의 성과
교육 보급 수준의 새로운 진전
◦ 2019년 기준 취학 전 교육의 재원률 83.4%
9년 의무교육의 공고율 94.8%
고등학교 단계 교육의 재학률 89.5%
고등교육의 재학률 51.6%
◦ 노동 연령 인구의 평균 교육 연한은 10.7년
신규 노동력의 고등교육 수혜율은 50.9%로 평균 교육 연한이 13.7년에 달해

二.

교육의 공평한 발전의 새로운 단계
◦ 전국 의무교육 단계 학업중단 빈곤 학생 20만 명 모두 복귀
중점 대학의 농촌 및 빈곤 지역 특별전형 누계 52만 5,000명
◦ 학자금 보조를 받은 빈곤 학생 누계 3억 9,100만 명
학자금 보조 금액 7,739억 위안
의무교육 영양 개선 계획 수혜 학생 3,700만 명 초과
◦ 보편혜택성 유아원 보급률 76%
전국 23개 성, 95.3% 현급(县级) 단위에서 의무교육 기본균형 발전 실현
24개 대도시에서 시험 면제, 집 근처 학교 배정 입학 비율 98.6%
이주 자녀의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정부 지원 학비) 취학률 85.3%

三.

교육의 국가 기여 발전의 새로운 돌파
◦ 2019년 직업대학 확대 모집 116만 명 목표 임무 달성
각급 직업학교에서 매년 약 1,000만 명의 기술 및 기능 인재 배출
200개의 혁신 창업교육 심화 개혁 시범대학 승인
◦ 2019년 졸업생의 중서부 지역 취업률 59%
대학이 전국 기초 연구와 중대 과학 연구의 60% 이상을 담당

四.

교육 종합 개혁의 새로운 활력
◦ 부급(部級) 행정 심의비준 12개항을 취소
31개 대학에 학위 자율심사권 허용

자료: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数” 看 “十三五” —教育改革发展成就概述｣, 2020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6) 내용에
근거해 작성

[표 2-3]의 내용을 볼 때 교육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은 교육의 보급
수준을 향상하고 공평한 발전을 추진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20년의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 건설’이라는 국가 목표에 조
응하는 교육 발전의 목표로, ｢교육 현대화｣가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견실한 기초’라고 명시한 2035년의 교육 현대화의 ‘총체
적’ 실현은 이 같은 ‘기본적’ 실현을 바탕으로 ‘교육 강국’으로 나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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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질적 도약의 로드맵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24) 이 같은 관점
하에 ｢교육 규획 강요｣와 ｢교육 현대화｣를 통해 제시된 ‘신시기’에서 ‘신
시대’로의 교육 발전 로드맵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3

신시기에서 신시대로의 교육 발전 로드맵

자료: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2010b)와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2019a) 내용에 근거해 제작

나. 교육 방침과 내용
1) ｢교육 현대화｣의 교육 방침
신시대의 교육 발전 로드맵을 대표하는 ｢교육 현대화｣의 지도 사상과
교육 방침에서 ｢교육 규획 강요｣와 비교할 때 새롭게 개진돼 눈길을 끄
는 부분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인심을 응집하고 인격을 완성하고
인력을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인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사업의

24) 특히 중국 교육부는 2020년 12월 10일에 진행된 2020 회고 시리즈 제4탄 기초교육 분야에 대한 브리핑에서
｢13.5｣ 기간 기초교육은 ‘교육 보급(有学上)’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하였고, 이제 ‘교육 품질(上好学)’
의 문제를 향해 매진한다고 천명하였다. ｢历史性解决了 “有学上” 问题，全面提质进入新阶段，综合改革
迈出新步伐，热点难点实现新突破— “十三五” 基教整体水平迈入世界中上行列｣(2020. 12.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28),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사이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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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한다.” 둘째, “덕(德)·지(智)·체(体)·미(美)·노(劳)가 전면적으로 발
전한 사회주의 건설자 및 계승자를 양성한다.”25)
이는 ｢교육 규획 강요｣에서 강조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교육’, ‘인
민이 만족하는 교육’26)이라는 개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된 것이며,
‘전면적 발전’의 내용도 덕육(德育), 지육(智育), 체육(体育), 미육(美育,
즉 예술 및 인문 교육)에 이어 ‘노육(劳育, 즉 실천 및 협업 교육)’이 추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 규획 강요｣와 ｢교육 현대화｣를 통해 제
시된 ‘신시기’에서 ‘신시대’로의 교육 발전 로드맵에서 교육 방침의 변화
와 확장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4

신시기에서 신시대로 교육 방침의 변화와 확장

자료: [표 2-1]과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2010b),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2019a) 내용에 근거해 제작

이를 통해 보건대, 신시기의 ｢교육 규획 강요｣를 거쳐 신시대의 ｢교육
현대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교육 정책에 관한 당과 정부의 입장은 국가

25)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中共中央, 国务院印发《中国教育现代化2035》｣, 2019a(온라인 자료, 검
색일: 2021. 6. 8).
26)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이란 개념은 ｢교육 규획 강요｣의 제1부 총체 전략 중 ‘지도 사상’에 등장한다. 中华
人民共和国教育部, ｢国家中长期教育改革和发展规划纲要(2010-2020年)｣, 2010b(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 1.1.1. 指导思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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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을 위해 교육이 존재하는 도구적 교육관에서 교육의 발전이 곧 국가
의 발전이고 교육의 현대화가 곧 사회주의의 현대화라는 ‘우선적’ 교육관
으로 진전되고, 교육의 근본이 ‘사람’의 육성(育人)에 있다는 컨센서스로
명확히 정립되고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27) 이 같은 신시대의 교육 방침
과 관련해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현대화의 본질은 ‘사람의 현대화(人
的现代化)’라는 비교적 오랜 이슈라고 할 수 있다.28)

중국의 ‘교육 현대화’ 담론을 이끄는 주요 인사 중 한 명으로 일찍이
교육 현대화의 길(教育现代化的路径)(2000)이라는 저서에서 ‘사람의
현대화’ 개념을 정의한 바 있는 추훙치(褚宏启)29)는 정부의 교육 발전 로
드맵인 ｢교육 규획 강요｣와 ｢교육 현대화｣가 발행되는 과정에서 “교육
현대화의 근본 목표는 사람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것”30)이며, “사람의 현
대화는 교육 현대화의 귀결점”31)임을 재차 강조하고 관련 논의를 확장시
켰다.
이 같은 맥락에서 ｢교육 현대화｣에 명시된 현대화 추진의 ‘8대 이념’을
살펴보면 중국의 교육 발전 방향이 ‘사람의 현대화’가 곧 ‘사회의 현대화’

27) “工作方针, 优先发展, 育人为本, 改革创新, 促进公平, 提高质量,”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国家中长期教
育改革和发展规划纲要(2010-2020年)｣, 2010b(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 1.1.2. 工作方针.
28) 중국에서 현대화의 주체이자 과정으로서 ‘사람의 현대화’라는 담론은 1980년대 개혁개방 초창기 ‘현대화
(modernization)’ 논의와 관련해 미국의 사회학자 알렉스 잉켈레스(Alex Inkeles 1920년생)의 ‘전통인에서
현대인으로’ 등의 개념이 소개되면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英克尔斯教授谈 “人的现代化”｣(1983. 8.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30), 参考网에서 재인용. 이후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교육 현대화 담론과
함께 ‘사람의 현대화’, ‘사람의 현대성’, ‘현대인’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다가 2010년 ｢교육
규획 강요｣가 발표되면서 재차 유행하였다.
29) 추훙치(褚宏启)는 1967년생으로 산둥성(山东省) 짜오좡시(枣庄市) 출신이다. 베이징사범대학(北京师范
大学)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3라운드 국가 ‘만인계획(万人计划)’ 철학사회과학 분야 선봉
인재이다. 현재 베이징사범대학 박사지도 교수로 있으면서 베이징개방대학(北京开放大学) 당 위원회 부서기
이자 총장을 겸하고 있다.
30) 褚宏启(2013), p. 6.
31) 褚宏启(2018a).

제2장 코로나 발생 이전 중국의 교육 발전 로드맵❙ 53

라는 관점 하에 ‘사람’의 육성(育人), 즉 학생의 자질과 능력의 전면적 향
상과 개발이라는 목표로 좀 더 분명하게 수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5

교육 현대화 추진의 8대 이념

자료: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2019a) 내용에 근거해 제작

2) 내용: ｢교육 현대화｣의 목표와 임무
먼저 ｢교육 현대화｣에 명시된 2035년까지의 주요 발전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4

｢중국 교육 현대화 2035｣의 주요 발전 목표
2035년 주요 발전 목표

• 전 인민 평생학습의 현대적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 품질 있는 취학 전 교육을 보급한다.
• 우수한 품질의 균형 발전 의무교육을 실현한다.
• 고등학교 단계 교육을 전면적으로 보급한다.
• 직업교육의 서비스 능력을 뚜렷이 향상한다.
•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뚜렷이 향상한다.
•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 향유를 보장한다.
• 전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거버넌스의 새로운 구조를 형성한다.
자료: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2019a) 내용에 근거해 작성; 박지현(2021), p. 94에서 인용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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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교육 현대화｣의 주요 발전 목표를 ｢교육 규획 강요｣의 발전
임무와 비교해보면, 기존의 8개항에서 6번째 위치했던 계속교육이 ‘전
인민 평생학습의 현대적 교육 체계 구축’으로 가장 앞에 나오고 다시 차
례대로 취학 전 교육, 의무교육, 고등학교 단계 교육 등 기초교육 관련
영역들과 직업교육, 고등교육, 특수교육의 발전 목표가 여전히 중시된
채, 마지막으로 ‘전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거버넌스의 새로운 구조
형성’이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정책적 측면에
서 중국의 미래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는 발췌 문건에서 가
장 중요한 비중으로 소개된 10대 전략 임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5

｢중국 교육 현대화 2035｣의 10대 전략 임무
교육 현대화의 10대 전략 임무

번호

전략 임무

내용 요약

01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학습

∙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상의 학습 관철을 최우선 임무로.
∙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교육 전선을 무장
∙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계통화, 학리화, 학과화 연구와 해석을 강화

세계 선진 수준의
중국 특색 우수
품질의 교육을 발전

∙ 입덕수인(立德树人)의 근본 임무를 전면적으로 실행
∙ 덕(德)·지(智)·체(体)·미(美)·노(劳)의 종합소질을 증대
∙ 교육 품질의 표준체계 완비: 다양한 층차 및 유형의 교육 특성에 부합하는 품질 표준을
제정하고 학생 발전의 핵심소양 요구를 명확히 규정
∙ 교육과정 교과서체계 건설 강화: 초·중·고 교육과정을 과학적으로 규획하고 각각의
교육과정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현대 정보기술을 충분히 이용하고 교육과정 형식을 풍
부하게 혁신
∙ 인재 양성 방식을 혁신: 계발식·탐구식·참여식·협력식 등의 교학 방식과 교실이동제,
선택과목제 등의 교학조직모델을 시행하고 학생의 혁신 정신과 실천 능력을 배양
∙ 캠퍼스 문화 건설을 힘껏 추진
∙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을 중시
∙ 교육 품질 평가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

각급 교육의 높은
수준, 높은 품질의
보급을 추동

∙ 농촌을 중점 대상으로 취학 전 교육 보급 수준을 향상
∙ 의무교육의 공고화 수준을 향상
∙ 고등학교 단계 교육의 보급 수준을 향상: 중등 직업교육과 일반 고등학교 교육의 협조
발전을 추진하고 일반 고등학교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발전을 장려
∙ 중서부 지역의 고등교육을 진흥
∙ 민족교육의 발전 수준을 향상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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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계속
교육 현대화의 10대 전략 임무

번호

04

05

06

07

08

전략 임무

내용 요약

기본 공공교육
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

∙ 의무교육의 균등화 수준을 향상: 학교 표준화 건설의 장기 효과 메커니즘을 건립하고
도시와 향촌 의무교육의 균형발전을 추진. 현(县) 내 의무교육의 기본 균형을 실현한
기초 위에 우수 균형을 추진
∙ 이주 자녀의 입학 시 동일 대우를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성진(城镇)의 학위 공급을 확대
∙ 빈곤 계층에 대한 부조의 정밀화를 실현
∙ 특수교육을 잘 시행: 적령기 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완전히 커버하고 융합
교육을 전면 추진하고 의학과 교육의 결합을 촉진

전 인민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

∙ 개방적이고 장벽 없는 인재의 성장 통로를 구축
∙ 전 인민 평생학습의 제도 환경을 건립: 국가 이력 시스템, 분야와 직업을 넘나드는 업무
메커니즘과 전문화 지원 체계를 건립. 국가 학점 은행 제도와 학습 성과 인증 제도를
완비
∙ 직업학교와 대학의 계속교육과 사회 훈련 서비스 기능을 강화
∙ 사구(社区)에 교육자원 공급을 확대: 도시와 향촌 사구의 노년 교육 발전을 가속화하고
각 종류의 학습형 조직 건설을 추동

일류 인재 양성과
혁신
능력을 향상

∙ 일군의 세계 일류 대학을 건설하고 대학 분류 발전 정책 체계를 건립해 대학의 학과 정립과
특색 발전을 유도
∙ 현대 직업교육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직업교육의 구조와 배치를 최적화: 직업교육과
산업발전의 유기적 연결과 심층 융합을 추동
∙ 인재 양성 구조를 최적화: 대학과 직업학교의 시의적절한 학과 전공 구조 조정을 유도.
혁신 인재 특히 뛰어난 혁신 인재의 양성을 강화하고 응용형, 복합형, 기술기능형 인재
비중을 확대
∙ 대학의 혁신 체계 건설을 강화: 세계 일류의 국가 과학기술 혁신 기지를 건설하고 기초
연구의 응용을 강화. ‘산(产)-학(学)-연(研)-용(用)’의 심층 융합으로 풀 체인화, 그리드화,
개방식의 협동혁신연맹 구축을 탐색. 대학의 철학 및 사회과학의 연구 수준을 높이고
중국 특색 신형 싱크탱크의 건설을 강화

높은 소질의
전문화된
혁신형 교사대오를
건설

∙ 사덕(师德)과 사풍(师风)의 건설을 크게 강화
∙ 교직원의 통괄 배치와 지역 간 조정 역량을 확대해 교사의 구조적, 단계적, 지역적 부족
문제를 확실히 해결
∙ 높은 소질의 교사대오를 양성하고 개방적, 협동적, 연동적 중국 특색 교사 교육 체계를
완비
∙ 임직 전 교사 양성과 임직 후 교사 발전의 유기적 연결을 강화
∙ 교사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대우와 보장 제도를 완비

정보화 시대 교육의
변혁을 가속화

∙ 스마트캠퍼스 건설
∙ 현대 기술을 이용해 인재 양성 모델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규모화 교육과 개성화 교육의
유기적 결합을 실현
∙ 교육서비스 업무 양태를 혁신: 디지털 교육자원의 공동건설·공동향유의 메커니즘을 건립
하고 이익분배 메커니즘과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신형 교육서비스 감독관리 제도를
완비
∙ 교육 거버넌스 방식의 변혁을 추진: 현대화된 교육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형성하고
관리의 정밀화와 정책 결정의 과학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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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계속
교육 현대화의 10대 전략 임무

번호

09

10

전략 임무

내용 요약

교육 대외개방의
새로운 구조를 창설

∙ 국제 교류의 협력 수준을 전면 업그레이드: 다른 국가와 학력 및 학위의 상호 인정, 표준의
상호 적용, 경험의 상호 참조를 추동
∙ ‘일대일로 교육 행동’을 착실히 추진
∙ 해외출국 유학생에 대한 서비스를 최적화
∙ ‘유학중국 계획’ 실시: 중국 유학의 교육 품질 보장 메커니즘을 완비
∙ 국내외 고급 인문교류 메커니즘을 건설
∙ 중국 특색 해외 국제학교 건설을 가속화: 조건부 직업대학의 해외 ‘루반(鲁班) 공방’ 건설을
격려
∙ 세계 교육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 국제 교육의 규칙, 표준, 평가체계의 연구와
제정에 깊이 참여. 국제기구 및 전문기구와 교육 교류 협력을 추진. 대외 교육 원조 메커
니즘을 건립

교육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

∙ 교육의 법치화 수준을 향상: 교육 법률 및 법규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운영의 법률지원
체계를 완비
∙ 정부의 관리 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 현대 거버넌스 수단을 종합 운용하는 능력과
수준을 업그레이드
∙ 교육에 대한 감독지도 체제의 메커니즘을 완비: 학교의 자주적 관리 능력을 높여 학교
거버넌스 구조를 완비. 사립학교가 비영리성과 영리성이라는 두 가지 조직 속성에 따라
현대 학교제도를 개혁하고 혁신하는 것을 장려
∙ 사회참여 교육 거버넌스의 상시화 추동: 사회참여 학교 관리와 교육평가 감독관리 메커
니즘을 건립

자료: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2019a) 내용을 인용해 작성; 박지현(2021), pp. 94-96에서 인용해 수정

이상의 10대 전략 임무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항목은 두 번째 ‘세
계 선진 수준의 중국 특색 우수 품질의 교육을 발전시킨다’는 내용이다.
이는 여타의 항목들이 여전히 교육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을 위한 ｢교육
규획 강요｣의 주요 임무인 교육의 ‘보급’ 즉 인프라와 제도의 문제에 출
발점을 두고 임무의 목표와 수준을 발전시킨 것에 비해, 두 번째 항목은
교육의 ‘품질’ 즉 어떤 교육을 현대화된 교육이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과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현대화가 지향하는 ‘우수 품질의 교육’은 첫째 교육의 근본을 ‘입
덕수인(立德树人)’ 즉 덕(德)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의 육성(育人)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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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덕(德)·지(智)·체(体)·미(美)·노(劳)의 종합소질을 증대하고, 셋째 다
양한 층차 및 유형의 교육에 부합하는 품질 표준을 제정해 학생 발전의
핵심소양 요구를 명확히 규정하고, 넷째 초·중·고 교육과정을 과학적으
로 규획하고 각각의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현대 정보기술을 충분히 이용
해 그 형식을 혁신하고, 다섯째 계발식·탐구식·참여식·협력식 등의 교학
방식과 교실이동제·선택과목제 등의 교학조직 모델을 시행해 학생의 혁
신 정신과 실천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3. 정책 시행의 내용
가. 12차 5개년(2011-2015) 계획과 13차 5개년(2016-2020) 계획의
교육 정책
1) ｢12.5｣의 교육 정책
2010년에 발행된 ｢교육 규획 강요｣는 12차 5개년(2011-2015) 계획
(이하 ｢12.5｣)과 13차 5개년(2016-2020) 계획(이하 ｢13.5｣)을 통해 구
체적인 정책으로 입안되어 시행되었다. 먼저 ｢12.5｣의 정책을 살펴보면,
총 14편 52장 가운데 제7편의 두 번째 장인 제28장에 총 4개의 절로 교육
정책의 기본방향과 임무가 제시되어 있다.32)

32)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 2011(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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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12.5｣ 속 교육 정책의 편제(제7편 제28장)
제7편 혁신 구동: 과학기술 및 교육의 흥국 전략과 인재 강국 전략을 실시

장수

장목

절목
(1) 중대한 과학기술의 돌파를 추진

제27장

과학기술의
혁신능력을 증대

(2) 기업이 주체가 되는 기술 혁신 체계의 건립을 가속화
(3) 과학기술 인프라 건설을 강화
(4) 과학기술 혁신 지원 정책을 강화
(1) 각 급과 종류의 교육을 통괄해 발전

제28장

교육의 개혁발전을
가속화

(2) 교육의 공평을 힘껏 추진
(3) 역량 교육(素质教育)을 전면적으로 실시
(4) 교육의 체제 개혁을 심화
(1) 혁신형 과학기술 인재를 뚜렷이 양성하고 육성

제29장

높은 소질의 광대한
인재대오 육성

(2) 각 류의 인재대오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
(3) 우수한 인재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자료: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2011)에 근거해 작성

｢12.5｣의 체례에서 주목할 점은 교육 정책이 여전히 ‘혁신 구동’과 같은
편목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제7편에 들어있는 제27~29장의 장목과
각 장의 절목을 살펴보면 ｢12.5｣의 교육 정책은 과학기술과 짝을 이뤄
흥국 전략의 하나로 다뤄지고 있으며 교육의 개혁 발전은 ‘광대한 인재대
오의 육성’과 연계되면서 ｢교육 규획 강요｣에서 명시된 ‘사람이 근본’이
라는 방향으로 명확히 이동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5｣ 기간에 추진된 구체적인 정책들은 28장 말미에 첨부된 ‘교육
발전의 중점 프로젝트’ 항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33) 그 주된 내용은
9년 의무교육의 학교 표준화를 추진해 보급하고, 도시와 향촌, 동부 연안과

33)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 2011(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3), 专栏15; 教育发展重点工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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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부의 고질적인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2-7

｢12.5｣의 교육 발전 중점 프로젝트
｢12.5｣ 교육 발전 중점 프로젝트

번호

프로젝트

내용

01

의무교육 학교 표준화 건설

의무교육 단계의 박약한 학교를 개조하고 도시와 향촌의 초·중등 학교 건물, 교사
자원, 설비, 도서, 체육공간의 기본적 표준 도달을 실현한다.

02

의무교육 교사대오 건설

‘농촌 의무교육 단계 학교 교사 특설직 계획’34)을 실시하고 전체 교사 훈련과 농촌
학교의 박약한 학과 교사대오 건설을 강화한다.

03

농촌의 취학 전 교육 추진

중서부 빈곤 지역의 향촌 유아원 건설을 중점 지원하고 취학 전 1년 교육을 기본적
으로 보급한다.

04

직업교육 기초 능력 건설

직업교육의 실습 훈련 기지와 중·고등 직업교육 시범학교 건설을 지원하고 ‘겸임
형(双师型)’ 교사대오 건설35)을 강화한다.

05

고등교육 품질 향상

‘985프로젝트’와 ‘211프로젝트’36)를 계속 실시하고 중서부 고등교육 진흥 계
획37)을 실시한다.

06

민족교육 발전

변경지역의 현과 민족자치주의 빈곤현에 고등학교 단계 학교의 건설을 지원한다.
민족 지역의 쌍언어 교사 훈련을 강화한다. 민족 대학 건설을 지원한다.

07

특수교육 학교 건설

일군의 특수교육 학교를 신규 건설하거나 확장하고 교학 생활과 재활 훈련에 필요
한 시설을 배치한다.

08

경제 빈곤가정 학생
학자금 지원

민족 지역, 빈곤 지역의 농촌 초등학생 영양 상황을 개선하고 농촌 경제 빈곤 기숙
사생의 생활 보조 기준을 높이고 학자금 지원 체계를 완비한다.

09

교육 정보화 건설

농촌 학교의 정보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국가 디지털화 교학 자원 라이브러리와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건설한다.

10

교육 국제 교류 협력

‘유학중국 계획’을 실시한다. 일군의 시범성 중외 협력 학교와 연구 기관을 설립한
다. 해외 학교 설립을 장려한다. 공자학원 건설을 지원한다.

자료: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2011), 专栏15를 인용해 작성; 박지현(2021), pp. 90-91에서 인용해 수정

34) 농촌 의무교육 단계 학교 교사 특설직 계획(农村义务教育阶段学校教师特设岗位计划, 약칭 特岗计划)은
전문대학 이상 졸업생을 대상으로 공개 초빙 모집을 통해 서부의 기초교육 기반이 취약한 농촌 지역의 의무
교육 단계 학교에 부임시키는 정책이다.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35) ‘겸임형’ 교사대오 건설(双师型教师队伍建设)은 중·고등 직업교육에서 교사 자격과 직업 자격을 동시에 갖춘
겸임형 교사를 배치해 학교와 기업을 연결하고 산(产)-학(学)-연(研) 융합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12.5｣에
이어 ｢13.5｣ 기간에도 시행이 확대되고 관리가 강화되었다.
36) 985프로젝트는 1998년 5월 4일 장쩌민 국가주석이 베이징대학 건교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현대화 실현을
위해 세계 선진 수준의 일류 대학이 필요하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총 39개의 대학이 선정되었다. 211
프로젝트는 21세기를 맞아 100개 내외의 대학 및 학과를 국제 수준으로 중점 건설한다는 정책으로 1995년
11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시작되었다. 이 두 개의 정책은 ｢13.5｣ 기간 정식으로 폐지되고 ‘쌍일류(双一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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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5｣의 교육 정책
｢13.5｣의 교육 정책은 총 20편 80장 가운데 제14편의 첫 번째 장인
제28장에 총 4개의 절로 정책의 기본방향과 임무가 제시되어 있다.38)
표 2-8

｢13.5｣ 속 교육 정책의 편제(제14편 제59장)
제14편 전 인민의 교육과 건강 수준을 향상

장수

장목

절목
(1) 기본 공공교육의 균형 발전을 가속화
(2) 직업교육의 산(产)-교(教) 융합을 추진

제59장

교육 현대화를 추진

(3) 대학의 혁신 인재 양성 능력을 향상
(4) 학습형 사회의 건설을 가속화
(5) 교육 개혁 발전의 활력을 증대
(1) 의약 보건의 체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
(2) 전 인민 의료보장 체계를 완비
(3) 중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와 기본 공공보건 서비스를 강화

제60장

건강 중국의 건설을
추진

(4) 모자 위생보건 및 출산 육아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
(5) 의료서비스 체계를 완비
(6) 중의약의 전승과 발전을 촉진
(7) 전 인민의 건강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
(8) 식품과 약품의 안전을 보장

자료: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2016a)에 근거해 작성

｢13.5｣의 교육 정책은 ｢12.5｣와 비교할 때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흥미
로운 변화를 보여준다. 먼저 교육 정책의 편제이다. ｢13.5｣에서 교육은
정책으로 통합·전환되었다.
37) 중서부 고등교육 진흥 계획(中西部高等教育振兴计划)은 국가가 중서부 지역의 일반 고등교육 기관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정책으로 2012년에서 2020년까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총 인구의 55.38%를
차지하는 중서부 지역 20개 성(구, 시, 병단)에 일반 고등교육 기관이 1150개(학부대학 481개, 직업·전문대
학 669개)로 늘어나 전국의 50.81%를 차지하게 되었다.
38)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2016a(온라인 자료, 검색
일: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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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혁신’이나 ‘과학기술’ 같은 개념과 묶이지 않고 새로이 부각된
‘건강 중국’39)의 개념과 한데 묶여 국가의 발전이 아닌 인민의 발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편제되었다. 이 편제는 ｢14.5｣에서도 동일하게 유지
되는 바, 이는 2012년 출범한 시진핑 정부의 교육 정책이 ｢교육 규획
강요｣ 이래 강조된 ‘인민’을 위한 교육, ‘사람이 근본’이라는 방향으로의
전환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 정책의 타이틀이다. 장목과 함께 정책 프로젝트의 타이
틀이 ‘교육 발전’에서 ‘교육 현대화’로 분명하게 변화되었다. ｢13.5｣ 기
간에 추진된 구체적인 정책들은 마찬가지로 59장 말미에 첨부된 ‘교육
현대화의 중대 프로젝트’ 항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40) 그 주된 내용
은 여전히 교육의 보급과 격차 해소를 우선적인 정책의 목표로 삼아 9년
의무교육을 포함한 기초교육의 확대와 표준화 발전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정책 대상과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고 고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41)

표 2-9

｢13.5｣의 교육 현대화 중대 프로젝트
｢13.5｣ 교육 현대화 중대 프로젝트

번호
01

프로젝트

내용

의무교육 학교 표준화

‘중서부 교육 발전 가속화 행동 계획’을 실시하고 표준에 미달하는 도시와
향촌의 의무교육 공립학교 교사 자원의 표준화 배치와 건물과 공간의 표준
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한다.

39) 중국 정부는 인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건강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2016년 10월 25일 중공중앙과 국
무원 명의로 ｢‘건강 중국 2030’ 규획 강요(“健康中国2030” 规划纲要)｣를 발행하였다. 中华人民共和国中央
人民政府, ｢中共中央 国务院印发《“健康中国2030” 规划纲要》｣, 2016c(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31).
40)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2016a(온라인 자료, 검색
일: 2021. 6. 4), 专栏20; 教育现代化重大工程.
41) 박지현(2021), p. 93.

62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국 교육 발전 방향 탐색 –14차 5개년(2021~2025) 계획과 교육 현대화

표 2-9

계속
｢13.5｣ 교육 현대화 중대 프로젝트

번호

프로젝트

내용

02

고등학교 단계 교육
보급 돌파전 계획

중서부 빈곤 지역, 특히 집중 특별 빈곤 지역에 고등학교 단계 교육자원을
집중하고 중서부 빈곤 지역에서 일반 고등학교에 진입하지 못하는 중학교
졸업생을 기본적으로 중등 직업학교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가게 한다.

03

보편혜택성 유아원 건설

보편혜택성 유아원 건설을 강화하고 중서부 농촌의 적령 아동과 ‘전면적 두
아이 정책’을 실시하는 성진(城镇)에서 증가한 적령 아동의 입원 수요를 중
점적으로 보장한다.

04

산(产)-교(教) 융합 발전

100개의 고등 직업대학과 1000개의 중등 직업학교의 학교-기업 간 협력
강화와 실습훈련 시설의 공동 건설을 지원한다. 학부 대학의 교학 실험 및
실습훈련 시설 등 기본 운영 조건의 개선을 지원한다. 일군의 높은 수준의
응용형 학부 대학을 건설한다. 학교-기업 간 협력 방식을 지원해 현대 산업
에 복무하는 신흥 학과 전공 클러스터를 건설한다.

05

세계 일류 대학과
일류 학과 건설

몇 개의 대학과 일군의 학과가 세계 일류 대열에 진입하고 몇 개의 학과가
세계 일류 학과 선두에 진입하도록 중점 지원하고 ‘고등교육 기관의 혁신
능력 승급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

06

계속교육 발전

일반대학과 직업대학이 도시에 진입하는 정착 농민공과 현대직업 농민, 현
대산업 노동자, 퇴역군인에게 계속교육의 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지원한다.
개인학습 계정과 학점 인증 플랫폼을 건립한다.

교사대오 건설

사범교육의 발전을 지원하고 ‘높은 소질의 교육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실시
한다. 민족 지역의 쌍언어 교사와 빈곤 지역의 증등 직업학교 교사를 보충한
다. 매년 농촌 교사의 ‘특설직 계획’을 안배해 10만 명까지 점차적으로 확대
한다.

08

교육 정보화

‘3통2플랫폼(三通两平台)’ 건설 프로젝트 실시를 가속화하고 농촌 초·중등
학교의 정보화 인프라 건설을 계속 지원한다. 공개 입찰 방식의 서비스 구매
를 통해 국가급의 우수 품질 교육자원 플랫폼을 건설한다. 직업교육과 응용
형 고등교육을 중점 대상으로 삼아 현대 원격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발전시
킨다.

09

교육 국제교류 협력

‘일대일로 공동 건설 교육 행동’을 추진한다. ‘유학 행동계획’을 실시한다.
공자학원을 계속 설립한다.

07

자료: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2016a), 专栏20을 인용해 작성; 박지현(2021), pp. 92-93에서 인용해 수정

예컨대 제1항의 ‘의무교육 학교 표준화’의 경우 ｢13.5｣ 발표와 함께 ｢중
서부 교육 발전 가속화 행동 계획(2016-2020)｣42) 등을 출시하며 정책의

42) 중서부 교육 발전 가속화 행동 계획(加快中西部教育发展行动计划)은 2016년 4월 29일 국무원신문판공실의
기자회견에서 관련 당국자의 정책 브리핑이 있었고, 2016년 6월 15일 국무원판공청 명의로 ｢중서부 교육
발전 가속화를 위한 지도 의견｣이 발행되었다.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加快中西部教育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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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도와 추진력을 높였고, 도시-향촌 간 교사 자원의 표준화 배치 및 시
설·공간의 표준화 실현도 ｢12.5｣의 ‘기본적 도달’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
드되었다. 기초교육 확대 보급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제2항의
‘고등학교 단계 교육 보급’43)과 제3항의 ‘보편혜택성 유아원 건설’44)도
｢13.5｣에서 크게 역점을 두고 추진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제4항 ‘산
(产)-교(教) 융합’의 직업교육 정책도 ｢12.5｣의 ‘겸임형(双师型) 교사대오
건설’에 비해 큰 진척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제5항의 고등교육 정책
도 1990년대 장쩌민 정부에서 시작된 211프로젝트와 985프로젝트가 종
료되고 새로운 ‘쌍일류(双一流)’45)정책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13.5｣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12.5｣에 비해 가장 큰 진
전을 보인 제8항의 ‘교육 정보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12.5｣에서 교육
정보화의 건설이 단순히 국가 디지털 교학 자원의 라이브러리라 할 수 있
는 공공 플랫폼의 건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3통2플랫폼’으로 대표

计划和农田水利条例等政策吹风会｣, 2016(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中西部教育发展的指导意见｣, 2016b(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

43) 고등학교 단계 교육 보급 돌파전 계획(高中阶段教育普及攻坚计划)은 2017년 3월 24일 교육부·국가발전
개혁위원회·재정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4개 부처 명의로 통지문이 발행되었다.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教育部等四部门关于印发《高中阶段教育普及攻坚计划(2017-2020年)》的通知｣, 2017b(온라인 자료, 검
색일: 2021. 9. 1).
44) 보편혜택성 유아원(普惠性幼儿园)은 정부의 지도 및 관리 하에 교육비 수령을 제한받는 제반 유형의 공공
성 유아원을 가리킨다. 중국 정부는 취학 전 교육의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립이 아닌 사립 유치원의 공
공성을 강화하고 설립 운영을 장려하였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전국의 유아원 수는 29만 1,700개, 재원 아동
수는 4,818만 2,600명으로 보편혜택성 유아원의 비중이 약 85%를 차지한다.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2020年全国教育事业统计主要结果｣, 2021b(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
45) ‘쌍일류’ 정책은 세계 일류 대학과 일류 학과의 건설을 가리킨다. 2015년 8월 중앙전면심화개혁 영도소조
(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의 심의를 거쳐 10월 24일 국무원 명의로 ｢세계 일류 대학과 일류 학과 건설
을 통괄 추진하는 총체 방안｣이 발행되었다. 이후 2017년 1월 24일 교육부·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합동으로 ｢실시 방법(잠정)｣이 발행된 후 지금까지 42개의 세계 일류 대학 건설 대학과 95개의 세계 일류
학과 건설 대학이 발표되었다.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国务院关于印发统筹推进世界一流大学和一流学
科建设总体方案的通知｣, 2015(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教育部 财政部
国家发展改革委关于印发《统筹推进世界一流大学和一流学科建设实施办法(暂行)》的通知｣, 2017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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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13.5｣의 교육 정보화 건설은 ‘학교마다 광대역, 학급마다 디지털자
원, 학생마다 네트워크 학습 공간’이라는 교육자원과 교육관리, 교학과 학
습과 캠퍼스가 통합된 쌍방향 공공 플랫폼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다.46)
한마디로 ｢13.5｣의 교육 정책은 ｢12.5｣에 비해 교육 현대화로의 진전
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이 분명하며, 결과적으로 ｢교육 규획 강요｣가 설정
한 2020년 교육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이라는 목표는 ｢13.5｣를 통해 본
격적으로 기획되고 시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교육 현대화 추진 가속화 실시 방안(2018-2022)｣의 내용
2019년에 발행된 ｢교육 현대화｣를 통해 보다 명확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신시대의 교육 발전 로드맵은 2019년 2월 23일 ｢교육 현대화｣와
같은 날 발표된 ｢교육 현대화 추진 가속화 실시 방안(2018-2022)｣(이하
｢현대화 실시 방안｣)47)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당시 정책 시행의 내용과
계획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현대화 실시 방안｣은 2018년에서 2022년
까지 추진되는 정책 임무와 내용을 밝혀 놓은 것으로서 무엇보다 ｢13.5｣
에서 ｢14.5｣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것이 발표된 2019년
2월의 대내외적 상황과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 내지 대응을 어느 정도 반
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6) ‘3통2플랫폼(三通两平台)’의 개념은 2012년 9월 5일에 열린 전국 교육 정보화 통신회의에서 당시 부총리인
류옌둥(刘延东)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후 2016년 6월 7일 교육부 명의로 ｢교육 정보화 ‘13.5’규획｣이 발행
되면서 13.5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2018년 4월 13일 다시 교육부 명의로 ｢교육 정보화 2.0 행동계획｣이
발행되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었다.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教育部关于印发《教育信息化“十三五”
规划》的通知｣, 2016(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教育部关于印发
《教育信息化2.0行动计划》的通知｣, 2018(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
47)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中共中央办公厅, 国务院办公厅印发《加快推进教育现代化实施方案(2018－
2022年)》｣, 2019b(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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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0년 1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2021년 9월을 지나
는 현시점, 이 ｢현대화 실시 방안｣에 담긴 많은 내용들이 애초의 의도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기
초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중국의 교육 발전 로드
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고 코로나 시대 중국의 교육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주요한 연구 질문의 하나로 삼
고 있는 만큼, ｢현대화 실시 방안｣의 10대 중점 임무의 개별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을 유보하고, 다음 3장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 중국의 교육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소환해 논의
하도록 하겠다.
표 2-10

｢교육 현대화 추진 가속화 실시 방안｣의 10대 중점 임무
교육 현대화 추진 가속화를 위한 10대 중점 임무

번호

01

02

중점 임무

내용 요약

신시대
입덕수인(立德树人)
프로젝트를 실시

∙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상이 교과서와 교실과 두뇌에 들어갈 수 있게 전면적으로
추동해 교육과정 교과서 건설의 전 과정에 관철시키고 교과서 및 교학 체계가 학생들의
지식 및 가치 체계로 유효하게 전환될 수 있게 한다.
∙ 초·중등 학교 도덕 교육(德育)의 지향성과 실효성을 증대해 청소년 학생의 심신 및 사상
특성에 기반한 도덕교육의 방식과 방법을 개진한다.
∙ 고등 교육기관의 사상정치 업무 품질을 향상해 학과 체계, 교학 체계, 교재 체계, 관리
체계에 관통시키고 일체화 육성 체계를 심도 있게 구축한다.
∙ 체육 교육(体育), 예술 교육(美育), 노동 교육(劳育)을 힘껏 강화한다.
∙ 노동과 실천 교육을 강화해 학과 교학과 캠퍼스 문화가 서로 융합되고 가정과 사회가
서로 연결된 종합적 노동 실천 교육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견고한 기초교육의
향상을 추진

∙ 의무교육의 우수 균형 발전을 추동해 도시-향촌 의무교육의 일체화 발전을 가속화
한다.
∙ 취학 전 교육의 보편혜택성 발전을 추진해 관리 기구와 전문적 관리 대오를 갖추고 유아
원 품질에 대한 감독 관리와 실무 지도를 강화한다.
∙ 고등학교 단계 교육 보급 돌파전을 가속화하고 일반 고등학교의 우수 특색 발전을 추동
한다.
∙ 특수 집단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 도시 진입 노동자의 동거 자녀 의무교육을 도시
발전 규획에 포함시키고 향촌 잔류 아동에 대한 돌봄 보호를 강화하고 특수교육 향상
계획을 실시한다.
∙ 초·중등 학생의 과중한 수업 외 부담 경감에 힘을 쏟고 초·중등학교의 방과 후 서비스
업무의 보편적 전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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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계속
교육 현대화 추진 가속화를 위한 10대 중점 임무

번호

03

04

05

06

중점 임무

내용 요약

직업교육의
산(产)-교(教)
융합을 심화

∙ 산업 인재의 양성과 훈련의 새로운 체계를 구축해 학력 교육과 직업 훈련을 병행하는
현대 직업교육의 체계를 완비하고 교육·교학 개혁과 산업 업그레이드 변환의 연계 조
합을 추동한다.
∙ 산업-교육 융합의 학교 설립 메커니즘을 건립해 시장 지향, 서비스 발전, 취업 촉진의
설립 방향을 견지하고 전공 설치 구조를 최적화한다.
∙ 산업-교육 융합과 학교-기업 협력을 힘껏 추진해 국가 산-교 융합 시범지역 건설을
전개한다.
∙ 직업교육 제도의 표준을 세워 학교 설치, 전공 교학, 교사대오, 학생 실습, 경비 투입, 정보화
건설 등 계열의 제도와 표준을 완비하고 직업대학의 학생당 지출 제도를 제정해 실행한다.
∙ 국무원 직업교육 업무 연석회의 제도를 건립한다.

고등교육의 내용을
발전

∙ ‘쌍일류(双一流)’ 건설을 가속화해 대학의 전면적 실행 건설 방안 수립을 추동하고
중국 특색 ‘쌍일류’ 건설의 종합 평가 체계를 연구해 건립한다.
∙ 일류 본과 교육을 건설해 ‘6분야 탁월한 인재와 1분야 출중한 인재(六卓越一拔尖)’
계획 2.0을 심도 있게 실시하고 일류 전공 건설을 위한 ‘쌍만계획(双万计划)’과 혁신
창업교육 개혁을 위한 ‘들불계획(燎原计划)’을 실시하고 대학 졸업생의 취업 및 창업
촉진 계획을 실시한다.
∙ 대학원생 교육 수준을 향상해 산업-교육 융합의 전공학위 모델과 과학-교육 융합의
학술학위 모델을 완비하고 부족한 첨단복합 분야의 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 고등교육의 품질 표준과 모니터링 평가 체계를 완비한다.
∙ 대학의 과학연구와 혁신서비스 능력을 향상해 대학의 기초연구를 위한 ‘에베레스트
계획(珠峰计划)’을 실시하고 일군의 첨단과학센터를 건설하고 대학의 중대 과학기술
인프라 건설과 적극적인 국가실험실 건설 참여를 지원한다.
∙ 대학의 철학·사회과학 번영계획을 계속 실시한다.

신시대 교사대오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

∙ 사덕(师德)과 사풍(师风)의 건설을 강화해 교사 소질의 첫 번째 표준으로 삼고 사덕·
사풍 건설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 교사 교육의 품질을 높여 교사 교육 진흥 행동계획을 실시하고 높은 소질의 전문화된
초·중등 교사를 힘껏 양성한다.
∙ 교사 관리제도 개혁을 심화해 편제 관리를 혁신하고 고등교육기관과 초·중등학교 및
직업학교의 직책 설치 관리지도 의견을 수정하고 교사의 직함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 교사의 임금대우를 보장해 초·중등학교 교사 임금의 장기지속 연동 메커니즘을 갖추고 성
과금 총량을 정할 때 현지 공무원의 실질수입 수준을 통괄 고려해 그 수입과 보조를 맞춰
조정하고 초·중등 교사 성과금의 총량 심사결정 분배방법과 내부 분배방법을 완비한다.
∙ 취약지구의 교사 부족을 보강해 향촌교사 지원 계획, 은퇴교사 강학 계획, 시짱(西藏)과
신장(新疆) 교사 만 명 지원 계획을 심도 있게 실시한다.

교육 정보화를 힘껏
추진

∙ 정보기술 기반 신형 교육·교학 모델과 교육서비스 공급방식 및 교육 거버넌스 신모델
구축에 힘을 쏟는다.
∙ 정보기술과 교육·교학의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해 학교가 충분히 정보기술을 이용해
인재 양성 모델과 교학방법 개혁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과 학습에서 전체
교사와 학생이 정보화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실현한다.
∙ 정보시대 교육 거버넌스 신모델을 혁신해 빅데이터를 지주 삼아 교육 거버넌스 능력의 최
적화 행동을 전개하고 인터넷 등 정보화 수단으로 교수·학습 전 과정의 서비스를 추동한다.
∙ 스마트교육의 혁신발전 추진을 가속화해 ‘스마트교육 시범구’를 설립하고 국가 가상현실
(VR) 실험교학 프로그램 등의 건설을 전개하고 인공지능 교사대오 건설 행동을 실시한다.
∙ ‘인터넷+교육’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3통2플랫폼(三通两平台)’ 건설을 심도 있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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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계속
교육 현대화 추진 가속화를 위한 10대 중점 임무

번호

07

08

09

10

중점 임무

내용 요약

중서부 교육 진흥
발전 계획을 실시

∙ 교육 탈빈곤 공격전을 승리로 이끌어 의무교육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 빈민구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빈곤지역 교육의 기본 공공서비스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
상한다.
∙ ‘3구3주(三区三州)’ 등 심각한 빈곤지역의 교육 탈빈곤 공격전을 추진한다.
∙ 중서부 교육 발전의 부족을 보완해 중서부지역의 의무교육 학교 표준화 건설을 가속
화하고 의무교육 취약학교의 기본 운영조건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중서부지역이
빠르게 고등학교 단계 교육을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족교육 발전을 가속화
한다.
∙ 중서부 고등교육의 발전 수준을 향상해 중서부 대학의 기초능력 건설 프로젝트와 동부
지역 대학의 서부지역 대학에 대한 일대일 지원 계획을 계속 실시하고 교육부와 성 간의
협력 건설 메커니즘으로 중서부지역 14개소 대학의 발전을 지원한다.
∙ 향촌진흥전략 교육 행동을 실시해 현대농업 직업교육을 힘껏 발전시키고 향촌진흥
전략에 복무하는 농림고등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향촌진흥에 긴급히 필요한 인재 양
성을 가속화한다.

교육 현대화 구역의
혁신 실험을 추진

∙ 체제 메커니즘을 혁신해 신시대 구역교육 개혁발전의 신모델을 탐색한다.
∙ 높은 기점과 표준으로 슝안신구(雄安新区) 교육의 발전을 규획해 높은 품질의 기초
교육을 우선 발전시키고 현대 직업교육의 발전을 가속화해 신메커니즘, 신모델의 슝안
대학을 건설한다.
∙ 웨강아오(粤港澳) 고등교육의 협력교류를 심화해 교육자원, 특히 고등교육과 관련된
인재, 과학기술, 정보 등의 요소들이 웨강아오 그레이트베이에서 높은 효율로 유동할
수 있게 촉진한다.
∙ 창장삼각주 교육의 협업발전을 위한 신판국을 구축해 구역 내 교육자원의 상호개방
역량을 한층 더 확대하고 각 급, 각 류 교육의 협업발전과 혁신을 위한 플랫폼을 건립해
우세한 자원 간에 상호보완과 질서 있는 유동을 실현한다.
∙ 하이난(海南) 교육의 혁신발전을 촉진해 하이난 자유무역 시험구를 중심으로 신시대
교육 개혁개방의 전면적 심화라는 새로운 모범을 만든다.

‘일대일로’ 교육 행동
공동 건설을 추진

∙ 높은 층위의 국제화 인재 양성을 가속화해 유학생의 귀국 창업 및 취업 정책을 완비하고
국내외 합작설립 학교의 품질을 높이고 국내외 합작설립 학교의 진입과 퇴출 메커니즘
을 완비한다.
∙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와 교육협력을 강화해 ‘일대일로’ 교육자원 정보서비스 종합
플랫폼과 국제 과학교육 협력교류 플랫폼을 건립하고 대학 과학기술의 ‘일대일로’
혁신 서비스 제안 행동계획을 실시한다.
∙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와 인문교류를 심화해 국내외 민간교류를 힘껏 지원하고
국내외 체육·예술 등 인문교류를 강화한다.
∙ 공자학원의 구역 배치를 최적화해 공자학원의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운영 수준을 전면
적으로 향상한다.
∙ 한어(汉语) 국제교육의 업무 역량을 확대한다.

