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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지역화 교육의 구현물인 사회과 보조교과서 ‘사회과 탐구(지역화 교과서)’의 위상이 변하는 시기에 현장 교사들

이 지역화교육을 어떻게 실행하는 지를 조사했다. 이를 위해 지역화 교과서 대신 ‘교수･학습 자료집’을 제작했거나 동학년 교사들

과 사회과 4학년 수업을 재구성하여 운영한 사례를 탐구하며 참여 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지역화 교육을 보다 내실있게 실행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을 향상시키며, 실행에 기반한 실천

적 지식을 추구하고, 동료교사들과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였다. 교사들은 지역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장체험 답사와 우리 

지역 지도 작성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한편, 교사들은 학습대상지역을 학생들의 일상생활경험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

역 단위로 설정하는 것과 지역화 교육을 모든 사회과 교과 내용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지역화 교육을 지원하는 지역교육청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등 행정 및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요어: 지역화 교육, 지역화 교과서, 초등 사회과 교육, 지리 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PLC)

Abstract: The status of ‘Social Studies Inquiry (local textbook),’ a subsidiary textbook for social studies used in 

localized education, is changing.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eachers practice localized education in these situation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teachers who had produced a teaching-learning resource book’ instead 

of a local textbook and lectured in fourth-grade social studies classes that were reorganized jointly with fellow 

teachers. They improved their literacy skills in their curriculum, pursued practical knowledge based on implemen-

tation, and operated a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PLC) with fellow teachers to effectively implement 

localized education. They adopted methods such as field-experience surveys and drawing map of their region to 

better understand their region. The teachers point out that it is unreasonable to set the learning target area as an 

administrative district unit that does not match the scope of the students' daily life experiences and to mechanically 

apply localized education to all social studies topics. They also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give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such as securing the expertise of the person in charge of supporting localized education in a 

regional office of education.

Key words: localized education, local textbook, elementary social studies, geography education,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P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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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탈피하여 지역(학교)수준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서 중앙집권형의 교육과정에 대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

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각 교과에

서 다루는 교육 내용, 소재 등을 학습자 주변의 지역에

서 찾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과에서 지역화 학습을 위해 발행된 초등 3학년, 4

학년용 지역화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제도화된 

틀에서 실현하려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윤옥경･심승

희, 2020). 지역화 교과서는 사회과 교과서의 보조교재인 

‘사회과 탐구’ 교과서로 사용되었으며, 사회과의 각 주제

를 지역의 사례를 통해 학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그러나 교과서의 보조교재적 성격을 가진 ‘사회과 탐구’ 

교과서가 보완성 측면에서나(윤옥경, 2007) 각 지역의 특

색이나 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한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박순경, 2010) 교육과정 지역화의 실효

성은 의문시 된다 하겠다. 박순경(2010)의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행정구역별로 이루어지는 기계적인 지역화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역화 교과서를 통해 

교과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기보다, 오히려 사회

과 교과서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가르쳐야 할 부담으로 

여기는 교사들도 있었다(윤옥경, 2017). 

이와 같이, 지역화 교과서의 문제점 및 한계를 반영하 

듯, 2009 개정 교육과정기 이후 사회과 교과서의 발행 방

침에 따라 ‘사회’ 교과서와 보조교과서(예: 사회과 탐구)

는 하나로 합쳐 지고 각 시･도 및 시･군의 지역화 교과서 

발행은 자율화된다(김만곤, 2006; 송언근, 2019; 윤옥경･

심승희, 2020). 하지만 지역화 교과서가 보조교과서로의 

지위를 잃었음에도, 여전히 여러 시･도 및 시･군 교육청

에서는 지역화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고, 교사들은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실천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 지역화의 의의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의 지역화 및 지역화 교과서가 교

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그 위상과 체제가 변화되어 온 것

과 궤를 같이하여, ‘사회과 탐구’ 교과서로서 교과서체제

에 포함되었던 지역화 교과서의 위상이 달라지는 현 시점

에, 지역화 교육의 실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

는 초등 교사들이 지역화 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하

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

역화 교과서를 대신하여 ‘지역화 교수-학습자료’가 제작되

고, 사회과 수업을 ‘지역화 수업’으로 재구성한 사례에 주

목하였다. 지역화 교과서가 법적인 위상을 잃게 되자, 충

북교육청에서는 이를 대신하는 소위 ‘교수･학습 자료집’

을 제작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 제작 과정에 참여한 

교사의 경험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현장 학교에서 이

루어진 지역화 수업의 이야기를 통해 교사수준의 교육과

정 실행과정에 기반을 두어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살펴보

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자료

본 연구는 교육과정의 지역화의 의미와 실천, 문제점 

등을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지역화 교육을 위

한 ‘교수･학습 자료집’ 제작 과정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이루어진 ‘지역화 수업’의 이야기를 수집하였다.

‘지역화 교과서’는 시･도 교육청 또는 시･군 교육청 

주관 하에 개발하여 보급하는 데, 충청북도의 경우 사회

과 교과서 발행체제의 변화에 따라 4학년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하는 서책형 지역화 교과서 대신 디지털형태의 교

수-학습자료를 개발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충청북도 ‘교수･학습자료집’ 개발 

담당자(2019.3.19.), ‘교수･학습자료집’ 개발 및 집필에 참

여한 A교사(2019.6.7.)와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지역화 수업은 각 교과에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이다(김민하, 2015). 그러나 사회과의 경우 ‘고

장’, ‘지역’ 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할 뿐 아니라, 국가수

준 교육과정에서도 지역의 사례 활용을 권장하므로, 보다 

직접적으로 지역화 수업을 적용할 교과이다. 이에 과거부

터 지역화 수업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였던 4학년 사회과 

수업을 살펴봄으로써 지역화 수업의 전개 양상을 파악하

고자 청주시내 S초등학교 B교사(2019.5.28.)와의 면담을 실

시하였다. 

