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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의 관점과 지식 반영

BC 주 교과 과정이 개편되면 개인 맞춤형 학습이
융통성 있게 활성화하여 BC 주 학생들의 다양한
필요와 관심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원주민의 문화와 관점이 전체 학습 영역에 두루
통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소 기반 학습과
고유의 지식 습득 방식을 중시함으로써 원주민의
학습 원리를 교과 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생태와 환경

과학 교과 과정을 개정하여 동식물의 생태와 환경
학습 내용이 개선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역사 포함

개편 교과 과정에는 아시아계와 남아시아계의 역사 및
이들이 BC 주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와 더불어 이들이
체험한 부당한 대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연한 학습 환경

교사들은 BC 주 개편 교과 과정에 따라 융통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적절하고 흡인력이 있으며 참신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학습
환경은 지역의 특성과 장소 기반 학습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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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 개편 교과 과정

읽고 쓰는 능력과 산술
능력의 기초
이번 교과 과정
개편에서
중시하는 것은
읽고 쓰는
능력과 산술
능력의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는 BC
주의 현재
견해입니다.

이 같은 문해 및 수리 기술은 교과 과정 전
영역에서 응용력을 키워야 계발됩니다. 읽고 쓰는
능력과 산술 능력 기대 수준은 BC 주 학력 평가
기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인 학습
개편 교과 과정의 특징은 개념 위주이자 역량
중심입니다. 단편적인 사실과 정보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개념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과정을
응용하는 것을 더 중시합니다.
학습 기준과 학습의 각 영역에 대한 큰 개념은
본질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내용이란 학생이 각 학년에서 알아야 하고,
수행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과 과정 모델

핵심 역량은 BC 주 교과 과정 개편의 중심
내용입니다.

교과 과정 모델은 다음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 교과 수행 역량 및 큰 개념.
교사들은 수업 시 이 세 요소를 적절히
결합하여 개인 맞춤 학습에 활용합니다.

핵심 역량은 모든 학생이 심화 학습에 참여하기
위하여 계발해야 하는 일련의 지적, 개인적,
사회적, 정서적 능숙도를 말합니다. 핵심 역량에는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사회적 및 개인적
역량이 포함됩니다.

T

사고 역량
• 창의적 사고
• 비판적Big
사고
Ideas

C

의사소통 역량

PS

개인적 및 사회적 역량
• 긍정적인 개인적/문화적 정체성
• 자의식과 개인적 책임
• 사회의식과 사회적 책임

what students understand

여러 역량은 학습 기준에 내재되어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량은 학생이 어느 학습
영역에서든 “수행”에 참여할 때 발휘됩니다. 읽고
쓰는 능력과 산술 능력의 기초, 본질적인 학습,
핵심 역량이 조화를 이룰 때 교양있는 시민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내용
학생이 알아야 할 것
교과 수행 역량
학생이 수행해야 할 것
큰 개념
학생이 이해해야 할 것
이해

큰 개념
∙ 일반화 및 원리
∙ 학생이 이해해야 할 것

지

행

개념
교과 수행 역량
학습 기준
∙ 기술, 계획 및 과정
∙ 학생이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

식

읽고 쓰는 능력과 산술 능력의
기초가 되는 문자 이해 능력(읽기와 쓰기), 숫자와
금전 이해 능력, 시각적 판단 능력,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은 현대 사회와 경제 활동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한 근본적인 요건입니다.

핵심 역량

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개편 교과 과정의 중심
내용은 읽고 쓰는 능력과 산술 능력의 기초,
본질적인 학습 그리고 핵심 역량입니다.

내용 학습
기준
∙ 주제
∙ 학생이 알게 될 것

이 모델은 현대의 학습 이론과 BC 주
교사들의 조언을 토대로 정립한 것입니다.
BC 주 교육자들은 처음부터 교과 과정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융통성이 있어 교사들이 더욱
혁신적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 고차원 학습을 중시하여야 한다
• 핵심 역량을 다루어야 한다
• 원주민의 세계관과 지식을 반영하여야
한다
• 학과목별 고유 특성을 존중하는 한편
범교과적 학습을 지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