중점 영역의 교육
종합개혁을 심화

∙ 중점이 되는 영역과 관건이 되는 연결고리의 개혁 발걸음을 가속화하고 교육 현대화
추진의 가속화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한다.
∙ 시험입학 제도의 개혁을 적극적이고도 타당하게 추진해 가오카오(高考)의 개혁의 방향
을 확고히 세우고 일반 고등학교 학업수준 시험제도를 완비하는 한편, 학술학위와 전공
학위의 석사과정생 분류시험을 한층 더 추진하고 박사과정생의 ‘무시험 지원 심사’,
‘과정 바로 진입’등의 선발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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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계속
교육 현대화 추진 가속화를 위한 10대 중점 임무

번호

10

중점 임무

내용 요약

중점 영역의 교육
종합개혁을 심화

∙ 사립교육의 분류관리를 완비해 사립교육촉진법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사립교육촉
진법 실시조례를 수정하고 사회 역량의 법에 따른 교육의 창설과 운영을 적극 격려하고
사립교육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 평생학습 제도 체계의 구축을 가속화해 평생학습 법률·법규 건설을 강화하고 각 급,
각 류 교육의 소통과 다양한 학습 성과를 연결하는 전 인민 평생교육 입체교차를 건설하
고 사구(社区) 교육, 노년 교육을 가속화하고 학습형 조직 건설과 학습형 도시 건설을
심도 있게 추동한다.
∙ 교육 영역의 ‘방관복(放管服)’ 개혁을 심화해 행정 간소, 방임과 관리의 결합, 서비스
최적화의 개혁을 심화하고 정부의 직능 변화를 추진하고 정부, 학교, 사회의 신형 관계
를 구축한다.
∙ 학교 거버넌스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자료: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2019b) 내용을 인용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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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코로나 발생 이후 중국의
교육 발전 방향
1. 코로나 팬데믹 아래 중국 기초교육의 대응과 과제
2. 14차 5개년(2021-2025) 계획의 교육 정책 함의
3. 교육 현대화의 의미와 축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살펴본 코로나 발생 이전 중국의 교육 발전 로
드맵이 2020~2021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어떤 조정과 변화를
겪게 되는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먼저 중국의 기초교육이 팬데믹 아래
어떤 대응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이슈가 등장했는지 살펴보고, 2021년
3월에 발표된 14차 5개년(2021-2025) 계획의 교육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신시대의 교육 발전 로드맵인 ｢교육 현대화｣와 그 2022년까지의 추진
방안을 담은 ｢현대화 실시 방안｣의 내용들이 향후 어떻게 추진될지 전망
한다. 결론적으로 현 시기 중국의 미래교육 로드맵으로서 교육 현대화 담
론은 ‘역량 교육’과 ‘교육 정보화’라는 두 개의 축이 견인하는 것으로 보
이며, ｢13.5｣ 시기 교육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 방점이 교육
정보화에 좀 더 기울어 있었다면 ｢14.5｣ 발표 이후 현재의 분위기는 역량
교육에 좀 더 힘이 실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1. 코로나 팬데믹 아래 중국 기초교육의 대응과 과제
가. 코로나 관련 교육 이슈와 담론
코로나 팬데믹은 2020년 1월 23일 오전 10시 중국의 우한(武汉) 봉쇄
를 기점으로 그 실체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시작되었다. 충격과 공포, 락
다운과 셧다운, 격리와 대규모 임시병동 등 팬데믹에 대한 모든 대응에서
첫 시험 주자일 수밖에 없었던 중국 정부는 2월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전국 학교의 등교 개학을 연기했다.
교육부는 먼저 ‘수업은 멈춰도 학업은 멈출 수 없다(停课不停学)’는 슬
로건을 내걸고 2월 17일 국가 초·중·고 네트워크 클라우드 플랫폼(国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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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小学网络云平台, ykt.eduyun.cn)을 이용해 학생들의 재택학습을 돕기

시작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신종 코로나 방역 상시화 체제에 대비한
새 학기 랜선 수업 준비에 들어갔다. 베이징시의 경우 새 학기 수업은 4월
13일부터 시작됐다. BCGTV(歌华有线)48)와 베이징디지털스쿨(北京数
字学校, bdschool.cn)49) 등을 통해 새 학기 강의 영상이 업로드되면서

당일 고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필두로 4월 14일에는 중학교
1~2학년이, 4월 15일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이 본격적인 온라인 수업 시
행에 들어갔다.50)
중국의 초·중등 교육현장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공중교실(空中课堂)’이라 불리는 랜선 수업을 통해 대규모 비대면 교육을
시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10년 ｢교육 규획 강요｣가 발표된 이후 2012년
3월에 교육부 명의로 ｢교육 정보화 10년 발전 규획(2011-2020)｣51)이
발행되면서 교육 정보화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2012년 9월
1일에 개통한 베이징디지털스쿨도 이 같은 맥락에서 베이징시교육위원
회가 주도해 건설한 교육 공공서비스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교육 정보화 사업은 ｢13.5｣ 기간에 ‘3통2플랫폼(三通两平台)’ 개
념이 정책의 중심에 확고히 들어선 후, 2018년 4월에 교육부 명의로 ｢교육
정보화 2.0 행동계획｣(이하 ｢정보화 2.0｣)이 발행되면서52) 사업 시행에

48) 베이징거화유선TV인터넷유한주식회사(北京歌华有线电视网络股份有限公司, 약칭 歌华有线)는 1999년
9월 베이징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되고 2001년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다. 2020년 11월
제6기 전국문명단위(全国文明单位)에 선정되었다.
49) 베이징디지털스쿨(北京数字学校)은 2012년 베이징시인민정부가 2억 위안을 투입해 건립한 의무교육 단계
교육 공공서비스 플랫폼이다. 3,000여 명의 시 우수 교사와 500여 명의 기술 인원을 동원해 초등·중학교의
전과목 디지털 강의(21개 과목, 9,500시간)를 제공하며 그해 9월 1일 처음 개통하였다. 董晶 외(2013), p. 15.
50) 박지현(2020), p. 62.
51)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教育部关于印发《教育信息化十年发展规划(2011-2020年)》的通知｣, 2012(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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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변화를 맞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13.5｣ 기간의 교육 현대화 추진은
이 같은 교육 정보화 사업이 중심이 되어 견인한 측면이 크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박지현 외(2021)는 빅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방법을 통해 ｢13.5｣
기간 중국 학술저널에 발표된 교육 관련 논문들의 키워드 분포 상황과
변화 추이 등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물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컨대 아래 [그림 3-1]은 ｢13.5｣ 기간 중국의 교육 관련 논문 키워드의
출현빈도53)를 누적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 의하면 2016년부
터 2018년까지 전반적인 키워드의 추이에 이렇다 할 큰 변화가 없다가
2019년 이후 출현빈도의 총합에 유의미한 증가 흐름이 나타나면서 일정
한 변화 추이가 발생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해 그 같은
변화 추이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변화의 핵심 동력에 교육 정보화와 관련
된 ‘온라인 교육(在缐敎学)’, ‘블렌디드 러닝(混合敎学)’, ‘인공지능(人工
智能)’, ‘인터넷 플러스(互联网+)’, ‘스마트교육(智慧教育)’ 등의 키워드들

이 포진해 있다는 것이다.

52)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教育部关于印发《教育信息化2.0行动计划》的通知｣, 2018(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
53) 여기서 ‘출현빈도’는 해당 키워드가 출현한 논문 수를 의미한다. 박지현 외(2021)의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
다. ① 데이터 검색과 추출: 中国知网(cnki.net)을 통해 2016~2020년에 발표된 총 171,961개의 교육 분야
학술저널 게재 논문 중 ‘교육이론과 교육관리’로 주제 필터링 된 총 17,833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키워드 데
이터를 전수 추출하였다. ② 전수 출현 키워드 목록1 확보: 전수 출현 키워드 데이터를 파이썬(Python)을
이용해 구두점과 괄호 등 불필요한 기호를 제거하고 중복 항목을 삭제하는 등 전처리 작업을 통해 총
22,646개(즉 총 17,833개의 분석대상 논문에서 1번 이상 출현한 키워드의 개수)의 키워드로 확정하고 그
출현빈도를 산출해 1차 목록을 확보하였다. ③ 상위 출현빈도 키워드 목록2 확보: 1차 목록을 기반으로
2016~2020년간 총 누적 빈도 5회 이상인 키워드 1,914개를 상위 출현빈도 키워드 목록으로 확보하였다.
④ 최종 분류 키워드 목록3 확보: 2차 목록을 기반으로 엑셀 수작업을 통해 불용어(Stop word)를 제외하고
유사 키워드들을 통합·분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총 93개에 이르는 분류 키워드 목록을 확보하였다. ⑤ 각
분류 키워드의 연도별 출현빈도를 산출하고 시각화 제시를 통해 의미를 분석하였다. 박지현 외(2021), pp.
46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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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13.5｣ 기간 중국의 교육 관련 논문 키워드의 출현빈도 누적 그래프

자료: 박지현 외(2021), p. 473에서 인용

[그림 3-2]는 키워드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이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교육 정보화 관련 키워드들의 변화 움직임에도 각기 차이
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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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13.5｣ 기간 중국의 교육 관련 논문 키워드의 연도별 변화 추이

자료: 박지현 외(2021), p. 477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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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온라인 교육(在缐敎学)’은 2020년에 유독 강한 상승 기울기를
나타냈다. ‘블렌디드 러닝(混合敎学)’은 그 이전부터 상승 기울기가 나타
났으나 2020년에 더욱 강한 상승 기울기를 보였다. ‘인터넷 플러스(互联
网+)’와 ‘스마트교육(智慧教育)’은 전반적인 우상향 기울기를 보였다. 반

면 ‘정보화(信息化)’는 2019년에 강한 상승 기울기를 보였다가 오히려
2020년에 하향 꺾임이 나타났는데, 이는 2020년에 새로이 등장한 ‘신종
코로나(新冠疫情)’ 키워드가 ‘온라인 교육’ 같은 키워드를 강하게 견인하
며 ‘정보화(信息化)’ 영역의 일부를 잠식한 결과로 추측해볼 수 있다.54)
이에 본 연구는 박지현 외(2021)가 키워드 데이터를 추출해 분류 키워
드로 목록화한 방식을 참조해서 2020년 중국의 교육 관련 논문 키워드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해당 연도 교육 관련 연구에서 ‘신종 코
로나(新冠疫情)’란 이슈가 어떤 키워드와 주요하게 결합해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본 연구가 수행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의 절차는 다음
과 같다.

[과정1] 데이터의 검색과 추출.
중국의 대표적인 학술 및 저널 문헌자료 플랫폼인 중국지식네트워크
(中国知网, cnki.net)에서 2020년 학술저널에 발표된 총 33,100개의 교
육 관련 논문 중 ‘교육이론과 교육관리’를 주제로 필터링된 총 4,083개의
논문에서 키워드 데이터를 전수 추출하였다. 추출된 키워드는 총 15,951
개였고 중복 제거 후 남은 키워드는 총 7,774개였다. 데이터 검색과 추
출은 2021년 5월 30일에 진행되었다.

54) 박지현 외(2021), p.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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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2]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노드(node)와 엣지(edge)의 확정.
총 7,774개의 키워드에 대해 박지현 외(2021)에서 트렌드 분석에 사
용한 93개의 분류 키워드를 중심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키워드를 1차로
묶고 동일 논문에 함께 출현한 횟수를 엣지 빈도(edge frequency)로 구한
다음, 그 빈도의 총합이 3 이상인 노드만 남겨 다시 그 안에서 엣지 빈도를
구한 결과, 총 161개의 노드와 623개의 엣지로 이루어진 뼈대 네트워크가
생성되었다. 이 중 하나로 연결된 가장 큰 클러스터(cluster)를 골라 분석을
위한 최종 네트워크로 확정하였다. 최종 네트워크는 총 152개의 노드와
617개의 엣지로 구성되었다. 네트워크 생성 및 처리 작업은 Python 3.8.5
환경에서 Networkx 2.5(Python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다.

[과정3] 시각화 제시와 의미 분석.
최종 네트워크를 Cytoscape 3.8.2를 이용해 시각화하였다. 빅데이터
의 분석과 시각화의 목적이 2020년 중국에서 코로나 이슈가 교육과 관련
해 어떤 키워드와 주요하게 결합해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으므로,
네트워크 그림을 ‘신종 코로나(新冠疫情)’ 노드를 중심에 두고 배치하였
다. 안쪽의 첫 번째 원은 ‘신종 코로나’와 동시 출현을 나타내는 첫 번째
이웃(first neighbor) 노드들의 그룹이다. 두 번째 원은 첫 번째 원의 노
드들과 동시 출현한 두 번째 이웃(second neighbor) 노드들의 그룹이
다. 세 번째 이웃 이상에 속하는 총 18개의 노드는 분석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그림에서 생략하였다. 그 결과 아래 [그림 3-3]의 그래프가 도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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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2020년 중국의 교육 관련 논문 키워드의 ‘신종 코로나’ 중심 네트워크 그래프

이 그림에서 노드의 색깔과 크기는 엣지 빈도의 총합에 비례한다. 빨
강색에 가까우며 크기가 클수록 다른 키워드들과 동시 출현한 빈도의 총
합이 큼을 의미한다. 엣지의 굵기는 두 노드 간 동시 출현빈도에 비례한
다. 회색 선이 굵게 나타날수록 두 노드의 동시 출현빈도가 높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0년 중국의 교육 관련 논문에서 ‘신종 코로나(新冠疫情)’
이슈는 ‘온라인 교육(在缐敎学)’과 매우 강하게 연동돼 전개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웃 그룹에서 ‘신종 코로나’가 ‘온라인 교육(在缐
敎学)’, ‘개혁(改革)’, ‘블렌디드 러닝(混合敎学)’으로 연결되는 키워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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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 의미망 속에 존재하는 것은 2020년 중국 교육계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 주로 교육 현대화 정책의 교육 정보화가 견인하는 교수·학습 방식의
변화 논의 안에서 기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첫 번
째 이웃 그룹에서 형성된 삼각 구도가 두 번째 이웃 그룹의 ‘플립 러닝
(翻转教学)’, ‘무크 교육(慕课教学)’ 등으로 연결되며 확장되는 모습은 이
같은 해석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림이라 할 것이다.

나. ‘쌍감(双减)’의 내용과 의미
중국의 경우 2020년 봄학기에 전면적으로 실시된 원격 비대면 랜선
수업은 2020년 가을학기부터 전면적 정상 등교 수업으로 전환되었다. 이
후로 지금까지 새로이 확진자가 발생하는 지역에 국한해 위험 및 방역 단
계에 따라 맞춤 대응을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2020년 팬데믹 아래 중
국의 기초교육 대응이 주로 교육 정보화와 관련된 ‘온라인 교육(在缐敎
学)’-‘개혁(改革)’-‘블렌디드 러닝(混合敎学)’이라는 삼각 의미망 안에서

진행되고 이슈화되었다면, 팬데믹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2021년의 기초
교육 이슈는 최근에 관련 ‘의견’이 발행되며 더욱 규제가 강화된 ‘쌍감(双
减)’ 정책의 의미망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 24일 중국 정부는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 명의로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숙제 부담과 학교 밖 사교육 부담의 추가 경감에
관한 의견｣(이하 ｢쌍감 의견｣)55)을 발행하였다. ‘쌍감’이란 학교 ‘안(숙제)’
과 ‘밖(사교육)’의 학업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으로, 일반적으로 “학생의

55)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中共中央办公厅 国务院办公厅印发《关于进一步减轻义务教育阶段学生作业负
担和校外培训负担的意见》｣, 2021c(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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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인
다”56)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비교적 익숙한 국가 교육의 슬로건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진행한 중국의 일선 교사와 학부모의 관련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가오카오(高考)가 있는 한 불가능하다”, “필요한 정책이
나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대기업·대자본에 대한 규제라고 본다”, “일정
부분 정리는 필요하다”, “개인의 영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등의 관점이나 답변이 많았다.57) 그럼에도 중국의 대표적인 교육 관련
기업인 신둥팡(新东方)58)의 주가가 올초 대비 90%나 폭락하는 등 시장
에서 그 정책의 작용이나 영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올해 들어
중국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조치들과 그것의 방향성, 특히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불편한 제재적 스탠스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러한 ‘쌍감’ 정책에 주목하고 그것의 함의와 배
경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 때문이다. 첫째, ‘쌍감’ 정
책은 발표된 내용의 디테일이나 무게, 정부가 추진에 들이는 공력 등이
단순한 정치적 슬로건 또는 레토릭이라고 보기에는 모종의 ‘진정성’이 담
겨있다. 둘째, 실제 정책의 의도와 결과가 무엇에 있든지 간에 ‘쌍감’ 정

56)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中共中央办公厅 国务院办公厅印发《关于进一步减轻义务教育阶段学生作业负
担和校外培训负担的意见》｣, 2021c(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5), 1.1. 工作原则.
57) 중국 최근 교육 정책 관련 현지 전문가 협의회 자문의견서(2021. 8. 13), 중국의 교육 현대화 관련 현지 전문가
협의회 자문의견서(2021. 8. 24), 코로나 시대 중국 교육 정책 향방에 대한 중국인 전문가 협의회 자문의견서
(2021. 9. 24) 참조
58) 베이징신둥팡교육과학기술그룹(北京新东方教育科技集团)은 1993년에 창립되었다. 창업주는 유민훙(俞
敏洪)으로 제13기 전국정협(全国政协) 교육·과기·문화·위생·체육위원회(教科文卫体委员会) 위원이다. 학
원을 비롯한 종합적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외국어 교육, 초·중등 기초교육, 취학 전 교육, 온라
인 교육, 유학 자문, 도서 출판 등 다양한 사업 영역을 포함한다. 2020년 12월 8일에 CCTV닷컴(央视网)이
수여하는 ‘2020년도 사회적 책임 공익 기업상’을 받았다.

제3장 코로나 발생 이후 중국의 교육 발전 방향❙ 81

책은 현재 중국 정부가 바라보는 대내외적 정세와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
과 궤를 같이 하며 맞닿아 있다. 셋째, ‘쌍감’ 정책은 적어도 논리상으로
중국의 미래교육 로드맵인 ‘교육 현대화’와 잘 조응하고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중요한 환경 요인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 실제로 [표 2-10]의
｢현대화 실시 방안｣ 10대 중점 임무를 보면 ‘견고한 기초교육의 향상을
추진한다’는 두 번째 항목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7월
24일 ｢쌍감 의견｣ 발표 이후 지방 정부는 ‘체(体)·미(美)·노(劳)’ 중심의
비교과 수업 시수의 보장과 방과 후 서비스 강화에 관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정책의 성공은 교육 현대화가 추구하는 ‘높은 품
질의 교육 체계 구축’에 달려 있으며, 실제 이 ‘쌍감’ 정책이 그러한 방향에
시너지 효과를 내며 전개되는지의 여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고 하겠다. 이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 시기 중
국에서 적어도 1~2선 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 발달 지역의 일반 고등학
교 및 대학의 진학 경쟁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이
다.59) 이 같은 맥락에서 교육 보급과 격차 해소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
은 과제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을 ‘높은 질적 발전’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계획이 순조롭게 달성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쌍감 의견｣의 목차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9) 코로나 시대 중국 교육 정책 향방에 대한 중국인 전문가 협의회 자문의견서(2021. 9.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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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숙제 부담과 학교 밖 사교육 부담의 추가 경감에 관한 의견｣의 목차 및
주요 내용

번호

항목

조목

01

총체 요구

(1) 지도 사상: 입덕수인(立德树人)의 근본 임무를 수행하고 높은 품질의 교육 체계를
구축해 학교 교육이 주가 되는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 밖 사교육 기관에 대한 정비를
심화해 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고 양호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며 학
부모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전면적인 발전과 건강한 성장을 촉진한다.
(2) 업무 원칙: 학생들의 휴식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인다. 법에 따라 처리하고 문제의 증상과 원인을 함께 고친다. 학교의
주체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가정-학교-사회의 협력적인 책임을 명확히 한다. 통
괄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실시한다.
(3) 업무 목표: 학교의 교육 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숙제를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학교의 방과 후 서비스를 학생들의 수요에 만족시킨다. 학
생들의 공부를 학교로 돌아오게 하고 학교 밖 사교육 행위를 전면적으로 규범화
한다. 학생들의 과중한 숙제 부담과 학교 밖 사교육 부담, 가정의 교육비 지출과
이에 대한 학부모의 정신적 부담을 1년 안에 효과적으로 줄이고 3년 안에 명확한
성과를 거둬 인민대중의 교육 만족도를 뚜렷하게 높인다.

02

숙제의 총량과 시간을
전면적으로 줄여
학생들의 과중한 숙제
부담을 줄인다.

(4) 숙제 관리 기제 완비
(5) 숙제 총량의 명확한 분류
(6) 숙제 설계의 품질을 향상
(7) 숙제 완성에 대한 지도를 강화
(8) 수업 외 시간을 과학적으로 이용

03

학교 방과 후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킨다.

(9) 방과 후 서비스 시간을 보장
(10) 방과 후 서비스 품질을 향상
(11) 방과 후 서비스 경로를 확장
(12) 우수한 무료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강화

04

엄정한 처리 방침으로
학교 밖 사교육을
전면적으로 규범화한다.

(13) 기관에 대한 엄격한 심사 및 허가
(14) 사교육 서비스 행위를 규범화
(15) 상시적인 운영 및 감독관리를 강화

05

교육 품질을 크게
향상시켜 학생들이
학교에서 충분히 잘
배우도록 한다.

(16) 의무교육의 우수 품질과 균형 발전을 촉진
(17) 교실 수업의 품질을 향상
(18) 고등학교 학생 모집의 개혁을 심화
(19) 사업성과를 품질 평가 체계에 편입

06

배치조합 관리를
강화하여 지원의 보장
능력을 높인다.

(20) 학교의 방과 후 서비스 여건을 보장
(21) 가정-학교-사회의 협력 메커니즘을 완비
(22) 사교육 광고를 통제 관리

07

시범지역 탐색을 착실히
수행해 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08

세심하게 실시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힘쓴다.

(23) 시범지역 업무를 명확히 요구: 베이징시, 상하이시, 선양시, 광저우시, 청두시,
정저우시, 창즈시, 웨이하이시, 난퉁시를 전국의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기타 성급은
최소 1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제24, 25, 26조의 내용을 시범적으로 시행
(24) 교과목 유형의 사교육을 대폭 축소
(25) 학교 내외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
(26) 사교육비 감독관리를 강화
(27) 전면적 시스템을 잘 배치
(28) 부처의 업무 책임을 명확히 확립
(29) 특별 단속을 합동으로 진행
(30) 감독 조사와 홍보 유도를 강화

자료: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2021c) 내용에 근거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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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차 5개년(2021-2025) 계획의 교육 정책 함의
가. ｢14.5｣의 의미와 교육 현대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 강요｣(이하
｢14.5｣)는 2021년 3월 12일에 정식 발표되었다. 중국 정부가 부여하는
｢14.5｣의 의미는 한 마디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 건설을 위
한 새로운 노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샤오캉(小康) 사회
의 전면적 건설이라는 첫 번째 백년의 분투 목표를 실현한 이후 그 기세
를 타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 건설의 새로운 노정을 시작하는,
즉 두 번째 백년의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첫 번째 5개년”이라는 것
이다.60)
｢14.5｣는 먼저 ｢13.5｣ 시기의 주요 성과를 요약하고 ｢14.5｣ 시기가
직면한 발전 환경을 진단하였다. ｢13.5｣ 시기는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
건설의 승리를 확정 지은 단계”로 “코로나 팬데믹의 심각한 충격에서도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깊이
새기며’ 전 당과 전국의 각 민족 인민을 이끌고 당과 국가의 각종 사업을
분투하며 수행했다”고 자평했다. 그 결과 “개혁의 전면적 심화, 의법치국
(依法治国)의 전면화, 엄격한 당 관리의 전면화, 국가 거버넌스 체계 및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에 중대한 진전이 이뤄지고 중국공산당이 영도하
는 중국 사회주의 제도의 강점이 한층 더 드러났다”고 총평했다. 경제와

60)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2021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6), 第一篇 开启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新征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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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발전에서의 성과는 다음의 13개 분야로 구분해 서술하였다.61)
표 3-2

｢14.5｣ 제1편에 서술된 ｢13.5｣ 시기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성과

번호

분야

평가

01

거시경제

◦ 경제 운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경제 구조의 최적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돼
국내 총생산액(GDP)이 100조 위안을 돌파했다.

02

혁신형 국가 건설

◦ 유인우주, 달 탐사 프로젝트, 심해 프로젝트, 슈퍼컴퓨터, 양자 정보, ‘푸싱호
(复兴号)’ 고속열차, 대형 여객기 제조 등에서 일군의 중대한 과학기술 성과를
달성했다.

03

탈빈곤 공격전

◦ 탈빈곤 공격전의 전면적인 승리는 농촌의 5,575만 빈곤 인구의 탈빈곤을 실현
하고 몇 천 년 간 중화민족을 옥죄던 절대 빈곤의 문제에 역사적 해결책을 가져다
주며 인류의 빈곤 감소 역사에 기적을 일으켰다.

04

농업 현대화

◦ 농업 현대화가 안정적으로 추진돼 연간 식량 생산량이 연속해서 1조 3,000억 근
이상을 유지했다.

05

신형 도시화

◦ 1억 명의 농업 전이 인구와 기타 상주인구의 도시(城镇) 호구 정착 목표가 순조롭게
실현되고 각 지역의 중대한 전략이 착실히 추진되었다.

06

생태 환경 개선

◦ 오염 방지 역량이 확대돼 주요 오염 물질의 배출 총량이 감소 목표를 초과해 달성
되었고 자원의 이용 효율이 현저히 높아지면서 생태환경이 명확히 개선되었다.

07

금융 리스크

08

대외개방

◦ 대외개방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성과가 크다.

09

민생 개선

◦ 교육 공평과 품질이 크게 향상되고 고등교육이 보급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 도시(城镇)의 신규 취업 인구가 6,000만 명을 넘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사회보장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 기본 의료보험 적용자는 13억 명을 넘고, 기본 양로보험은 10억 명에 육박한다.
◦ 도시(城镇) 판자촌(棚户区)의 주택 개조가 2,300만 채 이상 착공되었다.

10

공공 보건

◦ 신종 코로나 전염병 방역이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거두면서 돌발 사건에 대응하는
능력과 수준이 대폭 향상되었다.

11

공공 문화

◦ 공공 문화서비스의 수준이 부단히 높아지면서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이 크게 발전
했다.

12

국방과 군대

◦ 국방과 군대 건설의 수준이 대폭 향상돼 군대의 조직형태에 중대한 변혁이 실현되
었다.

13

국가 안보

◦ 금융 리스크 처리는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다.

◦ 국가 안보도 전면적으로 강화돼 사회의 조화와 안정이 유지되었다.

자료: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2021), 1.1.1.에서 인용해 작성

61)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2021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6), 第一篇 开启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新征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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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4.5｣ 시기 중국의 발전 환경이 “본질적이고 복잡한 변화”에 직
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연하였다.

현재와 이후 일정 기간 중국의 발전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에 놓여 있다. 다만 기회와 도전에는 모두 새로운 발전의 변화가
있다. 지금 세계는 지난 백 년간 보지 못한 대변화의 시국을 겪고 있
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혁명과 산업의 변혁이 심도 있게 진행되면서
국제 역학이 본질적으로 조정되고 있다.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시대의
주제이며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이 사람들 마음에 깊이 스며들고 있다.
동시에 국제 환경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불안정성과 불확정성이 명확
히 증대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 전염병의 영향이 광범위하고 심원하
게 미치고 있다. 세계 경제는 침체기에 빠졌으며 경제 글로벌화는 역
류를 맞고 있다. 전 세계 에너지의 수요공급 판도에는 본질적인 변혁
이 일어나고 있으며 국제 경제정치의 구도도 복잡 다원화되고 있다.
세계는 요동치는 변혁기에 진입했으며 일방주의, 보호주의, 패권주의
가 세계 평화와 발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62)

아울러 중국 발전 단계의 특징과 한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중국은 이미 높은 질적 발전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중략) 동시에 발전
의 불균형·불충분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져 중점 영역의 관건이 되는
개혁 임무가 여전히 어렵고 막중하다. 혁신 능력이 높은 질적 발전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해 농업의 기초가 아직 견고하지 못하고, 도시-

62)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2021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6), 1.1.2.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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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촌 간 발전 및 소득 분배의 차이가 상당히 크고, 생태환경 보호의
임무가 막중하고 갈 길이 멀다. 민생 보장에도 뒤떨어진 면이 존재하
고 사회 거버넌스에도 취약점이 있다.63)

이 같은 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된 ‘전략 방향’은 한마디로 “높은
질적 발전의 추동”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쌍순환’으로 귀결되는 ‘6개의
반드시(六个必须)’ 전략이 부연되었다. 첫째, 반드시 신발전 단계에 입각
해 신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신발전 구조를 구축한다. 둘째, 반드시 공급
측 구조 개혁의 심화를 견지한다. 셋째 반드시 내수를 확대하는 유효한
제도를 건립한다. 넷째 반드시 흔들림 없는 개혁을 추진한다. 경제 순환을
제약하는 제도 장애를 타파하고 생산 요소의 순환적 회전과 생산, 분배,
유통, 소비 각 단계의 유기적 결합을 추동한다. 다섯째, 반드시 흔들림 없
는 개방을 확대한다. 요소 회전형 개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제도형 개
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한다. 국내 경제 순환 체계에 의지해 전 세계 요소
자원에 대한 강대한 중력장을 형성한다. 여섯째, 반드시 국내 대순환의
주도 작용을 강화한다. 국제 순환으로 국내 대순환의 효율과 수준을 높이
고 국내-국제 쌍순환의 상호 촉진을 실현한다.64)
이어 ｢14.5｣는 2035년의 장기 목표와 함께 2021~2025년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3)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2021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6), 1.1.2.에서 인용.
64)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2021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6), 1.2.3.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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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2035년 장기 목표를 위한 ｢14.5｣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

자료: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2021), 1.3.2.의 내용에 근거해 제작

[그림 3-4]에서 보듯이 ‘6개의 새로운(六个新)’으로 명명될 수 있는
｢14.5｣ 시기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는 오히려 그 앞에 제시된 2035년
의 장기 목표보다도 서술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이는
현 시기 중국 정부가 처한 ‘곤혹’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두 번째
백년의 분투 목표를 향한 새로운 노정’의 첫걸음에서 ‘높은 질적 발전 추동’
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표들이 나오기에는 대내외의 환경과 여건들이 매
우 불투명하고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65) ‘사회
주의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이라는 2035년의 ‘꿈’을 제시하면서 2025년
의 주요 목표가 ‘새로운(新)’이라는 어휘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두 번째
백년을 향한 새로운 노정이 어찌 보면 명확한 목표 제시가 힘든 새로운
백지상태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일 수 있다.
65) 이 같은 추측은 ｢14.5｣ 제1편의 부록으로 제시된 ‘14.5 시기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14.5｣에서는 GDP나 노동생산율 같은 주요 거시경제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中华人民共和
国中央人民政府,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2021(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6), 专栏1; ‘十四五’时期经济社会发展主要指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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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백년’의 로드맵 속에서 교육 현대화는 사회주의 현대화의 전
제이자 경로로 선행하며 추진되는 것이다. ‘새로운 노정’을 향한 첫걸음
에서 2035년 교육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교육 현대화의 정책들이 과연
코로나 발생 이전에 수립된 방향과 내용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는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난 7월 24일에 발표
된 ｢쌍감 의견｣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며, 이는 ｢14.5｣의 교육 현대화
정책이 ｢13.5｣ 시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나. ｢14.5｣ 교육 정책의 키워드와 방향
｢14.5｣에 제시된 교육 정책의 주요 키워드는 ‘국민의 역량(国民素质)’과
‘사람의 전면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총 19편 65장에 이르는 ｢14.5｣의
체례에서 교육 정책은 제13편의 첫 번째 장인 제43장에 총 5개의 절로
정책의 기본방향과 임무가 제시되어 있다.66)
표 3-3

｢14.5｣ 속 교육 정책의 편제(제13편 제43장)
제13편 국민의 역량을 높이고 사람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

장수

장목

절목
(1) 기본 공공교육의 균등화를 추진
(2) 직업기술 교육의 적응성을 증강

제43장

높은 품질의 교육 체계를
건설

(3) 고등교육의 품질을 향상
(4) 높은 소양의 전문화된 교사대오를 건설
(5) 교육 개혁을 심화

66)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2021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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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속
제13편 국민의 역량을 높이고 사람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

장수

장목

절목
(1) 강대한 공공위생 체계를 구축
(2) 의약 위생 체제 개혁을 심화

제44장

건강 중국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

(3) 전 인민 의료보장 제도를 완비
(4) 중의약의 전승과 혁신을 추동
(5) 체육 강국을 건설
(6) 애국 위생 운동을 심도 있게 전개
(1) 적정한 출산 수준의 실현을 추동

제45장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실시

(2) 영유아 발전 정책을 완비
(3) 양로 서비스 체계를 완비

자료: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2021)에 근거해 작성

먼저 ｢14.5｣의 교육 정책에서 주목할 점은 ｢13.5｣ 이후로 변화된 편
제이다. 중국 정부는 ｢13.5｣부터 ‘교육’을 의료, 보건, 인구 정책 등과 한
데 묶으면서 국가의 건설 혹은 혁신 체계 구축의 영역이 아닌 사회 문명
혹은 민생 복지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13.5｣와 달라진 점은 ‘교육 현
대화’와 ‘건강 중국’의 조합 위에 인구 구조의 최적화를 위한 출산·육아
및 고령화에 대한 국가 전략이 별도의 장으로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13.5｣ 시기의 예상과 달리, 정작 ｢14.5｣에서
교육 현대화로의 정책 진전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교육 2020 회고 시리즈’에서 “｢13.5｣ 기간 기초교육은 ‘교육 보급
(有学上)’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하였고, 이제 ‘교육 품질(上好学)’의
문제로 매진한다”던 천명67)은 적어도 ｢14.5｣에 명시된 정책 내용에서는
67) ｢历史性解决了 “有学上” 问题, 全面提质进入新阶段, 综合改革迈出新步伐, 热点难点实现新突破— “十三五”
基教整体水平迈入世界中上行列｣(2020. 12.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28),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사이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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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할 의미 있는 내용으로 구체화되지 않았다. ｢14.5｣의 교육 정책
타이틀이 ‘높은 품질의 교육 체계 건설’임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3-4]에
서 볼 수 있듯이 기초교육 영역의 정책이 여전히 ‘보급’의 문제에 머물고
있으며 ｢교육 현대화｣와 ｢현대화 실시 방안｣에 담긴 문제의식과 핵심 내
용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퇴보한 느낌을 주고 있다. 적어
도 교육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14.5｣에서 강조된 ‘새로운 향상’, ‘새로운
수준’ 등등의 목표가 레토릭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물론 ｢14.5｣ 기간의 교육 정책이 [표 3-4]의 내용에만 국한되지는 않
을 것이다. 2021년 2월에 발행된 ｢교육부의 2021년 업무 요점｣을 보면
여전히 많은 정책들이 추진 중이고 추가 문건들이 준비 중임을 알 수 있
다.68) 그러나 ｢14.5｣의 의미는 무엇보다 현 시기 중국 정부의 중요한 대
내외 정세 판단과 그에 기반한 정책 추진의 방향과 방점을 시사한다는 점
에서 이 같은 교육 현대화 추진의 속도 조절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분석하는 일은 중요하다.
표 3-4

｢14.5｣의 교육 품질 향상과 확장을 위한 프로젝트
｢14.5｣ 교육의 품질 향상과 확장을 위한 프로젝트

번호

프로젝트

내용

01

보편혜택성
유아원

인구 집중 유입 지역, 농촌 지역, ‘3구3주(三区三州)’69)를 중심으로 20,000 개의 유아원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보편혜택성 취학 전 교육 학위를 400만 개 이상 늘린다.

02

기초교육

교육 인프라가 박약한 현(县)과 인구 유입 지역을 중심으로 초·중등 학교 4,000개를 신축
또는 증축한다. 변경현(신장 생산건설병단의 단장 포함)에 100개의 ‘국경학교(国门学校)’를
건설한다.

03

직업기술 교육

높은 수준의 200개 이상 고등직업학교와 600개 이상의 전공을 건설하고 일군의 우수한 중등
직업학교와 전공을 건설한다.

68)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教育部2021年工作要点｣, 2021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7).
69) 3구3주(三区三州)는 중국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을 대표한다. ‘샤오캉 사회 전면적 건설’의 난제인 ‘탈빈곤
공격전’의 주요 정책 대상 지역이었다. ‘3구’는 ① 시짱(西藏) 자치구 ② 칭하이, 쓰촨, 간쑤, 윈난 4개 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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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계속
｢14.5｣ 교육의 품질 향상과 확장을 위한 프로젝트

번호

프로젝트

내용

04

고등교육

‘쌍일류(双一流)’ 건설과 대학의 기초연구 및 협업혁신 능력 건설을 강화한다. 100개의 중서부
학부 대학의 운영 여건을 강화하고 일군의 수준 높은 보건대학과 사범대학을 배치 건설한다.

05

산(产)-교(教)
융합 플랫폼

집적회로, 인공지능, 산업인터넷,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중심으로 일군의 국가 산-교
융합 혁신플랫폼과 대학원생 합동 양성 기지를 배치 건설한다. 100개의 수준 높은 전문화,
개방형의 산-교 융합 실습훈련 기지를 건설한다.

자료: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2021), 专栏16을 인용해 작성

[표 3-4]에 제시된 ｢14.5｣의 교육 프로젝트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
은 ‘변경현의 국경학교 건설’과 ‘집적회로, 인공지능, 산업인터넷, 에너지
저장장치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교육 융합 플랫폼의 건설’이다. 전자는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변화 등으로 인한 서부 국경의 긴장과 곤혹을 반영
하는 것으로 보이며, 후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심화되는 글로벌 공급사
슬의 변화 혹은 에너지구조의 전환과 관련해 ｢14.5｣에서 급선무로 여기
는 산업 육성의 이슈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보건대, [표 3-4]에
제시된 ｢14.5｣의 교육 프로젝트는 장기적 교육 발전 로드맵인 교육 현대
화 추진의 2025년까지의 중점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2022년은 시진핑 정부의 3기 집정이 시작되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리는 해로, 교육 현대화의 여러 임무와 과제
가운데 무엇이 ｢14.5｣ 기간의 중대 프로젝트 내지 중점 내용이 될 것인
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그 내용이 교육 현대화를 견인하는 두 개의 축, 즉 ‘역량 교육’과 ‘교육

짱족 지구(藏区) ③ 신장(新疆) 남쪽의 4개 지구(和田地区, 阿克苏地区, 喀什地区, 克孜勒苏柯尔克孜自治
州)를 가리킨다. ‘3주’는 ① 간쑤성의 린샤저우(临夏州) ② 쓰촨성의 량산저우(凉山州) ③ 윈난성의 누장저
우(怒江州)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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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의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3. 교육 현대화의 의미와 축
가. 교육 ‘현대화’의 담론적 의미
중국에서 ‘현대화’란 1921년 중국공산당이 창립되고 1949년 중화인민
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중국이 도달해야 할 궁극의 발전 목표이자
중국공산당의 사명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왔다.70) 예컨대 ‘4개의
현대화(四个现代化)’는 신중국 수립 후 1954년 9월에 열린 제1기 전국인
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제1차 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그
개념이 등장하고 1964년 12월 제3기 전인대에서 ‘농업 현대화, 공업 현
대화, 국방 현대화, 과학기술 현대화’로 확정된 후 1975년 1월 제4기 전
인대를 거쳐 지금까지 그 개념이 내려오고 있다.71) 본격적인 개혁개방이
선언된 1978년 12월 11기 3중전회 이후로는 ‘현대화’가 ‘사회주의 현대
화’란 개념으로 정층화되면서 ‘4개의 현대화’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다양
한 영역으로 확장돼 사용되기 시작했다.72) 2013년 11월 18기 3중전회
에서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国家治理体系和治
理能力现代化)’란 개념이 제기된 후에는 이를 ‘4개의 현대화’에 연결하여

70) 박지현(2021), p. 84.
71) 中国共产党新闻网, 石平洋, ｢“四个现代化” 是如何提出与发展的｣, 2020(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8).
스핑양은 중국공산당의 ‘현대화’ 개념이 ‘一化’(国家工业化)에서 ‘两化’(社会主义工业化+农业社会主义化,
机械化), ‘两化’에서 다시 ‘四化’(农业现代化, 工业现代化, 国防现代化, 科学技术现代化)로 분화·발전했으며,
현대화 추진과 관련해 개혁개방 시기 덩샤오핑의 3단계(三步走) 전략이 있었다면 신시대 시진핑은 2단계
(两步走) 전략이 있다고 서술하였다.
72) 中国共产党新闻网, 方涛 외, ｢“现代化”: 历史演进、概念体系与语义用法-以党的文献为中心的文本分析｣,
2016(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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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현대화로 지칭하는 흐름이 생겨났다.
교육계에서 ‘교육 현대화’란 아젠다는 일찍이 1980년대 후반 구밍위
안(顾明远)73) 등에 의해 제기돼 1990년대 장쑤성과 상하이시, 광둥성을
중심으로 크게 이슈화되었다.74) 1993년 장쑤성이 쑤난(苏南) 지역의 교
육 현대화 시범 실시를 제기한 후, 주장(珠江) 삼각주에서 교육 현대화 포
럼이 전개되었고 상하이시에서도 ‘일류 도시, 일류 교육’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그리고 1997년 이후 ‘교육의 과학연구’와 ‘역량 교육
(素质教育)’을 내세우고 전개된 쑤저우시(苏州市)의 교육 현대화 시험은
마침내 11차 5개년(2006-2010) 계획에서 “발달 지역이 선도하는 교육
현대화의 ‘초보적’ 실현”이라는 명시를 가져왔다.75)
그러나 2000년대까지 교육 현대화의 개념은 기본적인 논리의 출발이
“① 국가가 현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현대화되어야 한다. ② 현
대화된 사상과 현대화된 행위 덕목이 없는 사람은 사회의 현대화를 건설
할 수 없다. ③ 교육의 현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현대화된 교육만이 현대
화된 사람을 양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76)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사고
와 ‘도구적’ 교육관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추훙치(褚宏启)는 2018년 ‘교육 현대화 2.0’의 개념을 제기
하면서 글로벌 사회의 현대화는 이미 두 개의 단계로 분화했으며, 이에

73) 구밍위안(顾明远)은 1929년생으로 장쑤성(江苏省) 장인시(江阴市) 출신이다. 베이징사범대학 박사지도 교
수로 재직했다. 현재 국가교육자문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회과학위원회 부주임위원, 중국교육학회 명예회장
등의 직함을 갖고 있다. 중국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74) 冯增俊(1999), p. 18.
75) 顾明远(2007), p. 8.
76) 구밍위안은 이 같은 관점에서 교육 현대화의 기본 특징을 ① 교육의 보급성과 평등성 ② 교육의 평생성과
전(全)시공간성 ③ 교육의 생산성과 사회성 ④ 교육의 개성성과 창조성 ⑤ 교육의 다양성과 차이성 ⑥ 교육
의 변혁성과 혁신성 ⑦ 교육의 국제성과 개방성 ⑧ 교육의 과학성과 법제성으로 논하였다. 顾明远(2007),
pp.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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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중국의 교육 현대화도 ‘이중의 임무’를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즉
현대화 1.0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를, 현대화 2.0은 산업사
회에서 정보사회로의 변화를 가리키는데 중국의 교육 현대화는 아직 1.0
의 현대화 임무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채 2.0의 현대화 임무를 함께 수
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77)
특히 교육의 근본은 ‘사람의 육성(育人)’에 있고 교육 현대화의 직접적인
목표는 ‘사람의 현대화’이기 때문에 ‘현대화 2.0’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역량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아직 완성되지 못한 1.0의 임무와
새로이 수행해야 할 2.0의 임무를 결합한 새로운 중국적 버전의 ‘핵심소
양 리스트’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첫째 혁신과 창업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 능력, 둘째 과학과 이성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 셋째 민주와 법치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공민(公民) 소양, 넷째
인도주의와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협력과 교류의 소양, 다섯째 독
립적이고 자주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자율 발전의 소양, 여섯째 정보
소양이다. 이 중 과학 이성, 민주 법치, 독립 자주의 정신은 현대화 1.0
시대의 요구를 체현한 것이고 혁신 창업, 인도주의와 관용, 정보 소양은
현대화 2.0 시대의 요구를 체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78)
아울러 이 같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의 교육 현대화 2.0이
갖춰야 할 7개의 특징(즉 ‘교육의 현대성’)을 나열했는데 그것은 이성화,
민주성, 법치성, 생산성과 정보화, 국제성, 인도성이다. 앞의 4가지는 1.0
시대의 현대성이고 뒤의 3가지는 2.0 시대의 현대성인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인도성(人道性)’이라고 강조하였다. ‘사람을 근본으로’
77) 褚宏启(2018b), pp. 9-10.
78) 褚宏启(2018b),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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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정신에 입각한 교육의 인도성은 첫째 교육의 품질 우수성, 둘째 교
육의 공평성, 셋째 교육의 다양성, 넷째 교육의 평생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79)
결론적으로 현 시기 중국에서 교육 발전의 로드맵으로서 교육 현대화
에 대한 담론은 다음 두 개의 축에 의해 견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하나는 구밍위안(顾明远)에서 추훙치(褚宏启) 등으로 연결되는 주요 교육
학자들이 전개하는 ‘사람의 현대화’ 즉 ‘핵심소양’과 ‘역량 교육’에 관한
전통적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공업정보화부에서 발행하는 전자
저널인 교육현대화(chinajyxdh.com)를 플랫폼 삼아 확산하는 교육
공학으로서 교육 현대화 논의가 그것이다.
교육현대화는 2014년 9월에 첫 발행된 이후 해마다 그 발행 수가
늘어나 2019년에는 총 105집이 발행되었다. 중국지식네트워크(中国知网,
cnki.net)의 검색 결과, 교육현대화의 연도별 발행 수와 게재 문헌 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5

공업정보화부 발행 교육현대화의 연도별 발행 수와 게재 문헌 수

자료: 中国知网(www.cnki.net) 검색에 근거해 제작(검색일: 2021. 9. 9).