A교사와 B교사는 각각 개인적인 경험과 견해를 이야

기 할 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동료교사들과의 모임,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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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과의 협업과정, 협업과정에서 완성한 자료(결과물)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이들과의 면담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수 학습 자료의 활용, 그리

고 그들의 안목, 교육과정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재구성하는 등의 교육과정 문해력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Ⅱ. 지역화 교육에 대한 학문적 요구와 

제도적 귀결, 그리고 현재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결정과 책임을 중앙정부 뿐 아

니라 각 지방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배분함에 따른 교

육과정의 분권화는 지역화와 자율화의 논의를 가능하게 

했다.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에서 지역화는 점차 진전되었

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학문적으로 그 의의 및 유형, 제

도적인 변천 등에 대한 주제로 이루어져 왔다. 교육과정

의 지역화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기 어려운 일에 대한 분

권화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한다. 여기서 

‘지역’은 지리적 개념이나 사전적 의미로 사용되는, ‘공통

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일정범위의 영역’의 의미보다는 

교육과정의 분권화를 통해 일정 권한을 배분받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를 염두에 두어 시･도의 행정구역 단위로 

통용된다(이승미･이병천･백경선, 2019).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행정적 효율화의 차원 외에, 교육

적 차원에서도 학습자 중심 교육체계의 구축이라는 긍정

적 측면이 있다(김다원, 2018). 특히 사회과에서의 ‘지역화’

의 의미는 교육과정의 분권화라는 교육 일반의 접근에 덧

붙여, 지역에 관한 내용을 가르친다는 의미가 강하게 작용

하였다(김영석, 2003). 물론, 지역에 대한 학습이란 지역의 

사실적 지식의 습득에 국한되지 않으며, 지역을 소재로 개

념이나 방법을 학습하는 ‘지역을 통한’ 학습이라는 점이 중

요하다(조성욱, 2002; 윤옥경, 2004). 이는 학습자의 일상생

활 경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생활 주변 소재를 학습에 

활용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박승규･김일기, 2001; 

조성욱, 2002). 학습자 중심의 교육차원에서 지역화는 학습

자의 인지, 경험, 실천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서 학습자에

게 낯익은 지역사회를 활용하는 것이다(김다원, 2018). 수

업에서 학생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수업의 주제를 ‘지

금-여기-나와 우리’라는 학생들의 일상적 삶이 이루어지는 

맥락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곽병현, 2018). 

행정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접근으로서의 지역화와 교

육적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는 지역화의 결합은 결국 지

역화 교과서 발행으로 귀결되었다. 지역화 교과서의 발

행 주체 및 이에서 비롯된 학습 대상 지역의 설정은 ‘지

역’의 의미를 생활의 터전보다는 행정구역과 동일시한다 

(김영석, 2003).1) 이러한 배경에서 그동안 지역화 교육과 

관련하여 각 교육과정시기별 반영 양상, 지역화 교과서 

체계의 변화, 지역화 교과서의 위상 및 역할, 각 지역의 

지역화 교과서 비교 등에 대한 방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송언근(2019)은 교육과정 시기별 교육과정의 

지역화 전개 양상을 고찰하였으며, 교과서 발행 체계의 

변화에 따라 사회과 교과서의 보조교재였던 지역화 교과

서의 위상이 달라진, 2009 교육과정기에서 2015 교육과

정기 사이의 대구 지역 지역화 교육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즉 2009 교육과정기까지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보

조하는 형식의 지역화 교과서(‘대구의 생활’) 기반 수업

이 2015 교육과정기에는 프로젝트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화 교재(‘참 좋은 우리 대구’)로 개발 방향이 변화되

었다는 점이다(송언근, 2019). 

제도로서의 지역화 교육의 산물인 ‘지역화 교과서’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지역화 교과서가 학교 현장의 교수-

학습에서 어떻게 활용되며(심정아, 2017), 교사들은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지(박수미, 2006), 지역화 교육을 위한 

교과서의 개선방안, 교과서의 테두리에 국한되지 않는 

지역화 교육 소재의 발굴 및 제안 등, 실제로서의 지역

화 교육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김다

원, 2018; 김봉석, 2013). 또한 지역화 교육의 방법으로서 

현장체험학습, 답사 등의 방법을 실행하는 시도도 이루

어져 왔다(문은아, 2015; 임한철, 2013; 이민부･김정혁･최

훈, 2014). 

지역화 교육이 지역에 대해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 지

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의 증대, 지역정체성 확립 등의 부

가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특히 사회과 교육

과정에서는 의미가 깊다.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3

학년과 4학년 교육내용의 범위를 고장과 지역으로 설정

하고 있다. 여기서 다루는 지역과 관련된 내용은 고유성

을 고려하여,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꾀하기도 하고, 한 지

역을 주변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기도 한다(남호

엽, 2012). 따라서 지역화 교과서 저자나 지역화수업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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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교사도 학생들처럼 ‘지역(주민)의 정체성’ 차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

고, 초등교사들은 고장(읍･면･동)과 지역(시･군･구) 스케

일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이유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김재일, 2008).2)

- 고장과 관련된 교과서내용 재구성의 어려움

- 근무지에 따라 달라지는 고장 상황의 차이

- 직접 답사를 통해 수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 등

- 고장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특색 있는 자료의 부족

- 실제적인 자료의 부족, 지역에 관한 자료 수집의 어

려움 등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현 시점에서 사회과 교육과

정을 들여다보면, 지역화 교과서의 지위에 변화가 있음에

도 여전히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2015 교육과정에는 각각 단원마다 단원의 배경, 

성취기준, 학습요소,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

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이 항목별로 제시된다. 교

사들은 이러한 교육과정의 행간을 읽고, 교육과정에서 요

구되는 사항을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할 수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보급되는 교

재(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교과서), 교사용지도서 등을 참고

한다. 표 1은 2015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관련

된 내용을 추출한 것이다. 여기서 내용으로서의 지역화, 방

법으로서의 지역화 등 지역화 교육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

표 1. 2015 사회과 교육과정 중 ‘지역화 교육’의 원리 적용 가능 사례

초등학교 3∼4학년 

<우리 고장의 모습>

[4사01-01] 우리 마을 또는 고장의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 보고, 서로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고장에 대한 서로 다른 장소감을 

탐색한다. 

