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 교육 통신 (2014-11호)

- 행신중 수석교사 황보근영 드림

역량중심 교육활동
“우리의 교육은 이제 미래 인재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를 예측하고
역량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 21세기 핵심역량
■ 역량이란 무엇인가?

* 기본개념 : 역량은 개인이나 조직이 우수한 결과를 산출하는 데 영향을 주는 관찰가능
한 수행이나 행동의 준거 / 자기의 삶을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살아가는 능력
* UNESCO, OECD, EU와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21세기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필수적으
로 갖추어야 하는 역량(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연구

* 미국의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http://www.p21.org)의 제시 : 21세기 필수 역량
<21세기 학습자에게 필요한 필수 역량 체크리스트>
역량
Learning &Innovation Skills
(학습 및 혁신능력)
Information, Media &
Technology Skills
(정보, 미디어, 테크놀로지 능력)
Life &Career Skills
(생애 및 경력개발 능력)

내용
Creativity & Innovation (창의성 / 혁신 능력)
Critical Thinking &Problem Solving (비판적 사고력/문제해결 능력)
Communication & Collaboration (커뮤니케이션 / 협력 능력)
Information Literacy (정보를 적절하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
Media Literacy (매체를 적절하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
ICT Literacy (ICT 기술을 적절하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
Flexibility &Adaptability (유연성/적응력)
Initiative &Self-direction (진취적 태도/자기주도성)
Social &Cross-cultural skills (사회적/다문화 능력)
Productivity &Accountability (생산성)
Leadership &Responsibility (리더십)

■ 21C 학습자 역량(3R & 4C) : 글로벌 경제에서 학생들이 성공하기 위한 비전
4C

Critical Thinking(비판적 사고력)
Communication(의사소통)
Collaboration(협업 능력)
Creativity (창의성)

3R

reading(읽기)
writing(쓰기)
arithmetic(셈하기)

학습 및 혁신능력
(4C)

생애 및 경력개발
능력

핵심역량
(3R)

정보, 미디어,
테크놀로지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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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C : 21세기를 위한 초역량
◦ Communication(의사소통) : 생각, 의문점, 아이디어, 해결방안을 나눔
◦ Collaboration(협업 능력) : 목표 도달을 위해 함께 일함-재능, 전문성, 지성을 모음
◦ Critical Thinking(비판적 사고력) :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봄,
(주제와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교과와 수업을 넘나드는 학습활동

◦ Creativity(창의성) : 혁신과 발명과 같은 새로운 접근으로 과업을 수행함

■ 다니엘 핑크의 새로운 시대의 ‘하이컨셉(6가지 역량)’
*

*
*

*
*

다니엘 핑크 – 미국 엘 고어 전 부통령의 수석 연설문 작성자 및 뉴욕 타임스 등의
기고가로 일해 왔으며, 경제변화와 기업전략, 미래 트렌드 등을 주제로 전세계 기업체,
대학, 기관 등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베스트 셀러 ‘프리에이전트의 시대’의 저자임.
『 새로운 미래가 온다』"A Whole New Mind"에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6가지 재능(하이컨셉, 하이터치 재능)
⇒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놀이, 의미 ⇒ 우뇌형 인간
기능<디자인, 주장<스토리, 집중<조화, 논리<공감, 진지함<놀이, 소유<의미와 가치
교육과 평가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역량 배양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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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경기도교육청 : 창의지성교육과 창의지성역량

■ 창의지성교육

* 창의지성교육은 ‘지성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창의성을 달성하는 것’
* 창의지성교육의 방법론 : 창의지성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배움 중심수업 진행
* 창의지성 역량 : 학생들이 비판적(반성적, 성찰적)인 사고활동(critical thinking)을 통해 지식
을 소화하고 스스로 높은 차원의 지혜와 지성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역량
(경기도교육청, 2011)

■ 창의지성역량

연번
창의지성역량
세부역량
ㆍ배움의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반성적 능력
1 자기주도 학습능력 ㆍ자기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ㆍ자기의 삶을 기획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행동을 절제하고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2
자기관리능력 ㆍ자신의
생활을 바람직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
협력적
ㆍ학습이나 삶에서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또는 동료와 함께 발견
3 문제발견
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해결능력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향유하며 창조하는 능력
4 문화적 소양능력 ㆍ문화․예술을
ㆍ다양한 삶의 가치와 문화를 편견 없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
텍스트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자신의
5
의사소통능력 ㆍ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ㆍ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협력적
6
대인관계능력
발전을 이루는 능력
ㆍ평화적 태도를 길러 개인과 세계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능력
7
민주시민 의식 ㆍ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ㆍ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인식하고 발휘할 수 있는 능력

■ 교과별 핵심역량 (더하기와 창의지성역량과의 관계성)

* 창의지성역량과 교과별 핵심역량을 더하고, 관계성에 유의하여
교과교육과정을 재구성, 배움중심수업과 성취평가제에 의한 평가 활동 전개
* 교과별 핵심역량 알아보기 : 『2013년 경기도교육과정』에서 참조
* 예> 국어과 :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의사소통능력,
다양한 텍스트를 통한 문화적 소양능력
* 예> 윤리과 : 자율적인 도덕적 판단 능력, 공동선 구현을 위한 실천 의지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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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역량중심의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활동을 지도합시다.”

■ 역량 배양을 위한 교과별 평가계획 수립

○ 중학교 도덕교과의 경우 : 지필, 수행 평가 영역 및 반영 비율
종류
평가별 반영비율
영역
만점
영역별 반영비율
평가내용
(성취기준)

지필평가
수행평가
50%
50%
협력적 공동선을
자기주도 문제해결
1차
2차 논술형
평가 학습능력 능력 위한 실천
100점 100점 20점 10점 10점
10점
25%
25%
20% 10% 10%
10%
도911~ 도921~ 도911 전영역 도912 도914
도914 도924 도921 성취기준 도921

■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활동 (도덕교과 활동의 예)

○ 자기주도 학습 능력 : 씽킹맵에 의한 노트필기, 토론 발표, 수업 참여 및 과제
수행, 질의 응답
○ 협력적 문제 해결 : 모둠 학습활동을 통한 문제 발견 및 협력적 문제해결 모둠별 과제 부여, 수회 다른 모둠 구성, 씽킹맵으로 해결하기, 효문자도
그리기, 모둠별 토론 및 발표 등

자기주도:필기

○ 공동선을 위한 실천 :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 교내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동의 선을
수행하기 위한 과제 선택(프로젝트 학습) - 계획서<활동<보고서<발표
다양한 캠페인활동, 청소, 화장실 명언붙이기, 힐링 송 & 힐링 톡 전하기,
우리 한복을 외국인에게 자랑하기(한복 입고 경복궁에서 모델이 되다.)

공동선을 위한 실천 : 다양한 캠페인 활동 및 힐링톡&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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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