79) 褚宏启(2018b), pp.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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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해인 2014년에 교육현대화는 9월과 12월에 모두 2번 발행되었
고, 게재 문헌 수는 총 44편이었다.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15년
에는 총 17집에 992편, 2016년에는 총 40집에 4,708편, 2017년에는 총
52집에 7,002편, 2018년에는 총 53집에 8,391편의 문헌이 게재되었다.
2019년에는 발행 수가 총 105집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고 게재 문헌
수도 11,224편을 기록했다. 2020년의 통계는 아직 확정할 수가 없는데
교육현대화의 경우 CNKI의 자료 검색이 2021년 9월 현재 2020년 7월
까지만 출력되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기준으로는 총 56집에 3,430편
의 문헌이 게재되었다. 2021년의 발행 상황은 교육현대화의 홈페이지
를 통해 제99기가 발행됐음을 목차와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교육현대화에 게재되는 문헌들이 반드시 교육 정보화 이슈 즉
교육과 기술, 교육과 산업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홈페이지의
｢저널 소개｣를 보면, “교육현대화는 국내외 현대 교육의 새로운 이론,
새로운 경험, 새로운 방법, 새로운 사유, 새로운 실천, 새로운 기술을 알
리고 확산함으로써 교육의 교학, 연구, 관리 등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
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교류 플랫폼을 제공하고, 중국의 교육사업이 현대
화를 향해, 세계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추동한다.”80)고 밝혀져
있다. 반드시 교육과 기술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저널이 기
본적으로 교육의 현대화에 있어 현 시기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역할을 큰
동력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81)

80) 教育现代化, ｢杂志介绍｣, 2014(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9).
81) 교육현대화는 저널 소개에서 2021년의 주제로 특히 ① 스마트 교육 첨단 발전 연구 ② 인공지능 교육 연
구 ③ 스마트 교육의 이론과 실천 ④ 5G, AR/VR/MR, 블록체인 등과 결합된 Technology Enabled
Education 연구 ⑤ 교육 빅데이터 연구 ⑥ 스마트 평생교육 연구 등 분야의 투고를 환영한다고 명시하였다.
教育现代化, ｢杂志介绍｣, 2014(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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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미에서 추훙치(褚宏启) 등의 교육학자들이 ‘교육의 현대화가
사람의 현대화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며 강조하는 것은 중
국에서 교육의 현대화가 지능정보 사회의 첨단기술들에 의해 교육 공학
적으로 접근되고 선도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의 발로일 수 있다. 그런 맥
락에서 ‘교육 현대화 2.0’의 개념을 제시하며 지능정보 사회의 ‘사람의
현대화’가 어떤 핵심소양의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정보 소
양’을 강조한 것은 사안을 대립시키기보다 융합하는 발전적인 태도를 보
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추훙치 등에 있어 ‘역량 교육’과 ‘교
육 정보화’는 여전히 교육의 본질과 수단이라는 구분과 층차가 존재하며
‘교육 정보화’가 교육의 본질적인 영역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는지에 대
한 고민은 아직 심도 있게 전개되지 못하는 듯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
의가 좀 더 심화되어야 학생들이 갖춰야 할 핵심소양의 하나로 ‘정보 소
양’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컨센서스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교육 ‘현대화’의 두 개의 축
현 시기 중국에서 교육 ‘현대화’ 담론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역량
교육’과 ‘교육 정보화’는 향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교육 현대화 추진 과
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두 개의 축으로 기능할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13.5｣ 시기 교육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국 정부의 방점이 교육 정보화에
좀 더 기울어 있었다면, 올 2021년 3월 ｢14.5｣가 발표된 이후 적어도 지
금까지 그 분위기는 반전되었다는 것이다. 흔히 ‘빅테크 때리기’로 알려
진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추싱, 메이퇀 등에 대한 제재 내지 규제는 반독
점 부당 경쟁, 데이터 안보, 노동자 권익 보장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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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되었는데82) 지난 7월 교육의 ‘쌍감(双减)’ 이슈가 부각되면서 신둥팡과
같은 대표적인 교육 플랫폼 기업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기초교육의 대응이 그간 추진된
교육 정보화 정책의 성과로 인식되며 ‘온라인 교육(在线教育)’ 같은 키워
드가 뜨고 관련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던 것에
서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2020년과 2021년의 차
이, 특히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여론 분위기의 변화는 ｢14.5｣에 명시된
교육 정책의 내용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지 환경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즉 이 같은 변화가 ｢교육 현대화｣ 및 ｢현대
화 실시 방안｣에 명시된 정책의 변화 내지 철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정책들의 속도 조절 또는 우선순위의 조정은 있을지언정 장
기적 관점에서 애초에 설정된 교육 현대화의 방향과 내용은 크게 수정되
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 관점에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 중국의 기초교육 대응을
비교적 성공리에 이끈 교육 정보화 정책은83) ‘교육 현대화의 실현을 가
속화는 효과적인 경로’84)로서 ｢14.5｣ 기간에도 여전히 중시되며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18년 ｢교육 정보화 2.0 행동계획(2018-2022)｣
의 출시로 등장한 ‘정보화 2.0’의 개념은 이후의 사업이 이전 1.0 시대의

82) ｢中, 25개 빅테크에 노골적 군기잡기…“잘못 알아서 고쳐라”｣(2021. 8.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7).
83) 중국의 교육 정보화 정책이 팬데믹 대응에서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일반적 평가와 달리 교육 정보화 정책의
성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도 있다.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공립학교의 교육 정보화
수요와 실제로 구축한 기반시설의 심각한 불일치가 드러났다. 교육부 주도로 지난 10년 동안 추진한 교육
정보화 사업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중누각’ 상태였다. 여러 해 동안 구축한 ‘3통2플랫폼’(三通
兩平台)이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 ｢[이슈] 코로나 시대 중국 온라인 교육-하드웨어 치우쳐 교육 정보화 부실｣
(2021. 1.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5. 18).
84)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教育部关于印发《教育信息化2.0行动计划》的通知｣, 2018(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 1. 重要意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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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중요한 단계적 구분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이는 ‘지식 정보’에서 ‘지능 정보’, ‘인터넷 플러스’에서 ‘인공지능 플러
스’ 시대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교육부 부부장인 두잔위안
(杜占元)에 따르면 외생 변수에서 내생 변수로의 변화, 전용 자원에서 빅
(big)자원으로의 변화, 정보기술 응용능력에서 정보기술 소양으로의 변
화, 응용 융합발전에서 혁신 융합발전으로의 변화로 설명한 바 있다.85)
1.0 버전의 교육 정보화는 교육 격차 해소의 유용한 방법론이었다. 그
러나 2.0 버전의 교육 정보화는 교육의 본질적 영역, 즉 교육의 보급뿐만
아니라 관리, 나아가 교학 방식의 혁신과 교육 거버넌스의 개혁에까지 적용
되는 것으로서 교육 현대화의 궁극적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우수 품질의
교육 발전’에 직접적인 기여가 기대되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 교육을 가능하게 했던 온라인 비대면 교
육은 미래교육의 한 방식을 보여줬지만, 그것이 과연 미래교육의 전부일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
정보화가 단순히 교육 인프라나 교육 공학의 측면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교육 현대화의 기본적 함의이자 뚜렷한 특징’86)이라고 정의될 수 없을
것이다.
‘우수 품질의 교육’이란 ‘교육 현대화의 8대 이념’에서도 드러나는 바,
‘사람의 육성(育人)’을 교육의 근본 임무로 보는 ‘입덕수인(立德树人)’의
교육과 ‘사람의 전면적 발전’을 교육의 근본 목표로 보는 덕(德)·지(智)·
체(体)·미(美)·노(劳)의 종합적 역량 교육이 그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85) 손민정 외(2020), pp. 70-71.
86)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教育部关于印发《教育信息化2.0行动计划》的通知｣, 2018(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 1. 重要意义.

100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국 교육 발전 방향 탐색 –14차 5개년(2021~2025) 계획과 교육 현대화

따라서 본 연구는 그 같은 교육의 근본 임무와 목표를 위해, 실제 중국의
교육현장에서 역량 교육과 교육의 정보화가 어떻게 시행되고 추진되는지
살펴봄으로써 현 단계 교육 현대화의 상황과 실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
악하고 향후 전개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제3장 코로나 발생 이후 중국의 교육 발전 방향❙ 101

제4장

중국 교육 현대화의 현황과
전망: 상하이시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1. 역량 교육
2. 교육 정보화

제4장에서는 중국 교육 현대화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의 중국 교육 발전 방향을 전망하기 위해 교육 현대화의 중요한 두 개의
축인 역량 교육과 교육 정보화의 실제 사례를 상하이시를 중심으로 검토
한다. 상하이시는 2017년에 시작된 가오카오 개혁이 저장성과 더불어 처
음으로 시범 운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점학교와 시범학교를 유
치하고 있는 등 중국 교육 정책 변화의 최전방에 위치한 지역이며 동시에
상하이시의 사회 경제적 조건에 상응하는 풍부한 교육자원을 가진 도시
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하이시는 실제 사례 조사에 가장 적합한 지역 가
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역량 교육은 근본적인 학교 교육과
정의 조정과 확대,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교육자원의 확충 등을 통
하여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교육 정보화는 여전히 ‘격차 해소’의 유력한
방법론으로 활용되는 한편, 교육 거버넌스와 긴밀하게 연동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1. 역량 교육
가. 개요 및 현황
최근 중국에서 역량 교육의 변화는 체육(体育), 미육(美育), 노육(劳育)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2019년 2월에 발표된 ｢현대화 실시 방안｣은 입
덕수인(立德樹人) 프로젝트 가운데 체육(体育), 미육(美育), 노육(劳育)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천명하였으며, 2020년 1월에 열린 전국교육업
무회의(全国教育工作会议)에서 중국 교육부 장관인 천바오성(陈宝生) 또한
덕(德)·지(智)·체(体)·미(美)·노(劳)의 ‘오육(五育)’ 가운데 체(体), 미(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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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劳)에 대한 부분을 더욱 보완하겠다고 언급하였다.87) 같은 맥락에서
교육부는 2020년 12월 ‘교육 2020 회고 시리즈(教育2020收官系列)’ 기자
회견을 통해 ｢13.5｣ 교육 정책의 주요한 성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가운데
다섯 번째 기자회견에서 체육(体育), 미육(美育), 노육(劳育)을 독립시켜
집중적으로 소개하였다.88) 이 자리에서 교육부 체육예술국 국장 왕덩펑
(王登峰)은 ｢13.5｣ 기간 동안 체육(体育), 미육(美育), 노육(劳育)의 성과
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이를 첫째, 체육(体育)을 입덕수인의
주요한 경로로 삼았다는 점, 둘째, 미육(美育)이 인재 양성의 전 과정에
포함되도록 추진하였다는 점, 셋째, 노육(劳育)에 질적 변화가 있었다는
점으로 요약하였다.

1) 체육 교육
위와 같이 체육(体育), 미육(美育), 노육(劳育)을 한데 묶어 같이 언급
하는 것 외에, 중공중앙과 교육부는 각각에 대한 별도의 의견과 방안을
활발하게 발행하였다. 먼저 체육(体育), 즉 체육 교육을 살펴보면, 학생의
체력 증진을 중시하였던 과거와 달리 신시대 체육 교육은 즐거움을 누리
고(享受乐趣), 체력을 증진하고(增强体质), 인격을 갖추고(健全人格), 의
지를 단련하는(锤炼意志) 사위일체(四位一体)를 목표로 삼고89) 이 방향
으로 체육 교육에 대한 개혁을 계속하여 추진해왔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87)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奋战2020确保 “收官之年” 圆满收官: 2020年全国教育工作会议召开｣, 2020d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21).
88)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第五场：介绍 “十三五” 期间加强体育, 美育, 劳动教育有关情况｣, 2020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21).
89) ｢坚持中国特色社会主义教育发展道路 培养德智体美劳全面发展的社会主义建设者和接班人｣(2018. 9.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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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2020년 8월 체육총국과 교육부는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체-교 융합을 심화하고 청소년 건강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의견｣90)
을 발행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신시대 학교 체육
교육 업무의 전면적인 강화와 개선에 관한 의견｣91)을 발행하였다.
전자에서 언급하는 ‘체(体)-교(教) 융합’은 체육 부문과 교육 부문이 효
과적으로 협력하여 학교 체육 교육을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 운동
선수 양성 과정의 경우, 과거에는 학생 선수를 체육 전문학교에 배치하고
오로지 운동 전문기술을 배양시키는 데에만 집중하였다. 이후 추진된 ‘체
(体)-교(教) 결합’은 운동 기술을 익히게 하는 것 외에 일반 교과 지식을
습득하게 만드는 것도 중시하여 학생 선수로 하여금 훈련은 체육 전문학
교에서 받고 수업은 일반 학교에서 듣도록 조치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2020년부터 제기된 ‘체-교 융합’은 학생을 체육 전문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입학시켜 전반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동 전문기술에
대한 훈련도 전문 코치를 일반 학교에 배치시킴으로써 그 안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 교육에 있어서는 그
목적을 과도한 기술의 향상에 두지 않고 대중 체육, 평생 체육을 양성하
는 데에 두었다. 즉 학생들로 하여금 운동을 좋아하고 특정 종목에 대한
기술을 익히게 하여 졸업 후 직업을 갖고 일하는 동안, 그리고 퇴직 이후
의 노년기까지 취미로 운동을 즐기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평생체
육(终身体育)’의 기초를 닦는 것을 학교 체육의 목표로 설정하였다.92)

90)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关于深化体教融合 促进青少年健康发展的意见｣, 2020c(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21).
91)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关于全面加强和改进新时代学校体育工作的意见｣, 2020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21).
92) 중국 체육 교육 정책 관련 현지 전문가 협의회 자문의견서(2021. 8. 13)

106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국 교육 발전 방향 탐색 –14차 5개년(2021~2025) 계획과 교육 현대화

후자는 체육 교사 양성, 체육 교과 개설, 학교 체육 시설 확충, 체육
평가제도 개선 등의 기본적인 방침뿐만 학교 내, 학교 간 운동 경기 체계
설립, 학교와 지역사회 사이의 체육 교육 협력, 학교 체육 관련 조례 제
정 등에 대한 방침을 밝혀 학교 체육에 대한 국가적 층위의 설계를 상세
하게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체육 교육 개혁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최근의 중국
체육 교육이 학생의 체력 증진에 집중하던 과거와 달리 학생의 운동 경기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체육 교과의 핵심
역량에 이전부터 중시되었던 ‘운동능력(运动能力)’, ‘건강행위(健康行为)’
와 더불어 ‘체육품성(体育品德)’이 새로이 포함되면서93) 정신력(意志品质),
좌절을 이겨내는 능력, 규율 의식(规则感), 굴복하지 않는 정신 등을 함양
하는 방법으로서 운동 경기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은 현
(县)급, 시(市)급, 성(省)급, 국가(国家)급으로 이어지는 4급 학교 운동 경기
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운동을 전공하려는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이 운동 경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중국 교육부는 정부의
다른 부처, 기관들과 연합하여 학생들의 운동 경기를 위한 새로운 조직을
탄생시키기도 하였다.94)

2) 예술 교육
중국 교육 정책에서 미육(美育), 즉 예술 교육에 대한 인식은 체육에

93)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2018b).
94) 대표적인 예로 교육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신문광전(新闻广电), 국가체육총국, 공청단, 중국축구
협회의 7개 기관이 연합하여 만든 전국 청소년 ‘학교축구’ 업무 영도소조(全国青少年校园足球工作领导小
组)를 들 수 있다.

제4장 중국 교육 현대화의 현황과 전망: 상하이시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107

견주었을 때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다. 2010년 ｢교육 규획 강요｣에서 기
존의 덕(德), 지(智), 체(体)에 추가되어 처음으로 언급된 미(美)는 2013년
에 열린 18기 3중전회에 가서야 그 목표가 학생의 심미와 인문학적 소양
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2015년에 발행된 ｢학교 예술 교육 업
무의 전면적 강화와 개선에 관한 의견｣95)은 학교 예술 교육에 대하여 국
무원이 발행한 첫 번째 문건이며,96) 이후 예술에 대한 교육이 점차 강조
되는 상황이다.
중국 교육부는 ｢13.5｣ 동안 예술 교육에 필요한 교사, 전용 공간, 기
자재 등의 자원을 확충하고 학교에서 예술 관련 수업의 개설 비율을 높
이는 등의 기초적인 작업을 전개하는 한편,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유롭게
예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여 특기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97) 그
리고 국무원은 2020년 10월 ｢신시대 학교 예술 교육 업무의 전면적인
강화와 개선에 관한 의견｣을 발행하였다.98) 이 문건은 예술 교육을 각
학교의 인재 양성 전 과정에 포함시키고 예술 교육 체제를 갖춤으로써,
학생들이 문화적 자신감을 높이는 동시에 도농 간의 예술 교육 격차를 줄
일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학교 단계별로 예술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규정하였다. 즉 유아 단계에서는 심신 특성에 맞는 예술놀이 활동을 전개

95)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关于全面加强和改进学校美育工作的意见｣, 2015(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21).
96) 이전에 예술 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7년에 교육부에서 발행한 ｢초·중·고등학
교 예술 교육 활동에 대한 의견(关于加犟和改进中小学艺术教育活动的意见)｣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말하는 ‘예술 교육’은 ｢교육 규획 강요｣ 이후 중국 교육 정책에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한
‘美育’에 대한 번역어로서, 일반적인 의미의 예술 교육과는 다르다.
97)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第五场：介绍 “十三五” 期间加强体育, 美育, 劳动教育有关情况｣, 2020f(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21).
98)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关于全面加强和改进新时代学校美育工作的意见｣, 2020b(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21).

108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국 교육 발전 방향 탐색 –14차 5개년(2021~2025) 계획과 교육 현대화

하고,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음악, 미술 교과를 기초로 하고 그밖에 무용,
연극, 영화 등의 과정을 개설해 학생들의 예술적 흥미와 창의성 계발하도
록 하였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개설해 학생들
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힌 후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예술적
특기를 한두 가지 기르도록 하고, 대학 단계에서는 심미, 인문 역량 함양
을 핵심으로 창의력을 육성하여 고급 인재를 길러내는 데에 중점을 둘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음악, 미술 등 예술 교육
관련 정규 교과를 이전에 비해 확장하는 한편 연극, 영화 등의 선택과정을
개설하고 다양한 학생 동아리를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문화예술제 등을
개최하고 있다.
예술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것은 이를 특정 교과에 제한하지
않고 덕(德)·지(智)·체(体)·노(劳)와 융합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인문학
적 소양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각 교과에서
예술 정신과 심미적 특성을 구현하는 풍부한 예술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예술 교육 콘텐츠에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예술을 주제로 한 학제적
교육을 전개하는 한편 이를 인문 교육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는 예술 교
육이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창의적 인재의 육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실행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3) 노동 교육
2019년 발행된 ｢교육 현대화｣에서 노(劳)가 덕(德)·지(智)·체(体)·미
(美)와 나란히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전까지 종합실천교육의 일부였던
노육(劳育), 즉 노동 교육은 독립적인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먼저 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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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국무원은 2020년 3월 ｢신시대 대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노동
교육의 전면적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행하였다.99) 이 문건은 노동 교육
의 의의, 지도 사상, 기본원칙을 밝히고 지역과 학교에 따라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방식과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시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 교육에 있어서 보다 의미 있는 변화는 교육부가 같은 해
5월에 발표한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 방안의 2020년 수정판에서 비
롯된다. 원래 2017년 발표된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 방안은 일반 고
등학교 교육과정 유형을 필수과정, 선택형 필수과정, 선택과정의 세 가지
로 조정하였으며, 이 방안의 2020년 수정판에서 노동은 처음으로 필수과
정에 포함되게 된다. 노동은 자원봉사 2학점을 포함하여 총 6학점의 필
수과정으로 규정되었으며 별도로 3년간 교과 외 봉사 활동 40시간을 이
수하도록 규정하였다.100)
뒤이어 같은 해 7월 교육부는 ｢대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노동
교육 지도 강요(시행)｣101)에 관한 통지를 발행하여 각 단계의 학교 과정
에서 노동 교육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즉 초
등학교 단계에서는 일상생활 노동, 가사노동을 위주로 교육하는 한편 교
내외 공익 노동에도 참여하여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노동 지식과 기초적인 노동 기능을 가르쳐 학생에게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일반 고등학교

99)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关于全面加强新时代大中小学劳动教育的意见｣, 2020c(온라인 자료, 검
색일: 2021. 6. 21).
100)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2020).
101)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大中小学劳动教育指导纲要(试行)｣, 2020f(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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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한편, 방학 등을
이용하여 봉사 활동이나 전통적인 생산 노동에 직접 참여하게 하고 있다.
직업학교와 대학교의 경우 노동 교육을 직업적인 전문 지식과 기능에 대
한 교육으로 확장하여 인재 양성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
노동 교육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것이 교과서를 통해 노동 이론과
기술을 가르치는 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실습과 실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는 점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동 교육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기업
간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 교육의 공간 또한 다
양한 협력 관계를 통해 학교 외부로 확장되고 있다. 초등학교 및 중·고등
학교의 경우 학교가 주도하고 가정이 기초가 되며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방식을 통해 노동 교육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직업학교와
대학교의 경우 학교와 기업 혹은 사회기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노동 교
육 시행 체계를 세우고 안정적인 노동 실천 기지, 학외 실습 훈련 기지,
여러 유형의 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등을 설립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인터넷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 공간 또한 노동
교육과 결합하여 노동 실천과 협업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나. 사례 분석 및 전망
중국 교육 현대화는 중앙 정부가 먼저 방향을 설계하고 지역 정부와
학교가 교육 일선에서 이를 실천하는 체제에 의해 실행되고 있으며, 이는
역량 교육과 교육 정보화 또한 예외가 아니다. 상하이시 인민정부는
2021년 7월 ｢상하이시 교육 발전 ‘14.5’ 계획｣102)을 발표하여 ｢14.5｣
102) 上海市人民政府, ｢上海市教育发展 “十四五” 规划｣, 2021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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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4-1

상하이시 교육 발전 ‘14.5’ 계획 6대 임무

자료: 上海市人民政府(2021a), 上海市人民政府(2021b)에서 인용하여 재구성

｢상하이시 교육 발전 ‘14.5’ 계획｣은 교육 주체의 측면에서 학생과 교사,
교육 기능의 측면에서 인민에 대한 서비스와 사회 발전에 대한 선도, 그리
고 보장 측면에서 교육자원과 거버넌스 시스템·능력 확보라는, ‘2+2+2’
형식의 총 여섯 가지 임무를 설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임무가 잘 실
행될 수 있도록 10대 중점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아래에서는 체육(体育),
미육(美育), 노육(劳育) 관련 상하이시의 정책과 이에 상응하는 일선 학교
의 교육 실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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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상하이시 교육 발전 ‘14.5’ 계획 10대 중점 프로젝트

자료: 上海市人民政府(2021a), 上海市人民政府(2021b)에서 인용하여 재구성

1) 체육 교육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상하이시는 체육 교육의 ‘삼화개혁(三化改革)’
을 단계별로 시작하였다. ‘삼화개혁’이란 초등학교의 흥미화(兴趣化), 중학
교의 다양화(多样化), 고등학교의 주종목화(专项化)를 가리키는 것이다. 즉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체육에 흥미를 가지게 하고 중학
교 단계에서는 다양한 운동 종목을 접하도록 하며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주종목을 정해 특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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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상하이시의 시 중점학교이자 체육특색학교이며 동시에
상하이시 체육 전문화 개혁(体育专项化改革) 시범사업의 제1차 시범학교
인 A고등학교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언급한 대로 2017년에
개정된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 방안에 따르면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
은 필수과정, 선택형 필수과정, 선택과정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에 따른
체육 교과의 배정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4-3

일반 고등학교 체육 교과표

자료: 중국 체육 교육 정책 관련 현지 전문가 협의회 자문의견서(2021. 8. 13)를 재구성

체육 교과의 필수과정은 다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체육 능력(体能)’과
‘건강 교육(健康教育)’, 그리고 반드시 이수해야 하나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필수 선택과목으로 나뉜다. A고등학교의 경우 필수 선택과목으로
남자 농구, 여자 농구, 축구(남녀혼성반), 무술(남녀혼성반), 여자 에어로빅,
배드민턴(남녀혼성반) 등 6개 종목이 개설되어 있다. 이러한 필수 선택과

103) 중국 체육 교육 정책 관련 현지 전문가 협의회 자문의견서(2021. 8. 13).

114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국 교육 발전 방향 탐색 –14차 5개년(2021~2025) 계획과 교육 현대화

목은 각 학교의 체육 시설과 교사 배치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영장 시설이 있는 학교의 경우 수영 교과를 개설하
기도 하고 학교가 협소하여 축구 경기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종목으로 대
체하기도 한다.104)
선택형 필수과정은 학교 교사가 자신의 특기에 따라 개설하여 학생들
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체육 교과가 아닌 어문, 과학, 음악
이나 미술 등 다른 교과로 대체할 수 있다. 체육 교과의 경우 주로 운동
경기 훈련을 목적으로 하지만 A고등학교의 경우 ‘농구 심판’과 같이 경기
운영 방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과도 개설하고 있다.105)
마지막으로 선택과정은 동아리 활동, 방과후 활동과 같은 것으로, 학
생의 흥미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참여 여부를 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교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학교 상황에
따라 선택과정을 맡을 수 있는 교사가 없는 경우 학교는 교사 트랙 이외
에 코치 트랙을 추가하여 외부에서 코치를 영입하거나 지역사회의 수많
은 체육클럽에서 교육서비스를 구매하기도 한다. 교사는 교원자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코치는 교원자격증이 필요 없으며 주로 은퇴한 현역 운동
선수가 맡는다. 외부 코치를 초빙하거나 지역사회의 체육클럽에서 서비
스를 구매하는 경우 시 교육위 등 상부에서 제공하는 체육클럽 명단이나
엄격한 구매 규정은 따로 없으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106) A고

104) 본문에는 다 언급하지 못하였으나 ‘학교축구(校园足球)’ 프로젝트는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 체육 개혁의 주요한 경로로, 2020년부터는 ‘학교축구 2.0’이 시작되었다. 상하이시 인민정부 또한
‘학교축구’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상하이시 교육 발전 ‘14.5’ 계획｣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축구’의 거점학교(布点学校)이기도 하다. 그러나 학교의 시설 상황에 따라
‘학교축구’ 대신 ‘학교농구(校园篮球)’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중국 체육 교육 정책 관련 현지 전문가
협의회 자문의견서(2021. 8. 13).
105) 중국의 교육 현대화 관련 현지 전문가 협의회 자문의견서(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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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의 경우 상하이시 교육위원회에서 체육클럽 구매 명목으로 지원한
비용을 통해 여자축구를 선택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2) 예술 교육
앞서 언급하였듯 학교 예술 교육에 대한 개혁은 체육 교육에 비해 늦
게 시작되어 아직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체육 교육 개혁
과 상당히 비슷한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예로
들면 음악, 미술 등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밖에 연극, 영화 등은 선택형 필수과정에 포함된다. 그리고 댄스, 의상
제작, 애니메이션 등등의 학생 동아리 혹은 방과후 활동이 선택과정으로
배치되어 있다.107) 또한 예술 교육은 아직 고등학교 입시(中考)에 종합소
양평가 외의 정식 과목으로 편입되어 있지 않으나 중국 교육부가 계속하
여 고등학교 입시의 예술 교육 개혁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
는 것108)으로 미루어 보건대 조만간 체육처럼 고등학교 입시 교과에 포
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술 교육은 체육 교육과 달리 다양한 교과와 융합하여 실천되
고 있다. 일례로 어문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교육을 살펴보도록 하겠
다. 2017년판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 방안에 따르면 어문 과목의 핵심
역량은 ‘어문 구성과 운용(语言建构与运用)’, ‘사유 발전과 향상(思维发展
与提升)’, ‘심미 감상과 창조(审美鉴赏与创造)’, ‘문화의 전승과 혁신(文化

106) 중국 체육 교육 정책 관련 현지 전문가 협의회 자문의견서(2021. 8. 13).
107) 중국 최근 교육 정책 관련 현지 전문가 협의회 자문의견서(2021. 8. 13).
108) ｢中小学将全面实施 艺术素质测评制度｣(2020. 5. 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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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传承与创新)’의 네 가지인데 그중 세 번째인 ‘심미 감상과 창조’에는 예

술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어문 수업에서는 문화 주간을 지정하여
당시(唐詩), 송사(宋詞) 등의 감상 수업을 진행한다.109) 이밖에 예술 교육
은 덕육(德育) 활동의 일환인 문화예술제, 외국어 연극제 등과 융합하여
시행되기도 한다.110)
구체적인 사례로서 상하이시 민항구(闵行区)에 위치한 공립학교이자
시범학교(示范性高中)로서 예술 교육에 특화된 톈위안(田园) 고등학교의
예술 관련 교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학교의 경우 예술 교육 관련
3단계 교과를 운영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보급과정(普及课程)으로
음악·미술 감상 수업, 교과서극 수업, 타오싱즈(陶行知)·차이위안페이(蔡
元培) 사상 수업, 미술관과 박물관 참관 수업, 인문 독서 수업, 국내외 명

화 감상 수업, 국내외 음악 감상 수업 등을 개설하고 있다. 두 번째는 확
장형 과정(拓展型课程)으로 음악 이론과 실습, 미술 실습, 연극, 영어연극,
고시(古詩) 감상, 컴퓨터그래픽디자인, 영상감상, 영상평론 등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 번째는 심화 단계인 연구형 과제(研究型课题)로 도시
환경 조형물의 현황 분석, 애니메이션 속 음악이 스토리 전개에 미치는
영향, 지방 전통극 연구, 스쿠먼(石库门)으로 본 상하이 도시 변천, 고등
학교 캠퍼스 환경 등의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111)

109) 중국의 교육 현대화 관련 현지 전문가 협의회 자문의견서(2021. 8. 24).
110) 중국의 교육 현대화 관련 현지 전문가 협의회 자문의견서(2021. 8. 24).
111)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톈위안고등학교의 홈페이지 https://tygz.mhedu.sh.cn/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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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 교육
2021년 4월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노동 교육 실험구 명단｣을
공시하며 전국에서 96개의 지역을 노동 교육 실험구로 지정하였다.112)
그 가운데 상하이시는 바오산(宝山), 진산(金山), 황푸(黄浦), 양푸(杨浦) 등
4개의 구(区)가 포함되면서 시(市)급 가운데 가장 많은 노동 교육 실험구
를 가진 지역이 되었다. 아직 노동 교육 실험구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상하이시는 노동 교육 개혁에 있어서도 앞으로 시범적
인 정책들을 다수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시의 시중점학교이자 입학 학생 성적이 전국 최상위권인 B고등
학교의 노동 교육 사례를 살펴보면, 노동 교과는 대체로 이론보다는 실습
수업으로 실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매년 비슷한 시기
에 고1, 고2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농활동(学农活动)이다. 과거
의 노동 수업은 충칭이나 산둥 등 외지로 일주일 정도 견학을 가는 방식
으로 진행하였으며 직접 농작물을 심어보는 등의 체험 활동은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상하
이시 안에 위치한 가까운 민영 상업 농장을 ‘농업학습 실천 기지(学农实
践基地)’로 섭외하여 소정의 활동비를 지불하고 학생들의 노동 교육에 활

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3일간 농업 생산 활동을 직접 체험할 뿐
만 아니라 2개월 후 다시 농장을 방문하여 수확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더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현장중계 판매와 같은 활동에도 직접 참
여하는113) 한편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농장의 친환경 농업을 홍보하기도

112)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全国中小学劳动教育实验区名单｣, 2021d(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21).
113) 2020년에는 哔哩哔哩(bilibili)라는 온라인 플랫폼의 채널을 이용하여 수확한 농산물을 학생들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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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처럼 작물을 재배하는 단계부터 시작하여 이를 수확하고, 또
상품으로 기획, 판매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체험하는 노동 교육 활동은 좋
은 훈련의 기회이자 종합적인 실습 활동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때로는 학부모들
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학교, 가정, 지역사회, 민영
기업이나 농장이 협력하는 노동 교육 방식은 점차 다른 학교와 지역으로
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114)
그림 4-4

상하이시 고등학교 노동 교육 사례

자료: B고등학교의 노동 교육 현장(https://www.sohu.com/a/299018276_650212) 캡처 인용

2. 교육 정보화
가. 개요 및 현황
중국 교육부가 ｢교육 정보화 2.0 행동계획｣을 발표한 지 약 반년 후인
2018년 10월 상하이시 교육위원회는 ｢상하이시 교육 정보화 2.0 행동계획
(2018-2022)｣(이하 ｢상하이시 정보화 2.0｣)을 발표했다.115) 이는 ｢상하
이시 교육 정보화 ‘13.5’ 규획｣116)을 심화시키고 상하이시 교육 현대화

판매하였다. 중국 최근 교육 정책 관련 현지 전문가 협의회 자문의견서(2021. 8. 13) 참조.
114) 중국 최근 교육 정책 관련 현지 전문가 협의회 자문의견서(2021. 8. 13)
115) 上海市教育委员会, ｢上海市教育委员会关于印发《上海市教育信息化2.0行动计划(2018-2022)》的通知｣,
2018(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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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상
하이시가 전국을 선도하며 대규모 비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원인
이 되었다. 본 절에서는 팬데믹 이후 상하이에서 시행된 온라인 교육에
서술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상하이시 정보화 2.0｣에 관해서는 필
요한 경우 최소한만 언급하고자 한다. 유감스럽게도 ｢상하이시 교육 정
보화 ‘14.5’ 규획｣은 2021년 9월 현재 아직 발표되지 않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2020년은 중국의 교육 정보화 정책 추진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해로,
코로나 팬데믹은 오프라인 위주의 전통적인 교육모델과 학습 방식의 변
화를 가속화하고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2020년 초 개학을 앞두고 등교가 불가한 상황에 이르자 교육부가 ‘수업
은 멈춰도 학업은 멈출 수 없다(停课不停学)’는 기치를 내걸었고, 전국 각
지에서 이에 호응하며 TV와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방송, 녹화방송 등
다양한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다. 상하이시 교육위원회도 교육부의 지침
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시 정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다양한 온라인 학습
방안을 내놓았다.117)
우선 12개 케이블 TV 생방송 채널을 이용하여 초·중·고등학생에게
‘1학년 1채널’의 실시간 방송 수업을 제공했고, 8개의 인터넷 생방송 플
랫폼과 44개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등을 구축했다. 또한, 관련
기업이 공적 자원을 제공해서 전일제 온라인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도왔

116) 上海市教育委员会, ｢上海市教育委员会关于印发《上海市教育信息化 “十三五” 规划》的通知｣, 2016(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5).
117) 팬데믹 이후 상하이의 온라인 학습에 관해서는 叶波, 刘蕾(2020); 复旦大学附属中学(2021); 刘蕾, 叶波
(20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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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동통신 3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돋보였다. 뎬신(电信)은 보보(播
播) TV 앱, 롄퉁(联通)은 워스핀(沃视频) 앱을 통해 ‘상하이 공중교실(空
中课堂)’을 시청하면 데이터 통신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내놓았고, 이둥

(移动)은 미구스핀(咪咕视频) 앱을 이용하면 매달 50G의 무료데이터를
제공했다.118)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0년 3월 2일부터 전체 상하이시
143.5만 명의 초·중·고등학생이 집에서 대규모 온라인 수업을 받게 되었
는데, 이는 베이징보다 한 달 이상 앞서는 것이었다.119)
기초교육은 ‘같은 학기(学段), 같은 시간표, 같은 선생님’의 원칙에 따라
전체 시 각 학년, 각 과목에서 선발된 1300여 명의 우수 교사들이 교과
목 표준과 학습 목표를 기준으로 강의 동영상을 녹화 제작했다. 상하이시
교육기술센터(上海市电化教育馆, Shanghai Educational Technology
Center, 약칭 SETC, shdjg.shec.edu.cn)에서 개발한 대규모 스마트학습
플랫폼 ‘상하이 웨이샤오(上海微校, smile.shec.edu.cn)’는 ‘공중교실’의
주요한 플랫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하이시의 온라인 교육과 관련하여
권위 있는 소식과 공지를 발표하고 있다.

118) 上海市教育委员会, ｢“空中课堂” 开课 全市中小学生在线教育全面启动｣, 2020(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9).
119) 上海市教育委员会, ｢“空中课堂”开课 全市中小学生在线教育全面启动｣, 2020(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9). 人民日报, ｢上海中小学3月2日起开展在线教育｣, 2020.2.18.(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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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상하이시 대표 스마트학습 플랫폼 ‘상하이 웨이샤오’의 ‘상하이 공중교실’

자료: 상하이 웨이샤오 홈페이지(https://smile.shec.edu.cn/#/airClassroomPage) 캡처

이 플랫폼의 ‘기초교육과정(基础课程)’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
등학교 3학년까지 학년별 녹화방송과 실시간 방송 시간표(直播课表)가
제공되는데, 실시간 방송은 따로 로그인하지 않아도 누구나 시청할 수 있
다. 그 아래 ‘주제별 교육(专题教育)’은 ‘안전과 예방’, ‘법률과 도덕’, ‘민
족과 문화’, ‘환경과 건강’, ‘종합과 실천’의 5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아쉽게도 실시간 방송이 시청 가능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온라인
수업은 로그인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안전과 예방’이란 카테고리를 통해 신종 코로나 전염병의 예방과 방역
교육에 힘쓰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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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상하이 공중교실 온라인 공개수업 메인화면에서 제공하는 각 학교의 대표 강좌

자료: ‘상하이 공중교실’ 온라인 공개수업 메인화면(https://gzmooc-smile.shec.edu.cn/mooc/index.action) 캡처

또한, 상하이시 명문 고등학교의 상당수가 이 플랫폼을 통해 대규모
온라인 공개수업(Massive Open Online Course: MOOC)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공개수업은 각 학교의 대표 강좌를 따로 모아놓은 페이지
([그림 4-6])를 통하거나, 학교 로고와 이름을 모아놓은 페이지([그림
4-7])에서 학교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학교에서 제공하는 공개수업 페이
지로 링크된다. 이는 지역 내 학교 간 ‘격차 해소’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공개수업을 이수하면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학생
들의 성취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그림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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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상하이 공중교실’에 온라인 공개수업을 제공하는 명문 고등학교(일부)

자료: https://gzmooc-smile.shec.edu.cn/mooc/common/schoolShow.action에서 일부 화면 캡처.

그림 4-8

명문 고등학교 온라인 공개수업 이수 인증서 양식

자료: https://gzmooc-smile.shec.edu.cn/mooc/index.action 캡처

2020년 9월 2일 전 상하이시의 등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매일
15~20만 명에 가까운 학생이 ‘공중교실’의 온라인 수업을 이용하고 있다.
한편, 상하이를 포함한 각 지역의 온라인 수업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국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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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국가 초·중·고교 네트워크 클라우드 플랫폼)과 ‘상하이 웨이샤오’
와 같은 성(省)·시(市)급 플랫폼 이외에도, 개별 학교가 자체 개발하거나
제3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제작한 학교 플랫폼,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
개발한 플랫폼의 세 가지 교육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졌다. 민
간 기업에서 개발한 플랫폼은 텐센트(Tencent, 腾讯)사에서 개발한 텅쉰
회의(腾讯会议)와 텅쉰교실(腾讯课堂)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는 원래 비
즈니스용으로 개발되었다가, 실시간 화상채팅과 화면공유 기능이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요구를 만족시키며, 자칫 교사의 일방적인 전달로 끝
날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널리 채택되었다.
교육 정보화 정책은 온라인 교육의 보급과 관리, 교수·학습 방식의 혁
신 이외에도 교육 거버넌스의 개혁이 중요한 축을 이룬다. ｢현대화 실시
방안｣의 10대 중점 임무([표 2-10] 참조)뿐만 아니라 ｢상하이시 정보화
2.0｣ 실시 행동에서도 교육 거버넌스 최적화 사업은 주요 과제로서 강조
되고 있다.
그림 4-9

｢상하이시 교육 정보화 2.0 행동계획(2018-2022)｣ 실시 행동

자료: 上海市教育委员会(2018)에 근거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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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행동 제3항 교육 정보화 프로젝트 거버넌스 최적화 사업의 주요
방법론 중 하나로 교육 정무 서비스의 ‘원스톱 처리(一网通办)’120) 추진
이 제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상하이시 교육위원회는 공식 위챗 계정
‘상하이교육(上海教育)’(ID: SHMEC-xwb)에서 ‘수신판(随申办)-교육’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4-10

상하이시 교육위원회 공식 위챗 계정에서 제공하는 ‘수신판(随申办)-교육’

자료: 모바일 버전 캡처.

120) 2018년 복잡한 정무 업무의 온라인 결재 및 서비스를 추진한다는 개념으로 제기되었다. 이후 2019년과
2020년 리커창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재차 강조되었다. 원스톱 처리(一网通办), 타지역 처리(异地可办)
의 실현을 가속화하여, 더 많은 항목을 비대면으로 처리하고, 대면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한 창구에서 접
수하고, 일정 시간 내 처리를 끝내며(一窗受理、限时办结)”, “최다 한번 방문(最多跑一次)”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이다. 최근에는 전국 일체화 온라인 정무 서비스 플랫폼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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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판(随申办)’이란 상하이시의 원스톱 온라인 정무 서비스 플랫폼으로,
‘신(申)’은 상하이의 별칭이다.121) ‘몸에 지니다, 휴대하다’는 뜻의 ‘수신
(随身)’과 동음에서 따온 것으로, 상하이 어디서든 이동단말기로 정무를
‘처리할(办)’ 수 있다는 뜻이다. ‘수신판(随申办)-교육’은 유치원부터 대학
원까지 입학 관련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서비스 항목은
유치원 입학 정책 조회, 의무교육 입학 신청(조회만 가능), 의무교육 입학
정보, 취학 전 교육기구 조회, 학군화(学区化)·그룹화(集团化) 지도, 민영
(民办) 교육기구 조회, 사회 실천 소식 기록, 초·중·고 학사 일정 조회, 고입
학생모집 정책, 대입 학생모집 정책, 대학원 학생모집 정책, 내 집 앞 좋은
학교(家门口好学校), 2018년도 여름 교장 연수, 원스톱 처리의 총 14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것은 학군화·그룹화로, 상하이시는 2015년 11월 학
군화·그룹화를 의무교육 발전 이념으로 제시하였다. 학군화는 구·현의
범위에서 지리적 근접성의 원칙에 따르되, 각지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워, 지역 내 의무교육 학교들을 하나의 학군으로 결합하
는 것이다. 동일 학군 내 학교 간 교사의 유연한 이동, 시설 및 운동장
등 교육자원의 체계적인 공유를 촉진한다. 그룹화란 명문 학교가 주도하
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학교를 이끈다는 개념이다. 공동 설립이념에 따라
학교 공동체를 구성하고, 교육과정 개발과 교사양성 등의 측면에서 상호
협력하여 그룹 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학교가 교육자원을 향상시킬 수 있

121) 신(申)이라는 명칭은 과거 상하이 지역이 전국시대 4공자 가운데 하나인 초(楚)나라 춘신군(春申君) 황헐
(黄歇)의 봉지(封地)였던 데서 유래한다. 그밖에 상하이의 약칭으로 ‘호(沪/滬)’가 있다. 4~5세기 진(晋)왕
조 때 이 지역 어민들이 대나무 살을 엮어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데 사용한 어구를 ‘호
(扈)’, 당시 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지역을 ‘독(瀆)’이라 불렀고, 이에 쑹장 강(松江) 하류 일대를 ‘호독
(扈瀆)’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호(滬)가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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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이는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잡힌 발
전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나. 상하이시 ‘스마트교육 시범구’ 민항구(闵行区)의 사례
중국 교육 저널(中国教育报)은 2021년 1월 4일 ｢2020 중국 교육
정보화 10대 키워드｣122)를 발표했는데, 이는 코로나 이후 중국 교육 정
보화의 주요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그림 4-11

2020 중국 교육 정보화 10대 키워드

자료: ｢2020中国教育信息化十大关键词｣(2021. 1. 4.) 내용에 근거해 제작

여기서 주목할 것은 7번항의 ‘스마트교육 시범구(智慧教育示范区)’로,
교육부는 2019년 4월 4일과 2021년 2월 1일 각각 ‘2019년도 스마트교
육 시범구 명단’과 ‘2020년도 스마트교육 시범구 명단’을 공시했다.123)

122) ｢2020中国教育信息化十大关键词｣(2021. 1.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6. 5.)

128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국 교육 발전 방향 탐색 –14차 5개년(2021~2025) 계획과 교육 현대화

표 4-1

2019-2020년도 스마트교육 시범구 명단124)

창건구역 명단
创建区域名单

창건구역 육성 명단
创建区域培育名单

No.

2019년도 스마트교육 시범구
(2019. 4. 4. 공시)

2020년도 스마트교육 시범구
(2021. 2. 1. 공시)

1

베이징시 둥청구(东城区)

베이징시 하이뎬구(海淀区)

2

산시성 윈청시(运城市)

톈진시 허시구(河西区)

3

상하이시 민항구(闵行区)

장쑤성 쑤저우시(苏州市)*

4

후베이성 우한시(武汉市)

저장성 원저우시(温州市)

5

후난성 창사시(长沙市)

안후이성 벙부시(蚌埠市)

6

광둥성 광저우시(广州市)

푸젠성 푸저우시(福州市)

7

쓰촨성 청두시 우허우구(武侯区)

장시성 난창시(南昌市)

8

허베이성 슝안신구(雄安新区)

산둥성 칭다오시(青岛市)*

9

광둥성 선전시(深圳市)

10

쓰촨성 청두시 청화구(成华区)

1

장쑤성 쑤저우시(苏州市)

충칭시 비산구(璧山区)

2

산둥성 칭다오시(青岛市)

간쑤성 란저우시(兰州市)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홈페이지, 교육부 문건 DB(검색일: 2021. 6. 9.)