[4사01-02] 디지털 영상 지도 등을 활용하여 주요 지형지물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백지도에 다시 배치하는 활동을 통하여 마을 또는 

고장의 실제 모습을 익힌다.

(가) 학습 요소

 장소감의 표현과 공유, 고장 내 주요 지형지물의 위치와 분포 파악, 고장의 실제모습

 

(나) 성취기준 해설

 이 단원은 고장에 대한 서로 다른 장소감을 표현하고, 이와 함께 디지털 영상 지도 등을 활용하여 고장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4사01-01]에서는 학생 각자가 작성한 심상 지도를 비교하여 고장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도록 한다.

[4사01-02]에서는 디지털 영상 지도 등을 활용하여 산, 강이나 바다, 간선 도로, 학교, 건물 등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고장 내 주요 

지형지물의 위치를 인식하고, 백지도에 재배치하는 학습을 통해 고장의 실제 모습을 익히도록 한다.

(다)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중간 생략)

 ･ ‘고장의 실제 모습 정리하기’와 관련하여 고장의 백지도에 ‘주요 지형지물을 재배치하기’에서는 교사가 제작한 약도 형식의 백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 교수･학습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함께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라)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중간 생략)

 ･ 학습이나 평가 활동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학교의 입지 환경에 따라 교사가 적절히 설정한다.

주: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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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절을 발견할 수 있고,3) 디지털 영상지도, 백지도와 같

이 교수-학습 과정에서 다룰 자료나 학습방법이 구체적으

로 언급되어 지역화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유의점 중에는 ‘학습이나 평가 활동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학교의 입지 환경에 따라 교사가 적절

히 설정한다.’와 같이 지역화의 공간적 범위 설정에 교사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열어 놓았다.

그동안 지역화 교육의 구체적 장치로서의 ‘지역화 교

과서’가 제작, 보급되어 왔고, 현재는 사회과 교과서 발행

체계의 변화로 보조 교재로 활용되던 위상에 변화가 왔

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관련된 학습의 유

의점 등을 표 1과 같이 교육과정 문건에서 확인할 수 있

다. 더구나 교수-학습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지역화 교육

을 구현하는 것은 교사들의 교육과정 해석에 따르게 된

다. 이처럼 제도와 상황이 달라지는 가운데에도, 지역화 

교육의 의의가 교육현장에서는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고, 이에 지역화 교육의 현 주소를 교사들의 사

례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Ⅲ. 지역화 교과서를 넘어서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차원의 사업이었던, 

‘교수･학습 자료집’ 제작에 참여한 A교사의 사례를 다룬

다. 충청북도교육청 차원의 디지털 ‘교수･학습 자료집’ 

개발은 중앙 교육당국의 결정에 대한 한 대응이면서 여

기에 참여한 교사들의 숙의과정의 결정이기도 했다. 또

한 충북 행복씨앗학교인 S초등학교 4학년 교사의 리더로

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사회과 수업의 혁신을 꾀하

던 B교사의 ‘지역화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곳

에 담긴 지역화의 정신과 의미, 실천 아이디어 및 문제

점 등을 파악하였다.

1. 지역화 교재 ‘교수･학습 자료집’ 개발 과정

1) ‘지역화 교과서’에서 ‘교수･학습자료집’으로

충청북도에서는 2018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을 통해 

기존의 서책 형태의 지역화 교과서가 아닌 디지털 형태

의 지역화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이는 

전자책 형태의 ‘4학년 교수･학습자료집(이하: 자료집)’ 

이다. 충북교육청 담당자에 따르면 현장교사들의 요구

를 반영하여 자료집을 제작하게 되었으며, 제작된 자료

집은 공문으로 현장학교에 자료집 발행을 알리고, 이를 

요청하는 교사에게 충북교육청 담당자가 이메일로 파일

을 전송하는 형식으로 보급되었다고 한다.

자료집은 2015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사회과 4학년 1학

기 성취기준4)을 바탕으로, 이를 교사들이 분석하고, 성취

기준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재해석하여 구성한 교재이다. 

자료집에는 교사들을 위한 안내와 더불어 학습과정에서 

학생들이 바로 조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학습지, 사진, 지

도, 게임 등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이 자료집은 또한 심

화된 참고자료 및 읽을거리 등을 풍요롭게 제시한다. 

충북의 경우, 지역화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는 집필진

에게는 가산점이 주어지는 데, 교과서체제의 개편으로 

보조교과서 ‘사회과 탐구’가 사라지고, 지역화 교과서의 

지위는 보조교과서의 지위에서 ‘자료집’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교사 가산점 부여 근거가 사라져, 사실상 이 자

료집 제작에 참여한 A교사를 비롯한 집필교사들은 가산

점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평소 경험과 열정으로 이 일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집 개발에는 충북교육청 산하 

‘충북초등사회교육연구회’에서 활동하던 교사들과, 충북

형 혁신학교인 ‘행복씨앗학교’ S초등학교 교사들이 일부 

참여하게 된다. 

2) ‘교수･학습자료집’ 제작의 실제

자료집 개발을 위한 제작팀은 정기적으로 모여, 어떻

게 지역화 교재를 만들것인가 논의하였다고 한다. 집필진

들은 여러 지역의 지역화 교과서들을 가져와서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5) ‘자료집 개발’의 결정과정의 논

의에 대한 A교사의 기억은 다음과 같았다.