제1기 스마트교육 시범구에 선정된 상하이시 민항구는 2001년 대도
시권 교육망(教育城域网, Educational Metropolitan Area Network)
구축을 시작으로, 일찍부터 교육 정보화에 관심을 기울였다.125) 그 후
2010년 ｢교육 규획 강요｣에서 ‘교육 정보화 프로세스 가속화’126)가 제
기됨에 따라, 민항구는 ‘新수단, 新방법, 新도구’라는 ‘3新’의 기치 아래
‘우수 품질화(优质化), 정보화, 국제화’의 ‘3化’를 실시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2012년에는 ‘학생 전자 성장 기록부(学生电子成长档案)’,
123)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关于2019年度“智慧教育示范区” 建设项目名单的公示｣, 2019; ｢关于2020年度
“智慧教育示范区” 创建项目名单的公示｣, 2021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9.).
124) *는 2019년 ‘창건구역 육성 명단’에 있었다가 2020년 ‘창건구역 명단’에 오른 지역이다. 스마트교육 시범
구는 ‘창건구역 명단’과 ‘창건구역 육성 명단’으로 이루어지는데, 2019년 ‘창건구역 육성 명단’에 있던 장
쑤성 쑤저우시와 산둥성 칭다오시가 2020년 ‘창건구역 명단’에 오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창건구역 육성
명단’은 일종의 본격 시행 전 예비 양성 지역임을 짐작할 수 있다.
125) 이하 민항구의 교육 정보화 정책과 스마트교육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恽敏霞, 刘春香(2021) 참고. 윈민샤
(恽敏霞)는 민항구 교육국장이다.
126) 본고 [표 2-2] ｢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과 발전 규획 강요｣의 세부 목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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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책가방(电子书包)’, ‘교사 전문업무 발전 전자 기록부(教师专业发展
电子档案)’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교육 정보화 분야에서의 경

쟁력을 키워나갔다.
[13.5] 기간에도 민항구는 ‘교육 정보화’를 자신의 브랜드로 특화해갔
다. ‘스마트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교육 평가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동영상 및 팟캐스트 시스템(云录播课堂教学评价系统, Cloud computing
based video record and podcast system for teaching assessment,
ypk.ct-edu.com.cn/ylb/home/index)’, ‘민항 스마트 학당(闵智学堂,
mzxt.mhzhjy.net)’, ‘학업품질 평가(学业质量评价)’, ‘교사 전자 기록부
(教师电子档案)’ 등을 포함한 7대 교육 업무 시스템을 구축했다. 민항구
초·중·고 입학사정관리(招生管理)와 재무정밀화 관리, 학교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3등급 4종목 교육평가(三级四类督导评价) 등 20개에 가까운 관리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한, 구(区) 교육 데이터 센터를 통해 시스템 통합과
데이터 통합의 기초를 다졌고, 교육 포털사이트, 교육 웨이보(微博), 교육
위챗 등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최적화해 스마트 정무 시스템을 초보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교육의 정밀 관리와 과학적 정책 결정의 토대를 마련했다.
위와 같은 일련의 노력 끝에 민항구는 2017, 2018년 2년 연속 교육부
기초교육 정보화 건설 전형 사례로 선정되었고, 2019년에는 국가 ‘스마트
교육 시범구’ 창건구로 선정되었다.127) 2020년 11월에는 중앙시청각교
육관(中央电化教育馆: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Technology,

127) 민항구 인민정부 판공실은 2019년 9월 27일 ｢민항구 ‘전국 스마트교육 시범구’ 건설 실시방안｣을 발표해
스마트교육 시범구 건설 사업의 총체적인 윤곽을 확정했다. 上海市闵行区人民政府, ｢闵行区人民政府办
公室关于印发《闵行区创建“全国智慧教育示范区”实施方案》的通知｣, 2019(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5).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손민정 외(2020), pp. 146-14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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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NCET, ncet.edu.cn)128)이 선정한 ‘온라인 교육 응용 혁신 사업지
구’129)에 올랐다.
민항구의 교육 정보화 사업은 특히 2019년 제1기 스마트교육 시범구
에 선정되면서 질적으로 변화한다. 민항구는 중국의 전국 ‘스마트교육 시
범구 창건’ 방안을 놓고 ‘1258 프로젝트’를 개념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1258’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즉 1개의 교육 클라우드 플랫폼과
2가지 AI 강의 도우미를 구축하고, 이를 5부류의 사용자에 서비스함으로
써 8가지 장면 운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2

중국의 전국 ‘스마트교육 시범구 창건’ 방안의 ‘1258 프로젝트’

자료: 恽敏霞, 刘春香(2021), p. 4를 인용해 재구성

128) 중앙시청각교육관 홈페이지는 한국에서는 VPN으로 우회해야만 접속이 가능하다.
129) 중앙시청각교육관은 2020년 11월 ‘온라인 교육 응용 혁신 사업지구와 학교 명단(在线教育应用创新项目
区域和学校名单)’을 발표했는데,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해당 문건은 찾을 수 없고 웹상에 일부 캡처본만
존재한다. 그에 따르면 전국 92개 지역(상하이는 민항구, 양푸구, 창닝구)과 226개 학교가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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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프로젝트’에서 주목할 것은 대규모 능력별·수준별 맞춤형 교육
(因材施敎)을 실시하고, 개성화된 학습과 스마트한 서비스 실천이 강조되
고 있다는 점이다.
민항구 교육국장 윈민샤(恽敏霞) 등(2021)에 의하면 민항구는 교육 클
라우드 플랫폼 1기 건설을 마쳤고, ‘2가지 강의 도우미’를 활용한 개성화
학습을 실시하여, 학습 상황 진단과 학생 화상(画像)에 기반한 차별화 수
업 모델의 기초를 마련했다. 또한,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교육 정책 서비
스 대상을 식별하고, 사용자별 맞춤형 교육 정책 프로모션 등의 서비스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모바일 정무 서비스와의 융합 발전을 모색하여, 원
스톱 처리, ‘수신판(随申办)’의 통일 아이디 인증과 이용자 화상을 활용
해, 스마트 검색과 맞춤형 프로모션을 실현했다. ‘입시’와 관련해서는,
‘수신판(随申办)’에 ‘원스톱 학습지도(一站式求学地图)’를 만들어, 민항구
유치원·초·중·고생과 학부모에게 전방위 진학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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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1. 코로나 시대의 교육 정책 비교
2. 한중 국가 수준 교육과정 비교

3. 코로나 시대의 교육 정보화 정책 비교

1. 코로나 시대의 교육 정책 비교
코로나 팬데믹을 함께 헤쳐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이 설정한 교육
발전의 방향과 팬데믹이라는 변수에 대한 대응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시
사점을 도출하려는 시도는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한국의 교육 정책
에도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이에 우선 코로나 시대의 한중 교육 정책을
비교하고, 다음으로 한중 양국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비교하고, 마지막
으로 코로나 시대 한중 교육 정보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가. 코로나 시대의 한국 교육 정책
한국의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교육환경 변화와 코로나19 대응 과정
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현장의 변화를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
돌’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2020년 10월 5일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시안｣(이하 ｢10대 정책과제｣)을 발표하였다.
표 5-1

분야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
추진 목표

10대 정책과제(안)
1 미래형 교육을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 본격 추진
□
2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
□
3 중등 직업교육 고도화
①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 □
4 교과서 패러다임 전환
□
5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도입
□

유·초·중
등교육

국가의 책무성,
현장의 자율성
강화

1 새로운 교원 양성체제 개편 논의 추진
□
② 새로운 교원제도 논의 2
□ 미래 수요에 대응한 적정규모 교원수급 정책 추진
추진
3 학교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교원정책 추진
□
1 민주적 학교 모델 구현
□
③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
2 새로운 학교 모델 구현
□
래형 학교 조성
3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
1 교육적 배려 필요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
④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2
□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교육안전망 구축
3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책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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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분야

계속
추진 목표

10대 정책과제(안)
1 대학 운영 자율성 확대
□
⑤ 협업·공유를 통한 대
2 공유성장형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
학·지역의 성장 지원
3 국립대학을 지역 발전 거점으로 육성
□

고등·평생
교육

공유와 협력을
통한 혁신 지원

1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인재 양성
□
⑥ 미래 사회 핵심인재 양
2 혁신 공유대학을 통한 신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
□
성 지원
3 학문 발전을 견인하는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
1 대학생 진로 및 취업 지원 확대
□
2 재직자의 후학습 지원 강화
⑦ 고등 직업 교육의 내실화 □
3 대학의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내실화
□
1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
2 평생학습-직업훈련 연계 및 경로 다양화
⑧ 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 □
3 일-학습-삶 연계 강화
권 보장
□
4 초고령사회 대비 은퇴·노년층 교육 제도화 추진
□

기반 구축

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 구축

1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
2 온라인 교육 콘텐츠 생태계 조성
⑨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
3 디지털 활용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 마련
교육 기반 마련
□
4 데이터 활용 교육행정의 과학화
□
1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육자치 내실화
□
⑩ 미래형 교육 협력 거버
2 학교-지원청-지자체 간 협력 강화
□
넌스 개편
3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부총리 역할 강화
□

자료: 교육부(2020a), p. 2 및 교육부(2020b), pp. 5-30에서 인용하여 구성

한국의 ｢10대 정책과제｣와 2019년에 발표된 중국의 ｢교육 현대화
추진 가속화 실시 방안｣(이하 ｢현대화 실시 방안｣)의 10대 중점 임무([표
2-10] 참조)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2

한국 ｢10대 정책과제｣와 중국 ｢현대화 실시 방안｣의 10대 중점 임무 비교
한국 ｢10대 정책과제｣

중국 ｢현대화 실시 방안｣의 10대 중점 임무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

신시대 입덕수인(立德树人) 프로젝트를 실시

새로운 교원제도 논의 추진

견고한 기초교육의 향상을 추진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 조성

직업교육의 산(产)-교(教) 융합을 심화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 구축

고등교육의 내용을 발전

협업·공유를 통한 대학·지역의 성장 지원

신시대 교사대오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

미래 사회 핵심인재 양성 지원

교육 정보화를 힘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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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계속
한국 ｢10대 정책과제｣

중국 ｢현대화 실시 방안｣의 10대 중점 임무

고등 직업 교육의 내실화

중서부 교육 진흥 발전 계획을 실시

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 보장

교육 현대화 구역의 혁신 실험을 추진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 마련

‘일대일로’ 교육 행동 공동 건설을 추진

미래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 개편

중점 영역의 교육 종합개혁을 심화

자료: [표 2-10]과 [표 5-1]을 병렬함

한국의 ｢10대 정책과제｣ 중에서 ‘새로운 교원제도 논의 추진’, ‘협업·
공유를 통한 대학·지역의 성장 지원’, ‘미래 사회 핵심인재 양성 지원’과
‘고등 직업 교육의 내실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 마련’이 중국
｢현대화 실시 방안｣의 10대 중점 임무 중에서 ‘신시대 교사대오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 ‘고등교육의 내용을 발전’, ‘직업교육의 산(产)-교(教)
융합을 심화’, ‘교육 정보화를 힘껏 추진’과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정책명만 보고 대강의 내용을 판단하면, 한국의 ｢10대 정책과제｣ 중에
서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 조성’이나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
육안전망 구축’, ‘미래 사회 핵심인재 양성 지원’ 등은 다소 추상적이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에 반해 중국 ｢현대화 실시 방
안｣의 10대 중점 임무 중에서 ‘중서부 교육 진흥 발전 계획을 실시’, ‘교
육 현대화 구역의 혁신 실험을 추진’, ‘일대일로 교육 행동 공동 건설을
추진’, ‘중점 영역의 교육 종합개혁을 심화’ 등은 정책명에서 범위가 구체
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게 느껴진다.
또한 한중의 첫 번째 과제를 놓고 보면, 한국의 ｢10대 정책과제｣ 중
첫 번째 과제인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은 다소 좁은 범위의 논의 차원으
로 설정됨으로써 다른 정책과제와 층위가 다르고, 정책 전반을 이끌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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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에는 선도성이 낮아 보인다. 교육과정은 정책 추진 방안이라기보다
는 정책의 기준이자 지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정책과 차
이가 나는 것이다. 반면 중국 ｢현대화 실시 방안｣의 10대 중점 임무 중
첫 번째 임무인 ‘신시대 입덕수인(立德树人) 프로젝트를 실시’는 교육 정
책의 실행점이 좀 더 분명하고 선도성이 강하다. 이 첫 번째 임무의 하위
내용에 교육과정, 교과서, 교학 체계 개편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의 ‘미래
형 교육과정 마련’이라는 과제보다는 범위가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10대 정책과제｣와 중국 ｢현대화 실시 방안｣의 10대 중점 임무
에 대한 상호 비교를 통해 주요 정책과제가 서로 관련성을 가지거나 유사
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당대의 이슈와 당면과제에 대한 동시대인의
컨센서스에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볼 수 있다. 반면 그 실현 정도에
대한 기대는 양국이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국가 체제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행정력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책이나 이슈의 ‘밀도’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는 정책 성공에 대한 리워드
가 크지 않아서 사실상 실패에 대한 무책임을 방조하기도 하고, 정책 성
공은 일부 성공적인 수행자의 열정에 기대는 방식이다. 반면 중국은 실행 과
정의 관료주의가 엄존하지만, 중앙집권 체제에서 대규모 국가 조직의 말
단까지 정책을 하달하는 경험을 살려 정책 입안 단계에서 정책의 실행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정책 실행을 조직 차원에서 관리하는 능력
이 상대적으로 발달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성공에 대한 분명한 리워드
를 통해 ‘성공-불성공(실패까지는 아니더라도)’의 대비를 드러내는 방식
등이 정책 수행력을 높이는 기제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130)

130) 코로나 시대 한국과 중국의 교육 정책 비교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자문의견서(2021. 9.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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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 교육 정책 비교를 통한 시사점
중국의 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은 일차적으로 중국 이해의 차원에서 의
의를 가지며, 나아가 동시대의 이슈를 이해하고 소화하는 인접국의 태도,
방법, 비전에 대한 참조라는 의의도 매우 크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을
함께 헤쳐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이 설정한 교육 발전의 방향과 팬
데믹이라는 변수에 대한 대응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려
는 시도는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한국의 교육 정책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131)
먼저 한국과 중국의 체제 차이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중국은 중앙 권력 내부의 집단 지도 체제 메커니즘이 실질적으
로 얼마큼 작동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시스템적으로 중국공산당 중앙위
원회 총서기를 정점으로 하는 단일 리더십의 단일 정권이 계승·발전의
관계로 영속하는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 정책에 있어 초당적 권위
를 갖는 강령성 문건을 제작할 수 있다. 둘째, 이 같은 체제 특성으로부
터 정책 수립 및 추진의 거시성과 장기성이 보장되는 바, 2010년에 발표
된 ｢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과 발전 규획 강요｣(이하 ｢교육 규획 강요｣)와
2019년에 발표된 ｢중국 교육 현대화 2035｣(이하 ｢교육 현대화｣)에서 확
인하듯이 미래교육 개혁과 발전의 장기 플랜 및 로드맵 구축이 가능하다.
셋째, 성급 지방 정부의 국가적 규모로 인하여 중앙과 지방 정부 사이에
통괄적 관리와 자주적 방임의 교차 공간이 존재하는 바, 정층설계(Top
Level Design) 안에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과 연결과 배치를 최적화하려
는 중앙의 탑다운 방식과 각 지방이 자신의 이해를 추구하는 바텀업 방식
131) 코로나 시대 한국과 중국의 교육 정책 비교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자문의견서(2021. 9.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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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존 내지 대립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선거 제도에 의한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국가로
대통령 선거와 함께 5년마다 국정의 큰 방향이 바뀌는 까닭에 특히 교육
과 같은 장기적인 발전 플랜과 지속적인 개혁 프로그램의 추진이 필요한
영역에서 정책 설계 및 효용의 취약점이 있다. 따라서 교육부를 중심으로
국가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교육 발전 로드맵과 지속적인 교육 개혁 메
커니즘을 마련하고 정권에 상관없이 추진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합의와
지원의 보장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지방
거버넌스의 자립성이 취약하고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비대칭성
이 심각한 까닭에 중앙과 지방 사이에 통괄적 관리와 자주적 방임의 교차
공간이 존재하기 힘든 바, 각별히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공간을 열어두어
다양하고 특색 있는 미래교육이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쓸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동시대의 이슈와 과제, 돌발적 위기 대응이라는 공통점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세계는 지금 대변화의 시기
에 직면해 있다.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사회의 변화는 인공
지능을 위시한 정보통신 기술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였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세계 대변화의 이슈는 에너
지 구조의 전환, 글로벌 공급망의 재구성 등으로 계속 심화·확장 중이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대변화’에 대한 인식을 14차 5개년(2021-2025)
계획(이하 ｢14.5｣)에서 분명히 보여주었다. ｢교육 규획 강요｣에서 ｢교육
현대화｣로 이어지는 중국의 교육 발전 로드맵은 코로나 발생 이전에 발
표된 것이다. 특히 2019년에 발표된 ｢교육 현대화｣는 4차 산업혁명이 이
끄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교육 정보화’라는 항목으로 강하게 반영한 로
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교육 현대화’의 내용은 이 같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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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화의 국면들을 좀 더 확장해 반영하며 진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예컨대
탄소중립과 에너지 구조 전환과 관련된 ‘생태문명 건설’ 같은 아젠다는
‘미육(美育, 즉 예술 및 인문 교육)’ 또는 ‘노육(劳育, 즉 실천 및 협업 교육)’
등과 결부되어 ‘역량 교육’의 중요한 테마로 부각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나라도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교육 정보화
관련 정책이 추진 중이다. 코로나 시대 세계의 변화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교육의 본질이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교
육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돌발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에서 중국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추진된 교육 정보화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였
다. 특히 2018년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된 교육 정보화는 향후 교육의
보급에서 교육의 관리, 교학 방식의 혁신과 교육 거버넌스 개혁 등의 임
무와 결합하며 교육 현대화의 특징이자 내용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 추진은 코로나 시대의 미중 기술 경쟁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불거진 이슈로 인하여 다소 그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주목할 점
은 2021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쌍감(双减)’
정책 등을 부각하며 교육 정책의 포커스를 교육 자체가 아닌 민생, 즉
‘부담 경감’이라는 정치 이슈로 환원했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쌍감’
은 교육 현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결과여야 하는 것이다. 교육 현대화의
가장 말단이 가장 중심이 되는 주객전도의 상황은 이 정책이 일시적 성과
를 가져올 수는 있을지언정 장기적인 교육 발전의 레이스에 크게 기여하
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치와 정책은 다르다. 특히 교육처럼 공동
체의 미래 건설과 직결된 사업은 늘 장기 관점과 개혁 원칙이 견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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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미래 기술 전쟁 및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 있어서 국가의 주도성
이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국가 주도성이 코로나 시대에 발휘한
효율성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기술 혁신 등 기술과 산업의 변화가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현재, 데이터 강자들에 의해 세계가 분할되는, 이른바
데이터 제국주의 시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데이터 강자의 첫 번
째는 중국 정보통신연구원 산하의 IMT-2030 추진단이고, 두 번째 강자
는 미국 통신산업협회 산하의 ‘미래 G 동맹’이고, 세 번째 강자는 유럽연
합의 혁신 연합체, 지평 2020(Horizon 2020)이었다.132) 미래의 3차 세
계대전이라 불릴 만한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하여
기술 개발과 혁신을 주도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 주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건강과 교육 등의 책임을 개인과 시
장에 떠넘기는 게 사회의 이익에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게 밝혀졌다.133)
코로나 시대에 모든 영역에서 국가 특히 정부의 역할이 개인이나 민간보
다 우위에 서게 된 것이다. 정부의 확대된 역할이 어떤 식으로 드러날 것
인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을
때 전 세계 정부들은 수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사회복
지 혜택을 확대하고,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등 오직 정부만이 경제적 재
앙과 완전한 사회적 붕괴가 만연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결정을 내릴 힘과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134)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중국 역시 공산당

132) ｢데이터 제국주의 시대의 전쟁｣(2021. 6.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23).
133) 클라우스 슈밥, 티에리 말르레(2021), p. 114.
134) 클라우스 슈밥, 티에리 말르레(2021),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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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사회주의,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이점을 십분 발휘하여 매우 신속하
고 전례 없는 규모로 공적 경제에 개입하고, 각종 규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물론 중국의 이러한 국가 주도성에 의한 효율의 극대화 이면에는
억압적 사회통제, 첨단기술 감시와 권위주의적 정치, 애국주의 선동, 강
압적 외교 등의 부정적 측면도 엄연히 존재하기에, ‘위대함과 위태로움’
사이에서 시진핑 시대의 중국의 특성135)을 선별하여 시사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강화된 국가의 역할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술
경쟁 시대와 코로나 시대를 돌파하고자 할 것이다. 중국은 선도적으로 국
가 주도하에 기술 경쟁과 코로나 팬데믹을 헤쳐 나가고 있으므로, 동시대
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이러한 중국의 정책 수립, 집행, 평가 등에
대해서는 국가 체제의 이질성을 고려하되 계속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2. 한중 국가 수준 교육과정 비교
한국과 중국은 모두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함으로써 교육의
기본 지침을 국가 정부가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을 통해 국가
수준의 교육 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은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핵
심역량을 도입하여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하였으며, 2022 개정 교육
과정도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발하고 있다. 중국 또한 2017년 개정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각 교과별로 핵심역량을 제시함으로써 역량

135) 박민희(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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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에 적용
되기 위한 지침으로서 작용하는 교육과정 문건을 한국과 중국의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교육과정 개정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가. 한국의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앞에서 본 한국의 ｢10대 정책과제｣ 중 가장 첫 번째 과제는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이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
하고 있으므로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살펴보겠다. 2015 개정 교육과
정의 가장 큰 특징은 핵심역량을 도입한 것으로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의 역량 교육과정은 지식의 배제가 아니라 지식을 습득하는 데 머물지 않
고 학생의 생활 및 삶과 연결하여 지식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따라
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역량 교육과정은 오히려 교과의 본질을 더 잘
드러나게 함과 동시에 교과를 더 잘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접근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한다.”136)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조경제 사회가 요
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하였는데, 창의융합
형 인재를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
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137) 이를 위해 고등학교에 공통 과
목이 도입되는 등 기초 소양 함양 교육이 강화되었으며, 단위학교의 교육
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을 유도하였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도입되었다.138)

136) 정영근·민용성·이주연(2019), p. 211에서 인용.
137) 교육부(2015b),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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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
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다음 6가지로 소개하
였다.139)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
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마.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
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이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역량으로 구
현된다. 예를 들어 체육과 교육과정의 성격에서는 “체육과 역량인 건강
관리 능력, 신체 수련 능력, 경기 수행 능력, 신체 표현 능력을 길러, 자신의

138) 교육부(2015b), p. 3.
139) 교육부(2015a), p. 2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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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스스로 계발하고 신체 문화 활동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공헌하는
교과이다. 체육 교과 역량은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는 일반 역량인 자
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과 관련된다.”140)라고 하여, 체육과의 4개 역
량을 꼽되 이들은 총론의 핵심역량과 관련된다고 포괄적으로 포함하였
다. 반면 제2외국어과의 중국어I 교육과정에서는 “제2외국어 교과는 외
국어를 이용한 의사소통 능력과 외국 문화 이해를 통한 세계 시민 의식,
외국어로 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처리 능력 등을 교과의
중요한 역량으로 삼고 있다.”141)라고 하여 총론의 핵심역량 중 일부를
선별하여 적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1년 11월 24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시안)을 발표하였는데, 개정의 중점 사항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지
역·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교육 구현, 디지털·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 등 네 가지이다.142) 특히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위하여 우선 핵심역량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중 ‘의사소통’을 ‘협력적 소통’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앞에서 제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동일하게 설
정하였다. 핵심역량과 더불어 ‘기초소양’을 제시하고 교과역량에 반영하
도록 하였는데, 기초소양이란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이다.143)

140) 교육부(2015c), p. 4에서 인용.
141) 교육부(2015d), p. 249에서 인용.
142) 교육부(2021d), pp.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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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역량은 교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갖추기를 기대하는 능력이며,
교수 학습 과정에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세 요소 간의 통합적
작동을 통한 학생의 수행으로 나타난다.144)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던 역량 중심 교육이 실제로
교과 교육과정 설계의 기준으로 장착되어 교수·학습으로 구현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OECD 학습 틀 2030을 미래 학습의 틀로 삼아서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학생의 주체성(student
agency)’을 강조하고 있다.145)
그림 5-1

OECD 교육 2030 학습 개념틀

자료: OECD, 2018, p. 4(김아미(2019), p. 9에서 재인용).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전 세계적인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
지고 있는 배경 속에,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삶과 통합되어 일어나는 총
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한국의 역량 중심 교육 정책 방향을 자리매김
할 수 있다.
143) 교육부(2021d), pp. 12-13.
144) 교육부(2021d), p. 34.
145) 교육부(2021a),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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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의 2017 개정 및 2020 수정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국은 2017년에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하였다. 교육과
정 총론에서 “일반 고등학교의 육성 목표는 학생들의 종합적인 소양(综合
素质)을 한 층 더 키우고 핵심역량(核心素养) 발전에 주력해 학생들이 이

상적인 신념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과학 문화 소양(科学
文化素养)과 평생 학습 능력을 갖추도록 하며 자기주도 발전 능력과 소통

및 협력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146)라고 하여 핵심역량을 강조하
였다. 특히 교과별 교육과정 성취기준(学科课程标准)이 교과 핵심역량(学
科核心素养)을 응축한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교과별 교육과정 성취기준(学科课程标准)은) 교과 핵심역량(学科核心
素养)을 응축했다. 중국 학생들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역량은 당의 교

육 방침을 구체화하고 세부화한 것이다. 핵심역량과 교육과정, 교수·
학습의 내적 연관성을 구축하기 위해 각 교과 교육과정, 교수·학습은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시키고, 입덕수인(立德树人)의 근본
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역량 교육(素质教育)의 특별한 인간 교육 가치
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개발했다. 각 교과는 교과
의 본질에 기반해 해당 교과의 핵심역량을 응축하여, 학생들이 해당
교과 교육과정을 배운 뒤 반드시 갖춰야 할 정확한 가치관, 인성, 핵
심 능력(关键能力)을 명확히 제시하고, 지식과 기능, 과정과 방법, 감
성·태도·가치관의 3차원 목표를 통합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课程标
准)은 또한 핵심역량 수행에 중심을 두고 교육과정 내용을 엄선하고

재편했으며,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교수·학습 설계를
지도하고, 시험·평가와 교과서 편찬에 대한 건의사항도 제안했다.147)

146)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2018a),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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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2017 개정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별로 핵심역량을
구현하였는데, 예를 들어 ‘체육과건강’ 교과의 교육과정에서 교과 핵심역
량으로 ‘운동능력(运动能力)’, ‘건강행위(健康行为)’, ‘체육품성(体育品德)’
등 3가지를 들고 있다.148) 본 연구보고서 부록에 수록된 ‘통용기술’ 교과
교육과정을 보면, 교과 핵심역량으로 ‘기술 의식’, ‘공학적 사고’, ‘혁신
설계’, ‘도면 표현’, ‘구현 능력’ 등 5가지를 들고 있다.
교과별 교육과정 체계는 1. 교육과정 성격과 기본 이념(课程性质与基
本理念), 2. 교과 핵심역량과 교육과정 목표(学科核心素养与课程目标),

3. 교육과정 구조(课程结构), 4. 교육과정 내용(课程内容), 5. 학업품질(学
业质量), 6. 시행상의 제안사항(实施建议)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두 번째 ‘교과 핵심역량과 교육과정 목표’에서 교과의 핵심역량, 즉
교과역량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2017 개정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
정도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교육부는 2020년 5월에 2017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수정판을
고시하였는데, “당의 19大 4중전회(四中全会) 정신과 전국교육대회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입덕수인(立德树人)의 기본과업을 정착시키고, 초·중등
교육과정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149) 수정판의 주요
근거가 되는 시진핑 총서기의 전국교육대회(2018. 9. 10.) 연설은 2020년
수정판 교육과정 머리말에 그대로 삽입되었는데, 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시진핑 총서기가 전국교육대회에서 강조하길, 당의 강력한 지도하에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마르크스주의의 지도적 지위와

147)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2018a), p. 4.
148)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2018b), pp. 5-6.
149) 손민정(2021), p.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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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교육의 발전 노선을 견지하며, 사회주의 교육의
발전 방향을 지속해야 하며, 기본적인 국정에 입각하고 교육 규율을
준수하고 개혁·혁신을 견지하며, 인심 단결, 인격 완성, 인력 개발, 인재
육성, 인민 행복을 목표로 하여 지(智), 덕(德), 체(体), 미(美), 노(劳)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킨 사회주의 건설자이자 계승자를 육성하고, 교육
현대화를 가속화하며, 교육 강국을 건설해 국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150)

2018년 9월 10일 중국 스승의 날에 열린 전국교육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중국 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수록하면서
2017년 교육과정을 2020년에 수정하여 재고시한 것이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 중 ‘지(智), 덕
(德), 체(体), 미(美)’에 ‘노(劳)’를 추가하여 ‘노동’을 전면에 내세운 것뿐
만 아니라, ‘노동’이 2017년 교육과정에서는 선택학점으로 최대 8학점
이하로 이수하도록 권장되던 것을 2020 수정판에서는 필수학점인 6학점
으로 독립·변경함으로써151) 2020년 수정판 교육과정에서는 노동 교육
을 강조한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3. 코로나 시대의 교육 정보화 정책 비교
가. 한국의 교육 정보화 정책
한국의 교육 정보화는 1970~1980년대 학교 컴퓨터 교육으로부터 시작

150) 손민정(2021), p. 206에서 재인용.
151) 손민정(2021), pp. 206-207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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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1990년대부터 컴퓨터 교육이 아닌 교육 정보화 또는 정보화교육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 사회, 평생 학습 사회, 새로운 교육 복지 사회 건설
등이 교육 정보화의 비전으로 제시되었다.152)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까지 ‘교육 정보화 기반 구축’, ‘교육정보 개발 및 보급’, ‘정보기술 활용
교육’, ‘교육행정 정보화’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후 교육 정보화와
관련되어 전산망 구축, 및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와 스마트
러닝 등 ICT 활용 교육, NEIS와 에듀파인 등 교육 행정 정보화, 교육자료
아카이브 구축 등의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153) 이러한 인프라가 구축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의 수요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격 수업 운영 기준안 제시, 온라인 학급방 개설 등으로 대응하였다.
교육부가 2021년 4월 발표한 ‘미래형 교육과정(안)’에 의하면 교육 정
보화의 다양한 요소 가운데 특히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
반 교육을 통한 미래교육 여건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있다. 여기에
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는데, 우선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오프라
인 수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교과서나 학습 동영상, AR·VR을 이용한
현장 등 다양한 디지털 교수·학습 콘텐츠를 활용하는 등 ‘교수·학습 영역
을 확장’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빅데이터, AI 등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준 진단, 학습 특성 분석을 기반으로 개별학습 제공, 학습경로
설계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형성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성
취수준별 학생 맞춤형 피드백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개별학습’을 지원하
겠다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다.154)
152) 교육부(1998), pp. 11-15에서 인용.
153)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0), p. 18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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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디지털 기반 교육을 통한 미래교육 여건 마련 도식

자료: 교육부(2021a), p. 21에서 인용.

이를 위해 교육부는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
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모든 초·중·고에서 온라인 학
습콘텐츠, 학습관리시스템(LMS), 학습도구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
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2023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
하고 있다.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실시된 원격 수
업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할 뿐 아니라 학교 전반에 디지털교육을 안
착시킨다는 것이 정보화전략계획의 주된 목표다. 특히 에듀테크 산업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교육에 민간 에듀테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계획이다.155)
올해 교육부는 2021년 2월 3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미래형 학교 환경
을 만들어가는 과정부터, 조성 이후 혁신적 교수·학습 방법 적용 등에 이
르기까지 모든 교육 활동을 포함하는데, 특히 무선인터넷, 학습 플랫폼,
디지털 기기 등을 구비한 첨단 지능형(스마트) 환경의 스마트교실을 구축
함으로써 교수·학습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자원의 무한 활용이 가능
154) 교육부(2021a), pp. 21-22.
155) ｢공교육에 민간 에듀테크 길 터주는 교육부…“학교가 업계 수익처 될라” 논란｣(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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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고, 온·오프라인 연계수업과 에듀테크 기반의 맞춤형 개별학습이 확
대될 예정이다.156)

나. 중국 비교를 통한 시사점
한국의 교육부는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K-에듀
통합플랫폼은 통합인증체계를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도 연결
되며, 통합플랫폼을 통해 생성·관리되는 빅데이터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
에듀테크 기업 등에도 개방할 방침이다. 다만 이윤을 좇을 수밖에 없는
민간 기업들이 공교육에 진출하는 데 따라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것
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학생 개인정보와 학습활동 정보 등 데이터에 대
한 관리의 문제나 통합 인증관리, 개인정보 관리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
부도 이를 인지하고 통합플랫폼을 통해 생성·관리되는 빅데이터의 민간
에듀테크 기업에 대한 개방 범위·방안을 마련하고, 학교·교원·학생 정보,
에듀테크 기업·사용자 정보 활용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의 방
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157)
중국은 인공지능을 국가 비전의 실현 및 국정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핵
심 기술로 간주하고, 인공지능 기술 우위를 위하여 ‘인터넷 플러스’, ‘인
공지능 플러스’ 정책 등 정보화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특히 교육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에듀테크 기업을 적극 활용하여 ‘학교기업-정부’가 연동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는데,158) 최근 이러한 정책 기조가
‘공동부유’론159)으로 인하여 돌연 방향을 선회하였다. 2021년 7월 시진핑
156) 교육부(2021c), pp. 1-4.
157) ｢공교육에 민간 에듀테크 길 터주는 교육부…“학교가 업계 수익처 될라” 논란｣(2020. 10. 27).
158) 손민정 외(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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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은 가난한 사람이 없는 샤오캉 사회에 도달하였다고 선언한 뒤 8월
에 ‘공동부유’를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반독점 규제법, 쌍감 정책, 국가 클라우드 건설 계획 등이다.
특히 반독점 규제법이나 국가 클라우드 건설 계획에 의하면 기존의 알리
바바나 텐센트 같은 독점적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국가
가 주도하여 클라우드 건설을 하여 민간 기업이 독점하던 빅데이터를 국
가가 구축,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작년의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과는
그 방향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160)
코로나로 인하여 원격 수업, 온라인 수업이 전면화되고, 이에 따라 전
국의 온라인 수업 및 학생 관리를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이 교육계의 현안
으로 부상한 지금, 한국과 중국은 모두 통합플랫폼 구축을 진행하고 있
다. 학생 및 학교, 교육의 온갖 정보가 유통되는 통합플랫폼 구축은 그
규모와 기능에 따라 고도의 기술력과 자본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플랫폼
을 구축함에 있어서 민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
은 민간 사교육 시장의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 나아가 국제적인 플랫폼을 통해 상업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
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161) 단, 이러한 교육 플랫폼은 개인정보 및 교육

159) 2020년 10월 26일 19기 5중전회에서 ‘전국민의 공동부유’라는 키워드가 등장했고, 2021년 3월12
일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공동부유’론이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사항’으로 명시되었다. 전병서,
｢시진핑 정부의 공동부유론, 중국은 왜 자국기업을 규제할까?｣(온라인 자료, 검색일:2021. 9. 17)
160) 중국 정부의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과 관련되어서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생산요소
로 자본, 노동, 기술 이외에 데이터를 중요한 생산요소로 규정하고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데이터 소
유의 공적인 활용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이 플랫폼 규제
와 상충한다고 보지 않는 견해도 있음. 코로나 시대 중국의 플랫폼 규제 정책과 쌍감 정책 관련 논
의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자문의견서(2021. 9. 17) 참조
161) 코로나 시대 중국의 플랫폼 규제 정책과 쌍감 정책 관련 논의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자문의견서
(2021. 9.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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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각종 정보가 모이는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플랫폼의 구축 및 관리에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중국처럼 국가가 주도하여 빅데이터 관리 및
플랫폼 구축까지 모든 것을 장악할 것인지,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이를
국가가 잘 감독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플랫폼 기업의 급성장으로 인한 폐단이 심각해짐에 따라 빅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시작되었다. 사용
자와 데이터 독점에 기반한 플랫폼 기업의 특성상 손쉽게 자원을 독식하
여 영토를 확장하고, 노동을 고용하지 않고 계약함으로써 무수한 비정형
노동을 양산하고 있다. 이에 전 세계가 ‘새로운 공룡’을 규율할 새로운 법
과 제도를 만들고 있으며,162) 특히 미국과 중국이 앞장서고 있다. 중국이
빅테크 규제와 관련해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주목할 만
하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장은 “중국이 과거에는 해
외에서 검증된 제도를 선택적으로 도입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를 비롯해
빅테크 규제나 플랫폼 노동자 사회보장 등은 미국과 동시에 또는 선제적
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새로운 표준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163) 한국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고 있으니, 미중
이 자국 내의 불평등 해결을 급선무로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며, 이때 앞서 이를 시행하는
중국의 빅테크 규제 정책 추진 과정과 결과를 좀 더 참조해야 할 것이다.

162) ｢빅테크를 통제할 수 있을까?｣(2021. 9.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23).
163) ｢오사마 빈라덴의 ‘승리’가 남긴 것｣(2021. 9.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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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2. 제언

1. 결론
14차 5개년(2021-2025) 계획과 교육 현대화를 중심으로 코로나 발생
전후 중국의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해 탐색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코로나 발생 이전 중국의 교육 발전 로드맵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 중국의 교육 발전 로드맵이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되고 실행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중요한 문건을 살
펴보아야 한다. 첫 번째 문건은 2010년에 발표된 ｢국가 중장기 교육 개
혁과 발전 규획 강요(2010-2020년)｣(이하 ｢교육 규획 강요｣)이다. 이 문
건은 샤오캉 사회가 전면적으로 건설되는 2020년까지 교육 현대화를 기
본적으로 실현하여 인력자원 대국에서 인력자원 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
표로 교육 발전의 임무와 체제 개혁의 내용을 각 영역별로 밝혀 놓은 것
이다. 두 번째 문건은 2019년 시진핑 정부에서 발행한 ｢중국 교육 현대
화 2035｣(이하 ｢교육 현대화｣)이다. 이 문건은 사회주의 현대화가 기본
적으로 실현되는 2035년까지 교육 현대화를 총체적으로 실현하여 인력
자원 강국에서 교육 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문건의 발행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 규획 강요｣
는 덩샤오핑 리더십을 상징으로 하는 개혁개방 30년, 즉 ‘부국(富国)’ 건
설의 목표가 설정된 ‘신시기’의 교육 정책과 미래교육의 논의를 ‘총결적’
으로 담은 것이다. ｢교육 현대화｣는 12차 5개년 계획과 13차 5개년 계획
을 통해 실시된 ｢교육 규획 강요｣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진핑 리더십을 상
징으로 하는 ‘신시대’, 즉 ‘강국(强国)’ 건설의 목표가 설정된 현 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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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과 미래교육 전략을 정리해 발표한 것이다.
두 문건의 주요 방침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규획 강요｣
는 과거에 교육을 ‘무산계급 정치’ 혹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봉사로만 규정하던 것에서 ‘인민’을 위한 봉사, 즉 ‘인민이 만족하는 교
육’이라는 인식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덕(德)·지(智)·체(体)’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인재 양성의 목적에 ‘미(美)’, 즉 예술의 영역을 추가하고, ‘사
람을 근본으로(以人为本)’와 ‘역량 교육(素质教育)’을 교육의 핵심 주제로
내세움으로써 국가 발전이 아닌 인민 발전의 교육을 표방하였다. ｢교육
현대화｣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인심을 응집하고 인격을 완성하고 인
력을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인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으로 개념을 확장하고, 미육(美育, 즉 예술 및 인문 교육)에 이어 ‘노
육(劳育, 즉 실천 및 협업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덕(德)·지(智)·체(体)·미
(美)·노(劳)’라는 전면적 발전의 5개항을 완정하게 결합하였다.
결론적으로 신시기의 ｢교육 규획 강요｣를 거쳐 신시대의 ｢교육 현대화｣
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국가 교육에 관한 당과 정부의 입장은 기존에 국가
건설을 위해 교육이 존재하는 도구적 교육관에서 교육의 발전이 곧 국가
의 발전이고 교육의 현대화가 곧 사회주의의 현대화라는 ‘우선적’ 교육관
으로 진전되고, 교육의 근본이 ‘사람’의 육성(育人)에 있다는 컨센서스로
명확히 정립되고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우선적 목표도 교육의
‘보급’에서 ‘품질’의 문제로 이전하였으며 교육 현대화의 핵심 임무가 ‘우
수 품질의 교육 체계 구축과 발전’임을 명확히 하였다.
교육 현대화가 지향하는 ‘우수 품질의 교육’은 첫째 교육의 근본을 ‘입
덕수인(立德树人)’ 즉 덕(德)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의 육성(育人)에 두고,
둘째 덕(德)·지(智)·체(体)·미(美)·노(劳)의 종합소질을 증대하고, 셋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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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층차 및 유형의 교육에 부합하는 품질 표준을 제정해 학생 발전의
핵심소양 요구를 명확히 규정하고, 넷째 초·중·고 교육과정을 과학적으
로 규획하고 각각의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현대 정보기술을 충분히 이용
해 그 형식을 혁신하고, 다섯째 계발식·탐구식·참여식·협력식 등의 교학
방식과 교실이동제·선택과목제 등의 교학조직 모델을 시행해 학생의 혁
신 정신과 실천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 코로나 발생 이후 중국의 교육 발전 방향
코로나 발생 이후 중국의 교육 현대화 추진은 기본적으로 ｢교육 규획
강요｣와 ｢교육 현대화｣를 통해 설계된 이전의 방향과 내용을 크게 벗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2021년 3월에 발표된 14차 5개년
(2021-2025) 계획(이하 ｢14.5｣)의 내용을 볼 때,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
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동과 구조 전환, 그로 인한 중국의 여러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위기 요소들이 기존에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중인
구체적인 정책들의 추진 속도와 강도와 방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2020년 상반기 중국의 초·중등 교육현장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공중교실(空中课堂)’이라 불리는 랜선 수업을 통해 대규
모 비대면 교육을 시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10년 ｢교육 규획 강요｣가
발표된 이후 2012년 ｢교육 정보화 10년 발전 규획(2011-2020)｣이 발행
되면서 지난 10년간 교육 정보화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3차 5개년(2016-2020) 계획(이하 ｢13.5｣)에 ‘3통2플랫폼(三通两
平台)’ 개념이 정책의 중심으로 들어선 후, 2018년 ｢교육 정보화 2.0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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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획｣이 발행되면서 중국의 교육 정보화 사업은 질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지식 정보’에서 ‘지능 정보’, ‘인터넷 플러스’에서 ‘인공지능 플러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며 추진된 정보화 2.0 사업은 실질적으로 ｢13.5｣
기간 교육 현대화 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는 해당 기간 교육 관련
논문의 키워드 동향에서도 드러난 바, 특히 2020년 ‘신종 코로나(新冠疫
情)’ 이슈는 ‘온라인 교육(在缐敎学)’과 매우 강하게 연동되어 교육 정보

화가 견인하는 교수·학습 방식의 변화 논의 안에서 기능했음을 네트워크
분석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방역 규율 아래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진행되는 2021년 중국의
교육 이슈는 오히려 ‘빅테크 때리기’로 알려진 중국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 분위기 속에 ‘쌍감(双减)’ 정책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쌍
감’이란 학생의 휴식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학교 ‘안(숙제)’과 ‘밖(사교육)’의 학업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그 자체로 교육 현대화의 핵심 내용이라
볼 수 없지만 예컨대 ‘역량 교육’ 등과 관련해 교육 현대화 실현의 중요
한 환경 요인을 조성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정책의 성공은 교
육 현대화가 추구하는 ‘높은 품질의 교육 체계 구축’에 달려 있으며, 실제
이 ‘쌍감’ 정책이 과연 그러한 방향에 시너지 효과를 내며 전개되는지 여
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역량 교육’과 ‘교육 정보화’는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한 현
시기 중국의 교육 현대화 담론을 이끄는 중요한 두 개의 축으로 보이며,
향후 2035년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될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
요한 두 개의 축으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한다. 다만 ｢13.5｣ 시기 교육 현
대화를 추진하는 중국 정부의 방점이 교육 정보화에 좀 더 기울어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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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가 발표된 2021년의 분위기는 반전되어 역량 교육에 좀 더 힘이
실린 상황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 같은 2020년과 2021년의 차이, 특히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여론의
변화는 ｢14.5｣에 명시된 교육 정책의 내용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
는 이유, 즉 현 시기 중국 정부가 내리는 대내외적 정세 판단과 그에 따
른 여러 불가피한 조정 내지 우회의 국면들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같은 변화가 ｢교육 현대화｣ 및 그 실시 방안에 명시된 정책의
전환 내지 철회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런 관점에서 2020년 코로나 팬
데믹 초기 중국의 기초교육 대응을 비교적 성공리에 이끈 교육 정보화 정
책이 ｢14.5｣ 기간에도 여전히 중시되며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두 개의 백년’의 로드맵 속에서 교육 현대화는 사회주의 현대화의 전
제이자 경로로 선행하며 추진되는 것이다. ｢14.5｣와 함께 두 번째 백년
의 목표를 향한 ‘새로운 노정’의 첫걸음에서 2035년 교육 강국으로 진입
하기 위해 추진되는 교육 현대화의 정책들이 과연 코로나 발생 이전에 수
립된 방향과 내용대로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2022년은 시진핑 정부의 3기 집정이 시작되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리는 해로, 교육 현대화의 여러 임무와 과제 가운데 무
엇이 ｢14.5｣ 기간의 중대 프로젝트 내지 중점 내용으로 부각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 중국 교육 현대화 현황
상하이시는 중국 교육 정책 변화의 최전방에 위치한 지역이자 풍부한
교육자원을 가진 도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상하이시를 중국 교육 현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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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파악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체(体)·미(美)·노(劳)에 대한
역량 교육의 실제 사례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교육과 ‘스마트교육
시범구(智慧教育示范区)’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중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체(体)·미(美)·노(劳) 영
역에서의 역량 교육 가운데 현재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단연 체
육(体育)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의 체력 증진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와 달
리, 최근의 학교 체육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종목을 스스로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익힘으로써 ‘평생체육(终身体育)’의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중 체육 필수과정 안에 다시
운동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필수선택과정을 개설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
생들에게 학교 실제 상황에 맞춰 다양한 종목을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체육 교육 개혁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중국의 체육 교육이 ‘학교
축구(校园足球)’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서 보이듯 일반
학생의 운동 경기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는 체육 교과의 핵심역량에 이전부터 중시되었던 ‘운동능력(运动能力)’,
‘건강행위(健康行为)’와 더불어 새로이 ‘체육품성(体育品德)’이 포함되면
서, 정신력(意志品质), 좌절을 이겨내는 능력, 규율 의식(规则感), 굴복하
지 않는 정신 등의 역량을 함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운동 경기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육(美育)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를 특정 교과에 제한하지 않고
덕(德)·지(智)·체(体)·노(劳) 등의 다른 영역과 융합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즉 각 교과에서 예술 정신과 심미적 특성을 구현하는 풍부한 예
술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예술 교육 콘텐츠에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예술을 주제로 한 학제적 교육을 전개하는 한편 이를 인문 교육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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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는 미육(美育)이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창의적 인재의 육성
이라는 목표를 위해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미육
(美育)은 아직 고등학교 입시(中考)에 종합소양평가 외의 정식 과목으로
편입되어 있지 않으나, 중국 교육부가 계속하여 예술 교육을 강조하며 고
등학교 입시 개혁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조만간 체육처럼 고등학교 입시 교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 현대화 추진 과정 중에 점차 강조되기 시작한 노육(劳育)은 종합
실천교육의 일부였던 과거와 달리, 2020년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필수과정으로 규정된다. 노육(劳育)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것이 교과
서를 통해 노동 이론과 기술을 가르치는 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실습과
실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동 교육은 학
교와 가정, 지역사회, 기업 간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육(劳育)의 공간 또한 다양한 협력 관계를 통해 학교 외부 확장되고 있다.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가 주도하고 가정이 기초가 되며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방식을 통해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직업학교
와 대학교의 경우 학교와 기업 혹은 사회기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노육
(劳育) 시행 체계를 세우고 안정적인 노동 실천 기지, 학외 실습 훈련 기지,
여러 유형의 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등을 설립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인터넷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 공간 또한 노육
(劳育)과 결합하여 노동 실천과 협업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중국 교육부의 교육 정보화 정책에 긴밀하게
호응하고 있었던 상하이시 교육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교육부의 지침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시 정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다양한 온라인 학습 방
안을 내놓았다. 또한 뎬신(电信), 롄퉁(联通), 이둥(移动)과 같은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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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는 자체 앱을 통해 ‘상하이 공중교실(空中课堂)’의 온라인 수
업을 시청하면 데이터 통신료를 면제하거나 무료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공적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상하이시 교육위원회, 시 정부 관계부
처, 개별 학교, 민간 기업의 긴밀한 협력과 다각적인 노력 속에 전체 상
하이시 143.5만 명의 초·중·고등학생은 2020년 3월 2일부터 집에서 순
조롭게 대규모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상하이 웨이샤오(上
海微校, smile.shec.edu.cn)’는 상하이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市)급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년
별 녹화방송과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2일 전 상하
이시의 등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매일 15~20만 명에 가까운 학
생이 여전히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교육 정보화 정책은 온라인 교육의 보급과 관리, 교수·학습 방식의 혁
신 이외에도 교육 거버넌스의 개혁이 중요한 축을 이룬다. 2018년 ｢상하
이시 교육 정보화 2.0 행동계획(2018-2022)｣이 발표된 이래 교육 정보화
프로젝트 거버넌스 최적화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정무 서비스의 ‘원스톱
처리(一网通办)’가 추진되었으며, 예컨대 상하이시 교육위원회는 공식 위
챗 계정 ‘상하이교육(上海教育)’(ID: SHMEC-xwb)에서 ‘수신판(随申办)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하이시에서도 민항구는 일찍부터 교육 정보화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13.5’ 기간 ‘교육 정보화’를 자신의 브랜드로 특화해갔다. 그 결과 중국
교육부의 2019년 제1기 스마트교육 시범구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
고, 그 후 교육 정보화 사업에 질적 도약을 보였다. 민항구는 1개의 교육
클라우드 플랫폼과 2가지 AI 강의 도우미를 구축하고, 이를 5부류의 사
용자에 서비스함으로써 8가지 장면 운용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1258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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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를 개념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규모 능력별·수준별 맞
춤형 교육(因材施敎)을 실시하고, 개성화된 학습과 스마트한 서비스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라. 한중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코로나 팬데믹을 함께 헤쳐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이 설정한 교육
발전의 방향과 팬데믹이라는 변수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첫째 코로나 시대의 한중 교육 정책을 비교하고, 둘째 한중 양국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비교하고, 셋째 코로나 시대 한중 교육 정보화 정
책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첫째, 코로나 시대의 한중 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양국이 발표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시안｣(이하 ｢10대
정책과제｣)과 ｢교육 현대화 추진 가속화 실시 방안｣의 10대 중점 임무를
비교하였다. 이 가운데 교원제도, 고등교육 발전, 직업교육 내실화, 교육
정보화 등의 주제는 양국의 정책 목표가 유사하였다. 한편 한국에서 제시
된 ｢10대 정책과제｣ 중 일부는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반면, 중국의 10대
중점 임무는 정책명에서 범위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게 느껴진다.
한국 ｢10대 정책과제｣와 중국 ｢현대화 실시 방안｣의 10대 중점 임무에
대한 상호 비교를 통해 주요 정책과제가 서로 관련성을 가지거나 유사함
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당대의 이슈와 당면과제에 대한 동시대인의
컨센서스에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은 단일 리
더십의 단일 정권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 정책에 있어 초당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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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갖는 강령성 문건을 제작하고, 이로부터 정책 수립 및 추진의 거시
성과 장기성이 보장되고, 성급 지방 정부의 국가적 규모로 인하여 중앙과
지방 정부 사이에 통괄적 관리와 자주적 방임의 교차 공간이 존재하는
바, 중앙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지방 정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백년지계로 불리는
교육 정책 수립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부를 중심으
로 국가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교육 발전 로드맵과 지속적인 교육 개혁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정권에 상관없이 추진될 수 있는 합의와 지원의 보
장 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동시대의 이슈와 과제, 돌발적 위기 대응이라는 공통점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2019년에 발표된 ｢교육 현대화｣는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교육 정보화’라는 항목으로
강하게 반영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교육 현대화’의 내용은 코
로나 이후 세계 대변화의 국면들을 좀 더 확장해 반영하며 진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예컨대 탄소중립과 에너지 구조 전환과 관련된 ‘생태문명 건
설’ 같은 아젠다는 ‘미육(美育, 즉 예술 및 인문 교육)’ 또는 ‘노육(劳育,
즉 실천 및 협업 교육)’ 등과 결부되어 ‘역량 교육’의 중요한 테마로 부각
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미래 사회의 변화
를 반영해 교육 정보화 관련 정책이 추진 중이다. 코로나 시대 세계의 변
화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교육의 본질이 무엇
이고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또한 미래 기술 전쟁 및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 있어서 국
가의 주도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국가 주도성이 코로나 시대
에 발휘한 효율성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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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준다.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강화된 국가의 역할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술 경쟁 시대와 코로나 시대를 돌파하고자 할 것이다. 이에 강화된 정
부의 역할이 어떤 식으로 드러날 것인지, 어떤 문제점을 동반하는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의
기본 지침을 정부가 정한다. 양국은 모두 교육과정에서 역량을 중시하고
있다. 한국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상을 제시하며,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
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공통적인
핵심역량으로 제시하고, 교과별로도 교과역량을 제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위하
여 우선 핵심역량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중 ‘의사소통’을 ‘협
력적 소통’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핵심역량과 더불어 ‘기초소양’을 제시하고 교과역
량에 반영하도록 하였는데, 기초소양이란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
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이다.
중국도 2017년 일반고 교육과정 총론에서 ‘학생들의 종합적인 소양
(综合素质)을 한 층 더 키우고 핵심역량(核心素养) 발전에 주력’한다고 하
여 핵심역량을 강조하였고, 교과별로도 교과역량을 제시하였다. 2020년
5월에 고시된 2017년 개정 교육과정 수정판에서는 핵심역량에 대한 중
시가 유지되는 가운데 노동 교육의 중요성을 이전보다 강조하였다.
셋째, 코로나 시대의 한중 교육 정보화 정책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교육부는 2021년 4월 ‘미래형 교육과정(안)’을 발표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을 통한 미래교육 여건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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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를 통해 ‘교수·학습 영역을 확장’하고 학생에게 맞춤형 개별학습’
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
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모든 초·중·고에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2023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 첨단 지능형(스마트)
환경의 스마트교실을 구축할 것을 밝혔다.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자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 등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교육 정보화 사업을 추진
하면서 민간 에듀테크 기업을 적극 활용하여 ‘학교-기업-정부’가 연동하
여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최근 ‘공동부유’론이 대두하면서 정책 방향이
전격적으로 전환되었다. 즉 독점적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
고, 국가가 주도하여 클라우드 건설을 하여 민간 기업이 독점하던 빅데이
터를 국가가 구축,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플랫폼은 개인정보 및 교
육 관련 각종 정보 등 민감한 자료가 모여 빅데이터가 형성되기 때문에
국가의 관여가 필요하다. 중국처럼 국가가 주도하여 빅데이터 관리 및 플
랫폼 구축까지 모든 것을 장악할 것인지, 국가의 감독 하에 민간 기업에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2. 제언
전 세계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교육 분야에 대한 연구는
동시대의 이슈를 이해하고 소화하는 인접국의 입장에서 일차적으로 중국
이해 차원의 의의를 가지며, 나아가 미래교육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입장
에서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영향력 있는 참조라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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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코로나 시대를 함께 겪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이 설정한 교육 발전
의 방향과 팬데믹이라는 변수에 대한 대응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시사점
을 도출하여 정책 제언을 함으로써,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한국의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가. 우수 품질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정교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중국 교육 현대화 2035｣의
10대 전략 임무 중 두 번째 임무인 ‘세계 선진 수준의 중국 특색 우수 품
질의 교육을 발전’시킨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세계 선진 수준의
중국 특색 우수 품질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내용 중 특히 ‘교육과
정·교과서 체계 구성 강화: 초·중·고 교육과정을 과학적으로 규획하고 각
각의 교육과정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현대 정보기술을 충분히 이용하고
교육과정 형식을 풍부하게 혁신’164)한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
다. 중국 특색 우수 품질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선 국가 수준 교
육과정에서 표준(성취기준)과 학업품질을 규정하여 학습의 질을 보장한
다는 것이다. 중국의 교육과정을 보면 이러한 언급이 잘 구조화되어 있는
데, 중국의 교육과정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1

중국 일반고 교과 교육과정(2017년 개정판 및 2020 수정판) 체계

一. 교육과정 성격과 기본 이념
(一) 교육과정 성격
(二) 기본 이념
二. 교과 핵심역량과 교육과정 목표
(一) 교과 핵심역량
(二) 교육과정 목표

164) [표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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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계속

三. 교육과정 구조
(一) 편성 지침
(二) 구조
(三) 학점과 수강신청
四. 교육과정 내용
(一) 필수과정
(二) 선택형 필수과정
(三) 선택과정
五. 학업품질
(一) 학업품질의 의미
(二) 학업품질 수준
(三) 학업품질 수준과 시험·평가의 관계
六. 시행상의 제안
(一) 교수·학습과 평가 제안
(二) 학업수준시험과 가오카오 출제상의 제안
(三) 교재 편찬상의 제안
(四) 지방 및 학교에서 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제안
자료: 손민정(2021), p. 204에서 인용하여 재구성

중국 일반고 교과 교육과정(2017년 개정판 및 2020 수정판) 체계는
위와 같이 통일되어 있으며, 이밖에도 교과별로 필요한 내용을 교육과정
부록으로 첨부하기도 하였다.165) 다양한 층차 및 유형의 교육 특성에 부
합하기 위하여 모든 교과를 필수과정, 선택형 필수과정, 선택과정으로
교과목을 구분하고, 각 과정별로 학점 및 수강신청 방식을 규정하고 있
으며, ‘5. 학업품질(学业质量)’을 교육과정에 신설하여 학생들이 해당
교과목을 학습한 후의 학업 성취도로서 급수별로 학업품질 표준이나
수준을 기술하였다. 학업품질 수준에서 고등학교 졸업 요건이나 고등
학교 학업성취도시험 및 가오카오의 출제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대학 입시와 구체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즉 교육과정의 필수

165) 예를 들어 ‘정보기술’ 과목의 경우 교육과정 끝에 ‘[부록1] 정보기술 교과목 핵심소양 수준 구분’과
‘[부록2] 프로젝트 교육 사례’를 부가하였고, ‘통용기술’ 과목의 경우 ‘[부록1] 통용기술 교과목 핵
심소양 수준 구분’과 ‘[부록2] 교육과 평가 사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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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교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채울 수 있고, 선택
형 필수과정을 이수해야 고등학교 학업성취도시험 및 가오카오를 치를
수 있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166)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 입시와 긴밀
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교육과정에 학생들이 해당 교과목을 이수
하면서 도달해야 하는 학업품질 표준(성취기준)과 수준(평가기준)을 명시
함으로써 학업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관리하려는 의지를 알 수
있다.
또한 본 보고서 부록에 실린 통용기술 과목 교육과정에서 볼 수 있듯
이 통용기술 과목의 부록에 핵심역량의 수준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
다.167)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내용에 ‘내용에 대한 요구’, ‘교육 제안’,
‘학업에 대한 요구’ 등 해당 교과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안함으
로써 교육과정 문서가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 방안이나 수업 설계에 도
움이 되게끔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대강화, 자율화를 지향하고 있어 교
육과정의 내용이 점점 축소되고 추상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교육과정
개발 후 평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기도 하지만, 교육과정 자체에 구체적
인 학업 성취도 평가를 위한 수준 설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 현장
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학업 수준이 통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는 하지만 지역
이나 학교별로 학습 격차가 존재하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체계적으
로 관리하여 교육의 품질을 논하기에는 기준부터 모호하기에 많은 한계

166) 손민정(2021), p. 205.
167) 본 보고서 부록 pp. 298-3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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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국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내용이 매우 상세할 뿐만 아니라 교육이 추구할
학습품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등급을 나누어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과 평가가 정확하고 통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학습 격차와 학습 부진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금,
학습 격차를 줄이고 학습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이 발표되고,
이에 따라 2022년에 교과 교육과정 각론을 개발하는 시점에서 교과 교육
과정에 교육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의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교육계의 화두를 대학 입시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의 품질을 논의하고, 나
아가 전반적인 교육의 질, 교육 품질 제고에 대한 논의로 교육의 주제를
전환해야 할 것이다.