“지역화 교재 개발에 있어서는 각 지역마다의 전통이 이어져 

오는 데, 예를 들면 전북의 경우가 그렇다. 전북의 지역화 교

과서는 기존의 다른 교과서들에 비해, 이야기처럼 구성되어, 

교과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며, 

현장수업에 투입하기 좋은 교재로 평가되었다.”(A교사)

당시에 모인 집필진은 미리 지역화 교재에 대해 공

동 연구를 해 온 것이 아니므로, 어떤 서책형의 교과

서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교사들이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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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수-학습자료를 만

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였다. 

교사들은 4학년 1학기 사회 각 단원별로 집필을 분담하

였다. 1단원을 맡은 세 교사는 이전부터 ‘충북초등사회교육

연구회’를 통해 인적교류가 이어져왔던 사이였고, 그 중 한 

교사의 평소 지역화수업에서 활용하던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초등 4학년 1단원 ‘지도로 본 우리지역’은 지도를 보

는 방법 등 지리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 데, 이를 

위해 충북 각 시･군 지역의 백지도를 만들어 공급함으로써, 

교사들이 ‘지역의 중심지’에 대한 지역화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또 각 시･군 지역을 방문하여, 군청, 

군의회 등의 중심지 사진들을 직접 촬영하여 자료로 수집

하였다. 이들의 기조는 교과서를 배우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자료집을 구성하자는 것이었다. 

자료집 개발의 일정은 2017년 여름부터 시작되었다. 

여름방학 전에 각 단원별 담당자를 정한 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자료수집 및 집필 과정을 마무리하였다.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현지 방문 및 사진 촬영도 이루어졌다. 

2학기가 되면서 그동안의 결과물을 상호 검토하고, 참고

자료를 추가하며,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수준을 조

절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 보다 흥미로운 학습

을 위해 게임, 모의투표 등을 제안하고, 현장에서 꼭 필

요하다고 여겨지는 백지도를 제작하는 등 현장활용성을 

기준으로 자료의 평가, 수정이 이루어졌다. 자료집 개발

은 최종적으로 2017년 겨울에 마무리되어, 2018년 신학

기에 현장보급을 앞두게 되었다. 

3) ‘교수･학습자료집’에 담겨진 자료들

‘교수･학습자료집’에 담겨진 자료는 ‘본 자료’와 ‘추가

자료’로 나뉘며 ‘본 자료’는 교육과정을 분석한 내용, 수

업의 기획에 참고할 배경지식의 읽을거리 등과 충청북도

에 관한 탐구 내용을 포함한다. 디지털 형태의 자료라는 

특성으로 자료의 분량이 방대한 점은 서책형 교과서와 비

교하여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표 2). 

교사에게 제공되는 본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 자료

  - 단원명

  - 교육과정 성취기준 안내

  - 교육과정 성취기준 분석

  - 읽을거리

  - 참고자료

  - 충청북도 탐구 내용

  - 우리 지역 안내 자료

‘추가 자료’는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진, 지도 자료 등 이며, 여기에는 저자들이 직

접 촬영한 각 시･군중심지의 사진이 포함된다. 그리고 직

접 촬영한 것은 아니지만, 웹자료 검색 등을 통해 자료집

의 집필저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지도에 효과적

인 지역의 문화재 사진자료를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여

기에는 충북에 소재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국보급 문

표 2. 지역화 교육을 위해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집’ 내용

Part 1. 지역의 위치와 특성

01. 지도로 본 우리 지역 

 • 교육과정 성취기준 안내 및 분석 

 • 지도의 이해

 • 지도로 본 우리 지역

02. 우리 지역의 중심지 

 • 충청북도 지도 탐구 내용 

 • 우리 지역 안내 자료 

 • 충청북도 시군별 백지도 및 중심지 사진 자료 (부록)

03. 1단원 활동지 

Part 2.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01.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 충청북도 시, 군별 유형문화유산 

 • 충청북도 시, 군별 무형문화유산

 02.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 

 • 지역별 인물

 03. 2단원 활동지 

 • 지역별 인물 동기유발 게임

Part 3.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참여

 01. 우리 지역의 공공 기관 

 • 청주시의 지도 

 • 청주시 공공기관 

 • 충청북도청 누리집 살펴보기 

 • 충청북도청 견학하기

 02. 지역 문제와 주민 참여 

 • 지역 갈등 사례 

 • 지역 갈등 해결 사례 

 • 주민 참여의 중요성 사례

 03. 3단원 활동지

주 : 윤옥경･심승희, 2020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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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뿐 아니라 석탑, 마애불상, 누각, 건축물 등의 지역

문화재, 그리고 전설이 어린 곳의 조형물 등이 포함된

다. 아울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수업활동에 활용

할 수 있는 지역의 인물 삽화, 각종 게임 자료를 백지도 

파일과 함께 포함하였다. 

○ 사진 및 지도 자료

  - 충청북도 중심지 사진 60여장(충북 각 시･군의 

버스터미널, 우체국, 전통시장, 시･군 의회, 시･

군･구청 등6)

  - 충북도청 여러 곳의 사진 29장 

  - 여러 용도로 사용하기 편리한 각 시･군 지역 백

지도 15장

○ 지도가 포함된 프리젠테이션 파일

○ 삽화자료: 지역의 인물 9명의 삽화: 동학운동가 손

병희, 음악가 우륵, 음악가 박연, 독립운동가 이상

설, 독서광 김득신, 의병장 유인석, 동학운동가 민

사엽, 장군 임경업, 독립운동가 신채호, 학자 송시

열, 시인 정지용, 학자 김 정 

○ 충북 문화재 사진자료 24장

○ 충청북도 각 시･군 포함된 지도퍼즐게임 자료 등

4) ‘교수･학습자료집’의 보급과 그 후

2017년까지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던 기존 지역화 교

과서 (예: ‘살기 좋은 충청북도’)는 2018년에는 ‘교수･학습 

자료집’으로 대체되어 현장에 보급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실질적으로 A교사가 참여한 개발팀에서 제작한 자료 중 