나. 교육에서 통합적 시각을 견지하는 인문소양 교육 활성화
최근 전 세계 교육 정책의 흐름은 첨단기술의 발전과 미래 불확실성의
증대에 따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초소양과 역량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사람을 근본으로(以人为本)’와 ‘역량 교육(素质教育)’을
핵심 주제로 내세워, 2020년까지 ‘교육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인력자원 강국의 대열에 진입하겠다는 ｢교육 규획 강요｣의 로드맵은 더
이상 ‘무산계급 정치’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교육이 아닌, ‘사
람을 위한 사람의 교육’을 표방하는 것이다. 이 같은 교육 전략은 ｢교육
현대화｣에도 지속되어, 교육 현대화가 지향하는 ‘우수 품질의 교육’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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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근본을 ‘입덕수인(立德树人)’ 즉 덕(德)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의 육성
(育人)에 두고, 덕(德)·지(智)·체(体)·미(美)·노(劳)의 종합소질을 증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같은 교육 전략에서의 ‘사람 근본’과 ‘역량 교육’으로의 주제 전환
은 다음의 세 가지 방향을 견지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첫째, 입덕
수인(立德树人), 즉 ‘덕육(德育) 우선’이다. 둘째, 학생의 학습 능력, 실천
능력, 혁신 능력 향상에 힘을 쏟는 ‘능력 중시’이다. 셋째, 덕육(德育),
지육(智育), 체육(体育), 미육(美育)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개진하는 ‘전면
발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핵심역량을 표방하고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 등이 이루어졌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민주시민교육, 인간적 가치 등을 언급
하면서도, 인공지능 기술,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 저탄소 경제사회로
전환 등 미래 사회·경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반영한
교육대책이 강조되고 있다.168) 그러나 미래 사회를 대비한 핵심역량이
교과 교육과정에서 교과역량으로 구현되면서 여전히 교과 위주의 주지적
교육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으며, 주로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과 기능 습
득에 강조점이 두어지고 있다.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정서적 소양은 홀대
되는 느낌이며 학생들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덜 보
인다.
물론 현 정부에서도 정서적 소양이나 인성교육과 관련한 정책이 있다.
교육부는 생애주기별 체계적·연속적 인문 교육의 일환으로 초·중등 인문

168) 교육부(2021a),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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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 교육의 체계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169) 제1차 인성교육 종합
계획(2016∼2020)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면서 ‘학교 교육과정 내 인성
교육의 안착’,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가정·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인성교육’을 추진 과제로 설정하였다.170) 다만 ｢인문학 진흥 시행
계획｣(’21.5)에서 인문소양교육센터 사업이 축소된 점,171) ｢제2차 인성
교육 종합계획(2021∼2025)｣의 ‘학교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의 안착’
과제가 실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구체화되고 있지 못한
점,172)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표방했던 인문·사회적 소양 함양을 실
제 교과교육과 접목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역량 중심의 교수·학습
은 인문소양 함양과 관련성이 깊다. 인문학 기반 교과 수업에서 인문소양
함양이 학생의 전인적 변화로 이어지는 방향을 탐색한 선행 연구 사
례173)에서는 인문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념화하였다.

169) 교육부(2021b), p. 3.
170) 교육부(2020c).
171) 교육부(2021b), p. 3.
172) 예를 들면, ‘인성교육 관련 국가 수준 교육과정 체계화 및 내실화’를 위해 ‘차기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 시 학생의 발달 단계와 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인성교육 성취기준 및 내용 요소 정리’를 제안하
였으나(교육부(2020c), p. 16), 2022 교과 교육과정 개발 기초 연구 단계에서 중요한 연구 의제로 다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73) 박주현 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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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인문소양을 함양하는 교육

자료: 박주현 외(2016), p. 390에서 인용.

차기 교육과정이 ‘학습자의 삶과 학습이 통합되어 일어나는 총체적 변
화를 추구’174)한다면, 지식·이해, 기능, 가치·태도를 포괄하는 통합적 접
근을 기반으로 하는 소양이 갖는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적
앎이 사회적 층위로 확장되고 삶 속에서 가치문제와 씨름하며 실천 방향
을 모색하는’ 인문소양 교육의 구도를 교과 교육과정 설계의 기초로 고려
할 수 있다.175)
앞 장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이론적 토대로 언급한 OECD 학습

174) 교육부(2021a). p. 13.
175) 박주현 외(2017), p.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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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틀([그림 5-1])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웰빙’이라는 교육의 지향점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 주도성 및 변혁적 역량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같
은 흐름은 학습자 중심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반영하고 있다. 다음
에서는 교과를 아울러 인문소양 함양 수업을 활성화하는 원리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접근을 구체화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림 6-2

인문소양을 함양하는 교수·학습 접근(안)

자료: 박주현 외(2017), p. 287에서 인용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혁신
을 첫 번째 과제로 내걸고, ‘학습자의 공동체 가치 함양 및 역량 강화’를
하위 내용으로 제시하면서 ‘공동체 가치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민주시
민교육과 연계하여 평화, 인성교육, 인문학적 소양 교육 등 내실화’를 강
조하였다. 특히 “인성교육, 인문학적 소양 교육은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및 연극 신설, 독서교육 등으로 현행 교육과정의 주요 사항”으로서 내용
이 강화되었고, 관련한 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176)

176) 교육부(2021d).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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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용 통합플랫폼의 교수·학습 지원 기능 내실화
중국 당국은 ‘2020 중국 교육 정보화 10대 키워드’ 가운데 하나로 ‘산-교
융합의 스마트교육(产教融合的智能教育)’을 제시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민간 에듀테크 기업과의 협조를 목표로 삼았다.177) 우리 교육당국도 K-에
듀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를 표방하고 있으며,178) 교육부에서는 인공
지능 교원 역량 강화 연수에도 주력하고 있다.179) 우리나라 교육 정보화
정책에서 학생의 개별 맞춤형 성장 지원은 중요한 의제이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K-에듀 통합플랫폼의 교수·학습 지원 기능을 내실화하는 방
안 마련이 요구된다.
향후 맞춤형 개인화, 적응형 학습 등 미래형 교육 콘텐츠를 학교 현장
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학습활동 계획에 정보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구분해주는 평가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예
를 들면, 난이도(상/중/하), 학습의 위계(이해, 적용, 응용, 평가, 창조),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미디어 형태 선호도 등), 교수·학습 방법(강의형,
자기주도형, 팀기반 학습형) 등을 구분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
른 사용자 평가 사례를 일종의 품질 관리·유통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필
요가 있다. 이와 같은 기준 마련은 사용자가 품질 관리·유통 플랫폼 데이
터베이스에서 교육용 콘텐츠를 검색하는데 활용할 수 있고, 교육과정을

177) 최근 중국 당국은 사교육 관련 기업 등 민간의 플랫폼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였다. 이
러한 정책의 배경이나 향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도였든 장기적으로
는 기존에 추진되던 교육 정보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78) 대한민국정부 한국판뉴딜(검색일: 2021. 9. 9).
179) 교육부(2020d),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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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고 학습활동에 해당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하는 데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림 6-3]에서 제시한 것처럼, 과거 콘텐츠 소비의 방식은 소비자가
콘텐츠 개발물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수동적 존재에 머물렀다면(‘기존
모델’), 미래 사회에서는 콘텐츠 효과성 측정 결과가 다시 콘텐츠 개발자
에게 전달되는 피드백의 흐름이 가속화(‘제안 모델’) 될 것이다.
그림 6-3

콘텐츠 소비의 기존 모델과 제안 모델

자료: Subramanya(2012), p. 111에서 인용

이와 같은 교육용 콘텐츠 소비의 변화 방향을 고려할 때, 미래 사회 교
수·학습 지원 플랫폼은 품질 관리·유통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용자와 개발자 간의 연계성 제고를 바탕으로 교육용 콘텐츠
가 수정·보완되는 과정을 거치게 하고, 이를 점검·인증함으로써 질 높은
콘텐츠 개발을 위한 환류체계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품질 관리·유
통 플랫폼의 콘텐츠 검색 및 확인 관련 기능, 콘텐츠 구매 관련 기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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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보급) 관련 기능을 활용하여 수집한 데이터, 즉 사용자가 기재한 콘
텐츠 활용 관련 평가, 교수·학습 활용 목적, 탑재된 콘텐츠를 활용한 2차적
콘텐츠 생성 목적 등을 분석하면 콘텐츠 활용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콘텐츠의 ‘내용’ 및 ‘형태’와 같은 내재적 속성(콘텐츠
요인)과 더불어 콘텐츠 사용 단계에 결부된 교수 요인(pedagogical factor)
및 콘텐츠 소비 효과(학습자 요인)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평가 결과 피드
백을 개발자에게 제공하여 교육용 콘텐츠의 지속적인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라. 후속 과제 제안
본 연구는 코로나 시대의 중국 교육 발전 방향을 탐색하면서 여러 가
지 제한점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 담을 수 없었던 과제들을 후속 연구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
되어 있지만, 상호 협력이나 연대 의식은 역설적이게도 협력과 연대가 이
뤄지지 않음으로써 두드러졌다. 이번 팬데믹을 통해 우리 모두 더 열심히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집단적으로 직면한 세계적인 도전들을 해결할
수 없고 비관적 상황을 맞이할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은
시민, 정책 입안자 등 모든 집단 내부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
면서 공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논쟁에 불을 지폈다.180)
특히 교육계에서는 막연하게 전망하던 미래교육의 인재상에 대한 논의가
급격하게 변화한 현실 앞에서 무력해지고, 당장 현실적인 실존의 문제로서
180) 클라우스 슈밥, 티에리 말르레(2021), pp. 27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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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의 역량을 정의하고 배양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다.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개념을 처음 주창한 다보스포럼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
우스 슈밥은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위대한 리셋(The Great
Reset)’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망하면서, 특히 인간성을 재정의하고, 정신
건강과 웰빙을 다시 논의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개인적 리셋’
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81) 특히 미래 인재상을 논의하는 교육계에서
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182)의 인간성을 재정의하고, 팬데믹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정신건강과 웰빙을 위한 교육 정책을 마련할 기초 연
구가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코로나의 시발점이 되면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을 살려
국가 주도의 코로나 방역 대책을 숨 가쁘게 펼쳐 나갔다. 중국 교육 키워
드에서 ‘심리건강(心理健康)’이라는 키워드가 상위에 있다183)는 사실로
보아 중국의 교육계에서는 이미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적 차원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로 인한 ‘개인적
리셋’을 위한 연구에 있어 중국의 선행 연구와 사례를 기초로 살펴본다면
코로나를 대비한 우리 교육 정책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코로나로 인해 촉발된 기술적 리셋, 특히 디지털화 전환의 가속
화184)에 따라 교육계에서 디지털화의 가속에 따른 교육과정, 교수·학습,

181) 클라우스 슈밥, 티에리 말르레(2021).
182)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를 일컫는 것이 아니고 ‘위드 코로나’ 시대일 수도 있
지만, 더 이상 코로나를 겪기 전의 상황으로는 돌아갈 수 없고 코로나로 인한 세상의 변화를 적극적
으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83) 박지현 외(2021), pp. 471-472.
184) 클라우스 슈밥, 티에리 말르레(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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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정교한 연구가 시급하다. 교육계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교 현장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
과 교육의 측면에서 ‘최신 디지털 기술 활용의 숙련도가 창의융합적 문제
해결(사고)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가’, ‘이를 촉진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교과 특성에 기반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콘텐츠의 효과성 검증 관련 연구가 활발한 온라인 교육 분야에서도, 교과
특성, 교수·학습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수 방법을 설계하고 활용하는
방안 측면에서 콘텐츠의 개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
재하므로,185) 교과 교육의 입장에서 교육과정 설계, 교수·학습 및 평가
에 구체적인 디지털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교
육 정보화 및 인공지능 교육을 국가경쟁력 강화의 주요 경로로 보고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이 곧 현실
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중국의 현장 사례 연구를 통하여 최신 디지털 기
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안이 어떤 식으로 실현되는지를 살펴
보고, 교과 교육 및 미래교육 방안에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최근 중국의 교육 관련 논문 키워드의 출현빈도를 살펴보면, ‘온
라인 교육(在缐敎学)’과 ‘블렌디드 러닝(混合敎学)’이 빈도수 최상위권 키
워드로 부상하였다.186) 이 가운데 ‘블렌디드 러닝’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팬데믹과 같은 위기에 부딪쳤을 때 온라인 교육을 오프라인 교육의

185) 정광희 외(2018), p. 212.
186) ‘온라인 교육(在缐敎学)’의 경우 2016년에 18위, 2017년에 19위, 2018년에 20위로 점차 하락하다
가 2019년에 15위, 2020년에는 빈도수 1위의 키워드가 되었다. ‘블렌디드 러닝(混合敎学)’의 경우
2016년에 21위, 2017년에 18위, 2018년에 11위로 점차 순위가 상승하다가, 2019년에 5위, 2020년
에는 빈도수 3위의 키워드가 되었다. 박지현 외(2021), p.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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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 이전부터 미래 기술 사회 발전을
고려하여 온·오프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방안 즉 블렌디드 러닝이
논의되어 오다가 팬데믹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될 수밖에
없게 되었기에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논의
만 되고 현장에는 부분적으로 도입되던 블렌디드 러닝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불가피하게 모든 현장에 도입됨에 따라 본래의 블렌디드 러닝의
교수·학습 방식이 제대로 적용되기 보다는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른 수
업 공간의 이중화로 형식만 차용하여 적용되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블렌
디드 러닝의 본래 장점을 최대한 살린 교수·학습 적용 방안이 연구될 필
요가 있다. 블렌디드 러닝은 온·오프의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역할과 기
능의 분담에 따라 오프라인 부분의 성격이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와 달라
지는 것이기 때문에, 블렌디드 러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온라인 수업을 위
한 인프라나 플랫폼만 문제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수업의 공간에
대한 혁신이 더 필요하다.187) 즉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에서 다루던 내용
이 온라인으로 옮겨 가기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 공간이나 수업 방식, 수
업 관리 등은 온라인 수업을 염두에 둔 채 다시 논의하여 오프라인 수업
에 최적화된 내용과 방식, 시스템 등을 찾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블렌디
드 러닝에 대한 연구는 곧 코로나 시대로 촉발된 미래 사회의 적합한 교
수·학습 모형 및 기존의 오프라인 교실 수업에 대한 혁신 방안을 모색하
는 것이 된다.
중국의 경우 교육 분야 논문 키워드에서 블렌디드 러닝이 최상위로 부
상하였다는 점은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87) 코로나 시대 한국과 중국의 교육 정책 비교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자문의견서(2021. 9.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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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나타내며, 이런 점에서 중국 교육계에서 연구되는 블렌디드 러닝
의 연구 성과를 흡수하고, 중국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사례 분석을 하는 것은 미래교육의 현장 적용 방안을 수립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넷째, 한국의 혐중(嫌中) 정서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 이전
의 동북공정, 미세먼지 문제나 사드 주한미군 배치 결정 이후 시작된 중
국의 경제 보복, 한한령(限韩令), 중국의 한국 예능 프로그램 표절 등의
이유로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서서히 악화되어 왔고, 최근의 김
치와 한복의 중국 기원설, 코로나19 중국 발원설은 중국의 이미지 악화
에 기폭제가 되었다. 이러한 중국 혐오는 대중들이 중국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일시에 박탈해버린다는 점에서 한국의 입장에
서 보았을 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중국에 대한 이
해가 일부 관련 업종 종사자나 연구자들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현재의 중
국은 한국과 경제, 정치, 문화 등 거의 대부분의 방면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개개인의 삶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
로, 우리 각자의 중국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고 절실해진 상황이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절대다수가 혐오의 감정과 편향된 시각으로 중국을
재단하는 것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중국 전략
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 일선에서 중국에 대한 시각을 객관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여러 방안
이 강구되어야 한다.188)

188)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대 교육 이슈 점검 및 한국의 중국어 교육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자문의견서
(2021. 9.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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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어떤 윤리나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떠도
는 중국에 대한 자극적인 정보를 접하면서 진위 여부를 가리지 못한 채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만 키우고 있으므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차
이나 리터러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이와 동시에 중국에 대한 객관
적인 시각을 키우도록 하되, 혐중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중국을 미화하
지 않고, 사실에 입각하여 현상을 해석해야 함을 강조하고, 관련 정보들
을 독해하기에 앞서 해당 논지의 전제와 관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국 사회의 특정 사건이나 현상을 우리의
시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났으며, 이는 왜 한국
과 다른지를 찾는 데 더욱 중점을 두는 교육을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중국어 교육과정 내용에
제시하고 있는 중국문화에 대한 단순 사실 기술이나 기본적인 소개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등에 관한 내용과 성취기준을 보강하여야 하고, 나아가
한국과 중국의 문화에 대한 상호 비교 기술로 확장해야 한다.189)

189)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대 교육 이슈 점검 및 한국의 중국어 교육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자문의견서
(2021. 9.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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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일반 고등학교 통용기술 교육과정 표준
(2017년판 2020년 수정)

일반 고등학교 통용기술 교육과정 표준190)
(2017년판 2020년 수정)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제정

서문
중국 전국 교육 총회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다음 내용을 강조했다. 당의
견고한 지도를 바탕으로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마르크
스주의의 지도적 지위와 중국식 사회주의 교육 발전 노선 및 사회주의 학
교 설립 방향을 지속해야 하며, 기본적인 국정에 입각하고 교육 규율을
따르며 개혁혁신을 지속해 민심 단결, 인격 완성, 인력 계발, 인재 양성,
국민 행복을 목표로 지(智), 덕(德), 체(體), 심미관(美), 노동 가치관(勞)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킨 사회주의 건설자, 계승자를 육성하고 교육 현대화
를 가속화하며, 교육 강국을 건설해 국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기초교육 교육과정이 당의 교육 방침과 교육 사상을 담아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규정한 것은 교육 분야에 대한 국가 의지의 직접적인 구현이
며, 인성 교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다.
2003년 교육부가 반포한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 방안과 교육과정 표
준 초안은 10여 년 간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혁을 이끌면서 정확
한 개혁 방향과 선진 교육 이념을 견지했으며, 기본적으로 중국 국정에
적합하고 시대 발전 요구에 적합한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

190)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가 2020년에 고시한 普通高中通用技术课程标准(2017年版 2020 年修订) 중에서
‘6. 시행상의 제안’과 ‘부록2. 교육과 평가 사례’를 제외한 전체를 번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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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교육 관념 개선과 인재 육성 모델 혁신을 추진했으며 교사들의 전체
적인 수준을 높이고 시험 평가 제도의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중국 기
초교육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경제와 과학기술이 급
격하게 발전하고 사회생활에 큰 변화가 있으며, 새로운 사회의 주요 모순
이 변화하고, 새로운 시대가 전 국민 소양과 인재 육성의 질을 향상시켜
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를 하고, 중국 고등학교 단계 교육 기초 보급에 새
로운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 방안과 교
육과정 표준 초안은 미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2013년부터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정 작업을 시작
했다. 이번 수정안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진행된 중국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혁의 소중한 경험을 정리하고 다른 나라 교육과정 개혁의 우
수한 성과를 충분히 참고해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 방안과 교육과정 표
준 수정안을 중국의 실제적인 상황에 부합하면서도 세계적 시야를 가진
원칙적 교육 문건이 되도록 노력해 중국 특색이 있는 일반 고등학교 교육
과정 체계를 구축했다.

1. 수정 작업의 지도 사상과 기본 원칙
가. 지도 사상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의 중요
사항, 과학 발전관,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사상으로 삼아 당의 18대, 19대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인성교육의 근본적인 사명을 실천하고, 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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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발전시키며, 교육의 공정성을 추진한다.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
으로 교육과정 개혁을 이끌고, 교육과정의 사상성, 과학성, 시대성, 체계
성, 지도성을 집중적으로 향상시켜 인재 육성 모델의 개혁을 추진하고
지, 덕, 체, 심미관, 노동 가치관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킨 사회주의 건설자
와 계승자를 양성한다.

나. 기본 원칙
① 정확한 정치 방향을 지속한다. 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사회주의 학
교 설립 방향을 고수하며, 마르크스주의의 지도적 지위와 기본 입장을 충
분히 구현하고,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충분히 반
영해 중국식 사회주의 발전과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기본적인 내용과
요구에 유기적으로 융합시키며, 중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 혁명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발전시켜 법치의식, 국가안보, 민
족단결, 생태문명, 해양 권익 등의 교육을 강화하고, 양호한 정치 소양과
도덕성 그리고 건전한 인격을 함양하도록 해서 학생들이 중국식 사회주
의 노선에 대한 자신감, 윤리적 자신감, 제도적 자신감, 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하게 갖고 정확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② 시대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선진 교육 사상과 이념을 반영
해 정보화 환경에서의 교육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개성화, 다양
화된 학습과 발전 수요에 관심을 쏟아 인재 육성 모델을 변화시키고 학생
들의 핵심역량 발전에 주력한다. 경제, 사회 발전의 새로운 변화와 과학
기술 진보의 새로운 성과에 따라 교육 내용과 담론 체계를 제때 개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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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론을 반영해 새로운 성과를 만든다.

③ 과학적 논증을 지속한다. 교육 규율과 학생 심신 발전 규율에 따라
학생들의 생각, 학습, 실질적인 생활에 다가가 학생들의 성장 수요를 충
분히 반영해 모든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활발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연구와 테스트 논증을 강화해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의견을 광범위
하게 청취하며, 중요한 문제는 권위 있는 부처, 전문 기관, 저명한 전문가
및 학자들에게 자문을 받아 진리와 실무를 추구하면서 엄격하고 진지하
게 접근해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과학성을 확보하고 규범을 서술한다.

④ 계승·발전을 지속한다. 10여 년 간 진행된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존 경험과 성공적인 방법을 추출 및 계승해
교육과정 개혁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이와 동시에 개혁 과정에서 존재하
는 문제를 발견해 해당 문제를 집중적으로 수정한다. 기존 내용을 이어받
으면서 전진하고, 개혁하는 과정에서 보완해 교육과정 체계에 생동감이
넘치도록 한다.

2. 주요 수정 내용과 변화
가. 교육과정 방안에 관해
① 일반 고등학교 교육의 정의를 더 명확하게 했다. 중국 일반 고등학
교 교육은 의무교육을 바탕으로 국민소양 및 대중에 대한 기초교육을 더
강화한다. 교육과정의 임무는 학생들이 전면적이면서 개성적으로 발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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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해 사회생활 적응, 고등교육, 직업발전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평생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다. 일반
고등학교의 육성 목표는 학생들의 종합적인 소양을 한 층 더 키우고 핵심
역량 발전에 주력해 학생들이 이상적인 신념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
도록 하고, 과학 문화 소양과 평생 학습 능력을 갖추도록 하며 자기주도
발전 능력과 소통 및 협력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② 교육과정 구조를 한층 더 고도화하였다. 첫째, 기존 학습 과목을 유
지하고 외국어 어종을 조정해 영어, 일어, 러시아어에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추가했다
둘째, 교육과정 유형을 필수과정, 선택형 필수과정, 선택과정으로 조
정했다. 공통 기초를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나아갈 발전 방향이 다른 학
생들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셋째, 각 교육과정의
기능 정의를 더 명확하게 했다. 대학입학시험의 종합적인 개혁과 연계해
필수과정은 학생들의 전면적인 발전 수요에 근거해 설정해 전체를 배우
고 시험을 본다. 선택형 필수과정은 학생들의 개성적인 발전과 진학 수요
를 근거로 설정해 선택해서 듣고 선택해 시험을 본다. 선택과정은 학교가
실제 상황에 근거해 계획을 세워 개설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해 학습
하며 배운 후 시험을 보지 않거나 배운 후 비고에 기록해 학생들의 취업
과 대학 입학에 참고자료로 제공한다. 넷째, 각 교과과목 학점 비율을 합
리적으로 확정했다.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은 바꾸지 않으면서 기존 필수
과정 학점을 재구성해 필수과정 학점, 선택형 필수과정 학점으로 구성하
고 선택과정 학점을 적절히 추가해 기초를 보장하면서도 선택도 할 수 있
도록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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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과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 교육과정 시행의
단계별 책임 주체와 요구사항을 한층 더 명확히 해 교육과정 표준, 교재,
교육과정 기획, 교육 관리, 평가, 자료 구축 등에 대해 국가, 성(자치구,
직할시), 학교에 각각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조건 보장’ 부분을 신설해
교사 풀 구축, 교육 시설, 경비 보장 등에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
다. ‘관리와 감독’ 부분을 신설해서 각급 교육행정 부처와 학교 교육과정
시행의 책임을 강화했다.

나. 교과목 교육과정 표준에 관해

① 교과목 핵심역량을 응축했다. 중국 학생 발전의 핵심역량은 당의
교육 방침을 구체화하고 세부화한 것이다. 핵심역량과 교육과정 교육의
내적 연관성을 구축하기 위해 각 교과목 교육과정 교육은 당의 교육 방
침, 인성 교육의 근본적인 과제, 소양 교육의 특별한 정신적 발전을 충분
히 발굴했다. 각 교과목은 교과목의 본질에 기반해 해당 교과목의 핵심역
량을 응축했고, 학생들이 해당 교과목 교육과정을 배운 뒤 반드시 갖춰야
할 정확한 가치관, 인성, 핵심 능력을 명확히 하고, 지식과 기능, 과정과
방법, 감성·태도·가치관의 3차원 목표를 통합했다. 교육과정 표준은 또
한 핵심역량 수행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 내용을 엄선하고 재편했으며
내용에 대한 요구와 지도 교육 구성을 명확히 하고, 시험 평가와 교재 편
찬에 대한 제안도 했다.

② 교육 내용을 업데이트했다. 교과목 내용을 한층 더 엄선했으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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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의 대개념을 핵심으로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 교육과정 내용을 구
조화했으며, 테마를 정해 교육과정 내용을 상황 중심으로 구성해 교과목
의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의 연령별 특성과 교과목 특징
을 결합해 교육과정 내용이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실천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중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 혁명 문화, 사
회주의 선진 문화 교육 내용과 유기적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
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사회, 생태 등 분야에서 발전된 새로운 성취,
새로운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감,
혁신 정신, 실전 능력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있다.

③ 학업품질 표준을 마련했다. 각 교과목은 학생들이 해당 교과목을
학습한 후 도달해야 하는 교과목 핵심역량 수준을 명확히 했는데, 각 수
준의 핵심 성취도는 학업의 질을 평가하는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은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에 더 집중하였고,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키우
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두었으며, 학생들이 지식을 종합적으로 운용해 실질
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더욱 강조해 교사와 학생이
교육과 배움을 넓고 깊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줘 단계적 평가, 학업 수준
시험, 진학 시험 등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며 교육, 학습, 시험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효율적으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④ 지도성을 강화했다. 교재 편집 서비스, 교육서비스, 시험 평가 서비
스의 원칙에 입각해 교육과정 표준의 운용 가능성을 강화했고, 교재 편
찬, 교육 실시, 시험 평가에 대한 지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했다. 교육과정
표준은 이해하기 쉽고 논리는 더 명확하며, 원칙적으로 각 모듈 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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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마다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 ‘교육 제안’, ‘학업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교과목에 교육과 평가 사례를 추가했다. 또한 학
업품질 표준 상세 평가 목표에 근거해 교육과 평가에 대한 지도성을 강화
했다.
이번 수정안은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일환
으로 학생들의 인격을 높이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 방안과 교육과정 표준은 반드시 실제 교육과정의 경험을 바탕
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앞으로 수많은 교육 종사자들이 지난
10여 년의 개혁을 바탕으로 풍부하고 생생한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시
행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혁을 가속화하
여 일반 고등학교 교육에서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내 국가 교육 현대화 실
현과 교육 강국에 새로운 공헌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 록 ❙ 205

목차

1. 교육과정 특성과 기본 이념
가. 교육과정 특성
나. 기본 이념
2. 교과목 핵심역량과 교육과정 목표
가. 교과목 핵심역량
나. 교육과정 목표

3. 교육과정 구조
가. 편성 지침
나. 구조
다. 학점과 수강신청

4. 교육과정 내용
가. 필수과정
나. 선택형 필수과정
다. 선택과정
5. 학업품질
가. 학업품질 의미
나. 학업품질 수준
다. 학업품질 수준과 시험·평가의 관계

206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국 교육 발전 방향 탐색 –14차 5개년(2021~2025) 계획과 교육 현대화

6. 제안
가. 교육과 평가 제안
나. 학업 수준 시험 출제 제안
다. 교재 편집 제안
라. 지방과 학교에서 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제안
부록
부록1. 통용기술 교과목 핵심역량 수준 구분
부록2. 교육과 평가 사례

부 록 ❙ 207

1. 교육과정 성격과 기본 이념
가. 교육과정 성격
기술이란 인류의 필요에서 출발해 일정한 가치 이념을 가지고 각종 물
질 및 장치, 공예방법, 지식기능, 경험 등을 운용해 일정한 사용 가치를
실현하는 창조적 실천 활동이다. 기술은 인류 문명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며 사회 생산력 수준의 중요한 표지 중 하나이고, 인류의 물질 재산과 정
신적 재산이 축적된 형식을 의미한다. 통용기술은 현대 기술 체계 중에서
비교적 기초적이며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교육 가치가 풍부
하면서도 전문 기술과는 구별되는 기술을 의미하며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대학교육과 직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기술 교육은 소양 교육의 기본적인 구성 부분이고, 학생들의 기술 소
양 형성의 중요한 경로이며, 품격 잇는 인재 육성이라는 대과제와 국가
혁신 구동 발전 전략 실행, 중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 선양, 전 국민의 기
술 소양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 고등학교 통용기술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교과목 핵심역량 제고를 취지로 하며, 학습 설계, 학습 조작을
주요 특징으로 하면서 실전과 창조를 중시하고 과학기술과 인문의 일치
를 구현하는 교육과정이다. 학생들이 손과 머리를 함께 사용하고 아는 것
을 행하는 지행합일(知行合一)과 기술적 사고 및 방법의 학습과 운용을
강화하고 공학적 사고와 창작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학생들
의 도면 표현 능력과 구현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종
합적 능력을 키우는데 유리하다. 기술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양호한
기술적 이성과 개성적 자질 형성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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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 이념
1) 학생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교과목 핵심역량을 중점적으로 기른다.
일반 고등학교 통용기술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학생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교육과정이다. 통용기술 교육과정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한
명, 한 명의 학생이 기술교육의 학습 경력을 쌓고, 기술교육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한다. 통용기술 교육과정은 풍부한 가치 교육
을 내포하고 있으며 단일하고 기계적인 기능 학습을 피하고 학생들이 정
확한 가치관을 수립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품격과 핵심 능력을 향상시키
고 기술 활동에 적극적이고 이성적으로 참여해 시대의 발전과 요구에 적
응하는 기술 사용자와 기술 창조자가 되도록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2) 구조가 합리적이고 학생들의 다양한 발전 수요를 만족시키는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했다.
통용기술은 필수과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발전 방향을 반영
해 선택형 필수와 선택과정 체계를 중점적으로 구축해 최대한 다양한 각
도에서 교육과정을 선택하도록 했다. 학생들이 일상생활의 필요와 공학
과로의 진학, 취업 및 기술 창조에 대한 흥미 등의 측면에서 전개하고 전
통 공예와 현대기술, 기술의 분화와 종합, 국가 교육과정과 학교 자체 교
육과정 등을 두루 고려하면서 교육과정을 설계해 학생들의 다양한 발전
수요를 만족시키도록 했으며 학생들이 전면적이고도 개성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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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대 특징을 반영하고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 있는 것을 교육과정 내용으로
선택했다.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신소재, 신에너지
기술 등이 일상생활에 들어오면서 통용기술 교육과정 내용도 함께 발전
해야 한다. 이에 교육과정 내용 설계는 학생들의 생활 및 일정한 생산 실
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기초적인 내용을 지속하는 동시에 구체
적인 시대 분위기가 있고 사회 발전에 적응하며 미래 과학기술 방향을 구현
하고 적용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선택했으며 학생들의 실제적인 상황에
가깝고 도전성이 있고 학생들의 개성적인 발전 수요를 만족하며 교육과
정 시행과 학생들이 선택과목으로 이수하기에 유리한 내용을 선택했다.

4) 과학기술과 인문이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것을 중시해 실전 능력, 창의적
사고, 장인 정신을 집중적으로 기른다.
현대 기술은 과학기술과 인문의 일치와 융합을 중시한다. 통용기술 교
육과정은 기술 설계와 기술 탐구 등을 통해 과학 원리의 운용을 강화한
다. 기술이 담고 있는 경제, 도덕, 법률, 윤리, 심리, 환경, 심미 등 요소
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기술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고 문화적 시
야를 넓힌다. 통용기술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용해 지식의 통합과 응용 및
구현,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고, 다채로운 설계적, 탐구적,
창조적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와 창조적 잠재
력을 자극해 혁신 의식과 창의적 사고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작품 제작, 공예 작업, 기술 실험, 설계 계획 구현 및 최적화 등을 통해
신중하고 섬세하며, 능력을 갈고 닦아 뛰어남을 추구하려는 작업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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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고 학생들의 장인 정신을 중점적으로 키운다.

5) 핵심역량 이념이 이끄는 다양한 학습 방식을 제창한다.
통용기술 교육과정은 교과목 핵심역량을 기르는 것을 지도방향으로
삼아 학생이 중심이 되고 실전을 핵심으로 하는 다양한 학습 방식을 제창
한다. 학생 신분의 발전 규율과 기술 학습의 특징에 따라 학생들의 직접
경험과 직접 참여에 입각해 현대 정보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고 학생들이
모둠으로 참여하는 학습 활동을 세심하게 설계하며 학생들의 기존 경험과
연결되는 다양한 학습 상황을 중점적으로 만들고, 독립, 협력, 탐구 등의
학습 방식을 채택하며 기술 체험, 기술 설계, 기술 제작, 기술 테스트 등
실전 활동을 진행해 학생들의 교과목 핵심역량 형성과 발전을 추진한다.

6) 학습 결과와 학습 과정을 모두 중시하는 평가 기제를 구축했다.
통용기술 교육과정의 평가는 학습 결과와 학습 과정의 통일성을 제창
한다. 학생들의 기술 지식 파악, 실전기능 습득, 기술 작품 제작 등을 중
요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기술적 사고 방법, 감성·태도·가치관
의 발전 상황도 중요하게 본다. 또한 학생들의 기술 학습 활동 과정에서
기술 경험을 쌓고 원리를 운용하며 방법을 융합하고 창의적으로 설계하
며 기능을 다른 분야에 적용하고 문화적으로 감응하는 것 등도 중요시해
교육, 학습, 평가의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통일성을 갖도록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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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 핵심역량과 교육과정 목표
가. 교과 핵심역량
교과목 핵심역량은 교과목의 인재 육성 가치를 집중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며 학생들이 교과목의 학습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정확한 가
치관, 필수적인 품격과 핵심적인 능력이다. 통용기술 교과목의 핵심역량
은 기술 의식, 공학적 사고, 혁신 설계, 도면 표현, 구현 능력의 5개 측면
이다.

기술 의식: 기술 의식은 기술 현상 및 기술 문제를 감지하고 체득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인공 세계와 인간·기계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
이 형성되고, 기술의 규범, 표준, 특허 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 어떤 한
기술 분야가 사람과 사회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정한 이성
적 분석을 할 수 있으며, 기술에 대한 안전과 책임의식, 생태문명과 환경
의식, 기술 윤리와 도덕의식이 형성된다. 기술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해
기술과 인류 문명의 유기적인 연결을 이해하고, 기술 문화를 이해하며 능
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공학적 사고: 공학적 사고란 시스템 분석과 비교 평가를 핵심으로 하
는 일종의 기획적 사고다. 학생들은 시스템과 공정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인식할 수 있다. 시스템 분석의 방법을 사용해 어떤 구체적인 기술 분야
의 문제에 대해 요소 분석, 전체 기획을 진행하고 시뮬레이션과 간편한
모델링 등의 방법을 운용해 설계할 수 있다. 구조, 과정, 시스템, 제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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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사고와 방법을 알고 운용할 수 있다. 간단한 리스크 평가를 하
고 종합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혁신 설계: 혁신 설계는 기술 문제에 대해 창의적 계획을 구상하는 일
련의 문제해결 과정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문제를 발견하고 분명하게 확
정한 후 관련 정보를 수집해 인간과 기계의 관계 및 관련 이론을 운용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설계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어느 정도 창의성이 있는
구상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기술 성능과 지표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기
술 탐구 등 조작을 통해 정확하게 관찰, 기록, 분석할 수 있다. 각종 사회
문화 요소를 종합해 설계 계획을 평가하고 최적화 작업을 할 수 있다.

도면 표현: 도면 표현이란 도안 샘플을 운용해 생각 속에 또는 객관적
으로 존재하는 기술 대상에 대해 시각화해 설명하고 교류하는 것을 의미
한다. 학생들은 간단한 기계 가공 도면 및 제어 블록선도 등 자주 사용되
는 기술 도면을 읽을 수 있다. 기술 대상인 도면의 특징을 분석해 수공
및 2차원, 3차원 설계 소프트웨어로 간단한 기술 도면 등을 제작할 수 있
다. 도면 표현 설계 구상을 통해 기술 언어를 사용해 유형, 무형, 추상,
구체적인 사고 전환을 할 수 있다.

구현 능력: 구현 능력이란 일정한 공예 방법 등을 채택해 아이디어나
계획을 유용한 물건으로 전환하거나 기존의 물건을 개선하고 최적화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자주 보는 재료의 속성과 상용 도구, 기본 설
비의 사용 방법을 알 수 있다. 자주 보는 공예 방법을 이해하고 일정한
조작 경험을 축적하고 체득한다. 설계 필요에 따라 재료를 선택하고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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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획하고 도구를 선택하고 사용하며 공예 설계와 제품 제작 등을
할 수 있다. 모형 또는 제품의 성형 제작을 독립적으로 완성할 수 있어
비교적 강한 실전 능력과 창조 능력을 갖춘다. 장인 정신이 기술 제조 품
질에 특별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서 구현 과정에서 신중하
고 섬세하며, 능력을 갈고 닦아 뛰어남을 추구하려는 작업 태도를 가지게
된다.

나. 교육과정 목표
본 교육과정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미래 발전, 평생 학습, 행복한 생
활 그리고 민족 부흥이라는 대과제를 담당하는데 필요한 교과목 핵심역
량을 얻을 수 있고, 이념이 있고 설계를 할 수 있으며 직접 손을 써서 창
작을 할 수 있는 사회주의 건설전와 계승자가 된다.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시대 특징을 반영하고 사회 발전에 필요한 기술의 기
본 지식, 기본 기능, 기본 사상, 기본 태도를 학습하고 기본적인 경험을
쌓아서 기술에 대한 친근감, 민감도, 이성, 책임 의식 및 기술에 대한 문
화적 감응이 형성된다. 기술 설계의 전체 과정을 경험하면서 계획 구상,
도면 표현, 공예 선택, 구현 능력이 어느 정도 형성된다. 기본적인 기술적
사고를 할 수 있어서 초보적인 수준의 시스템 사고력 및 공학적 사고력이
형성되고 창조적 사고력이 발전해 기술을 이용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
하는 좋은 습관이 길러진다.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렵고 복잡
함을 체험하면서 실사구시와 신중하고 섬세하며, 능력을 갈고 닦아 뛰어
남을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가 생기며, 장인 정신을 함양하고 노동 관념이
강화되어 초보적 수준의 직업 규칙과 창업 의식을 갖추게 되며 기술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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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안전 의식, 규범의식, 윤리 의식, 환경보호 의식, 품질 의식, 경제 의식,
혁신 의식이 형성된다.

3. 교육과정 구조
가. 편성 지침
1)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 방안에 따라 품격 있는 인재 육성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행한다.
교육부의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 방안이 확립한 특성, 목표, 내용 등
의 원칙과 요구에 근거해 본 교육과정 표준의 전체적인 설계를 진행하고,
품격 있는 인재 요구를 교육과정 설계의 각 부분과 요소에 넣어 교과목
핵심역량을 지도방향으로 하는 고등학교 통용기술 교육과정 구성과 내용
체계를 구축했다.

2) 교육과정 개혁 실천 기초와 미래 발전 수요에 입각해 계승과 혁신을
중시했다.
10여 년간 교육과정을 개혁하면서 고등학교 통용기술 교육과정은 중
국 내외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는데, 계승해야 할 많은 성공적인 경험
도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본 교육과정 설계는 기
존의 실전 기초에 기반해 기존 개혁 방향을 지속하면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내용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일반 고등학교 기술 교육과정(실험)』
과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 개혁과 발전을 점진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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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목의 최신 발전의 성과를 흡수하고 다른 나라 기술 교육과정의
유익한 경험을 참고했다.
본 교육과정 설계는 중국 국정과 교육의 실제 상황에서 출발해 세계의
많은 대표적 국가와 지역의 기술 교육과정 발전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최신 이론 및 실전 성과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다른 나라의 고등학교
기술과 공정 교육 교육과정 설계와 시행에서 유익한 경험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참고해, 기술 및 교육의 미래 발전 추세를 파악하고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는 교육과정 발전을 통해 전 국민의 기술 소양 향상
과 혁신 구동 발전 전략을 시행하려고 노력했다.

나. 구조
필수과정
교과
과정
모듈
주요
기능

기술과 설계1

기술과 설계2

고등학생 졸업 기준에 부합

선택형 필수과정

선택과정

기술과 생활 시리즈
기술과 공정 시리즈
기술과 직업 시리즈
기술과 창작 시리즈

전통 공예 및 실전
신기술 체험과 탐구
기술 집적 응용 주제
현대 농업 기술 주제

학생들의 진학과 취업 및 개성적
발전 수요 부합

학생들의 기술 학습 측면에서의
특별한 수요 부합

필수과정은 ‘기술과 설계1’과 ‘기술과 설계2’의 두 개 모듈이 개설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설계는 주로 기술 제품의 설계를 의미하는데 문제의
발견과 확정, 설계 계획 수립, 모형 또는 원형 제작, 설계 계획 최적화,
기술 작품 설명서 작성 등의 설계 과정이 포함된다. 필수 모듈 두 개의
기본적인 내용은 점진 관계로 ‘기술과 설계1’은 ‘기술과 설계2’의 기초이
다. ‘기술과 설계1’은 기초적 설계에 집중되어 있고, 학생들이 일반적인
기술 설계 과정을 경험하고 기술 설계의 기초 지식과 기능을 파악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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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술적 사고와 경험 및 감성·태도·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목
적이 있다. ‘기술과 설계2’는 주제 관련 기술 설계에 집중되어 있는데 현
대 기술 원리 중 기초성이 강하고 적용 범위가 넓으며 기술적 사고와 방
법의 기타 분야 적용 가능성이 크고, 시행 여건이 비교적 개방적인 구조,
순서, 시스템, 제어 등 4개 주제를 학습 내용으로 선택했다. ‘기술과 설계
2’는 학생들이 일정한 기술 원리를 운용해 기술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
는 것을 배워 ‘기술과 설계1’에서 배운 지식과 방법에 적용해 설계를 분
석하고 계획을 구현하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선택형 필수과정은 4개 시리즈가 있으며 모두 11개 모듈이 있다. 그
중 ‘기술과 생활’ 시리즈 3개 모듈은 각각 ‘현대 가사 관리 기술’, ‘의류
및 설계’, ‘스마트 가구 응용 설계’로 나누어져 있다. ‘기술과 공정’ 시리
즈 3개 모듈은 각각 ‘공정 설계 기초’, ‘전자 제어 기술’, ‘로봇 설계와 제
작’으로 나누어져 있다. ‘기술과 직업’ 시리즈의 2개 모듈은 각각 ‘기술과
직업 탐색,’ ‘직업 기술 기초’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과 창작’ 시리즈의
3개 모듈은 각각 ‘창작 능력 개발과 기술 발명’, ‘제품 3D 설계와 제작’,
‘과학기술 인문 융합 혁신 태마’로 되어 있다. 시리즈 간 그리고 시리즈
중의 각 모듈 간 관계는 병렬 관계이다.
선택과정은 4개 모듈로 되어 있으며 ‘전통 공예 및 실전’, ‘신기술 체
험과 탐구’, ‘기술 집적 응용 주제’, ‘현대 농업 기술 주제’로 되어 있다.

다. 학점과 수강신청
고등학교 통용기술 필수과정은 모두 2개의 필수 모듈이 개설되어 있
으며 총 3학점이다. 학점 당 18시간이며 모두 54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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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모듈을 이수하고 나면 선택형 필수와 선택 모듈을 선택할 수 있
다. 교사는 학생들의 필수 모듈 학습 상황 및 취업 발전 계획에 따라 선
택형 필수와 선택 모듈을 선택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선택형 필수와 선택 모듈은 병렬 관계이며, 필수 모듈 개설 후 다른 학
기에 개설해도 된다.
선택형 필수는 최고 18학점, 모두 11개 모듈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각
모듈은 2학점이고 각 학점은 18시간이다. 학생들은 개인의 흥미와 진로
방향에 따라 시리즈 선택 또는 교차 시리즈 선택하고 교육과정에 따라 하
나의 모듈을 마음대로 선택한다.
기술과 생활 시리즈: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교과목의 핵심역량을
키우고 생활 속에서의 기술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술과 공정 시리즈: 미래에 공학 전공을 할 의향이 있는 학생을 대상
으로 하며 기술과 공정에 대한 흥미와 특기를 발전시키고 미래에 공학과
에 들어가 연구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
기술과 직업 시리즈: 전체 학생과 미래에 고등직업학교에 진학할 의사
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 탐색과 취업 선택 능력을 키워주고
미래에 직업 세계에 들어가거나 고등전문학교에 들어가 학습을 하는데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술과 창작 시리즈: 과학기술 혁신과 창작, 발명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들의 특기를 키워주고 기술의 종합적인 운용과 창의
성을 키워주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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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모듈은 학생들이 스스로 이수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것으로 기술
학습 관련 특별히 필요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최고 4학점, 모두
4개의 모듈을 개설할 수 있다. 각 모듈은 2학점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중
‘현대 농업 기술 주제’에는 6개의 선택형 주제가 있고 각 주제는 1학점이다.

4. 교육과정 내용
가. 필수과정
1) 기술과 설계1
과학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기술은 사회 변화를 일으키고 사
회 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 설계는 현대 기술 발전의
핵심이다. 본 모듈의 취지는 학생들에게 기술에 대한 기본 인식을 심화시
키고 일반적인 기술 설계 과정을 경험하며 기본적인 교과목 핵심역량 형
성에 기초를 다지게 하는데 있다.
본 모듈은 ‘기술 및 특성’, ‘기술 설계 과정’, ‘공예 및 계획 구현’, ‘기술
교류와 평가’의 4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기술과 설계1
기술 및 특성

기술 설계 과정

공예 및 계획 구현

기술 교류와 평가

[내용에 대한 요구]
(1)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기술 현상의 보편성과 중요성을 감지하고
활동 체험과 사례 분석을 통해 기술의 특성을 이해해 긍정적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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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을 형성한다.
(2) 중국의 우수한 전통 기술 문화와 개인의 성장 경험을 결합해 기술과
사람, 자연, 사회의 관계를 인식하고, 기술의 발전이 인류와 사회
에 가지고 온 변화를 이해해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기술의
사용에 대한 책임 의식이 형성된다.
(3) 기술 설계의 일반적인 과정을 숙지하고, 문제를 발견 및 확정하며
설계 계획을 제정하고 모형 또는 원형을 제작하고 설계 계획을 최
적화하며 기술 작품 설명서를 작성하는 등의 기술 설계 과정을 경
험한다.
(4) 설계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일정한 설계 분석 방법을 사용해 설계
요구에 부합하는 완전한 설계 계획을 제정한다. 기술 테스트 등의
방법을 통해 여러 가지 계획을 비교하고 평가한 후 최적화해 가장
좋은 방안을 만든다.
(5) 자주 보는 재로의 특징, 응용 환경, 기본적인 가공 공예를 비교하
고 일부 상용 재료의 연결 방식을 파악해 설계 계획을 세우고 제품
용도에 따라 재료를 선택해서 기획할 수 있다.
(6) 간단한 목공, 금속 가공, 전자전기 공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도구의
일부 사용 방법을 파악하고 한, 두 가지 종류의 디지털화 가공
설비(예: 레이저조각기, 레이저절단기, 3D프린터)의 사용 방법을
이해한다. 설계 계획에 따라 적절한 가공 공예를 선택해 간단한 제
품의 모형 또는 원형을 제작한다.
(7) 기술 언어의 종류 및 그 언어들의 활용을 설명하고 간단한 기계 가
공 도면, 전자 회로도, 렌더링, 조립도 등 자주 보는 기술 도면을
읽는다. 수공 도면 그리기 도구와 간단한 도면 그리기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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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해 스케치, 간단한 3면도를 그리고 설계 구상과 성과에 대
해 적절한 기술 언어를 사용해 타인과 교류한다.
(8) 기술 테스트의 의미와 특징을 설명하고 기술 작품의 설계와 평가를
결합해 간단한 기술 테스트를 진행해서 기술 테스트 보고서를 작
성하고 기술 탐구와 기술 혁신 활동의 즐거움을 체험한다.
(9) 기술의 효용성, 신뢰성, 창의성과 문화성 및 특허 보호 등의 각도에
서 작품(제품) 설계 과정과 최종 제품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의식이 초보적 수준으로
형성된다.

[교육 제안]
교육 전략 제시
‘나무를 비벼 불을 피우는’ 등 기술 체험, 기술 시행 방식을 통해 학생
들이 관련 기술의 특성을 느끼고 이해하도록 하고, 자연을 합리적으로 개
발하고 이용한다는 의식을 형성하며 사회주의 생태 문명관을 수립하도록
한다. 기술 발전과 관련된 주제 영상을 방영하고 현지 과학기술 전시관을
방문하거나 ‘인더스트리4.0’의 기술 원인에 대해 토론하고 또는 중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체현한 과학기술 제품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등의 방
식을 통해 학생들이 기술 발전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스스로 기술 사례를 선택해 이로움과 폐해를 분석하고
귀납하게 해 기술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기술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다. 조를 나눠 학생들이 목공, 금속 가공 도구 또는 3D 프린터기 등을 사
용해 ‘블록 퍼즐’, ‘다기능 병따개’ 등을 제작해 공예에 대한 의식을 키워
주고 가공 공예 학습 과정에 대한 체험을 많이 하도록 해준다.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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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해 ‘조절 가능한 책상’, ‘환경보호 화분’ 등의 설계 계획에 따라 스스
로 재료와 도구를 선택하게 해서 재료의 선택과 비교 과정에서 재료의 특
성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해 재료에 대한 환경보호 의식을 형성할 수 있
도록 하고, 모형 또는 원형 제작 과정에서 설계도를 구현하는 과정의 복
잡성과 창의성을 체험하게 한다. ‘교량 구조도’, ‘장난감 자동차 조립 설
명서’를 읽거나 그리는 등의 활동을 통해 기술 제품의 도면 표현 방식을
체험한다. 학생들을 구성해 ‘교통안전 표시’, ‘식품 포장 표’시, ‘제품 설
명서’ 등에서 생활 또는 생산 과정 중의 기술 언어를 찾아보게 한다. 학
생들을 구성해 인터넷에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자신이 설계한 제품
을 게시하고 설계 의도를 설명한 후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마트에서 동일 제품의 기술 파라미터를 분석하거나 기
술 제품 전시회 등을 참관하는 방식으로 제품의 다양한 설계 이념을 체험
하도록 해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판별, 비교, 판단, 선택, 평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프로젝트 과제 제시
본 모듈 교육을 시행하는 전 과정에서 큰 프로젝트에 보조적인 사례를
결합하는 형식을 채택할 수 있다. 큰 프로젝트는 기초적이면서도 종합적
성격이 강하고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기술 설계 프로젝트로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밝기 조절이 가능한 학생용 스탠드 설계’, ‘높
이 조절이 가능한 학생 책상 설계’, ‘고무줄 동력 자동차 설계’, ‘다기능
필통 설계’ 등이다. 기술 테스트, 기술 탐구를 하는 작은 프로젝트는 큰
프로젝트 작품의 어떤 구성 부분 또는 어떤 중요한 기술 성능을 결합해
실시할 수 있고, 프로젝트 과정은 ‘전체-부분-전체’ 또는 ‘부분-전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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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교육 장비 제시
(1) 전용 교실에는 설계, 가공 및 교류할 공간과 집중적으로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설계 과정을 저장할 공
간도 있어야 한다. 교실 안에 기술 발전과 관련된 역사적 사진을
붙이거나 기술 도안을 배치하고 전형적인 기술 제품 및 샘플 진열
또는 디지털화 전시를 통해 기술을 배우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2) 전용 교실에서 장비는 구분 또는 분류해서 관리해야 한다. 네트워
크 환경과 일정한 수량의 컴퓨터, 상응하는 설계 소프트웨어 및 데
이터베이스가 갖춰져야 한다. 안전 규범에 부합하고 고등학생의
특징이 반영된 공예에 필요한 도면 그리기 도구, 수공 도구, 전동
도구, 기계 가공 설비, 상용 원재료 및 소모품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길이, 질량, 온도 등을 측정하는 측량 기기가 구비되어 있어
야 한다. 테스트 재료와 작품의 항압, 항장, 안정성, 하중 등의 성
능을 측정하는 설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방호 용품(예: 보안
경, 작업복)과 상용 의약품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3) 전용 교실에는 현대 기술의 새로운 발전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 장
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레이저 조각기, 레이저
절단기, 3D 프린터, 소형 머시닝센터, 풍동 등이다. 공업과 공장용
설비를 직접적으로 교육 장비로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구조
화된 플라스틱 커넥터를 대량으로 구비해 고등학생들의 제작 재료
로 쓰이는 것도 피해야 한다.
(4) 전용 교실과 시설 설비는 반드시 고등학교 통용기술 교육과정의

부 록 ❙ 223

특성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 및 업계 관련 기술 표준과 안전 기준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

[학업에 대한 요구]
본 모듈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기술 특성과 발전사에 대해 깊이 있
게 이해할 수 있어 기술에 친근감을 가질 수 있다. 사용되는 도구 및 그
것의 사용 방법 및 자주 사용하는 재료 및 그것의 가공 방법 그리고 설계
구상 및 방법, 도안 읽기와 그리기, 모형 제작 및 공예 등의 측면에서 일
부 기본적인 지식과 기본 기능을 파악하고, 기술 설계 방법을 사용해 기
술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능력과 경험을 갖추며, 다른 분야에 대한
기술 적용 능력이 효과적으로 형성된다. 기술에 대한 인간-기술 관계, 수
단과 목적의 합일, 형태 변형, 균형 결정, 설계 최적화, 기술 테스트, 설계
혁신 등에 관한 기술적 사고와 방법이 초보적인 수준으로 형성된다. 기술
설계에 대한 교류와 평가를 통해 협력 정신을 기르고 심미관을 향상시키
며, 기술사용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감을 갖고,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
고를 하는 좋은 품성을 기른다.

2) 기술과 설계2
구조, 순서, 시스템, 제어 등은 기술 교과목의 기본 개념으로 이러한
개념에는 기본적인 기술 원리와 풍부한 기술적 사고와 방법이 내재되어
있다. 본 모듈의 취지는 학생들이 기술 원리의 풍부한 내포 의미와 광범
위한 응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줘 기술 원리를 운용해 실질적인 기술 문
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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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듈은 ‘구조 및 설계’, ‘순서 및 설계’, ‘시스템 및 설계’, ‘제어 및
설계’의 4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기술과 설계 2
구조 및 설계

순서 및 설계

시스템 및 설계

제어 및 설계

[내용에 대한 요구]
(1) 역학의 관점에서 구조가 기술 제품 및 그 기능 구현에서 차지하는
특별한 가치를 이해하고,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분류와 간단한 힘
의 분석을 이해해 기술과 문화의 측면에서 고전적인 구조 사례를
감상하고 분석한다.
(2) 기술 테스트 또는 기술 탐구를 통해 구조에 영향을 주는 강도와 안
정성 요소를 분석하고 테스트 보고서를 작성한다.
(3)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맞춰 간단한 구조를 설계
하고 설계 도안을 그린 후 모형 또는 원형을 만든다.
(4) 과정 및 그 부분, 순서의 함의에 대해 이해하고 간단한 순서도를
읽고 제작하며 과정 설계와 최적화 과정에서의 기본 요소를 분석
해 과정 설계의 기본적인 사고와 방법을 체득한다.
(5) 기술적인 필요에 따라 과정 설계를 하고 기존의 과정을 최적화하
며 순서도를 사용해 표현한다.
(6) 기술 응용의 관점에서 시스템의 함의와 기본적인 구성 및 주요 특
징을 이해하고 실제 사례를 결합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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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술 탐구를 통해 시스템 최적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하고
간단한 시스템의 설계를 통해 시스템을 설계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초보적인 수준으로 익혀 시스템과 공학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킨다.
(8) 제어, 제어 시스템의 함의 및 생산과 생활 속 활용 상황을 이해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수동제어, 자동제어, 지능형 제어의 특징을 분석
한다.
(9) 간단한 개회로 제어 시스템과 폐회로 제어 시스템의 기본 구성과
작업 과정을 숙지하고 그 중 제어기, 엑추에이터 등의 역할을 이해
하며, 간섭 현상과 피드백 원리를 이해하고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제어 시스템의 작업 과정을 나타낸다.
(10) 제어 시스템의 제어 요구에 따라 출력 수량과 입력 수량을 확정한
후, 간다한 제어 시스템의 설계를 진행하고 간단한 제어 시스템
장치를 구축해 시험 가동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교육 제안]
교육 전략 제안
학생들이 생활 속의 실질적인 부분에서 출발해 개체 구조, 셀 구조, 틀
구조의 물체를 관찰하고 서로 다른 구조와 그 활용 상황을 인식하도록 지
도할 수 있다. 기술 테스트를 통해 구조의 강도와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할 수 있다. 학생들을 구성해 현지에서 민족 문화의 특징이
있는 건축물을 참관해 고전적 구조의 매력을 느끼도록 할 수 있다. 학생
들에게 간단한 작품을 제작하고 조립하게 해서 가공 과정과 조립 과정에
대한 체험을 통해 공업 생산 과정에서의 순서를 실질적으로 느끼고 작업
과정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간단한 작품을 제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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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하게 해 가공 순서와 조립 순서에 대한 경험을 통해 공예 과정을 실
질적으로 체득하도록 할 수 있다. 여건에 맞게 학생들을 구성해 주변 기
업을 참관하게 해서 공업 생산 과정 중의 순서를 실질적으로 느끼고 작업
순서가 담당하는 역할을 느끼도록 할 수 있다. 공장 기술자의 지도를 받
아 공장 중앙 관제실의 공예 순서도를 읽고 공업 생산에서 순서도가 담당
하는 역할을 느끼도록 한다. 자전거, 컴퓨터 등 자주 사용하는 생활 용품
을 교구로 사용해서 시스템의 구성과 구조를 분석해 학생들이 시스템과
그 특성을 이해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공정 중인 도시 공공교통 시스템,
실내 전기회로 시스템, 대규모 면적의 농작물 재배 등을 예로 들어 학생
들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교사가 자체 제작한 빛 인지 블라인드 장치, 차량 차단 장치, 수위 제어
장치, 토양 습도 제어 장치, 조도 제어 장치, 압력 제어 장치 등의 교구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기기, QR코드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들이 모둠별로
관찰하고 기록하게 해서 제어, 개회로 시스템 회로와 폐회로 제어 시스템
의 작업 과정을 이해하고 장치 중 부품별 역할을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프로젝트 과제 제시
본 모듈 대개념을 채택해 큰 프로젝트가 이끄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접이식 자동 제어 빨래 건조대 설계’ 프로젝
트는 구조 설계, 순서 설계, 시스템 설계, 제어 설계라는 설계 구상을 종
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본 모듈이 일정한 기술적 함량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을 고려해 지역별, 학교별로 자체 상황에 따라 프로젝트를 확정한
다. 예를 들어 구하기 쉬운 재료를 이용한 제작 프로젝트 또는 간단한 공
업 생산 프로젝트를 선택한다. 예를 들면 학교 운동회 깃발의 자동 깃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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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기 장치, 자동문 장치 모형, 물로켓, 기계동력을 이용한 간단한 비행
장치, 기계 충전식 손전등, 주택 빗물 수집 시스템 모형 등이다. 금속 필
통이나 목재 액자 등과 같이 조작이 쉬운 공예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
는데, 학생들에게 설계, 가공, 공정, 제작을 하도록 하고, 모둠을 구성해
작업 과정을 병행하거나 중간에 들어가 진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 학생들
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제어 설계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에 공 던지기 제어 장치, 빛 인지 블라인드 장치, 압력 과부
하 경보 장치, 수위 조절 장치, 빛 제어 선풍기 장치 등으로 학생들이 모
둠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어 시스템의 작업 과정과 제어 방식
별 차이를 체험하기에 편리하다.

교육 장비 제시
(1) 본 모듈의 교육은 전용 교실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전용 교실은 충
분한 공간과 시설을 확보해 학생들이 기술 설계, 기술 탐구, 기술
교육, 집중 전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전용 교실에는 ‘기술과 설계1’ 모듈 교육을 할 때 사용한 장비를
바탕으로 구조 테스트, 순서 테스트, 제어 테스트에 필요한 재료,
모형, 테스트 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동시에 구조, 순서, 시스템,
제어 측면의 기능 실험 모형, 도서, 괘도 등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
고, 교사 설명용 교구, 모형을 배치하며, 학생들의 모둠이 사용할
조립용 재료, 반제품, 키트를 구비한다. 컴퓨터와 인터넷 학습 환
경을 조성해 학생들이 자료, 계산 데이터, 설계 도면을 찾기 편리
하도록 한다.
(3) 여건이 되는 학교는 설계 작품 성능을 테스트하는데 사용하는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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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화 측정기를 구비할 수 있고, 상응하는 컴퓨터 지원 설계
(CAD), 컴퓨터 지원 제조(CAM), 컴퓨터 보조 검사(CAT) 등의 소
프트웨어를 구비할 수 있다.
(4) 전용 교실과 시설 설비는 반드시 고등학교 통용기술 교육과정의
특성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 및 업계 관련 기술 표준과 안전 기준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

[학업에 대한 요구]
본 모듈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구조, 순서, 시스템, 제어에 관한 기
본적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기본 원리를 이용해 문제해결을 위한 구
조 설계, 순서 설계, 시스템 설계, 제어 설계를 진행하고 구현할 수 있어
서 기술의 시공 관념, 시스템 관념, 공정 모델링, 구조와 기능, 간섭과 피
드백 등의 기본적인 사고와 방법이 초보적인 수준으로 형성된다. 상용되
고 규범화된 기술 블록선도 등 기술 언어를 사용해 설계 방안을 구상하고
표현할 수 있다. 생산과 생활의 실질적인 부분을 결합해 설계 방안을 만
들고 최적화해 진행할 수 있다. 기술, 환경, 경제, 문화 등의 측면에서 기
술 설계 방안과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어 창의성을 향상시킨다.

나. 선택형 필수과정
기술과 생활 시리즈

1) 현대 가사 관리 기술
현대 가사 관리 기술은 일상 가정생활 및 가정생활 관리에 기반 한 상
용 기술이다. 본 모듈은 자주 사용하고 가정생활과 관련이 있는 기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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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기능을 학생들이 파악하는데 도움을 줘서 기술을 과학적으로 이용해
아름다운 생활을 만드는 의식과 능력을 초보적인 수준으로 형성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
본 모듈은 ‘가사 관리 개요’, ‘가정 관리와 기술’, ‘가정 재테크와 기술’,
‘가정 보건과 기술’의 네 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현대 가사 관리 기술
가사 관리 개요

가정 관리와 기술

가정 재테크와 기술

가정 보건과 기술

[내용에 대한 요구]
(1) 일부 전형적인 국내외 가정 관리 이념을 분석 및 평가하고 사례를
이용해 기술 발전이 가정생활 방식 변화에 미친 중요한 의미를 설
명한다.
(2) 가정 관리의 내용과 특징을 이해하고 정보기술, 지능형 제어 기술
등을 사용해 가정 사무 관리, 가정환경 관리 개선을 위한 상응하는
계획을 설계하며, 가정의 인간관계가 가정 관리에서 담당하는 역
할을 설명한다.
(3) 가정에서 상용되는 전자제품, 가구의 기술적 구성 및 주요 기술 파
라미터를 숙지하고 가정에서 가전제품, 도구 및 가구 등을 선택,
구매, 유지· 보수하는데 계획을 제시하고 가정 인테리어와 장식에
대해 개성적 설계를 한다.
(4) 가정 재테크 방식과 효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하고 모의 상
황 또는 가정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한 후 재테크 소프트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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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해 합리적인 재테크 방식과 가정 재산 관리 방안을 설계하고
시행한다.
(5) 상응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정 수입과 지출 구성을 분석
하고 가정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해 가정 수입과 지출 예산표, 지
출 명세표, 가정 수입 및 지출 균형표 등을 편성한다.
(6) 가정 상황을 결합해 가정의 소비 구조를 분석하고, 자주 사용하는
가정용 소비품에 대한 광고와 정보를 이성적으로 분석한다. 소비
동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를 분석하고 현대 기술 여건에서 불
건전한 소비심리와 행위를 식별해 자신과 가정을 위한 합리적인
소비 계획을 세운다.
(7) 지능형 의류와 액세서리, 현대 의료 기술의 최신 발전 상황을 알고
일부 새로운 의료 및 보건 기술과 가정에서 사용되는 보건 장비를
식별한다. 의사의 자도를 받아 의료와 보건 기술에 대해 교류하고
평가하며 가족 구성원을 배려하고 돌보는 책임감을 기른다.
(8) 기술 도구를 통해 가정에서의 사고 발생 위험을 검사해 가정의 사
고 발생 위험을 제때 발견하고 상응하는 예방 조치와 기술 지원을
한다.
(9) 가정 내외에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요인과 가정환경을 보호하는 기
술적 조치를 설명하고 일부 기술을 사용해 가정 내외의 환경오염
을 예방하고 해소하며 가정에서의 환경보호 의식을 키운다.

[교육 제시]
교육 전략 제시
학생들을 모둠별로 나눠『颜氏家训』, 『朱子治家格言』등 중국 고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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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중의 일부 가사 관리 관념을 탐구하고 근면 교육, 노동 교육, 기술 교
육, 예절 교육 등에서 국내외 가정의 사례를 수집한 후 분석 및 교류하도
록 할 수 있다. 지능형 의류 및 액세서리, 지능형 집 등 기술 체험 활동을
통해 현대 통신 기술, 현대 의료 기술, 지능형 제어 기술 등이 가정의 행
복한 생활과 건강한 일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해한다. 상용되는 가정
관리 소프트웨어, 가사 관리 설계 소프트웨어를 학생들이 사용해 보고 가
정 관리 정보화의 기술 추세를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신기술과 가정생활’과 같은 부모-자녀 활동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가정을 위한 물품 관리 기술 계획을 설계하게 하고 부
모와 토론해 수정한 후 계획을 구현하게 할 수 있다.

프로젝트 과제 제시
주제에 따라 진행할 프로젝트와 과제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
정을 관리하는 정보화 기술 운용과 가정환경 설계와 관리 프로젝트, 가정
재테크 설계와 분석 소프트웨어 운용 프로젝트, 가정 일상 보건 기술의
과학적 사용 프로젝트 등이다. 프로젝트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절
한 방안을 선택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가정의 관심에 대한 학생들
의 생각을 충분히 자극하고 가정의 조화, 가정에 관한 계획, 의료 건강,
가정 재테크 등의 지식과 기능을 배워 양호한 가정 관리 소양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 장비 제시
(1) 본 모듈 교육은 일반 교실 또는 전용 교실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전용 교실은 가정의 거실과 여러 개의 작업장으로 꾸며 기능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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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또는 작업장에 상응하는 가정의 생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용 교실에는 가정 관리 소프트웨어, 가정 재테크 소프트웨어, 가
정 지능형 관리 시스템 등의 필요한 교육 소프트웨어를 구비해야
한다. 전자 혈압 측정기, 혈당 측정기, 전자 체온계, 지방 측량기,
친환경 재료 검사기, 지능형 의류와 액세서리, 지능형 휠체어, 가
정용 구급상자, 들것 등의 필요한 측정기와 장비를 구비한다.

[학업에 대한 요구]
본 모듈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과학적이고 건강한 현대 가정생활에
대한 관념이 초보적인 수준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현재와 미래의 가정생
활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역할을 이해하고 가정생활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책임 의식을 가지며 가정생활 관련 기술 및 그 문화에 대해 일정 정도
깨닫고 이해하게 된다. 가정 관리에 관한 일부 기본 방법을 파악해 약간
의 기술 도구를 통해 가정환경의 설계와 과학적 관리를 할 수 있다. 가정
설비와 기술 도구를 과학적으로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현대 기술을
운용해 생활에 적응하고 생활을 개선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현대 의
료 기술의 최신 발전 상황을 알고 건강한 이념과 기술로 토론과 평가에
이성적으로 참여하며 필수적인 기술 소양을 이용해 자신 및 가족이 안전
한 환경과 건강하고 편리한 생활을 만들 수 있다.

2) 의류 및 그 설계
옷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는데 사용하고 자신을 꾸미는데 사용하
는 기술 제품으로 시대의 문화적 특징과 심미적 취향 그리고 사람들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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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본 모듈의 취지는 학생들이 일상생활 중 기술의
풍부함을 느끼고 기술적 사고와 방법을 한층 더 이해하고 운용하며 의류
디자인이 담고 있는 문화 예술을 느끼고 기술의 인문성에 대해 깊이 체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모듈은 ‘의류와 문화’, ‘의류와 소재’, ‘의류와 구조’, ‘의류와 제작’의
네 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의류 및 디자인
의류와 문화

의류와 소재

의류와 구조

의류와 제작

[내용에 대한 요구]
(1) 사례 분석과 의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류의 기본 특성과 주요 분
류, 기능 및 그 특징을 열거하며 설명하고 의류와 사회 발전 및 문
화의 관계를 이해한다.
(2) 의류 디자인의 기본 이념, 기본 요소 및 색채 배합의 기본 원리를
설명한다. 의류 디자인 하나를 해보고 의류 디자인의 일반적인 방
법을 파악한다.
(3) 상용되는 의류 소재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성능을 비교 분석하고
간단한 방법을 이용해 상용 의류 원단을 판별하며 기술 탐구 활동
을 통해 의류 소재와 과학, 기술의 관계를 분석한다.
(4) 의류 디자인의 함의 및 의류 스타일링과 소재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신이 디자인한 의류에 적합한 원단을 선택한다.
(5) 인체 구조, 비율과 의류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생활 속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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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옷차림 원칙을 파악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의
류 조합 효과를 보여주고 분석과 평가를 진행한다.
(6) 수공 또는 간단한 컴퓨터 도면 그리기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의류
디자인 렌더링, 디자인 드로잉을 해보고 독립적으로 주제에 맞는
의류 디자인을 완성한다.
(7) 의류 패턴 제도 과정 중의 주요 선과 부호를 식별하고 의류 패턴
제도 및 재단의 일반적인 원리와 방법을 파악해 수공 또는 컴퓨터를
사용해 일반적인 모양의 의류 패턴을 제도하고 원단 견적을 낸다.
(8) 실제로 의류 제작을 하면서 자주 하는 손바느질, 재봉틀 바느질의
사용 방법을 파악하고 일반적인 모양의 의류를 제작한다.
(9) 특색 있고 창의적인 우수한 의류 디자인 작품에 대한 전시, 감상,
평가를 통해 심미관과 창의성을 기른다.

[교육 제시]
교육 전략 제시
모둠 협력 방식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의류 소재 발전과
관련된 정보나 현재 시장에서 유행하는 의류 원단을 수집하는 것 등이다.
시기별 의류 소재의 변화가 의류에 미친 영향을 PPT로 제작해 발표하고
토론 및 교류해 학생들이 의류 소재에 직관적 인식을 갖도록 한다. 멀티
미디어 교육을 학생들의 학습에 보조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다. 예를 들
어 동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해 중국의 대표적인 소수민족 의상을 전시한
후 각 민족의상이 소재, 디자인, 색상, 공예 등의 측면에서 보여주는 주요
한 특징에 대해 토론하고, 이들 특징이 나타나게 된 주요 원인(예를 들면
생산 방식, 생활 방식, 종교 신앙, 풍속 습관 및 심미관 등의 영향)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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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패션 공연의 형식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얻고 기술과 문화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스타일과 서구 스타
일 패션, 현지와 다른 지역 패션의 서로 다른 특징 및 그러한 것들의 사
회 문화적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다. 모둠별로 소규모 실전 연습을 할 수
도 있다. 종이 또는 천을 이용해 켄트지에 문화적 요소가 들어간 반입체
의류 샘플을 제작하고 샘플에 표현된 문화적 요소를 설명한다. 또한 서로
신체 치수를 재고 토론과 교류를 통해 자신의 체형 특징을 이해한 후 독
립적으로 자기 또는 동료의 의상을 설계할 수도 있다. 주제 연구의 방식
으로 모둠별 학습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를 나눠 해당 학교의 교복
에 대해 연구하고 의류 패턴과 입었을 때의 효과 등의 관계를 분석하며
의류 소재와 착용감의 관계를 분석하고 색상, 도안 및 액세서리와 학교
문화의 조화를 분석하며 패션 문화에 내포된 의미 등을 이해한다. 더 나
아가서 의상 디자인의 과정과 방법을 이해해 디자인 능력을 향상시킨다.

프로젝트 과제 제안
‘교복의 개선과 최적화 디자인’, ‘하계 올림픽 자원봉사자 프린트 셔츠
의 디자인과 제작’, ‘과학기술의 날 특색 있는 복식 디자인’, ‘민족문화 유
산 복식의 디자인과 제작’ 등의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학급의
특징 또는 특정한 기술과 문화를 주제로 한 의상 디자인 제작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민족 문화를 요소로 해서 모둠별로 주제를 확정한
후 옷을 제작하고 전시한다(재료는 종이나 옷감 또는 헌옷으로 할 수 있
다.). 또는 ‘솜씨 전수’ 체험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 모둠별
로 제작한다. 인디고 염료를 이용해 옷 또는 옷감에 디자인하고 염색하고
제작 과정을 기록하고 전시해 교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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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장비 제시
(1) 본 모듈의 교육은 전용 교실에서 진행해야 한다. 의류 괘도, 의류
재료, 의류 샘플, 역대 학생들의 창의적 작품 등을 전시하는 방식
으로 기술 학습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간은 디자인 학습 토론 구
역, 기술 조작 구역, 전시 구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전용 교실에는 멀티미디어 교육 장비 및 패션 디자인 소프트웨어
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인터넷 학습이 가능해야 한다. 다양한
사이즈의 인쇄자, 줄자, 크고 작은 마네킹, 스팀다리미, 재봉틀, 봉
합기, 다리미 판 등의 도구와 장비가 일정 수량 갖춰져 있고, 다양
한 재질의 의류 원단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전용 교실에 레이저 절단기와 열 프레스 기계 등이 있으면 학생들이
의상 디자인과 제작에 신기술을 활용해 볼 수 있다.

[학업에 대한 요구]
본 모듈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의류에 관한 기본 특성, 주요 분류,
기능 및 특징을 설명할 수 있고, 사례를 통해 의류와 소재, 의류와 사회
발전 및 문화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의상 디자인을 직접 해보면서 의
상 디자인을 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파악하고 의상 디자인의 기본 이념과
기본 요소를 이해한다. 간단한 의상 디자인을 하는 방법을 초보적인 수준
으로 습득해 의류 패턴 제도를 사용해 의류 디자인의 의도를 표현할 수
있다. 의류 디자인 소프트웨어 또는 플랫폼으로 정보 수집과 의류 디자인
을 할 수 있다. 특정한 대상의 체형 특징, 사회적 역할 특징, 현재 위치한
환경의 특징을 분석해 생활 속 옷차림을 디자인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개
성이 있는 간단한 의류를 디자인해 심미관과 디자인 능력을 제고하고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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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을 기를 수 있다.

3) 지능형 가구 응용 설계
지능형 가구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테이터 처리, 건축 자재, 자동
제어 등 선진 기술과 융합되어 있으며 지혜롭고 조화롭게 제어하며, 지능
적으로 상호 연결되고, 빠르고 편리한 가정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 본 모듈은 신기술이 가정생활에 운용되고 있는 것을 학생들이 느끼
도록 통신, 계산, 제어가 통합된 활용성 학습 창구를 제공하는데 취지가
있다.
본 모듈은 ‘지능형 가구 구조와 기능’, ‘기능형 가구와 사물인터넷 통
신’, ‘지능형 가구의 간단한 제품 설계’, ‘지능형 가구 시스템 설계와 구
현’의 네 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지능형 가구 응용 설계
지능형 가구
구조와 기능

지능형 가구와
사물인터넷 통신

지능형 가구의
간단한 제품 설계

지능형 가구 시스템
설계와 구형

[내용에 대한 요구]
(1) 지능형 가구와 관련된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지능형 가구의 함의를
이해하고 지능형 가구의 시스템 특징과 기술 표준을 설명한다. 지
능형 과학기술 응용이 가정생활 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감지해
지능형 과학기술에 친근함을 느끼고 운용하려는 적극적인 감정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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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과 분리 등의 실전 활동을 통해 사물인터넷의 구성과 구조 특
징 및 그 기술 표준을 설명하고 임베디드 시스템, 무선통신 네트워
킹 원리와 각종 센서에 대한 감성적 인식이 형성되며, 사물인터넷
개발 시스템에 기반 한 마이크로컨트롤러 및 각종 온도, 습도, 조
도, 적외선, 연기 등 센서를 숙지하고 이해한다. 센터의 표준 인터
페이스, 사물인터넷 통신 표준이 지능형 가구 분야에서 응용되는
상황을 이해한다.
(3) 지능형 가구와 사물인터넷 기술의 관련성을 이해한다.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기술을 채택해 주어진 활용 환경에 근거해 수요 분석을
하고 시스템 제어의 구성도를 그리고 간단한 사물인터넷 시스템
설계를 진행한다.
(4) 오픈 소스 설계 플랫폼을 통해 지능형 가구 제품 원형을 만든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인터페이스 표준과 통신 프로토콜을 결합
해 네트워킹, 통신, 센서 등의 원리와 기능을 이해한다.
(5) 도구를 활용해 프로그래밍하고 지능형 제품의 하드웨어를 구비해
제품 원형을 설계하고 시스템의 안전성과 전력 손실을 분석한다.
지능형 가구의 안전 표준과 안전성 방안 설계를 설명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며 전력 손실이 적은 지능형 가구 제품을 설계한다.
(6) 실제 상황에서 출발해 지능형 가구 시스템의 수요를 확정하고 시
스템 구현 필요성을 확정한 후 온도, 습도, 조도, 적외선, 연기 등
일부 표준적인 센서를 간단하게 조립하고 체험한다.
(7) 지능형 가구 시스템 설계 방안에 대해 기술적 체험을 한다. 시스템
구성의 유연성, 조작 관리의 편리성, 상황 제어 기능의 다양성, 정보
자원의 공유성, 설치 디버그 편리성에서 출발해 설계도를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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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비교와 평가를 통해 다양한 설계 중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
거나 여러 가지 설계도의 장점만을 모아 기존 설계를 개선한다.
(8) 시뮬레이션 주택을 플랫폼으로 하고 가구의 가전제품 및 가전 설
비를 주요 제어 대상으로 해서 네트워크 통신 기술, 안전·보안 기
술, 자동 제어 기술, AV(오디오와 비디오) 기술 등을 사용해 환경
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지능형 가구 시스템과 연결한 후
조작하고 원격 제어한다.

[교육 제안]
교육 전략 제시
관련 동영상을 방영하거나 지능형 가구 모형을 분석해 학생들을 지능
형 가구의 세계로 데리고 들어가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지능형 가
구의 발전사를 이해하게 할 수 있다. 실제 상황에 근거해 학생들을 데리
고 지능형 가구 전시장을 참관하거나 지능형 가구 제품을 감상하게 해서
지능형 가구와 사물인터넷의 응용을 체험해 보고 이러한 기술들이 사람
들의 행복한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느끼도록 할 수 있다. 자료 검색
을 통해 ‘고대 부엌에서 현대 지능형 부엌까지의 발전사’, ‘가정 중의 지
능형 전자제품의 발전사’ 등의 기술 사례를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학생
들에게 초기 조사연구를 하게해서 지능형 가구 시스템의 개별적 수요를
충분히 이해하게 한 후 지능형 조명 시스템, 환경 제어 시스템, 보안 제
어 시스템, 중앙 집진 시스템 등에서부터 시작해 수요 분석을 하고 기능
을 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지능형 가구의 기술적 특징에 맞춰 에어컨,
텔레비전 등 설비의 온·오프, 운전, 정지 등 적외선 제어 명령을 예로 들
어 센서가 제어 신호를 적외선 명령에 대응으로 전환하는 현상과 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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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해설할 수 있다.

프로젝트 과제 제시
학교와 학생 가정의 실제 상황에서 출발해 ‘지능형 디지털 관리 시스
템 모형 설계와 운행’, ‘도시 가정의 오래된 가옥 개조 중의 지능형 가구
설계’, ‘신 농촌 건설에서의 농촌 주택 지능형 가구 설계’, ‘양로원의 지능
형 가구 설계’ 등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다. 'XX 지능형 가구 시스템의
최적화'를 예로 들어 사용자에게 원스톱 시스템 해결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즉 비디오 인터콤, 보안, 정보 가전 제어, 에어컨 제어, 바닥 난방
제어, 조명 제어, 블라인드 제어, 장면 연계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의 측면에서 최적화와 차별화된 프로젝트 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

교육 장비 제안
(1) 본 모듈의 학습은 전용 교실에서 진행해야 한다. 지능형 가구 제품
의 발전사를 전시하고 관련 제품의 역사적 사진을 붙이는 방식으
로 기술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2) 전용 교실에는 실습 플랫폼, 지능형 가구 교육 모형, 스마트폰 클
라이언트 개발 시스템, 사물인터넷의 각 기능 모듈 및 관련 도서,
사진 등의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3) 여건이 되는 학교는 지능형 가구 설비 관련 기업과 협력해 학생들이
실제로 체험하고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학교 외부의 협력
기업에서 교육 활동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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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에 대한 요구]
본 모듈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지능형 가구의 정의, 기능 및 그 표준
을 설명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지능형 가구 제품을 열
거하고 현대 지능형 가구 제품과 전통 가구를 비교해 장점과 단점을 분석
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 기술의 기본적인 특징, 기능 및 기술 표준을 설
명하고 사물인터넷 기술이 지능형 가구에 응용되는 것을 분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생활 속 문제 상황에 근거해 지능형 가구 시스템의 필요성을 확
정하고 완전한 지능형 가구 시스템 설계 과정을 거쳐 완전한 설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설계 방안에 근거해 매칭 되는 하드웨어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지능형 가구 시스템을 구현하고 최적화하는 실습 프로젝트를 통
해 시스템 하드웨어 설비를 설치, 배선, 성능 시험을 해서 지능형 가구
설비의 무선 네트워킹을 완성할 수 있다. 설계 방안의 실행 가능성, 기술
로드맵, 핵심 기술 및 기술의 어려운 점을 분석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기술과 공정(工程) 시리즈

4) 공정 기술 기초
공정 설계와 시행은 현대 인류생활과 생산에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본 모듈은 공정이 현대 사회 발전에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학생들이 이해
하고, 구체적인 공정 기술 요소를 간단히 분석해 공정 설계의 일반적인
과정을 겪어봄으로써 간단한 공정 설계 실습을 통해 시스템과 공학적 사
고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취지가 있다.
본 모듈은 ‘공정 설계 요약’, ‘공정 설계의 일반적 과정’, ‘공정 설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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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링’, ‘공정 결정과 관리’의 네 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도는 다
음과 같다.

공정 설계 기초
공정 설계 개괄

공정 설계의 일반적 과정

공정 설계 모델링

공정 결정과 관리

[내용에 대한 요구]
(1) 전형적인 공정 사례 분석을 통해 공정 발전에 대한 간단한 역사와
공정 분류를 설명하고, 생활과 생산의 실제 상황을 결합해 공정의
특성, 중요한 가치, 풍부한 문화적 내포 의미를 이해한다.
(2) 어떤 구체적인 공정 시행 사례를 결합해서 엔지니어 작업의 특징
과 직업적 요구를 분석하고 엔지니어링 그룹의 중요성을 체험하며
엔지니어링 그룹 설립의 기준을 설명한다.
(3) 전형적인 공정 설계에 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공정 설계의 일반적
인 과정을 이해하고 공정 설계의 성능 수요, 수명 주기, 품질 제어,
환경 관계, 제조 능력, 유지보수, 인간 공학, 법률법규, 사회 문제
등의 요소를 간략하게 분석한다. 벤치마킹과 역공학 기법을 초보
적 수준으로 운용해 설계 대상 공정의 특징적 정보를 얻는다. 예를
들면 설계 파라미터, 설계 변수, 제약 조건 등이다. 품질 기능 전개
(QFD)를 운용해 사용자 수요를 핵심적인 공정 특성으로 전환한다.
(4) 공정 설계 과정의 안정성, 신뢰성, 경제성 등 성능 평가 지표를 이
해한다. X에 대한 설계(DFX) 방법을 기본적으로 파악한다. 예를
들면 제조에 대한 설계(DFM), 조립에 대한 설계(DFA), 환경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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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계(DFE) 등이다.
(5) 공정 설계 모델링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공정 설계 모형의 유형을
알고 간단한 공정 도면을 읽고 그린다. 실물 또는 컴퓨터를 운용해
간단한 공정의 일부를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한다.
(6) 사례를 결합해 공정 설계 과정에서의 평가와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의사결정 모형의 기본 요소와 유형을 이해하며 의사결정
매트릭스(DMM), 계층화 분석법(AHP), 의사결정 나무 등을 운용
하는 것을 초보적인 수준으로 학습해 평가와 의사결정을 진행한다.
(7) 공정 이행을 통해 공정 관리에서의 시간 관리, 품질 관리, 원가 평
가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전면적인 품질 관리 이념을 이해하며 품
질 제어와 개선 방법을 이해한다. 공정 설계 과정에서 간트 차트,
크리티컬 패스 분석법(CPM), 원가 계산법 등을 체험하고 초보적
수준으로 학습해 간단한 공정 프로젝트를 기획, 관리, 평가한다.

[교육 제안]
교육 전략 제안
‘메가 스트럭쳐’, ‘메가 프로젝트’ 등의 시리즈 영화를 통해 학생들이
공정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감성적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 기술과 공정
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애국주의 교육과 혁명 전통 교육
을 넣어 일부 중국 공산당 당원 과학자 또는 기술자이 이야기를 사례로
선택한다. 예를 들어 ‘两弹一星(핵무기, 미사일, 인공위성)’ 프로젝트에
공헌이 있거나 양자 통신, 우주항공 분야의 우수한 인물 등이다. 학생들
에게 스스로 한 종류의 공정을 선택해 주제 연구를 하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톈궁(天宮), 쟈오룽(蛟龍), 톈옌(天眼), 우콩(悟空), 무즈(墨子),

244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국 교육 발전 방향 탐색 –14차 5개년(2021~2025) 계획과 교육 현대화

따페이지(大飛機) 프로젝트 등으로 해당 공정의 출현과 영향을 분석해 공
정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공정에 대한 의식을 기를 수
있다. 학생들을 데리고 주변에 있는 엔지니어를 인터뷰하고 엔지니어라
는 직업의 특성과 작업 기준을 정리해 본다. 학생들이 역할을 맡아 공정
설계 과정을 모의 실습해 단체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체험하도록 할
수 있다.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학생들을 구성해 공정 프로젝트 현장을
참관하고 조를 나눠 공정 요소를 탐구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수준이 다
른 공정 프로젝트 설계 분석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집 인테
리어 공정, 학교 교정 개선 공정 또는 쓰레기 처리 공정 등이다. 상황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하나 선택해 학생들이 공정 설계 모델링 과정을 체험
하고 탐구하게 할 수 있다. 전형적인 컴퓨터, 디지털 모델링, 실물 모형
프로젝트를 결합해 공정 모델링의 역할 및 모델링 방식별 특징을 이해하
도록 한다. 교량, 가옥 등 생활 속에서 자주 보는 공정 프로젝트를 예로
들어 공정 견적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공정 과정의 일정한 복잡 정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도시 공공 시스템, 발전소 등을 예로 들어 학생
들이 공정 견적과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도록 지도한다. 학생들이 역할
을 맡아 공정 의사결정 중 엔지니어, 정부, 시공사, 주민 등 각 측의 관계
와 입장을 체험해 시스템적 사고력과 공학적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다.

프로젝트 과제 제안
공정 설계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실제 생활과 관련 있는 것으로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 보안 공정’, ‘기술
수업 전용 교실 개선 공정’, ‘학교 화초 관리 공정’, ‘도시 교통 공정’, ‘농
경지 관개 수로 공정’ 등으로 학생들의 실전 체험을 중시한다. 선택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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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설계 수준에도 부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쓰레기 처리
센터, 임시 대피소 등이다.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해 학생들이 공정 설계를
분석하고 공정 설계 방안 학습 등을 점진적으로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사례 분석을 공정 설계 프로젝트로 선정할 때는 전형적이면서 대표성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강주아오 교량’, ‘베
이징 지하철 네트워크’, ‘해상 대형 풍력 발전’, ‘파나마 운하’, ‘최강의 팩
토리:페라리’, ‘자기부상열차’ 등이다.

교육 장비 제안
(1) 본 모듈의 교육은 일반 교실 또는 전용 교실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전용 교실에 유명한 공정 프로젝트와 엔지니어 사진을 붙이는 방
식으로 기술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2) 전용 교실에는 핵심 기술 부분의 사진, 도서, 동영상 등 교육 자료
를 구비해야 한다. 컴퓨터와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공정 설계
소프트웨어를 구비한다. 교사의 교육용 공정 설계의 전형적 사례,
교구, 모형을 구비한다. 학생 제작 공정 모형 또는 기타 제품에 사
용하는 도구, 설비, 재료, 반제품, 키트를 구비한다.
(3) 여건이 되는 학교는 분야별 또는 주제별 공정 연구실을 갖출 수도
있다.