지도퍼즐은 실물교재로 제작되어 충북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보급되었다. 그 외 자료들은 교육청 담당자에

게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메일로 전송되었다고 한다. 그

런데, 교수･학습 자료집이 기대한 것 만큼 현장에 보급되

지는 않았고, 이러한 경우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에 대한 피드백이나 활용도 확인은 곤란했다. 백지도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교사가 제작한 백

지도의 활용이 유의사항으로 제시되었고, ‘충북초등사회

교육연구회’ 교사들이 이를 교육과정의 요청으로 파악하

여, 제작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이었다. A교사에 

따르면 교수･학습자료집은 인쇄된 서책형교과서가 아니

라, 최종적으로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작된 것으로서, 

사진이나, 자료 등을 활용하는 데, 서책형교과서보다는 

현장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었다. 그러나 A교

사는 직접 찍은 중심지 사진들을 비롯한 여러 자료들의 

현장 보급이 원활하지 못해, 활용도가 높지 않은 점에 다

음과 같이 아쉬움을 표현했다. 

“동료 교사들과 함께 자료집을 만들기 위해 회의를 하고, 교

육과정을 분석하면서, 진정으로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고 제작하는 과정은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의미있는 작업이었다. 여름방학을 이용하

여 동료 교사들과 직접 사진촬영을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

하였다…그런데, 그 결과물이 학교 현장에 널리 보급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A교사)

 

지역화 교과서의 제작과 보급이 중앙집권적 교육당국

의 결정에 따른 하향식 지역화 교육이라면, 본 연구에서 

살펴 본 ‘교수･학습 자료집’의 제작은 지역 교육청의 대

응으로서 지역화 교과서에 대한 대안모색의 결과였다. 이

는 현장 교사들의 자료 제작 역량 및 실제 수업 수준에서 

지역화 교육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현실적

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교육청이 주체

가 되어 주도한 자료집 제작에서 학습 지역의 범위를 행

정구역과 동일시하는 경직된 상황은 여전하였다. 

2. 초등 사회과 지역화 수업 이야기

1) 지역화 수업의 준비

청주 S초등학교는 충청북도교육청 지정 혁신학교 ‘행

복씨앗학교’로서, B교사는 동학년 교사들 중심으로 교육

과정 분석을 하면서 재구성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B교사는 행정적으로 4학년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S초등학교에서는 이를 각 학년 학년장(‘스쿨장’)이라고 칭

하였다. 각 학년 학년장(스쿨장)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분석과 재구성과정에서, B교사와 동료들은 사회과 교과

에 대해 지역화 수업을 설계하였다. 이들은 4학년 사회과

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언급이 많아 이를 우리 지역 청

주에 적용할 필요성을 느끼고 교육과정을 ‘지역화’체제로 

재구성하였다. S초등학교는 학교의 위치 상 주변에 여러 

기관과 지형지물(법원, 검찰청, 선거관리사무소, 구룡산 

등)이 있어서 지역화 학습의 자원(resources)으로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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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유리한 점이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S초등학교 4

학년 사회과의 지역화 학습에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이

러한 자원을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S초등학교 4학년 교사들은 교육과정 분석과 지역화 

수업의 운영 과정에서 매년 어려운 점, 개선할 점 등을 

반영하여 수정해 나가고 있었다. 예를 들어, 특정 장소에 

대해 그 장소를 둘러싼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경

우, 교사로서 다양한 입장에서의 정보를 균형있게 제공하

는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지역탐구

를 위한 답사에서 이 장소를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대신 

환경에 대한 주제를 다룬 영화 ‘원더’를 소재로 한 수업을 

구성하여, ‘소수자를 배려하고 이해한다.’라는 시선보다는 

그들을 평범한 사람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수업을 하였다

고 한다. 또한 교육과정 재구성 그 자체에 소진되는 에너

지를 아끼기 위해, 4학년 교육과정 중 재구성할 부분과 

교육과정을 따를 부분을 구분하여 재구성의 분량을 조절

하기도 한다. 4학년 사회과 수업에 대해 교육과정을 대폭 

재구성하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거창하게) 운영하

기보다 지역의 소재들을 교과수업의 각 내용에서 상세히 

다루는 방향을 취했다. 

2) 지역화 수업의 실제

B교사와 동료들은 지역화 학습을 적용한 수업을 학교

와 인근 지역, 청주시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과 4학년 2학기 ‘촌락과 도시’ 단원을 수업하면

서 학교 인근 동네가 택지개발을 통해 농촌에서 도시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었던 사례는 수업에 활용하기 적절한 

사례로 보았다. 그러나 동네 단위에서 사례를 다루면서 

자료(사진 등)를 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B교사는 학생들이 청주의 중심지로 답사를 가기 전

에, 학생들의 거주지 인근 지역의 지도읽기를 실습하고, 

인근 대학교 캠퍼스를 답사하면서 캠퍼스 지도에서 각 

건물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의 지도 읽기, 지도 활용 연

습을 사전에 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역화 수업을 운영하

는데 있어 여러 어려움에도 직면하였다. 

“우리 지역 인물을 다룰 때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인지

할 만한 인물을 ‘충북’에서 찾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을 다룰 경우, 인물의 인지도가 낮은 경우가 

있었다.7) 그래서 우리 지역 인물 학습에서 지역 범위를 ‘충

북’으로 한정하지 않고, 충남까지 확대하여 유연하게 적용

하였는데, 충남으로 확장한다면, 유관순, 송시열, 성삼문 및 

홍성 일대 역사인물 다수가 학습대상으로 포함된다. 

이들 인물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장소를 탐방해야 하는 데, 

어떤 곳에 연락을 취할지 알 수 없었던 경험 등 네트워크 등

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다.”(B교사)

B교사는 이처럼 지역화의 범위에 대해, 지역화의 대

상범위가 충청북도라는 행정구역 단위로 한정된다면, 학

생들의 생활권 범위와는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지역화의 의미가 적음을 지적했고, 학생들의 주변지역의 

좁은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자료 수집과정에서 

곤란을 겪었다.