[학업에 대한 요구]
본 모듈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공정이 인류 발전에 중요한 가치가
있으며 풍부한 문화적 내포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엔지니
어의 직업 특징과 공정 윤리 등 직업 기준을 인식하고 책임 의식과 공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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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갖춘다. 구체적인 공정 설계 프로젝트 중 관련된 요소를 초보적인
수준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공정 설계의 일반적인 과정과 기초적인 실습을
경험해 실습 과정에서 시스템적 사고와 공학적 사고가 형성된다. 컴퓨터
를 이용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초보적인 수준으로 익혀 도면과 기술
표현 능력을 제고한다. 공정 프로젝트 중 관련된 재료를 열거해 설명할
수 있으며 적합한 재료를 초보적인 수준으로 선택해 구현 능력을 키운다.
공정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인식해 공정 설계 과정에서 추세 분석, 리스크
평가, 간트 차트, 핵심 로드맵 등을 운용해 공정 프로젝트 의사결정, 기획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5) 전자제어 기술
전자제어 기술은 제어 시스템의 사고와 방법을 바탕으로 전자회로를
운용해 신호를 채집, 처리 구동하는 기술이다. 본 모듈은 학생들에게 전
자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과 기능을 배우고,
더 재미있고, 더 풍부한 기술과 공정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미래 생활 적응과 대학교 전공 학습에 기초가 된다.
본 모듈은 ‘전자 제어 요약’, ‘아날로그 회로와 디지털 회로’, ‘센서와
릴레이 회로’, ‘전자 제어 시스템’의 네 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
도는 다음과 같다.

전자 제어 기술

전자 제어 개괄

아날로그 회로와
디지털 회로

센서와
릴레이 회로

전자 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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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대한 요구]
(1) 생산과 생활 속에서 전자 제어 제품이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는 것
을 느끼고 전자 제어 기술 응용 가치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며 전자
제어 기술이 인류와 사회생활에 미친 영향을 이해한다.
(2) 간단한 전자 제어 장치를 설치한다. 전자 회로도를 읽는 기본 방법
을 파악한다. 상용 전자 부품을 판별하고 측정한다. 전자 회로 용
접 기술의 발전 추세를 설명하고 자주 보는 용접 도구 및 보조 재
료의 특징을 파악하며 용접 방법 한 가지를 익숙하게 한다.
(3) 전자 제어 장치에서 신호 측정을 시도해 본다. 아날로그 신호와 디
지털 신호의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디지털 신호 중 ‘1’과 ‘0’의 의
미를 안다.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각각의 장점과 한계를 설
명하고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가 상호 전환되는 원리를 이
해한다.
(4)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의 구조와 유형을 알고 다이오드의 기본 응용
회로를 분석한다. 간단한 트랜지스터 공통 이미터 트랜지스터 증
폭기의 구성과 작업 원리에 대해 알고 트랜지스터의 특성곡선을
읽으며 아날로그 회로에서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파악
한다.
(5) 트랜지스터의 개폐 특성 및 트랜지스터가 디지털 회로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한다. 자주 보는 디지털 집적 회로의 유
형을 이해하고 디지털 집적 회로를 사용해 간단한 실용적 회로를
조립한다.
(6) AND 게이트, OR 게이트, NOT 게이트, NAND 게이트, NOR 게이
트 등 기본적인 논리 게이트의 논리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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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논리 회로를 분석하며, 진리표를 입력하고 파형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회로에 대해 모의실험을 진행한다.
(7) 센서의 발전 추세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센서의 역할과 그 응
용을 안다. 자주 보는 센서를 인식하고 멀티테스터를 사용해 측정
한다.
(8) 릴레이의 역할과 분류를 알고 자주 보이는 DC 전자 릴레이의 구조,
규격 및 작업 원리를 이해하며 DC 전자 릴레이의 사용 방법을 익
힌다.
(9) 전자 제어 시스템의 기본 구성을 설명하고 블록선도를 이용해 자주
보이는 전자 제어 시스템의 작업 과정을 분석한다.
(10) 기능 회로를 활용해 개루프 전자 제어 시스템과 간단한 폐루프
전자 제어 시스템을 설계한 후 설치 및 성능 시험을 하고 개선한다.

[교육 제안]
교육 전략 제안
제품 설명서 또는 관련 기술 자료에 대한 관찰, 조사, 자문, 조회 등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 전자 제어 기술이 일상생활과 생산 및 국방 등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전자 제어 장치의 제작과 성능 시
험을 통해 전자 제어 시스템의 작업 과정을 이해하고 전자 회로 중 신호
의 변화를 감지하며 전자 부품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공예 수준과 공정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기능 회로 트레이닝 보드’를 이용해 트랜
지스터 전류 증폭의 역할과 개폐 특성을 탐구하고 기술 도안을 운용해 설
계 구상을 교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2~3명이 하나의 학습 그룹을
이뤄서 교사의 지도를 받아 전자 테스트 보드 또는 회로 테스트 박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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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간단한 전자 제어 회로를 구성하고 그룹 구성원 내의 협력과 그룹
간 교류를 통해 회로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고장을 해결해 시스템 분석
능력과 교류 및 협력 의식을 키운다. 전자 회로 컴퓨터 지원 분석(CAA)
과 전자 회로 컴퓨터 지원 설계(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간단한 트랜
지스터 증폭 회로, 조합 논리 회로 등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전자 회
로의 작업 원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며 하드웨어의 소프트웨어화에 대한
발전 추세를 체득한다.

프로젝트 과제 제시
‘센서등’, ‘무선 마이크’, ‘광제어 변조 음향기’, ‘안정화 전원’ 등 간단
한 전자 제어 장치의 설치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자 테스트 보드에서 ‘전
자 벨 회로’, ‘미러볼 회로’, ‘타이머 회로’, ‘비밀번호 잠금 회로’ 등 쉽고
재미있는 회로를 구성해 볼 수 있다. 조를 나눠 ‘가정용 전기 자동 제어
기능 비밀번호 해제’, ‘교실 안전 경보기’, ‘어항 자동 먹이 급여 장치’,
‘주택 공용 도로 가로등 제어’ 등 가정생활,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전자 제어 기술 조사 과제를 할 수 있다. 도시, 지방 등 서로 다른
지역별 특징에 따라 ‘농촌 항온 비닐하우스’, ‘병충해 청·시각 경보 시스템’,
‘온도 감지 경보 시스템’, ‘수위 자동 조절 시스템’ 등 전자 제어 시스템의
설계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다.

교육 장비 제안
(1) 본 모듈은 전용 교실에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괘도, 교육용 전
자제품 모형, 전자 트레이닝 보드 등을 구비하는 방식으로 기술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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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용 교실에는 안전 규범에 부합하는 전자 조작대, 용접 작업대,
필요한 전자 부품 등의 재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자주 보는
릴레이 인지와 응용 키드, 트랜지스터 개폐 특성 테스트 키트 등을
구비한다. 전형적인 전자 제어 기술 사례 교육용 모형을 구비하고
전자 회로 구성 테스트 상자를 일정 수량 구비하며, 안전 규범에
부합하는 전원과 전자전기 공구함을 구비한다. 또한 신호별 처리
기능을 보여주는 괘도와 모형 트레이닝 보드를 구비한다.
(3) 전용 교실에 도전성 테이프, 도전성 고무, 도전성 접착제, 도전성
터치펜 등 신형 도전성 재료를 구비해 학생들이 체험과 탐구를 하게
할 수 있다.
(4) 상용 구급상자를 구비하고 실전 조작을 할 때 안전에 주의해 안전과
사고 예방 의식을 강화한다.

[학업에 대한 요구]
본 모듈의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은 전자 제어 시스템에 대해 초보적
수준의 이해를 하며 전자 제어 시스템 중 입력 부분, 제어 부분, 출력 이
행 부분의 역할과 연결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블록선도를 이용해 시스
템의 구성과 동작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간단한 회로도를 읽고 회로에
서 필요한 전자 부품을 선택하고 측정하며 전자 회로를 설치하고 성능 검
사를 할 수 있다.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의 간단한 동작 회로 유형을 판
단하고 회로도 또는 모형에 따라 회로에서 구현되는 기능을 설명하며 해
당 작업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진리표와 파형 그래프를 이용해 간단
한 조합 논리 게이트 회로의 기능을 해석할 수 있다. 디지털 집적 회로를
이용해 간단하고 실용적인 회로 장치를 구성하고 성능 테스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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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요구에 따라 기능 회로를 응용해 전자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설치
하며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다.

6) 로봇 설계와 제작
로봇은 현재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응용 범위가 넓으며 기술이 고
도로 종합된 현대 기술 제품이다. 본 모듈은 학생들이 인간과 기계의 관
계에 대해 깊이 있게 인식하고, 로봇 설계와 제작 중 소프트웨어와 하드
웨어의 조화, 시스템 제어 및 이동 경로 계획에 대해 체득해 기계 기술,
전자 기술, 제어 기술, 컴퓨터 기술 등의 종합적 운용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돕는데 그 취지가 있다.
본 모듈은 ‘로봇 구조와 전통 기계’, ‘로봇 감지와 센서’, ‘로봇 제어기’,
‘로봇 제어 전략’의 네 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로봇 설계와 제작

로봇 구조와 전통 기계

로봇감지와 센서

로봇 제어기

로봇 제어 전략

[내용에 대한 요구]
(1) 로봇의 생산 과정, 응용 현황과 발전사에 대해 설명하고 로봇의 3
원칙 내용과 함의를 이해하며 실제 사례를 결합해 로봇과 인류 및
환경의 관계를 분석한다.
(2) 로봇의 기본 구성과 전형적인 구조 및 응용 배경을 이해하고 자유
도의 내포 의미를 설명하며 로봇의 감지, 제어, 구동 등 부분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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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고 로봇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익힌다.
(3) 자주 보는 링크 장치의 구조와 그 응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수요에
근거해 간단한 링크 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한다. 간단한 기어비를
계산한다. 조립 도안에 따라 간단한 기어장치를 설치하고 성능 시험
한다. 로봇 기계 구조에 대한 초보적 수준의 설계 방법을 익힌다.
(4) 로봇에 대한 기본적인 감지 기능을 이해하고 센서 감지 외부 환경
정보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와 방법을 파악하고 비교와 분석을 통
해 로봇 상용 센서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한다.
(5) 로봇의 기능 요구에 따라 센서를 선택하고 설치하며 성능 시험을
진행한다.
(6) 실제 사례를 결합해 로봇 이동 경로 계획과 운동 제어 개발과 관련
된 상용 제어기 종류를 설명하고, 제어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 과정을 이해하며 한 종류의 제어기에 대한 기본 구성 및 동작
과정을 이해한다.
(7) 로봇 제어기의 최소 시스템 하드웨어 하나를 설계하고 제어기와
센서 인터페이스 회로, 액추에이터의 구동 회로 설계 방법을 파악
한다.
(8) 로봇 이동 경로 계획과 운동 제어 개념 및 기능을 이해하고, 로봇
의 상용 이동 경로 계획과 운동 제어의 설계 방법을 파악한다.
(9) 로봇 이동 경로 계획과 운동 제어에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및
디버그 환경을 숙지하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로봇 이동 경로 계획과
운동 제어를 구현하는 방법을 파악한 후프로그램 디버깅을 하고
프로그램을 다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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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제안]
교육 전략 제시
학생들을 구성해 현장을 방문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
로 로봇의 동작 과정을 이해하고, 로봇과 인간, 기계와의 관계를 체득할
수 있다. 몇 가지 종류의 다른 유형의 로봇 플랫폼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분해하고 조립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분해와 조립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로봇의 기계 구조 특징과 동작 조화성 기준을 분석하게 해서 로봇 기계
구조의 설계 방법을 이해하도록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센서를 관찰하고 그 동작 원리를 분석하게 할 수 있다. 인간의 자체 감각
기관이 외부 환경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을 인식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이
로봇 설계에서 센서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있게 인식하도록 한다. 로
봇에 서로 다른 기능 요구를 설정해 학생들이 적합한 센서를 선택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로봇 운동의 실제 사례를 통해 로봇 이동 경로 계획과
운동 제어의 함의 및 필요성 그리고 실용성을 설명할 수 있다. 로봇의 실
제 사례를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설명하고 이동 경로 계획과 운동
제어의 프로그램 설계 방법을 설명한다. 로봇 운동 프로그램 루틴을 통해
학생들이 루틴을 간단하게 모방하고 루틴을 수정하는 것부터 새로운 루
틴을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지도해 이동 경로 계획과 운동 제어의 프로그
래밍, 디버깅, 다운로드 등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
인다. 컨트롤 칩 및 주변 회로를 이용해 최소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어기의 A/D(아날로그/디지털 신호 전환 모듈), D/A(디지털/아날로그
신호 전환 모듈), DIO(디지털 입력, 출력 모듈) 등 인터페이스 채널을 이
용해 센서 정보 채집과 처리 그리고 액추에이터의 구동 설계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제어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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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익힌다. 하드웨어 설계 사례와 소프트웨어 루틴 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설계를 모방하는 것에서부터 자
주적으로 설계하는 것까지 지도해 로봇 제어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
트웨어 설계를 완성하도록 할 수 있다.

프로젝트 과제 제안
바퀴 달린 로봇, 이족 로봇, 사족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을 분해, 조립하
고 기능 개선을 위한 설계를 하며 운행해 볼 수 있고, 불끄기, 공 줍기,
스피드 경쟁, 운반 등 기능이 다른 로봇의 설계 및 성능 시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교육 장비 제안
(1) 본 모듈 교육 활동은 전용 교실에서 진행해야 한다. 전용 교실은
몇 개의 기술 실습 작업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분해 및
조립 구역, 하드웨어 설계 및 성능 시험 구역, 소프트웨어 설계 및
성능 시험 구역, 시합 진행 구역, 토론 및 교류 구역 등이다.
(2) 전용 교실에는 인터넷 학습 환경, 컴퓨터, 로봇 설계 소프트웨어,
로봇 플랫폼, 간단한 기계 구성 부품, 상용 센서, 제어기 개발 장치,
상용 전자 부품, 전원, 공구상자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학업에 대한 요구]
본 모듈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로봇 3원칙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
고, 로봇이 인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며 로봇과 인간, 기계와의
관계를 체득한다. 로봇의 기본적인 구성과 전형적인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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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달린 로봇, 보행 로봇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를 파악한다. 로봇의 분
해와 조립을 할 수 있다. 로봇의 감지 수요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센서를
선택하고, 장애물 피하기, 탐문해서 (사람) 찾기, 빛으로 제어하기, 소리
로 제어하기, 가속, 감속, 등속 등의 로봇 기능 중 임의로 최소 4가지를
할 수 있다. 사례 분석을 결합해 로봇의 이동 경로 계획과 운동 제어의
전형적인 임무를 이해할 수 있으며, 로봇 이동 경로 계획과 운동 제어의
컴퓨터 프로그램 설계, 디버깅, 다운로드 방법을 파악해 로봇의 이동 경
로 계획과 운동 제어 임무 중 최소 한 가지를 실현할 수 있다. 사례 분석
을 결합해 최소 제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계를 완성하고 제어기의
A/D, D/A, DIO로 설계 완성된 로봇 센서를 사용해 정보를 채집, 처리,
구동할 수 있다. 로봇 설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기술과 직업 시리즈

7) 기술과 직업 탐색
일반 고등학교 단계는 학생들이 인생을 계획하고 직업을 탐구하는 중
요한 단계이다. 본 모듈은 학생들이 기술과 직업 세계에 대해 탐구적으로
이해하며 기술, 직업, 사회 3가지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정확한 직업
관, 창업관 그리고 인재관을 육성해 일정 정도 직업에 대한 인식과 인생
을 계획하는 능력을 길러 미래 직업 생활에 적응하고 대학 전공 학습에
기초를 다지는데 도움을 주는데 그 취지가 있다.
본 모듈은 ‘기술과 직업 구조’, ‘기술과 직업 소양’, ‘기술과 직업 선택’,
‘기술과 창업 능력’의 네 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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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직업 탐색
기술과 직업 구조

기술과 직업 소양

기술과 직업 선택

기술과 창업 능력

[내용에 대한 요구]
(1) 실제 사례를 결합해 기술 진보와 직업 발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
고 직업 발전의 역사 변천을 이해하며 기술 기능형 인재가 종사하
는 직업의 일반적인 기술 요건과 특징을 이해한다.
(2)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직업 분포를 이해하고 어떤 한 직
업의 기술 규범을 분석하고 설명한다.
(3) 어떤 구체적인 직업을 조사해 해당 직업의 핵심 기능 및 종사자의
직업 정신과 인문소양 등 측면의 요건을 설명하고 분석한다.
(4) 직업 체험 등의 방식을 통해 직업에 대해 초보적 수준으로 인식하
고 자신의 직업 흥미와 경향을 이해한다.
(5) 기술 변천과 결합해 미래 직업이 가능한 발전 추세를 이해한다. 자
신의 직업 흥미와 경향을 결합해 대학교 전공 설정 및 관련 전공의
기술적 내포 의미를 이해해 전공, 직업, 직업 선택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확한 직업관과 직업 선택관을 수립한다. 스스로 기술
소양을 평가하는 것을 익혀 직업 매칭도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6) 전공과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과 원칙을 이해하고 전공 선택의 방
법을 익혀 전공 선택과 직업 발전 계획에 대한 초보적인 수준의 능
력을 갖춘다. 자신의 특징에 어울리는 직업을 선택해서 직업 발전
계획 의식을 가질 수 있다.
(7) 실제 사례를 결합해 기술이 ‘대중창업(大衆創業), 만인혁신(萬人革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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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창업하고 혁신하자)’에서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창업의 기본적인 지식과 창업자의 능력 자질 요건에 대해 이해해
창업 혁신 의식을 어느 정도 갖춘다.
(8) 창업 설계 사례 분석을 통해 창업 정신을 느끼고 초보적인 수준의
창업 혁신 능력을 갖추며 간단한 창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교육 제안]
교육 전략 제안
모둠 토론과 그래프를 만드는 등의 방식을 통해 조를 나눠 해당 지역
의 주요 산업, 중요 업계의 직업 발전 현황 및 추세 그래프를 그리게 하
고 교실에서 전시하고 교류할 수 있다. 지식 경쟁, 사례 분석, 역할 맡기,
직업 발전 계획 전시 등의 방식을 통해 학생들이 직업 소양 요건을 이해
하고 직업 에티켓, 직업 규범의 내포 의미 및 그 표현 상황 등을 이해하
도록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유명인의 전기를 읽고 유명인들이 직업을
선택한 사례를 수집하게 해서 긍정적인 직업관과 직업 선택관을 갖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세 가지 직업’을 쓰게 하고 세 가지 직
업에 종사한 사람 중 학생들이 아는 한 인물의 이름을 쓰게 한 후 해당
인물이 직업에 종사한 것에 대해 설명하게 할 수 있다. 학생들의 가족,
동급생, 친구들에게 창업에 대한 의견을 구해 창업이 취업을 이끈다는 것
에 대한 의식이 형성되도록 하며, 개인 창업 자질에 대한 자아 평가를 한
차례 진행해 학생들이 자주적인 창업을 할 때의 장점과 단점을 한 층 더
깊이 있게 분석하도록 돕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태도와 방법으로 개인
창업을 바라보는 것을 배운다. 어떤 업계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을 초청해
그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모범이 되는 사람과의 가까운 접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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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모범적인 노동자 정신을 느끼고 그 정신을 더욱 발전시킨다. 학생들
에게 자서전을 쓰도록 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연습하고 자신의 특징
을 결합해 스왓분석법(SWOT)으로 자아 직업 발전 계획 설계서 또는 창
업 계획서를 작성한다.

프로젝트 과제 제안
모둠 토론 문제 목록을 제공해 학생들이 기술과 전공, 직업, 산업에 대
해 전체적인 인식이 형성되도록 한다. 해당 학교, 해당 학급의 실제 상황
을 결합해 일반적인 직책을 설정한다. 예를 들면 안전 관리원, 생활위원,
홍보위원 등으로 각 직책의 책임 요건과 계량화 검사표를 작성해 학생들
에게 역할을 맡아 직업 규범과 책임 의식을 체험해보도록 한다. 현대 기
술 발전에 기반해 모둠별 창업 프로젝트 또는 과제의 계획, 조직, 시행
등을 통해 창업의 실제 과정을 모의 체험한다.

교육 장비 제안
(1) 전용 교실에는 최신판 『중화인민공화국 직업 분류』, 『직업 자격증
규정』, 『일반 대학교 학부 전공 목록』 및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취업 허가 통제 직종(직업), 자격증 보유 취업 기준과 요건 등이 구
비되어 있어야 한다.
(2) 전용 교실에는 직업 정신, 규범, 기능 등과 관련된 내용의 괘도, 동
영상 등 정보 자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관련 사례 분석 자료
및 ‘대중창업(大衆創業), 만인혁신(萬人革新)((모두 창업하고 혁신
하자)’과 관련된 정책 문건을 구비한다.
(3) 전용 교실에는 역할을 맡을 때 사용하는 직업 복장 또는 마크,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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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실계 사례, 개인 직업 이미지 설계표, 개인 창업 소양 평가
계량표 등을 구비해 학생들이 자신의 직업 이미지를 설계할 수 있
도록 지도한다.
[학업에 대한 요구]
본 모듈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기술과 직업의 관계, 산업, 직업의 구
조와 분류에 대해 비교적 완전한 인식을 갖게 된다. 기술의 변천과 결합
해 해당 지역의 산업, 업계와 직업의 현황 및 발전 추세를 분석할 수 있
다. 기술 특징 등 측면에서 일반적인 직업 한 가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
다. 일반적인 직업에 대한 업무 분석을 진행해 종사자의 직업 소양과 기
술 소양에 대한 요건을 이해하며 좋은 직업 에티켓과 직업 행위 규범을
기르는 것이 개인의 직업 발전 및 사회 문명 진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업에 대한 경외심과 존중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자신의 기술
소양, 직업 흥미, 직업 경향 등에 대해 측정 및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관
련 직업 매칭도를 분석할 수 있다. 직업과 전공 선택에 다양한 대응 관계
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어떤 한 업계와 관련된 직업과 전공
을 이해해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해 초보적 수준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창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과 주요 경로를 이해하고 개인 창업 조건
의 분석 방법을 파악하며 자신의 특징과 결합해 자아 평가를 할 수 있다.
간단한 창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8) 직업 기술 기초
현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술과 직업 관련성이 갈수록 밀접해
지고 있다. 본 모듈은 학생들이 직업의 세계에서 필요한 기본 기술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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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체험하고 초보적인 수준에서 탐색해 학생들이 미래 어떤 직업에 종
사할 때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그 취지이다.
본 모듈은 ‘재료 및 가공’, ‘에너지 및 전환’, ‘정보 및 관리’, ‘기술사용과
유지보수’의 네 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직업 기술 기초
재료 및 가공

에너지 및 전환

정보 및 관리

기술사용과 유지보수

[내용에 대한 요구]
(1) 상용 재료의 물리, 화학 특징 및 가공에 대한 그것의 영향을 탐구
하고 설명하며,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가 가능한 일반적인 재료
의 현대 과학기술, 공업 및 농업 생산과 일상생활 중의 응용을 이
해해 새로운 재료에 대한 민감성과 탐구 정신을 갖춘다.
(2) 몇 가지 상용 재료의 감각 특성, 기능 특성, 가공 방법을 비교하고
재료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이용해 제품 설계와 재료 계획을 세우
고 가공하는 것을 익힌다. 재료 사용에 따른 사회 및 환경 영향을
평가한다.
(3) 에너지가 존재하는 다양한 방식 및 제품에 사용하는 과정 중 에너
지 소모 및 그것의 에너지 전환을 탐구하고 설명하며 에너지 절약
과 에너지 개발에 대한 의식을 키워 검소하고 절약하며 저탄소의
친환경 생활 방식을 유도한다.
(4)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지열 에너지 등 신형 친
환경 에너지의 특징을 간단힌 비교, 분석하고 에너지 응용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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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환경보호 가능성을 확인하며 미래 발전의 예상 추세를 이해
한다.
(5) 사례 분석을 통해 직업과 관련된 정보 의식을 갖추고 실제 사례를
운용해 정보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어떻
게 전송되고 운용되는지 설명한다.
(6) ‘인터넷+’ 시대에 정보기술이 제조업, 상업, 금융업 등 업계에 미
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정보기술이 직업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응용
되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간단한 정보 제품을 창작한다.
(7) 제품의 생명 주기와 사용 수명을 이해해 양호한 제품 사용과 기술
조작 습관을 기른다.
(8) 사용자 수첩, 규정 또는 기타 정보를 이용해 기술 제품의 동작 방
식을 관찰하고 이해한다.
(9) 도구, 측량기, 설비를 합리적으로 사용해 기술 제품과 설비를 진단
하고 유지 및 보수하며, 유지보수 과정에서 경제성, 안전성 및 환
경보호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교육 제안]
교육 전략 제안
기술 체험, 조사 등의 방식을 통해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보는 금
속, 비금속, 복합 재료의 특징과 가공 방식을 탐구하도록 할 수 있다. 학
생들이 백열등, 태양 에너지 전지, 가정용 레인지 등의 생활용품을 탐구
하도록 하거나 학생들을 데리고 발전소 등을 참관하는 방법 등을 통해 에
너지의 다양한 형식과 전환 방식을 이해하게 할 수 있고,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산업, 친환경 생산 산업,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이해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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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 소비 혁명이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는 것을 느끼도록 한다. 정보기술이 상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에 응용되
는 전형적인 사례를 학생들이 분석하고 간단한 정보 제품을 창작해 교류
및 전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품 설명서 또는 사용 안내서에 따라 학생들
을 모둠으로 나눠 일상생활 중 기술 제품을 분해하고 조립해볼 수 있다.

프로젝트 과제 제시
실제 상황에 따라 금속 가공, 목공, 전자전기, 전자 상거래 등 기본적인
직업 기술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학생들이 선택하고 체험하게 할 수 있다.
학생들을 조직해 ‘탄소재료의 성능과 작품 설계’, ‘자전거 설치와 개조’,
‘에너지를 사용한 구동 제품의 설계와 제작’, ‘자동차 및 관련 시스템 분석’,
‘한 가지 기술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모둠별
로 탐구, 테스트, 진단, 고장 점검, 유지보수 등 실습 활동을 할 수 있다.

교육 장비 제안
(1) 본 모듈의 교육은 전용 교실에서 진행해야 한다. 교실은 재료와 가
공 구역, 에너지 전환 구역, 정보 관리 구역, 제품 시스템 유지보수
구역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기술과 설계1’ 모듈의 전용 교실
또는 직업 대학 실습실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2) 전용 교실에는 자주 보는 켄트지, 옷감, 플라스틱, 목재, 금속 등
다양한 재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가공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재료의 수공 도구, 기계 도구를 갖춰야 한다. 전기 에너지, 태양 에
너지, 열 에너지, 기계 에너지 등 상호 전환되는 재료, 키트, 장치,
모듈을 구비해 학생들이 연구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한다.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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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디지털 측량기 등 도구 및 설비를 구비한다.
(3) 전용 교실에는 복합재료, 레이저 절단기, 3D 프린터, 디지털 선반,
소형 디지털 밀링 머신, 디지털 조각기 등 새로운 재료, 새로운 공예,
신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 장비를 구비할 수 있다.

[학업에 대한 요구]
본 모듈에 대한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최소 세 가지 종류의 일반적인
재료 특징을 탐구하고 설명할 수 있다. 재로를 적절하게 선택하고 합리적
으로 계획하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재료를 선택할 때 기술, 사회,
법률, 환경보호 등 여러 측면의 요소를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다. 어떤
구체적인 기술 장치를 결합해 에너지별 존재 방식을 설명하고 에너지 이
용 및 전환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 조사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여러
방법을 이해할 수 있고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의식이 강해진다. 직업과 관
련된 정보 의식이 형성될 수 있으며 사용자 수첩, 규정 또는 기타 정보를
이용해 기술 제품의 동작 방식을 관찰하고 이해한다. 시스템을 정확하게
조작해 설계한 방식에 따라 운영할 수 있어 양호한 조작 습관을 기른다.
도구, 측정기, 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해 시스템을 진단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다. 어떤 기술 시스템의 고장 상황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
를 분석할 수 있다.

9) 창조 능력 개발과 기술 발명
기술의 본질은 창조에 있다. 창조 능력의 발전은 한 민족이 확고한 기초
위에 설 수 있는 동력이다. 본 모듈은 학생들이 기술의 발전을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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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명과 혁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일정한 기술과 방법을 의식적으
로 운용하는 것을 통해 창조와 발명의 과정을 체험해서 적극적인 창조 의
지와 흥미가 생기고 비판적 사고와 창조적 사고를 기르는데 그 취지가 있다.
본 모듈은 ‘기술과 창조 능력 개발’, ‘혁신적 사고력과 기법’, ‘혁신 도
구와 메이커 문화’, ‘발명 성과와 특허’의 네 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창조 능력 개발과 기술 발명
기술과 창조 능력
개발

혁신적 사고력과
기법

혁신 도구와 메이커

문화 발명성과와
특허

[내용에 대한 요구]
(1) 기술의 창조적 특징을 인식하고 혁신이 기술 발전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며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발명과 혁신을 이해하고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2) 창조 능력의 요소 구성에 대해 이해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혁신 의
식, 혁신 정신, 창조적 사고, 혁신 방법이 창조 능력 개발에서 차지
하는 가치를 이해한다.
(3) 창조적 사고의 특성을 설명하고 비교, 탐구 등 방식을 통해 추상적
사고, 이미지 사고, 직관적 사고, 영감적 사고, 확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 분석적 사고, 역발상적 사고, 연산적 사고방식의 특징을 이해
한다. 비판적 사고를 이용해 기존의 기술성과에 대해 기술 분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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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조 기법인 브레인스토밍, 수사적 질문, 연관성 분석법, 유추법,
열거법, 형태 분석법, 시스템적 질문법 등 기본적인 방법을 숙지하
고 여러 가지 창조 기법을 종합적으로 응용해 기술 제품에 대한 혁
신 설계를 진행한다.
(5) 창의적 도구의 풍부성과 발전성을 이해하고 2~3가지의 창의적 도
구와 공개된 데이터 및 정보를 사용해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제조
한다. 레이저 절단기, 3D 프린터기, 디지털 선반 등 새로운 재료,
새로운 공예를 사용해 설계한 것을 구현한다.
(6) 혁신 문화가 기술 진보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메
이커 및 메이커 문화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하며 메
이커 스페이스의 여러 가지 형태를 알고 전형적인 메이커 사례의
창조 활동 기초와 경로에 대해 과학적 분석을 진행한다. 생산도구
를 운용해 창의적인 설계와 기술 혁신 실전 활동을 시도해 보고 성
과 공유와 창조 과정의 즐거움을 체험한다.
(7) 여러 교과목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운용해서 일정한 원칙과 방법에
따라 기술 혁신의 일반적인 과정을 거친 뒤 창조적 설계 성과를 만
든 후 교류하고 평가해 실제 성과로 전환한다.
(8) 창조한 성과의 이로움과 폐단을 분석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
는 것을 방지하는 최적화 경로와 효과적인 조치를 제안한다.
(9) 타인의 창조적 설계 성과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기술 분야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아 기술을 사용하고
발명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의식과 윤리 의식 및 책임 의식이 생긴다.
특허 데이터베이스 및 자료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방법을 능숙하게
하고 시뮬레이션 또는 실제 참관 등을 통해 특허 신청 방법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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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제안]
교육 전략 제안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기술 발명과 혁신 사례를 선택
하거나 중국 고대 4대 발명의 사례를 선택해 창조 능력 개발에 대한 호기
심을 자극할 수 있다. 발견식 교육법을 채택해 학생들이 관련 자료를 수
집하고 학습해 창조적 사고, 창조적 기법 측면의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도
록 지도할 수 있다. 학생들이 과학성, 창의성, 실용성의 원칙에 따라 자주
적으로 주제를 선택하고, 자주적으로 설계하며, 자주적으로 자료와 도구
및 설비를 선택해 상용 수공 도구, 디지털 선반, 레이저 절단기, 3D 프린
터 등의 조작을 통해 모형 제작을 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
생들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계획을 구현하는 과정에서의 복잡성과 창
조성을 체험할 수 있다. 과제에 대한 경쟁 입찰의 형식을 채택해 메이커
문화를 육성할 수 있다. 고객이 중심이 되는 환경을 구축해 학생들이 메
이커 및 메이커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중국의 기술 혁신 현상에 대
해 문화적 성찰을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프로젝트 과제 제안
‘물 1리터로 작은 차는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 등의 기술적 질문
에 대해 학생들을 구성해 기술 혁신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실습 중 창조 능력 개발 과정을 체험하고 느끼도록 지도한다.
사이다 병뚜껑 스패너, 지붕 받침 모형 등 전통적인 용품의 창의적 설계
와 제작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친환경 판매기, 현대 교량 모형 등 현대
용품의 최적화 설계와 제작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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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장비 제안
(1) 본 모듈의 교육은 전용 교실 또는 학교의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진
행해야 한다. 교실은 창의 설계 구역, 가공 제작 구역, 교류 및 전
시 구역, 재료 보관 구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전용 교실에는 기술과 창조 능력 개발과 관련된 실제 사례, 전형적
인 작품 및 역대 학생들의 창의적 작품이 있어야 한다. 인터넷 환
경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설계 도구, 설계 보관소, 설계 사례,
설계 모형, 창조 방법, 가공 공예 등 측면의 교육자원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전용 교실은 ‘기술과 설계1’, ‘기술과 설계2’ 등 모듈의 전용 교실
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그곳에 구비되어 있는 도구, 재료, 설비
및 안전 용품 등 요건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학업에 대한 요구]
본 모듈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구체적인 기술 응용의 실제 사례를
운용해 기술의 생산과 발전을 설명하고 기술의 창조적 특징을 인식하며
기술 발전에 필요한 발명과 혁신을 이해할 수 있다. 창조 능력의 구성요
소를 알고 긍정적인 창조 의지와 흥미가 형성되며 양호한 비판적 사고와
창조적 사유 등을 기른다. 어떤 혁신적 사고 형식을 적합하게 선택해 기
술 혁신을 진행하고 여러 종류의 창조 기법을 의식적으로 운용해 기술 문
제를 해결하며 혁신 방안을 설계할 수 있다. 1~2 종류의 생산 도구를 운
용해 상응하는 창의적 설계와 제품 제작을 할 수 있어 창조하는 즐거움을
체험하고 대담하게 혁신하는 행위 습관이 형성된다. 자주적으로 주제를
정하고, 설계하며 제작하는 등 발명 창조 작품 하나를 완성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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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홍보 판넬 하나를 설계하고 창조적 설계 성과를 구체적 작품으로 전
환하는 것을 시도한다. 타인의 창조적 설계 성과와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원칙과 방법을 알고, 인터넷을 통해 특허 데이터베이
스 및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 또는 실제 참관 등을 통해
특허 신청 방법을 배운다.

10) 제품 3D 설계와 제작
3D 프린터 기술은 컴퓨터 제어로 재료를 층층이 겹치는 방식으로 3D
물체를 제작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본 모듈을 통해 학생들은 일상적인
3D 프린터 기술 및 그 원리를 이해하고 3D 설계 프로그램을 초보적인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3D 프린터 기술과 제조 기술의 사고력, 방
법, 도구 등을 이용해 실제 기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모듈은 ‘3D 프린터 원리’,‘ 3D 프린터 기술 분석’, ‘3D 모형 설계’,
‘3D 프린터 기술 응용’의 네 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제품 3D 설계와 제작
3D 프린터 원리

3D 제품 설계 분석

3D 모형 설계

3D 프린터 기술 응용

[내용에 대한 요구]
(1) 3D 프린터 기술의 생산과 발전사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직접 체험
을 통해 3D 프린터 기술이 자연과 인류의 생산과 생활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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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 종류의 일반적인 3D 프린터기의 동작 원리와 응용 분야, 기술
적 제한 등을 설명하고 3D 프린터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한다.
(3) 3D 프린터 모형 데이터를 얻는 경로를 알고 도면 방식을 이용해서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열용해 적층 방식) 기술을
채택한 3D 프린터의 작동 과정을 표현한다.
(4) 3D 프린터의 성형 공예 특징을 결합해서 설계한 제품에 대해 기
술적 분석을 진행한다.
(5) 제품 설계 요구와 3D 프린트 성형 공예 요구를 동시에 만족하는
기술 설계와 제작 방안을 만든 후 비교, 평가, 최적화 과정을 통해
최종 해결 방안을 확정한다.
(6) 3D 설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설계 방안을 3D 디지털 모형으로
전환하고 설계 제품의 3D 디지털 모형에 대해 최적화, 렌더링, 테
스트하며, 3D 디지털 모형을 상응하는 2D 기계 가공도로 전환하
는 방법을 파악하고 실용적인 도형의 레이어와 레이어별 경로 계
획을 이해한다.
(7) 설계된 3D 디지털 모형에 대해 3D 프린터의 슬라이서 소프트웨
어를 사용해서 레이어 슬라이싱, 경로 계획 및 관련 파라미터 설정
을 하고 프린터의 실행 명령어 파일로 전환한다.
(8) 제품의 3D 설계와 3D 프린터 기술을 응용해서 실용적이면서도
간단한 조합 구조로 이루어진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한다. 제작이
완성된 제품에 대해 후속 가공, 조립, 테스트를 진행한다.
(9) 3D 스캔, 리버스 엔지니어링, 지능형 제조가 기술 제품 설계와 제
작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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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제안]
교육 전략 제안
관련 동영상 방영과 사진 전시 등을 통해서 시기별 3D 프린터가 제작
한 실물을 결합해 해석하고 체험하며 비교할 수 있다. ‘자체 피부를 이식
하는 것에서부터 인체 자체 피부를 이용한 프린터 이식’, ‘설계, 모형 설
계, 모델링, 조립 등 번거로운 프로세스를 거치는 제품 설계와 제작을 설
계와 프린터로 간소화’, ‘수공 집짓기에서 3D 프린터로 만든 집까지’ 등
의 프로젝트를 통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다. 변론 형식을 통
해 3D 프린터 기술이 미래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해해
3D 설계와 제작 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기술을 이성적으
로 대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다. 관련 자료 검색과 실제 조작 및 실물 전
시 등을 통해 프린터 재료, 프린터 원리, 응용 분야 사이의 관계 및 제한
등을 비교하고 체험하며 분석할 수 있다. 문제해결에 기반한 3D 설계 도
안에 대한 설명, 분석, 토론 등의 방법과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작한 제
품을 통해 3D 제품 기술 분석에 관한 방법을 이해하고 3D 프린터 제품
기술 설계와 제작의 일반적인 과정을 파악한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점,
선, 면, 체 등 간단한 도형을 그려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의 각
버튼 기능 및 그 응용에 대해 점차 익숙해지도록 하고, 비교적 간단한 설
계 종합 훈련을 진행한다. 비교적 복잡한 실물 3D 설계, 테스트, 렌더링
을 진행할 수도 있다. 3D 프린터기 제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Gcode 파일
과 X3G 파일에 대해 확장자 변환과 프린트를 하고 3D 프린터기 제어 인
터페이스 각 버튼의 기능 및 사용 방법을 체험하고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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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제 제안
3D 설계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터 기술을 선택해 간단하게 일체화된
임베디드 방식 구조의 프로젝트 과제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체육 교사가 사용하는 호루라기를 설계하고 제작해 3D 프린터 기술 특유
의 가공 기능을 체험하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체득
한다.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된 제품 설계 프로젝트를 과제로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손잡이가 있는 찻잔의 설계와 제조, 바람을 동력으로 하는 배
의 3D 기술 분석 등으로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문제를 찾고, 문제해결
경로를 탐색하며 3D 설계와 제작 방법을 파악하도록 한다. 여건이 되는
학교에서는 3D 스캔 기술 운용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3D 설
계 중 실물 3D 데이터를 빠르게 획득하게 해 3D 설계와 제작 기술 체험
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교육 장비 제안
(1) 본 모듈의 교육은 전용 교실에서 진행해야 한다. 전용 교실 공간은
설계 구역, 프린터 구역, 가공 구역, 테스트 구역, 전시 구역 등으
로 나눌 수 있으며 네트워크 학습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2) 전용 교실에는 3D 프린터기, 고성능 3D 설계 컴퓨터, 네트워크
레이저 프린터기 등의 설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수공 제도 키
트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줄 세트, 소형 광택기, 소형 디지털 선
반, 연마기, 연마대 가공장치 등 정밀 가공 설비를 갖춘다. 상응 기
술 설계와 관련된 도서, 사진, 전형적인 사례집 등의 도서 자료를
구비한다. 여건이 되는 학교는 3D 스캐너를 구비할 수 있다.
(3) 전용 교실에는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우면서도 기능이 다양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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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설계 소프트웨어를 구비할 수 있으며 더 좋은 기능을 가진
3D 설계 소프트웨어를 구비할 수도 있다.

[학업에 대한 요구]
서로 다른 프린터 원리를 구현하는 다양한 3D 프린터 기술 응용 사례
를 열거할 수 있고 사례를 통해 3D 프린터 기술과 전통 제조 기술이 제
품 제조 분야에서 각각 보여주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 및 분석한다. 3D
프린터 기술이 제조 분야에서 성공한 사례에 대해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토론할 수 있다. 상용 3D 설계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버튼의 기능과 사
용 방법에 익숙하다. 기술 설계 분석에 근거해 간단한 조합식 3D 도형을
그려서 가상공간에서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고, 테스트 결과에 따라, 설
계한 제품을 최적화하고 외관 렌더링을 진행한다. 3D 프린터기 제어 판
넬 보드의 조작 및 일상적인 정비 방법을 익숙하게 파악할 수 있다. 3D
설계 데이터를 3D 프린터기 가공 데이터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
에 가공 과정에서 나타나는 흔한 문제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다. 필요
에 따라 적합한 프린터 받침대를 설계할 수 있다. 실제 필요에 근거해,
측량하고, 초안을 제작하고, 컴퓨터로 3D 설계도를 그린 후 가상환경에
서 테스트하고 최적화할 수 있으며, 3D 프린터기를 이용해 제조 및 설치
하고 성능 시험을 할 수 있다. 3D 프린터 제품의 후속 가공 방법을 익숙
하게 파악할 수 있다. 3D 스캐너의 사용 원리와 응용 분야를 안다.

11) 과학기술 인문 융합 혁신 주제
과학기술 인문 융합 혁신은 주로 실제적인 문제 상황에 기반해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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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공학, 예술, 수학, 사회(약칭 STEAMS) 등 교과목의 지식과 방법 및
기능을 종합적으로 운용해 주제 학습 또는 프로젝트 학습의 방식으로 문
제를 해결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모듈은 학생들이
교과목 융합에 대한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 학생들이 여러 학과목의
지식, 방법을 종합적으로 운용해 현실에 존재하는 과학, 기술, 공정 문제
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해 공학적 사고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키우
며 종합적 소양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본 모듈은 ‘과학기술 인문 융합 혁신 개괄’과 ‘과학기술 인문 융합 혁
신 주제 실습’의 두 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과학기술 인문 융
합 혁신 주제 실습’은 교량, 교통수단, 항공기, 의료기계, 광산 공정 등의
설계 주제로 설정했다. 학교에서는 1~2개의 주제를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다.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 인문 융합 혁신 주제
과학기술 인문 융합 혁신 개괄

과학인문 융합 혁신 주제 실습

[내용에 대한 요구]
(1) 국제사회에서 STS(Science Technology Society, 과학, 기술, 사
회),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과
학, 기술, 공학, 수학), STEM+이념의 발전사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학습 분야 융합이 지식 혁신에서 차지하는 의의를 이해한다.
(2) 과학기술 인문 융합 혁신에 대한 구조 분석을 통해 그것의 내포 의
미와 종합적인 이념을 이해하고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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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과목 간의 구별 및 관련성을 비교하고 분석해 여러 교과목 융합
혁신의 중요성을 체험한다.
(3) 과학기술 인문 융합 혁신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 것의 기초적인 조
건을 이해하고 도구, 재료, 도안, 공예, 테스트 등 기술 요소를 알며,
성능 수요, 생명 주기, 벤치마킹,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 공정 문제
분석 방법이 과학기술 인문 융합 혁신 프로젝트 활동에서 담당하
는 특별한 역할을 이해한다.
(4)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기술과 공정 프로젝트에 함유되어 있는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사회 등의 요소를 분석하고 비교, 평
가 등의 방법을 통해 이러한 요소 간의 제약 관계와 총괄적 특성을
분석한다.
(5) 기술과 공정 문제를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 인문 융합 혁신 프로젝
트 활동의 전 과정을 경험한다. 기술과 공정 문제에 함유된 과학과
수학 문제를 추출하고 분석하며 예술, 사회 등의 각도에서 융합한
다. 적절한 도구를 설계하고 선택해서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록하며 분석한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에서의 지식과 방법을
응용하고 예술과 사회 요소를 체계적으로 고려해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공정 모형을 제작하고 사용해 테스트
하고 생성된 데이터로 현상을 해석하고 예측한다. 과학적인 증거
와 기술적 테스트 결과에 근거해 해결 방안을 보완한다. 과학적 관
점과 경험 증거 및 논리적 논증의 관련된 요소를 이용해 동일 문제
의 다양한 기술적 해결 방안을 비교하고 평가한다.
(6) 1~2개의 주제를 선택해 구체적인 과학기술 인문 융합 혁신 프로
젝트 활동을 전개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여러 교과목의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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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종합적으로 운용해 현실 생활 속의 기술과 공정 문제를 분
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초보적인 수준으로 형성되며, 시스템적
사고와 공학적 사고가 형성되고, 단체 의식과 협력 능력을 기른다.
다음 주제 중 선택해서 진행한다.
- 교량 설계 주제: 간단한 교량 건축 설계를 통해 교량 건축과 문화,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고 교량 설계에 함유된 과학적 문제를 탐구
하며 교량 건축 자재, 구조 등 주요 기술과 공정 관련 지식을 파
악한다.
- 교통수단 설계 주제: 태양 에너지 자동차 등 교통수단에 대한 설
계를 통해 에너지와 동력, 교통, 환경, 사회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자주 보이는 교통수단의 에너지와 동력, 기계, 구조 측면의 과학,
기술, 공정원리를 이해하며, 에너지 절약 기술을 이해하고, 교통
수단 시스템의 구성을 이해하며 교통수단의 기본적인 구조와 그
설계를 초보적인 수준으로 파악한다.
- 항공 관련 기계 설계 주제: 자율주행 비행기의 설계를 통해 공기
동력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주 보이는 로켓, 헬리콥터, 무인기
등의 구조를 이해하며 항공 관련 기계의 간단한 설계와 제작 방
법을 초보적인 수준에서 파악한다.
- 의료 기기 설계 주제: 의료 기기에 대한 설계를 통해 의료 기기의
분류를 이해하고 의료 기기가 가진 중요한 가치를 이해한다. 자
주 보는 의료 기기와 관련된 과학, 기술, 공정 지식을 분석하는
것을 초보적인 수준에서 익히고, 구조, 전자, 제어, 시스템 및 과
련 과학 지식을 응용해 어떤 종류의 의료 기기를 설계하는 실습
과정과 기본적인 방법을 체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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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 공정 설계 주제: 광산 지면과 지하 공정의 시스템 설계를 통해
지면 공정(예를 들어 광물 처리 플랜트, 헤드 프레임, 권양기, 공
기 압축기, 통풍기 등)의 시너지 효과, 지하 공정(터널 공정, 챔버
공정, 부분 설치 공정 포함)의 시너지 효과 및 지면 공정과 지하
공정의 시너지 효과를 이해하고, 관련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사회 등 측면의 문제를 탐구하며 상응하는 공정 모형을 제작하고
테스트한다.

[교육 제안]
교육 전략 제안
본 모듈의 핵심 가치는 여러 교과목 지식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는데 있
는데, 교육과정 목표의 확인, 교육과정 내용의 구조화 분석, 학생과 교육
과정 환경의 분석, 기술 문제의 선택과 개발, 교육과정 전략의 설계, 학습
자료의 평가와 개발을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과학기술 인문 융합 혁
신 프로젝트는 흥미, 문제, 활동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다. 수학, 물
리, 화학, 생물, 역사, 지리, 예술 등 교과목의 지식을 충분히 결합하고 정
보기술을 적절히 이용하며 교육 중 애국주의 교육과 혁명 전통 교육이 들
어갈 수 있도록 유의한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전형적 사례를 선택해 학
생들이 중국 과학기술 혁신에 투신해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인생의 꿈을
갖도록 격려한다.

프로젝트 과제 제시
교육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특징, 과학기술
인문 융합 혁신 주제 진행에 필요한 조건 및 학생의 기존 경험과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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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를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해 주제 진행 분야와 구체적
인 매개체를 선택할 수 있다. 모둠을 나눠서 동일 분야에서 두 개의 매개체
또는 다른 분야에서 두 개의 매개체를 선택해 주제 실습을 하는데 현지
학생들이 부딪히는 실제적인 문제를 최대한 결합시킨다. 예를 들어 현지
의 어떤 교량에 대한 설계, 현지 교통신호등 시스템의 설계, 차별화된 레
이싱 카 설계, 학교 캠퍼스의 비행 장치 설계, 장애인의 의수 및 의족 설계,
현지 지질 또는 광산 자원 조사 관련 프로젝트 설계 등이다.

교육 장비 제안
(1) 본 모듈 교육은 전용 교실에서 진행해야 한다. 교실은 학습 및 교류
구역, 과학 실험 구역, 방안 설계 구역, 모형 제작 구역, 공정 테스트
구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전용 교실에는 선정된 주제와 관련된 모형, 실물, 사진, 도서 등 자
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안전 규범과 고등학교 학생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응 공예에 필요한 각종 상용 재료, 도구, 시설 등이 구
비되어야 하고, 필수 모듈 및 기타 통용기술 전용 교실과 함께 사
용할 수 있다.
(3) 전용 교실은 과학 실험실, 과학기술 혁신실, 교육 실험실, 예술 전용
기자재실, 미술전용 교실 등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학업에 대한 요구]
본 모듈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사회
간의 밀접한 관련성과 과학기술 융합 혁신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고,
기술과 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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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지식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분야와 관련된
과학 원리 및 그 응용, 수학 지식 및 그것의 응용, 재료 및 그것의 가공,
모형 제작 및 그것의 공예 등 기본적인 지식과 기본적인 기능을 초보적인
수준에서 파악하고, 구체적인 분야에서 구조와 기능, 평가와 최적화, 설
계와 혁신 등 기술적 사고와 방법을 운용하는 능력이 초보적인 수준에서
형성되고 설계 혁신 능력이 제고된다. 시스템적 사고와 공학적 사고가 형
성되며 단체 의식과 협력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다. 선택과정
1) 전통 공예 및 그 실습
전통 공예는 인류가 장기간 특정한 도구와 방법을 사용해 손으로 제작한
경험의 산물이며 축적으로, 기술과 예술의 유기적인 결합을 구현했으며,
풍부한 역사와 문화적 요소를 융합한 기술 실천 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
이다. 본 모듈은 학생들이 전통 공예에 대한 일반 지식을 이해하고 전통
공예의 프로젝트 제작과 탐구의 실습 체험을 경험해, 전통 문화의 문화
함의와 기술 특징을 알고 장인 정신을 갖도록 도와주는데 그 취지가 있다.
본 모듈은 ‘종이 공예’, ‘점토, 석기 공예’, ‘금속 공예’, ‘직물 공예’,
‘목재 공예’, ‘유리, 도장 공예’의 여섯 가지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요
에 따라 상술한 관련 내용을 선택해 교육할 수 있다.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전통 공예 및 그 실습
종이 공예

점토 석기 공예

금속 공예

직물 공예

목재 공예

유리, 도장 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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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대한 요구]
(1) 전통 공예의 발전사와 주요 분류를 설명하고 전통 공예의 기술 특
성을 설명하며 전통 공예와 기술의 관계를 이해한다.
(2) 자신이 수집하고 정리한 자료를 운용해 어떤 지역의 민간 전통 공
예 특징과 기능, 풍속 및 문화적 가치를 설명하고 공예 대가, 우수
한 장인이 인생에서 추구한 것과 장인 정신의 본질을 이해한다.
(3) 비물질 문화유산의 전승과 발전 경로를 열거해서 설명하고 장인의
각도에서 전통 공예를 바라보고 실습한다. 일부 전통 공예 기술과
전통 공예 작품에 대해 감상하고 평가한다.
(4) 전통 공예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식을 종합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기술과 과학, 예술, 도덕, 민속 등 측면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5) 현지의 공예 전승자와 공예 대가에 대한 방문 및 조사를 통해 현지
전통 공예의 특성과 기술 요소를 설명하고 상응하는 기술 탐구와
공예 분석을 진행한다.
(6) 다음 프로젝트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전통 공예 실습을 진행한다.
- 종이 공예의 공예 특징, 구조 기능, 주요 가치와 구현 방식을 이
해한다. 종이 공예에서 종이, 인쇄, 슈링클스 조형, 종이 평면 광
고 디자인, 종이 포장 디자인 등 전통 기술의 발전사, 시장 활용,
디자인 원리, 전통 기술 방법을 안다. 종이 공예 작품을 수공 설
계하고 제작한다.
- 점토, 석기 공예의 공예 특징과 기능의 용도 및 구체화 전략, 기
술 방법을 이해한다. 자기, 조각, 소조 등의 전통 가공 공예의 발
전사와 실제 활용, 경제 가치 및 가공 제작의 일반적인 방법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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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용 점토 및 조각 도구를 사용해 간단한 생활용 자기와 도장
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
- 금속 공예의 공예 특징을 이해하고 금속 가공 재료의 속성과 기
본 원리 및 기술 방법을 안다. 금속 공예의 시장 가치와 인문 가
치를 이해하고 금속 공예 중 광산 채굴, 제련, 몰드 캐스팅, 용
접, 절단, 일반적인 기계 가공, 수공 금속 가공 등 기술 중의 일
반적인 기술 방법을 알며 그 중 1~2 종류를 선택해 실습한다.
- 직물 공예의 공예 특징, 옷감 구성 성분과 분류를 이해하고 직물
공예 작품의 종류 및 그것의 시장 가치와 인문 가치를 이해한다.
방적, 베 짜기, 날염, 옷감 납결 염색, 타이다이, 자수, 원사 로프
편물, 편직 등 전통 공예의 발전사와 공예 특징을 알고 직물 공
예 설계와 제작의 일반적인 원리와 방법을 이해해 간단한 납결
염색, 타이다이, 편물, 편직 등의 작품을 설계하고 제작한다.
- 목재 공예의 공예 특징, 목재 제품의 구조와 기능 및 시장 가치와
인문 가치를 이해한다. 일반적인 목재 종류 및 그것의 성장 특징
을 이해한다. 원목 가공, 복합 판넬 가공 기술, 목재 공예품, 페인
트 공예 기술 등 전통 공예의 발전사, 설계 원리를 설명한다. 전통
목공 기술, 나무 구조 연결 기술 및 설계, 제도, 선 그리기, 톱 절
단, 끌 절단, 줄 절단, 연마 등 기술 방법을 운용해 목제 제품을
제작한다.
- 유리, 도장 공예의 공예 특징, 구조 설계 원리, 기능 역할 및 구현
경로를 이해한다. 유리 공예 중 수정 결정판 가마 굽기, 염색, 몰
드 캐스팅 성형, 블로잉 기술을 알고, 도장 공예 중 화학 플라스
틱 미립자 파운딩, 염색, 몰드 캐스팅 성형 등 기술을 안다. 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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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또는 도장 도구를 이용해 1~2개의 생활용품 또는 공예품을
제작한다.
(7) 기술 탐구 또는 기술 테스트 활동을 통해 현대 기술과 전통 공예가
서로 결합하는 경로를 탐구한다.

[교육 제안]
교육 전략 제안
현지의 경제, 문화, 산업 기술 발전을 결합해 ‘종이 공예’, ‘점토, 석기
공예’, ‘금속 공예’, ‘직물 공예’, ‘목재 공예’, ‘유리, 도장 공예’의 6개 전
통 공예 중 진행 가능한 내용을 선택해 교육 실습을 진행한다. 교육과정
에서 관련 기술 사례를 선택하고, ‘주변의 포장’, ‘중국 특유의 도장’, ‘민
간으로 들어간 염직’, ‘지붕 받침 구조 설계 탐구’, ‘수공 유리 예술 기법’
등의 개방적인 설계 실습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프로젝트 탐구를 경험하
고 구체적인 실습을 바탕으로 기술과 창조 능력의 개발을 체험하고 느끼
도록 한다. 학생들의 직접 체험을 통해 자주적으로 관련 매개체 내용을
선택하고 관련 도구, 설비, 재료를 사용해 비교적 간단한 전통 공예품을
제작할 것을 강조한다. 모둠 협력, 교사의 교육, 산학 협력 등의 교육 형
식을 채택해 학생들이 혁신적 사고를 운용해 전통 공예 기술 작품을 개선
하고 혁신하도록 격려한다.

프로젝트 과제 제안
전통 공예 기술의 문화적 분위기를 만들고 관련 전통 공예의 종류를
전시해야 한다. 관련 전통 공예 프로젝트를 선택해 실습을 진행한다. 예
를 들면 ‘판지 포장의 디자인과 제작’, ‘도기 빚기’, ‘전각 도장 새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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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목조 새기기’, ‘중국 노리개 짜기’, ‘금속으로 작은 망치 또는 다
기능 스패너 제작’, ‘퍼즐 또는 필통 제작’, ‘천 가방 또는 작은 인형 봉제’,
‘유리 또는 도장으로 된 실용품 제작’ 등이다. 또한 전통과 현대 공예가
결합되거나 설계와 혁신을 강조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해도 된다. 예를 들면
자사호, 점토 인형, 철 공예 화분대, 연발 석궁, 유리 화병 등을 제작하는
것이다.

교육 장비 제안
(1) 본 모듈의 교육은 전용 교실에서 진행해야 한다. 전용 교실은 설계
구역, 가공 및 제작 구역, 성과 교류 및 전시 구역으로 나눌 수 있
으며, 멀티미디어 교육 여건과 자원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교실
에는 전통 공예 기술을 홍보하는 괘도 등의 자료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2) 전통 공예와 관련된 설비와 도구를 구비하고 금속류 가공에 필요
한 바퀴 달린 기계, 프레이즈반, 대패, 드릴 등의 소형 기계 및 망
치, 가위, 줄, 톱 등 금속 도구를 구비할 수 있다. 목재 재료 가공에
필요한 대패, 톱, 끌, 줄, 맷돌 등 수공 및 전동 도구를 구비한다.
직물류 가공에 필요한 가위와 칼, 줄자, 붓, 전동 재봉틀, 실, 끈 등
의 도구 및 설비, 재료 등을 구비한다. 점토, 석기류 가공에 필요한
조각칼, 도기 제조기 등 관련 설비 도구를 구비한다. 종이류 가공
에 필요한 연필, 자, 가위와 칼, 커터칼, 물감, 풀, 색지 등 도구 및
재료를 구비한다.
(3) 작업복, 보안경, 장갑 등 안전 용품을 충분하게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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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에 대한 요구]
본 모듈의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은 전통 공예의 종류를 알 수 있으며
전통 공예의 발전사를 열거해 설명하고 전통 공예의 기술적 요소를 분석
하며 전통 공예의 문화적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전통 공예 한 가지를
적합하게 선택해 학습하고 해당 전통 공예가 역사적인 발전 과정에서 인
류 문명과 생산력 발전에 어떤 공헌을 했는지 열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지, 인쇄, 제련, 도기 제조, 건축, 교통 등이다. 전통 공예 프로젝트 중
의 어떤 구체적인 기술 문제에 근거해 기술 분석을 하고 탐구할 수 있다.
자신이 설계한 작품에 대해 제도를 하고 도구와 재료를 준비하며 가공 과
정을 계획할 수 있고, 관련 기술 요령과 공예 가공 요건에 따라 작품 제
작을 완성할 수 있다. 제작한 공예 작품에 대해 간단한 테스트를 하고 최
적화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미지 저장 프로그램과 인터넷 상에서 적합한
자료를 다운받아 공예 작품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자신의 공예 작품
설계와 제작을 최적화할 수 있다. 실물로 구현하기까지의 생성 형식, 운
용 효율, 기능 실현, 시장 가치, 계승 혁신 등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을
배운다.

2) 신기술 체험과 탐구
현대사회는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이다. 본 모듈
은 학생들이 새로운 기술 및 그 응용을 체험하고 자주적으로 탐구하는 활
동을 통해, 신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친근감을 갖고 신기술을 느끼고 탐구
하며 운용하는 사고력과 습관을 키우며, 혁신적인 창조를 할 수 있고 자
극을 줄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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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듈은 ‘신기술 발전 개요’, ‘신기술 응용 체험’, ‘신기술 주제 탐구’
의 세 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의 실제 상황과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신기술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선택해 체험하고 탐구형 실습을 할 수
도 있다.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신기술 체험과 탐구
신기술 발전 개괄

신기술 응용 체험

신기술 주제 탐구

[내용에 대한 요구]
(1) 정보 기술, 신소재 기술, 신에너지 기술, 현대 바이오 기술 및 우주와
해양 기술 등의 최신 발전을 열거해 설명하고, 그러한 기술들이 현대
사회의 생산과 생활에 미친 영향을 이해한다.
(2) 신기술 탄생과 발전의 원인을 돌이켜 보고 신기술이 사회와 경제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한다.
(3) 어떤 한 가지 기술에 대한 기술적 특징, 주요 메커니즘, 응용 범위,
주요 기능, 일반적인 파라미터를 분석하고 비교한다. 예를 들면 인
공지능 기술, 빅데이터 기술, 지능형 로봇 기술, 가공현실 기술, 사
물인터넷 기술, GPS 기술, 3D 프린터 기술, 신소재 기술, 무인기
기술 등이다.
(4) 한 가지 신기술의 어떤 측면에서의 운용을 선택해 체험한 후 해당
기술 규범을 이해하고 안전성 평가를 진행한다.
(5) 어떤 한 가지 신기술의 기본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해당 기술을
이용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실험실 또는 실제 상황에서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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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6) 어떤 한 가지 신기술의 1~2개 중요한 기술 성능, 일반적인 파라미
터에 대해 기술 테스트와 기술적 탐구를 진행하고, 기술 테스트와
기술 탐구의 결과를 분석해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
(7) 신기술의 발전 추세를 이해하고 신기술과 신제품의 시장 보급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교육 제안]
교육 전략 제안
다양한 방식을 채택해 신기술 성과가 특정한 업계에서 나타낸 응용 효
과를 전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톈궁(天宮), 쟈오룽(蛟龍), 톈옌(天眼), 우콩
(悟空), 무즈(墨子), 따페이지(大飛機) 등으로 신기술의 신기함을 체득하
고 학습 흥미를 유발한다. 이론이 결합된 실습의 형식을 채택해 신기술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실물 보여주기를 통해 도달해야 하는 효과에 대
해 학생들이 더 깊은 인식을 가지게 된다. 신기술을 응용한 설계와 구현
과정에서 흥미를 유도하고 과제를 수행하게 하며 사례를 분석하는 등의
교육 방식을 채택한다. 모둠을 나눠 과제를 제시해 학생들이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론 지식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한다. 사진, 동영상, 현장
참관 등의 형식으로 학생들이 신기술이 어떤 업계에 가지고 오는 혁신을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브레인스토밍, 기술 공유 및 교류, 도전 대회 등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신기술의 새로운 응용을 탐구하도록 지도한다.

프로젝트 과제 제안
학교의 여건과 학생들의 흥미에 따라 무인기 기술, 사물인터넷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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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제어 기술, 빅데이터 기술, 3D 프린터 기술, 신소재 기술, GPS
기술, 가상현실 기술, 유리 코팅 기술 등의 내용을 선택해 프로젝트와 과
제를 설계할 수 있다. 잠수 로봇, 무인기, 곡선형 TV, 인버터 에어컨, 태
양 에너지 전지 등의 어떤 구체적인 기술 제품에 대한 프로젝트와 과제를
설계할 수도 있다. 과제를 설정할 때는 재미와 실용성을 중시해야 하며
학생들의 실제 조작, 실제 응용 등 실전 능력을 키우고 기술과 가까워지
는 감성을 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교육 장비 제안
(1) 본 모듈은 전용 교실에서 진행해야 한다.
(2) 전용 교실에는 신기술 테스트와 관련된 기초 하드웨어, 재료, 도구
및 소프트웨어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컴퓨터, 데이터 수집 장비(조도 센서, 온도
센서, 소음 센서 등), 통신 장비(무선 게이트웨이, 블루투스 모듈 등),
실행 가능 노드(적외선 제어기, 경보기 등), 임베디드 장비, 공구함
등이다.

[학업에 대한 요구]
본 모듈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신기술의 발전사와 현황을 열거해 설
명할 수 있고, 신기술의 업계 응용에 대해 이해한다. 신기술의 관련 이론
과 방법 및 기능을 이해하고 통신 기술, 네트워크 기술, 감지 기술 등의
기초 지식을 갖추며 신기술 응용의 각 방면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을 갖는다.
신기술 및 신기술의 응용에 대해 자주적으로 탐구할 수 있으며 실습과 혁
신을 진행한다. 학교에서 배운 신기술 관련 지식을 이용해 특정 응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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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설계를 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완성할 수 있다. 실제 조작을 통해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을 파악하고 신기술의 종합적인 운용과 실행을 이
해할 수 있다. 이론 검증에서 설계 개발, 응용 혁신까지의 학습 과정을
통해 신기술에 대한 민감성과 친근한 감정이 생기고 창의적인 창조에 대
한 열정이 형성되며 동시에 신기술에 함유되어 있는 문화적 의미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3) 기술 집적 응용 주제
기술 집적은 기술 혁신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며 기술의 종합적 운
용의 표현 형식이기도 하다. 본 모듈은 학생들이 기술 집적과 응용의 설
계와 자주적인 탐구 활동을 통해 기술 집적에 대한 개념과 기본적인 과정
및 구현 형식을 이해하도록 지도해 기술 탐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기
술을 종합적으로 운용해 혁신적인 창조를 하고자 하는 열정을 키우는데
그 취지가 있다.
본 모듈은 ‘기술 집적 기본 원리’, ‘기술 집적의 구현 형식’, ‘기술 집적
응용과 실전’, ‘기술 집적과 혁신 기업’의 네 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기술 집적 응용 주제
기술 집적 기본
원리

기술 집적의 구현
형식

기술 집적의
응용과 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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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집적과 혁신
기업

[내용에 대한 요구]
(1) 기술 집적의 함의, 기본 과정 및 구현 형식을 열거해 설명한다. 예
를 들면 메카트로닉스 기술 집적, 건축 에너지 절약과 구조 일체화
기술 집적, 네트워크 시스템 기술 집적, 환경 모니터링 기술 집적,
지능형 제어와 네비게이션 기술 집적, 디지털 기술 집적, 가공현실
과 쾌속 조형 기술 집적 등이다.
(2) 기술 집적은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술 변화를 위
해 취하는 중요한 조처이며 기업이 자주적으로 혁신을 진행하는
일종의 새로운 모델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3) 기술 집적은 새로운 관리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실제적인 사
례를 통해 기술을 효과적으로 집적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를 설
명한다.
(4) 일부 주변에서 자주 보는 기술 집적 제품에 익숙하고, 제품에 포함
된 기술에 대해 각각 연구하고 설명하며 그래픽의 방식을 이용해
표현하고 기술 집적의 구현 형식을 이해한다.
(5) 몇 가지 자주 보는 단일한 기술을 운용해 초보적인 수준에서 기술
집적을 진행해서 기술 집적 혁신을 실현한다.
(6) 기술 집적이 산업 발전과 혁신 기업에 가지고 오는 영향을 열거해
설명하고 이를 통해 기술 혁신의 사고력을 갖춘다.
(7) 기술 집적에 반영되고 포함되어 있는 공학적 사고와 문화적 함의
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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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제안]
교육 전략 제안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기술 집적 사례를 선택해서 학생들의 호기심
을 자극하고 관련 학습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기술 집적으로 많은 업
계에서 얻고 있는 응용 효과를 보여주고 학생들이 기술 집적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할 수 있다. 이론과 실전이 결합된 형식을 통해 기술 집적의 개
념과 기본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실물을 보여줘서 기술 집적
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기술 집적에 대한 실습과
운용에 대한 설계 및 실습 과정에서 과제를 설정할 때는 재미와 실용성을
중시해야 한다. 모둠을 나누는 형식으로 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론 지식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공학적 사고를 발전시킨다.

프로젝트 과제 제안
종합적인 성능이 강하고 집적도가 적합한 메카트로닉스, 지능형 제조,
우주와 해양 등 기술을 매개체로 삼아 프로젝트와 과제를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GPS 원리 및 응용 기술’, ‘지도 인지 및 우주비행 기술’, ‘베이
더우 위성 기술과 취업과 창업’ 등에 대해 주제 연구와 탐구를 진행하고
주제를 결합한 국방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민족 자긍심을 심어준다.

교육 장비 제안
(1) 본 모듈의 교육은 전용 교실에서 진행해야 한다.
(2) 전용 교실에는 몇 가지 항목의 기술 집적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하드웨어, 재료 및 도구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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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다음과 같다. 컴퓨터, 데이터 수집 장비(조도 센서, 온도 센서,
소음 센서 등), 통신 장비(무선 게이트웨이, 블루투스 모듈, 네비게
이션 장치 등), 데이터 처리 장비, 기술 집적이 이루어진 제품 또는
모형, 3D 프린터기, 공구함 등이다.

[학업에 대한 요구]
본 모듈의 학습을 통해 기술 집적의 함의와 기본 과정 및 구현 형식을
열거해서 설명할 수 있고 기술 집적이 각 업계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설
명할 수 있다. 자주 보는 기술 집적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기술 집적의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 기술 집적에 대한 초보적인 수준의 사고가 형성된
다. 학교에서 배운 기술 집적 관련 지식을 이용해 특정 응용 시스템을 설
계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완성할 수 있다. 실제 조작을 통해서 문제를 분
석하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고 전체적인 해결 방안을 설계하는 것을 배우
며 기술 집적을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실현하는 것을 이해한다. 기술 집적
이 산업 발전과 혁신 기업에 가지고 온 영향을 열거해서 설명할 수 있고
기술 집적이 반영하고 함유한 공학적 사고와 문화적 함의를 이해해 혁신,
창조, 창업에 대한 열정을 키운다.

4) 현대 농업 기술 주제
현대 농업 기술은 현대 기술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모듈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현대 농업의 함의와
주요 특징을 이해할 수 있고 농업과 관련된 기술 실전 활동을 설계하고
진행해 여러 가지 노동을 체험하고 이를 통해 과학 생산 기능을 높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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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사랑하고, 농촌을 사랑하며 농민을 사랑하는 감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본 모듈은 ‘친환경 식품’, ‘품종 자원의 보호와 이식’, ‘수경 재배’, ‘동
물 영양과 사료’, ‘병충해 예측 및 종합적 처리’, ‘농산품 마케팅’의 여섯
개 단원으로 구성된다.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현대 농업 기술 주제
친환경
식품

품종 자원의
보호와 이식

수경 재배

동물 영양과
사료

병충해 예측 및
종합적 처리

농산품
마케팅

[내용에 대한 요구]
(1) 현대 농업의 함의, 특징, 유형을 설명하고 현대 농업 기술이 인류
생활과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생태 환경과 농업의 지속 가능
한 발전과의 관계를 이해한다.
(2) 현대 농업의 기술 특징과 요소 구성 및 발전 추세를 이해하고 농업
관련 과학기술이 현대 농업 발전의 지지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열
거하면서 설명한다.
(3) 무공해 농업의 함의 및 관련 개념을 이해하고 친환경 식품 생산,
가공의 기술 표준을 초보적인 수준으로 파악하며 1~2가지 종류의
현지 주요 식품 재배 품종을 선택해 친환경 식품 생산 가공 기술
표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재배 테스트를 할 수 있다.
(4) 품종 자원 보호의 의미와 품종 자원의 종류 및 보호 조치를 설명하
고, 생태 조건과 (우량 품종) 이식의 관계를 이해한다. 현지의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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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따라 도입이 필요한 품종을 선택하고 품종 심의 지역 테스
트의 일반적인 과정과 방법을 이해한다.
(5) 시설농업의 개념과 특징 및 유형을 설명하고 수경재배의 일반적인
시설을 알며 수경 모종을 키우는 방법을 초보적인 수준에서 파악
하고 수경재배 과정에서 물과 비료 관리 및 병충해 방지 등의 기술
을 파악한다.
(6) 동물 영양, 사료 원료, 영양 수요, 사육 기준에 대해 이해하고 현지
에서 주로 사육하거나 양식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사
료 선택 방안을 만든다. 또한 동물 한 종류를 선택해서 사육과 양
식 비교 테스트를 진행한다.
(7) 실제 사례를 결합해 병충해의 발생 패턴 및 병충해 예방과 치료의
의미와 원칙을 열거해서 설명하고 병충해 예측 및 예보에 대한 기
본적인 방법을 초보적인 수준에서 파악한다. 환경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병충해 예방과 치료에 관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현
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바이오 예방·치료, 화학 예방·치료, 기계 예
방·치료 방법 몇 가지를 파악한다.
(8) 농산품 마케팅의 개념, 역할, 현황 및 주요 경로를 열거해서 설명
하고 농산품 마케팅의 방법과 기본적인 기능을 파악하며 현지 시
장의 기본적인 여건과 농산품의 특징에 따라 농산품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마련한다.
(9) 농업 정보화의 개념과 요소를 설명하고 농업 정보가 현대화 농업
발전에 공헌한 것을 이해한다.
(10) 농촌 진흥 전략의 개념과 함의 및 요건을 설명하고 현대 농업과
농촌 진흥 전략의 관계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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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제안]
교육 전략 제안
본 교육은 현지 농업의 특징과 학습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진행한다.
현지의 현대 농업 자원 상황과 관련된 동영상, 사진 및 자료 등을 전시하
는 것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실제 사례와 결합해 설명을 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학생들은 현대 농업 기술과 일상생활과의 관계를 이해하며 현대
농업 기술에 대한 흥미가 생긴다.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기능 교육에 관
심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기술 테스트 방법과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것에
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프로젝트 과제 제안
위에서 열거한 6가지 현대 농업 기술 주제에 대해 학교는 실제 상황에
따라 그 중 두 개 의 주제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매개체 역시 학생들의 흥미와 교육 여건 또는 현지 자원 상황에 따라 선
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경재배 품종은 채소, 화초의 지방 품종과 개
량 품종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병충해 주제 관련 프로젝트 역시 채소, 화
초, 과수 또는 기타 나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교육 장비 제안
(1) 본 모듈의 교육은 현지 현대 농업 기술 기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현대 농업 관련 설비, 도구 및 재배구역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2) 여건이 되는 학교에서는 사물인터넷으로 제어하는 현대 농업 하우
스와 실외 농원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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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에 대한 요구]
본 모듈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현대 농업의 함의와 주요 특징을 설
명하고 물질적 조건, 과학기술, 산업체계, 경영형식, 새로운 형식의 직업
농민 등과 현대 농업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높은 생산량, 우수한 품
질, 고효율, 생태, 안전 등의 요구사항에 따라 종자와 종자식물, 시설화
재배, 공장화 입체적 재배 및 양식, 절수 수로, 무공해 생산 등 기술 실습
활동을 설계하고 진행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노동을 체험하고 과학 생산
기능을 높이며 농업을 사랑하고, 농촌을 사랑하며, 농민을 사랑하는 감성
을 키운다.

5. 학업품질
가. 학업품질의 의미
학업품질은 학생들이 본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학습한 후의 학업 성취
도이다. 학업품질 표준은 본 교과목의 핵심역량 및 그 표현 수준을 주요
관점으로 삼고 (부록1 첨부), 교육과정 내용을 결합해 학생들의 학업 성
취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수준별 학업 성취도의 핵심적 특
징에 근거해 학업품질 표준은 학업품질을 수준별로 명확히 구분하고, 수
준별 학습 결과의 구체적인 표현을 설명했다.

나. 학업품질 수준
통용기술 학업품질 수준은 모두 5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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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품질 수준 설명

1

1-1 구체적인 기술 사례를 결합해 기술 특성과 발전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술을 친근하게 느끼는 감성과
이성이 형성될 수 있다. 기술과 사람, 자연, 사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기술의 목적성, 실천성, 종합성, 양면성, 특허
성 등을 분석한다. 기술의 사용에 대한 안전 의식, 규범 의식, 윤리 의식, 환경보호 의식, 책임 의식을 갖추고 기술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적응 의식 등이 형성된다.
1-2 기술과 공정의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체계적인 분석 방법을 운용해 기술 설계 분석을 진행하며 기술과
관련된 인간·기술의 관계, 기술과 방법의 합일, 평가 의사결정, 초안의 최적화, 기술 테스트, 혁신 설계 등 기술적
사고와 방법을 초보적인 수준으로 갖출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결합해 기술이 반영된 사회 가치관 및 다원화
문화를 설명하고, 기술의 문화적 특성과 미학의 특징을 이해한다.
1-3 기술 설계의 일반적인 과정을 체험해서 기술 설계의 일반적인 원칙과 방법을 이해할 수 있으며, 수요와
기술 규범에 따르고 기존의 기술 설계 사례를 참고해 동일 기술 문제에 대해 2~3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비교와 평가를 통해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능력과 기본적인 경험이 초보적인 수준으로 갖춰지며 다른
분야에 효과적으로 적용한다.
1-4 기술 언어의 종류 및 그 응용을 나열해서 설명할 수 있다. 간단한 기계 가공도, 전자 회로도와 같은 일반적인
기술 도안을 읽을 수 있다. 간단한 3면도를 그릴 수 있고, 손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으로 간단한 스케치를 해서
설계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다.
1-5 금속, 목재, 전자 부속품 등 상용 재료의 속성, 가공 공예 및 연결 방법을 이해할 수 있으며 모형 또는 제품의
성형 제작과 조립을 익힐 수 있다. 기술 테스트의 의미와 특징 및 일반적인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간단한 기술
테스트 설계를 하고 실행할 수 있다. 테스트 데이터를 분석해 테스트 결과를 얻고 기술 테스트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2-1 생활 속의 기술 사례를 결합해 기술 분야에서의 구조, 과정, 시스템, 제어의 기본 개념과 기본 원리를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이 생활 속에서 광범위하게 운용되는 상황을 열거하며, 기술 문화의 각도에서 기술 제품의
역사적 발전사를 분석하고 신기술이 다양한 수요, 가치 방향, 과학기술 발전 등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 속에서 발전했
다는 것을 이해한다. 기술의 시공관념, 시스템 관념, 공학 모델링, 구조와 기능, 간섭과 피드백 등 기본적인 사고와
방법이 초보적인 수준으로 형성되며 기술에 대한 규범 의식, 품질 의식, 환경보호 의식, 혁신 의식이 확대된다.
2-2 시스템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시스템 분석 방법을 운용해 기술 문제를 분석할 수 있다. 시스템과
공정의 연관성을 알고, 기술 탐구를 통해 시스템 최적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하며, 간단한 시스템 설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간단한 시스템 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을 초보적인 수준에서 파악하고, 시스템과 공학적
사고를 운용해 실제적인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2-3 구조의 일반적인 분류를 설명할 수 있고 간단한 힘 분석을 하며, 기술과 문화의 각도에서 전형적인 구조를
평가할 수 있다. 수요와 문제를 확인하는 것을 바탕으로 간단한 구조 설계를 하고 설계 도면을 제작해 모형 또는
원형을 제작할 수 있다. 과정 중에서 부분과 시퀀스의 함의를 설명할 수 있고, 간단한 순서도를 읽고 그릴 수
있으며 순서 설계와 순서의 최적화 과정 중의 기본적인 요소 및 그 관계를 분석한 후 구체적인 기술 요구사항과
결합해 순서 설계 또는 기존 순서에 대해 최적화 작업을 한다.
2-4 수공 제도 도구 또는 자주 사용하는 2D, 3D 설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구조도, 순서도, 제어 시스템 블록선도
등을 그려서 간단한 설계 계획을 나타낼 수 있다. 사례를 통해 수동 제어, 자동 제어, 지능형 제어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으며, 개루프 제어 시스템과 폐루프 제어 시스템의 기본 구성과 동작 과정을 설명하고, 그 중 제어기, 실행기
등의 기능을 이해하며 간단한 피드백과 간섭 현상 및 그것의 기본 원리를 이해해 블록선도로 나타낼 수 있다.
2-5 제어 대상의 기본적인 특징을 분석해 제어변수와 제어량을 확정할 수 있다. 간단한 제어 시스템을 설계해서
제어 시스템 장치를 제작할 수 있고, 시험 운행을 익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기술 테스트를 통해 구조의 강도,
안정성, 제어 시스템의 제어, 간섭, 피드백 등 현상을 분석하고 테스트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설계 요구에
따라 재료와 도구를 선택하고 제어 시스템 모형을 완성하거나 제품의 성형을 제작하고 조립할 수 있다.

3

3-1 의상 디자인, 지능형 가구, 전자제어, 로봇 설계와 제작 등 어떤 구체적인 기술 분야를 결합해 관련 데이터를
자주적으로 수집하고 발전 추세를 판단할 수 있으며, 어떤 한 기술이 인류, 사회, 환경에 가져온 긍정적 혹은 부정
적 영향을 평가한다. 기술, 직업, 사회 간의 관계를 이해해 직업과 책임 의식이 초보적인 수준으로 갖춰지며 직업
과 관련된 발전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형성된다.
3-3 간단한 기술 설계를 할 때 시뮬레이션 테스트 또는 디지털 모형을 운용해 각종 요소를 식별해 체계적인
의사결정 분석을 하고 평가할 수 있다. 사용자의 다양한 부분에서의 요구사항을 발견해 해결이 필요한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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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품질 수준 설명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양한 경로로 관련 정보를 수집해 처리할 수 있고, 창조적 사고와 창조적
기법을 운용해 다양한 방안에 대한 설계를 시도할 수 있다.
3-4 기계, 전자 등 기술 분야에서 자주 보는 기술 도안을 읽을 수 있다. 비교적 상세한 스케치로 설계 아이디어를
나타낼 수 있으며 설계 파일, 일지 등을 이용해 설계의 창의성, 과정, 결과를 기록한다.
3-5 어떤 기술 분야를 결합해 일부 재료의 속성과 가공 방법을 파악하고 설계 요구에 따라 재료와 도구를 선택한
후 설계도 구현을 위한 시퀀스와 공정을 확정한다. 모형을 빈틈없이 정밀하게 완성하거나 제품 성형 제작을 하고
조립하며 모형 또는 제품에 대해 여러 측면의 기술 테스트와 기본적인 기술 지표 측량을 진행한다.

4

4-1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와 정보를 종합해 어떤 기술 분야가 인류, 사회,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어서 정확한 기술관과 생태 문명관이 형성된다. 기술 발전과 응용에 관련된 토론과 의사결정에 적절히 참여
할 수 있다. 추세 분석 방법 등을 사용해서 어떤 기술의 미래 발전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다.
4-2 어떤 기술 분야에서 비교적 복잡한 문제 상황에 대해 시스템 분석의 방법을 사용해 과제를 구체화할 수
있고,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최적화 작업을 한다. 간단한 시뮬레이션 테스트 또는 디지털
모형을 초보적인 수준으로 운용해 어떤 기술 방안에 대해 성능과 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스템적
사고와 공학적 사고를 갖춘다.
4-3 사용자 모형 분석 방법을 운용해 사용자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추출하고, 해결해야 할 특정한 기술 문제를
확정할 수 있다.
4-4 서로 다른 기술 분야를 결합해 자주 보는 기술 도면을 익숙하게 운용해 설계를 할 수 있다. 간단한 설계
방안을 2D, 3D 설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나타낼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개선 작업을 할 수 있다.
4-5 설계도를 분석해 설계 요구에 따라 적합한 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도구적 사고와 장인 정신이 초보적인
수준으로 형성되고, 모형을 완성하거나 제품의 성형 제작과 조립을 한다. 모형 또는 제품에 대해 정밀도가 비교적
높은 기술 테스트와 설계 검증을 해서 간단한 기술 테스트와 설계 검증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5-1 여러 기술 분야를 종합해 개인 및 단체의 가치관, 윤리 규범이 기술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일부 중요한 기술이 개인,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기술 의사결정
을 진행하는 것을 익히고 확고한 사회주의 생태 문명관을 확립한다.
5-2과학, 기술, 공학, 수학, 예술 등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운용해서 여러 기술 분야를 종합해 설계를 한다. 시뮬
레이션 테스트 또는 디지털 모형을 사용해 설계 방안을 평가할 수 있으며 추세 분석과 리스크 분석을 시도한다.
5-3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운용해 사용자의 잠재 수요를 끌어내고 다각도에서 기술 문제를 인식해 사용자
의 수요와 기술 문제에 대한 민감성이 형성된다. 수학과 공학적 방법을 운용해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설계한
여러 개의 방안 중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거나 기존 방안을 개선한다. 스스로 기술 테스트를 설계하고 기술 탐구를
할 수 있으며, 기술 설계와 혁신을 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능숙하게 운용해 비교적 강력한 설계 혁신 능력을 갖춘다.
5-4 도안 또는 기타 기술 언어를 선택하고 종합적으로 운용해서 설계 구상을 표현할 수 있으며 기술 언어를
사용해 사고 전환 능력을 갖춘다.
5-5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재료와 도구를 종합적으로 선택하고 일정한 재료 계획 의식과 도구적 사고를 갖춘다.
모형 또는 제품에 정밀도가 비교적 높은 여러 측면의 기술 테스트와 종합적인 설계 검증을 할 수 있고 기술 테스트
와 설계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며, 품질, 효율, 형식, 순서 등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

다. 학업품질 수준과 시험·평가의 관계
학업품질은 단계적 평가, 학업 수준 시험 출제의 중요한 기초이다. 학
업품질 수준2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본 교과목을 배운 후 도달해야 하는
합격 요구 수준이며, 학업 수준 합격형 시험의 출제 기초이다. 학업품질
수준4는 학업 수준 등급별 시험 출제 기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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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통용기술 교과목 핵심역량 수준 구분
표1

수준

소양1: 기술 의식

수준1

개인의 성장 경험과 간단한 기술 체험 활동을 결합해 기술과 사람, 자연,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고 느낄 수 있으며
인공 세계에 대한 인식과 환경에 대한 초보적인 의식이 형성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결합해 기술의 목적성, 실천성,
양면성, 특허성 등의 특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생활 속의 기술 상황을 결합해 사람들이 기술을 선택하는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사례 분석을 통해 기술 특허 신청 과정을 이해하고 지적재산권이 기술 분야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을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 결합을 통해 기술의 문화적 특성과 미학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수준2

기술 활동 과정에서 인간과 기술 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해 규범적이고 안전한 기술 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 구체적
인 사례 분석을 결합해 기술에 대한 이성적인 태도와 평가가 형성될 수 있다. 어떤 구체적인 기술에 대한 선택,
사용, 의사결정 과정 중의 윤리 문제를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다. 사례 분석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관한 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결합해 기술이 역사와 사회 및 환경에 미친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수준3

어떤 구체적인 기술 분야를 결합해 개인 및 단체의 가치관이 기술의 발전을 어떻게 촉진하거나 어떻게 막는지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기술 활동에는 다양한 지식이 종합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자주
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어떤 한 기술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해당 기술의
발전 추세를 판단l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술 발전 사례를 결합해 해당 사례가 현재 및 앞으로의 사회, 문화, 경제,
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익숙한 복잡한 기술 상황에 직면하면 비교적 합리적으로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다.

수준4

각종 데이터와 정보를 종합해서 어떤 기술 분야가 개인과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판단할 수 있으며
정확한 기술관과 생태문명관이 형성된다. 적절한 기회에 사회의 기술 발전 및 응용과 관련된 토론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추세 분석 등의 평가 기교를 사용해 어떤 한 기술의 미래 발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기술 실습
활동 과정에서 인문, 과학, 사회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을 통합적으로 응용할 수 있다.

수준5

여러 기술 분야를 종합해 개인 및 단체의 가치관과 윤리 규범이 기술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일부 중요한 기술이 개인,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기술 의사결정을 익힌
다. 다원화된 문화의 각도에서 기술 제품을 평가하는 것을 배워 기술 문화에 대한 평가와 선택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확고한 사회주의 생태문명관을 확립한다.

표2

수준

소양2: 공학적 사고

수준1

기술 설계의 일반적인 과정에 대한 경험을 통해 설계 방안의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 초보적인 수준의 분석을
할 수 있고, 비교, 평가, 최적화 등 시스템 분석의 방법을 이해한다. 자주 보는 전형적인 기술 시스템 사례 분석을
통해 시스템과 공정 현상을 인식하고, 시스템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며 입력, 과정, 출력 및 각종 요소가 어떻
게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지 고찰하고 설명해 공학적 의식과 사고력이 초보적인 수준으로 형성된다.

수준2

시스템 설계 사례에 대한 분석을 결합해 시스템 설계의 방법을 정리 및 귀납할 수 있고, 시스템, 구조, 순서, 제어
등 원리와 시스템 분석 방법을 사용해 간단한 기술 설계 활동을 진행해 기술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생활
속 또는 생산 과정 중의 간단한 대상을 하나 정해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하고 입력, 과정, 출력, 피드백,
간섭 등을 변경해 시스템에 대해 최적화 설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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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계속

수준

소양2: 공학적 사고

수준3

어떤 구체적인 기술 분야 중 명확한 기술 문제에 대해 시스템 분석의 방법을 사용해 기술 문제의 특성과 세부사항
을 식별하고 제약조건과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요소를 명확히 해서 해결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간단한
기술 방안 설계를 할 때 시뮬레이션 테스트 또는 디지털 모형을 사용해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요소를 고려한
후 의사결정 분석과 성능 평가를 한다.

수준4

어떤 기술 분야에서 비교적 복잡한 문제 상황에 대해 시스템 분석의 방법을 사용해 과제를 구체화해 해결이 가능
한 방안을 만들 수 있고, 지속적으로 최적화 개선 작업을 할 수 있다. 간단한 시뮬레이션 테스트 또는 디지털
모형을 초보적인 수준에서 운용해 어떤 기술 방안에 대해 성능 평가와 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학적 사고가 발전한다.

수준5

과학, 기술, 수학, 공학 등 분야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다양한 기술 분야를 종합해 시스템 분석과 설계를
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테스트 또는 디지털 모형을 운용해 설계 방안을 평가하고 추세 분석, 리스트 평가 등을
통해 설계 방안을 최적화하고 개선한다.

표3

수준

소양3: 혁신 설계

수준1

조사 등의 방식을 통해 사용자의 특별한 요구 및 해결이 필요한 주요 기술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기술 설계
사례와 기술 규범을 참고해서 기술 문제를 해결할 단일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 기술 설계의
일반적인 과정과 방법을 체험한다. 기술 혁신 설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낀다.

수준2

익숙한 기술 상황에 직면하면 기술 언어를 사용해서 사용자의 특별한 요구를 분석하고 해결해야 할 기술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설계 대상과 기존 조건에 따라 기술 문제를 해결할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단일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어떤 기술 문제 해결 사례에 맞춰 일반적인 검증 방안을 설계할 수 있으며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술 설계의 일반적인 방법을 초보적인 수준으로 파악한다. 인간·기계에 대한 양호한 관념과 기술에 대한 친근감
이 형성된다.

수준3

비교적 복잡한 기술 상황에 직면하면 인간-기계 이론을 운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다방면의 요구 및 관련성을
발견해 해결이 필요한 기술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설계 제품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집해 처리하며 일반적인 설계 원칙에 부합하고 규범에 맞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기술 테스트
등의 방식을 통해 기술 혁신 설계의 일반적인 방법을 시도해 초보적인 수준의 기술 혁신 설계 능력이 형성될
수 있다. 기술 설계와 관련된 문화 현상을 인식한다.

수준4

사용자 모델 분석법을 사용해 사용자의 특별한 요구를 추출하고 해결이 필요한 특정한 기술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설계의 필요에 따라 일반적인 설계 원칙과 규범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초보적인 수준에서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다. 기술 검증과 기술 탐구 등의 방법을 통해 기술 혁신 설계의 일반적인 방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혁신 설계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다. 기술 혁신 설계와 관련된 문화의 풍부한 내포 의미를
깨닫는다.

수준5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운용해 사용자의 잠재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해결이 필요한 기술 문제를 다각도로
인식할 수 있어서 사용자 수요와 기술 문제에 대한 민감성이 형성된다. 수학과 공학적 방법을 운용해 비교와
평가를 진행할 수 있고, 여러 방안 중 설계 수요에 부합하는 가장 좋은 방안을 선택하거나 기존 방안을 개선한다.
스스로 기술 검증을 설계하고 기술 탐구를 할 수 있으며, 기술 설계와 혁신의 일반적인 방법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각종 사회 문화적인 요소를 결합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혁신 설계 능력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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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수준

소양4: 도안 표현

수준1

일상생활 속의 상황을 결합해서 기술 언어의 중요성을 체득하고 기술 언어의 종류 및 그것의 활용을 분석 및
귀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물을 전시하는 방법을 통해 스케치, 3각도, 간단한 기계 가공도 등 자주 보는 기술
도안을 읽을 수 있다. 간단한 스케치를 이용해서 설계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교류할 수 있다.

수준2

비교적 간단한 기술 설계 실습 과정에서 규범에 맞는 설계도를 만들 수 있어 양호한 설계 습관이 형성된다. 순서도,
제어 시스템 블록선도 등과 같은 자주 보는 기술 도안을 읽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설계 방안을 나타낼 수 있다.
간단한 설계 방안을 2D, 3D 설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수준3

기계, 전자 기술 분야 또는 일반적인 기계 가공도와 간단한 전자회로도 등과 같은 자주 보는 기술 도안을 읽을
수 있다. 비교적 상세한 스케치를 이용해서 설계 아이디어를 나타낼 수 있으며 설계 파일, 일지 등을 통해 설계에
대한 혁신,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다.

수준4

스케치, 3각도, 기계 가공도 등과 같은 비교적 복잡한 기술 도안을 읽을 수 있다. 익숙하면서 복잡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복잡한 스케치를 사용해서 설계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교류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기술
분야를 결합하고 자주 보는 기술 도안을 비교적 능숙하게 사용해서 설계를 할 수 있다. 간단한 설계도를 2D,
3D 설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나타낼 수 있고,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개선할 수 있다.

수준5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비교적 복잡한 스케치를 사용해 설계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표현하
고 교류할 수 있다.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도안 또는 기타 기술 언어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종합적으로
운용해 설계 아이디어를 나타낼 수 있어서, 기술 언어를 사용해 사고를 전환하는 능력이 형성된다.

표5

수준

소양5: 구현 능력

수준1

설계 요구에 따라 적합한 재료와 도구를 선택해서 상용 재료의 속성 및 가공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재료 및
재료 가공 과정에서 구체적인 안전 및 환경보호, 품질 의식을 갖춘다.

수준2

설계 요구에 따라 간단한 기술 검증을 진행하고 재료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하며 재료 성능에 따른 사용 재료표를
작성할 수 있다. 설계 방안을 실행하는 과정 중 환경, 경제, 사회, 품질, 미학 등 방면에서 재료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도구 사용 방법을 파악한다.

수준3

어떤 기술 분야를 결합해 일부 특수한 재료의 속성 및 가공법을 파악하며, 방안 설계 수요에 따라 재료와 도구를
선택해서 설계도를 실행할 때의 시퀀스와 공정을 확정할 수 있다. 엄밀하고 정밀하게 모형을 완성하거나 제품의
성형 제작과 조립을 하고, 모형 또는 제품에 기본적인 기술 지표 측량을 할 수 있다.

수준4

설계 방안을 분석하고 설계 요구에 따라 적합한 재료를 선택할 수 있어서 도구적 사고와 장인 정신이 초보적인
수준으로 갖춰지고 모형 완성 또는 제품에 대한 성형 제작과 조립을 한다. 모형 또는 제품에 기본적인 기술 테스트
와 기술 지표 측량을 할 수 있고, 간단한 기술 테스트와 최종 방안 검증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수준5

방안 설계 요구에 따라 재료와 도구를 종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재료 계획 의식과 도구적 사고가 어느 정도
형성된다. 모형 또는 제품에 대해 기본적인 기술 테스트를 해서 기술 테스트와 최종 방안 검증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효율, 형식, 순서 등의 측면에서 최종 방안에 대해 평가하고 최적화 할 수 있어서 능력을 갈고 닦아
뛰어남을 추구하려는 좋은 인품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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