3) 지역화 수업 진행의 어려움

S초등학교 지역화 수업에서, 지역화 수업의 일환으로 

야외답사를 했는데, 이때 위험요소가 있어 학생들에게 주

의사항을 미리 교육하였다. S초등학교의 학교 풍토는 야

외학습, 현장학습에 대해 장려하는 분위기로서, 진행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담당교사에게만 미루지 않

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분위기여서 야외답사를 운영할 

수 있었다. 

지역화 학습을 위해 학생들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답사장소(성안길)까지 이동하는 데, 이 때 버스 

기사의 불만토로가 있었지만 시민들은 오히려 학생들이 

공부를 위해 이동하는 것이니 만큼 버스 기사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여,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한다. B교사

는 야외학습의 의의를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 낯선 곳에서 

적응하고 여러 상황에 부딪히며 이를 통해 대처하는 방법

을 배워나가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

생들의 회복탄력성이 길러진다고 생각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지역화의 실제: 공통점

교육과정의 변천에서 지역화교육이 제안되고, 지역화 

교과서의 저술이 확대되는 과정8)에서부터, 지역별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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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발행하는 교재의 위치를 가지게 된 현 시점에서도, 

교육과정 지역화의 정신과 의미는 교사들을 통해, 다양

한 양상으로 구현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만났던 

두 교사의 사례에서 발견된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1) 경험에 근거한 실천, 실천에 대한 반성

교사들은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 실행에 기반한 실

천적 지식을 추구하고 있었다(강창숙, 2019; 조덕주, 2006; 

홍미화, 2020). 사회과 교과서의 ‘우리 지역에 대해 알아

보자’ 라는 내용은 전국에서 대표적인 사례지역을 제시한

다. 그러나 수업 국면에서 교사는 ‘우리 지역’을 학생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주변 지역으로 번역하여 수업내용을 풀

어나가게 된다. 학생들도 자기 주변 지역 이야기가 나오

면 관심을 보이게 되고, 이해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막상 

학습에 맞추어 개발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교사가 

직접 구하거나 제작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험한 A교사와 저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초

점을 두고 만든 자료집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역화 교

재가 아닌, 아래로부터 만들어 가는 지역화 교재라고 할 

수 있다(김봉석, 2013). 

A교사와 저자들은 수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앎을 재구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교재와 교구 등의 제작 

방향을 잡아 나갔다(김순희, 2009; Huizen, Oers, and Wub-

bleds, 2005). 또 한편으로는 2015교육과정 문서에 대한 

분석의 과정을 가지면서 자신들의 작업 목록을 정리해 

나갔다. 아울러 제작한 자료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가늠

하고,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수준

의 추가 교구 제작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었다.9)

B교사는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교 관

리자의 태도, 동료 교사들의 협력, 학부모들의 반응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았다. 하지만 실제 B교사와 

동료들은 지역화 수업을 준비할 때, 사례 활용 및 자료 

획득 등에서 다소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학교 

주변을 면밀히 살피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다루는 

주제에 걸 맞는 지역 사례를 찾아 적극 활용하였다. B교

사와 동료들은 수업의 대상인 아동들이 가진 잠재력을 

일깨우기 위한 실천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2)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

두 교사의 이야기는 두 사람의 이야기에 머무르는 것

이 아닌, 함께한 동료교사들과 실행이었다는 점에서 의

의가 크다. 이들은 각각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의 

지식과 실천을 교류하고 공유하며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개발하는 교사학습공동체에 속해 

있었다(박윤경･김미혜･장지은, 2020; 서경혜, 2009). A교

사는 지역교육청에 기반을 둔 ‘충북초등사회교육연구회’ 

라고 하는 학교 밖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었

다. 이 연구회에 교육청으로부터 자료집 제작 활동에 대

한 참여 문의가 있었을 때, 연구회 소속 교사 3인이 함께 

참여하기로 한다. A교사를 포함한 연구회 소속 교사 3인

과 다른 배경의 교사들이 함께 한 새로운 ‘자료집 제작 

저자모임’에서는 교육과정 해석, 교수-학습 자료의 수집 

등을 통해 자료집 개발 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물을 창출

해야 했다. 이에 또 다른 국면의 단기적, 일시적인 ‘전문

적학습공동체’가 결성되어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

지게 된다. 그리고 자료집 제작 저자모임 교사들의 팀웍

은 공동작업에 대한 주요 성공 요인이 된다. 

B교사는 초등학교의 동학년 담임교사 모임을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이끌었다. 이는 행정적 회의(전달사항)중

심의 문화에서 교육과정 분석과 재구성, 수업 중심의 학

습 모임으로 옮겨가는데 성공한 것이다. B교사의 운영

과정에서는 학년 구성원 간 관계 조정, 즉 회의와 교육

과정 분석 모임의 구분, 교사 간 사적관계와 공적 역할 

간의 갈등 조정 등이 필요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S초등

학교가 혁신학교인 ‘행복씨앗학교’였고, 학교 관리자 및 

구성원들의 태도가 남달랐다는 점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3) 현장체험 답사방법 및 우리 지역 ‘지도(map)’의 

활용 

지역화의 접근에서 두 교사에게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접근 방법 중 하나는 현장에 나가서 지역을 체험하는 것

이다. A교사와 동료들은 지역화 자료집을 만들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면서 지역의 여러 곳을 방문하여 직접 사

진촬영을 하였다고 한다. 이는 답사의 방법을 활용한 지

역화 자료 수집이며, 교사들의 수업 활용 아이디어를 반

영한 결과물을 얻는 과정이다. B교사는 동학년 교사들과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배우도록 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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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였는데, 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려는 노력으로

서 교실 수업에서 뿐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고 알게 하는 

시도였다. 현장체험학습은 안전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으

며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데

에는 교사 자신 뿐 아니라 학교의 상위 관리자의 결단, 

그리고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가

능한 일이었다. 

두 교사는 우리 지역의 지도를 지도읽기, 지리정보 수

집하기 등의 활동에 결합하여 활용하였다. A교사와 동료

들은 교육과정의 ‘지도의 기본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하여 우리 지역 지도에 나타난 지리 정보를 실제 생

활에 활용한다.’는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지역 지도 자료

를 자료집에 포함하게 된다. 이로써 지도 학습과 지역화

학습을 함께 진행하는 셈이다. B교사의 지역화 수업에서 

답사의 수행은 지도읽기의 실습이 포함되어 있다. B교사

의 지도학습은 단계적이고 체계적이며 섬세함이 깃들어 

있었다.

2. 논의: 성찰

1) 학습대상 지역의 범위에 대한 문제제기 

두 교사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지역화 수업

의 문제점은 학습대상 지역 범위의 선정과 관련된다. 이

는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생활권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

는 광역자치단체의 공간적 범위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데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의 경우, 청주지역은 

같은 도 내의 제천, 단양보다는 인근의 대전, 세종, 천안 

등과 교류가 많고 주민들의 왕래도 잦다. 그러나 4학년 사

회과의 지역화 교과서에서 설정한 지역화 학습의 범위는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충청북도)의 공간적 범위와 동일하

였다. 이는 교육행정의 단위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공간적 

범위인 시(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등)와 도 단위의 교육청을 

지역화의 주체로 여겨 왔기 때문이다.

지역화 수업에서 다루는 대상 지역의 범위가 광역자치

단체 수준의 시･도인 경우에, 학생들의 일상생활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행정적인 경계에 따른 기계적

인 지역화의 범위설정에 문제점이 드러난다 하겠다.10) 행

정구역 기반 지역범위의 설정 문제는 비단 현재의 생활권

에만 국한되는 부분은 아니다. 가령 지역을 빛낸 인물의 

학습에서는 자기 지역 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유명한 역사

인물이 있다면, 학습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11) 

두 교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사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낯설지 않은 지역을 학습 범위로 

하여 지역 인물 등을 학습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2) 지역화 수업 적용 내용 선별의 필요성

A교사의 자료집 제작 모임에서, 교사들은 교육과정 읽

기를 통해, 요청되는 학습 내용을 파악하고, 이러한 활동을 

현장에서 실행할 때 적절하게 사용할 교수-학습 자료를 수

집하였다. B교사의 동학년 전문적학습공동체 모임은 지난 

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내용이나 주제에 따라 지역화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를 구별하여 소위 선택과 집중의 프로젝트를 운영하였다. 

이는 사회과 교과서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해, 지역수준의 

사례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데도 기계적으로 적

용하려는 기존의 지역화 교과서의 내용 및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사회과 교과서의 추상적인 진술에 대해 교사의 수업에

서는 지역 사례 등이 제시되고,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생활

경험과 학습을 연결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지역화 수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사례가 아니어도 학생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적절한 사례가 있다면 타 지역이든, 

전국적인 사례이든,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 반드시 지역에서 사례를 

찾아 다루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적인 사례 제시는 오히려 

학생들의 이해에 방해가 되어 오개념 형성의 원인이 될 수

도 있다. 또한 이러한 기계적인 접근은 극단적으로 ‘지역에

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나 사례에 대해서 학습 내용으로 다

룰 수 없는 것인가?’라는 문제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자

는 두 교사의 이야기에서 교사들의 현실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3) 행정,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

A교사는 자료집 개발팀의 저자로서, 활용가치가 있고, 

배부하기 용이하고, 또 학생들이 흥미롭게 여길 교재 개

발을 목표로 하였다. 또, 지속적으로 최신자료의 업데이

트 등의 활동이 필요한 데, 자료보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듯하여 실망스럽다고 하였다. 저자들은 카드게임 

등도 만들고 교구제작에 의욕과 관심이 있었지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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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투입되는 예산의 제약도 고려되어야 했다. 

B교사는 지역화 학습의 성공 조건을, 여러 행정적, 재

정적 지원이 함께하는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각 지

역 교육청별 신규 임용교사에 대한 지역화 교육 연수(답

사), 지역화 교육 교수-학습지원을 위해 지역 네트워크 구

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화 교과서 위상 변화에 따라 행정적으로나 공식

적으로, 시･도 교육청 수준 지역화 교육에 대한 지원은 

사라지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역교육청의 인사배

치 원칙 상 가능할지 알 수 없지만, 교육청 업무 담당자

의 연속성이 중요하며, 업무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그 전통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체제나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지역화교육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지역화 교육 및 지역화 교과서 담당자의 인

식 및 교과 배경 등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Ⅴ. 결 론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형식보다는 교사 개인의 수업에

서 지역사례를 들어 사회교과내용을 설명하는 것처럼 내

용면에서 교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었다. 교육과정 지역

화의 구체적인 산물인 ‘지역화 교과서’에 대한 현장의 반

응은 엇갈린다. 사회과 교육에서 학습자의 친숙한 공간

을 소재로 한다는 측면에서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현

실적으로 지역화 교과서 자체가 하나의 추가적인 학습의 

부담이라는 부정적 반응도 있다. 게다가 교육과정의 지

역화의 결과물인 지역화 교과서는 발행주체의 공간 단위

가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지역 교육청이고, 내용구성 측

면에서도 경직성을 가진다 하겠다. 이에 초등교육 현장

의 지역화 교과서에 대한 요구 파악, 현장밀착형 교수-학

습 자료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곤 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두 가

지를 다루었다. 첫째, 지역화 교과서를 대신하며, 교육과

정의 지역화를 유효하게 유지할, ‘교수･학습 자료집’ 개

발이 있었던 충청북도의 사례에 주목하였다. 이의 제작

에 참여한 A교사는 충북초등사회교육연구회의 임원으로

서 지역화 교수-학습 자료집 제작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

게 되었을 때, 평소에 학습지도에서 필요했던 자료 목록

과 지역화에 접근하는 방법을 떠올리면서 연구회 동료교

사들과 그 활동에 참여하였다. A교사를 비롯한 현장 초

등 교사들의 교수-학습자료 개발 과정은 지역화교육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둘째, 초등학교 현장에서 사회과 수업을 지역화 수업

으로 실행한 B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지역화 교재라는 

공식적인 수단이 사라졌어도, 교사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지역화를 실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B교사는 동

학년 교사 모임의 리더로서 사회과 4학년 수업을 지역화

의 틀로 풀어나갔으며 지역-지역의 인물, 기관, 현장-을 

교실로 가져오기 위한 방법을 실천하였다. 

지역화의 접근에서 두 교사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접근 방법은 동료교사들과 함께 실행하였다는 

점과 현장에 나아가 지역을 체험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동료교사들과 논의 과정을 거쳐 

자료집과 수업을 만들어 나갔다. 교육과정에 대해 교사들

은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바를 읽

어내고,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교실수업을 진행할 때의 환경 즉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구, 지역화 교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교재, 교사들이 구하기 어려운 수업자료 등, 현장 교

사로서의 구체적인 경험을 활용하였다. 이로써,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자료의 개발, 수업의 설계를 이룰 수 있

었던 것이다. 이 과정은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의 과정이 

되었으며, 교사의 수업실행이 단독적이고 폐쇄적인 행동

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동료교사들과의 협력, 협의의 

산물임을 보여주었다.

이들이 지적한 지역화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지역화 범

위의 경직성이다. 즉 일상에서 학생들의 생활권 범위를 

고려하지 않은, (광역)행정구역 단위의 공간적 범위를 기

계적으로 적용한 지역화의 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들

은 교육과정의 재구성에서, 수업시간에 학습내용 이해를 

돕는 지역 사례로 제시하는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지역화를 적용할 부분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

다. 나아가 지역화의 의의를 지속할 수 있는 연수 및 프로

그램 등 행정적 지원체계 등에 대한 요구도 제기했다. 

본 연구를 통해 교육과정의 개정 및 교과서 체제의 

변화라는 공식적, 행정적 변화기제에 대한 현장 교사들

의 대응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는 재현된 교육

과정의 문지기로서 교육과정의 최종 결정자인 교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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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었다. 비록 두 교사와 그 동

료들의 소수 교사의 이야기이지만, 교육현장으로부터 그

들의 열정과 실행, 섬세함이 묻어나는 이야기였다.

주

1) 김영석(2003)은 지역을 행정구역과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라

고 지적하였다. 

2) 김재일(2008)의 조사결과, 교사들은 세계 스케일을 가장 어

렵게 느끼고 있었지만, 그 다음으로 지역(시･군･구)과 고장

(읍･면･동)을 어렵게 느꼈다. 국가 스케일에 대해서는 수업

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3) 예를 들면, 표 1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함께 서로 다른 생

각을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4) <지역의 위치와 특성>

[4사03-01] 지도의 기본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지역 지도에 나타난 지리 정보를 실제 생활에 활용한다.

[4사03-02] 고장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지

역의 다양한 중심지(행정, 교통, 상업, 산업, 관광 등)를 조사

하고, 각 중심지의 위치, 기능, 경관의 특성을 탐색한다.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4사03-03]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알

아보고, 지역의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갖는다.

[4사03-04] 우리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의 삶을 알아보고, 

지역의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

<지역의 공공 기관과 주민 참여>

[4사03-05]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 기관의 종류와 역할을 조사

하고, 공공 기관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주는 도움을 탐색한다.

[4사03-06]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살

펴보고, 지역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출처: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사회과 교육과정’) 

5) 지역화 수업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는 시･군(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지역범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4학년 교재 개

발 시, A교사는 3학년 과정의 내용을 검토하여 학습내용의 위

계적인 면을 함께 고려하였다고 한다.

6) 철도가 있는 영동군, 옥천군의 경우 기차역 사진, 청주의 경

우, 충북도청, 청주시청, 각 구 구청, 시의회, 버스터미널 사진 

등을 포함한다.

7) 충북문화원(옛 충북도지사 관사)에 게시된 충북 대표문인(12

인)을 지역화 자료로 활용할 경우, 학생들에게는 특히 인물의 

인지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다. 

8) 지역화 교육 관련 저술이 사회 교과서의 한 단원에서, 한 권의 

책자로 발행되고, 사회과 교과서 체제의 일부인 ‘사회과 탐

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던 상황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말한다.

9) A교사는 수업에서 활용하기 좋은 각 지역의 백지도를 개발

한 바 있으며,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서, 종이에 인쇄

된 백지도 이외에 OHP 필름에 인쇄되어 겹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교구 제작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10) 생활권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충북의 경우, 청주와 제천 모두 

충북에 속한 지역이지만 거리도 멀고 생활권이 다르므로, 사

실상 청주 지역의 학생들은 제천을, 제천 지역의 학생들은 청

주를 각각 낯선 곳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 충북과 타 광역자

치단체의 경계지역에서는 인근 타 시･도의 생활권이나 규모

가 큰 도시와의 교류가 활발하므로, 지역화 교육에서 활용할 

지역 사례를 반드시 도(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내의 지역에 

한정하여 다루는 것은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11) 예를 들어 청주와 천안은 연접지역이므로, 우리 지역을 빛낸 

인물의 학습에서 천안의 유명한 인물 유관순에 대한 학습은 

청주 지역 학생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교사들은 우리

지역을 빛낸 인물을 충북으로 한정하니까 어려움이 있었다

고 하였다. 또한, 새로 형성되는 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의 경

우, 지역화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을 세종특별자치시 범위 

내의 인물로 한정할 경우, 인지도가 낮은 인물을 다루어서 어

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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