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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통합과학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 예고보도(2015.5.18.)

통합과학 교육과정 개선 토론회 개최
- 5월 20일(저녁 6시30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통합과학 교육과정 개선 토론회 개최

-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담당 교사, 교육부, 연구 관계자 참석해 활발한 토론 예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12일 1차 수학교육과정 국회토론회, 내일 19

일 화요일 2차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관련 보도자료 발송에 이어 3차로 20일 수요일 저녁 6

시 30분 통합과학 교육과정 관련 토론회를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신설된 통합과학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내용의 체계성 부족과 분량의 과다입니다. 교

육부는 교육과정을 확정하고 수능을 2017년에야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과정 각론 개

정팀은 이미 교육과정 각론 개발에 있어서 수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각 교

과팀은 수능의 시험범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 통합과학 안에 기존 과학과목의 내용을 가져

와서 고1 학생이 배우기 힘든 내용까지 담아 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부담이

더 늘어나고 내용의 체계가 섞이고 분량이 많아졌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고1 학생의

입장에서 중학교 과학 지식에 비해 내용 수준이 높아졌다는 의견에 대해 이번 토론회를 통

해 면밀하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담당 교사가 모두 참여하여 지난 2009

교육과정과 이번 2015 교육과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문․이과 학생들이 배우기에는 적절

한지, 2학년 선택과목으로 올릴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토론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교

육부 관계자와 연구 기관에서도 참석하여 자유토론을 통해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5. 5. 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진희 연구원 (02-797-4044 내선503/070-7602-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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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 5. 20.(수) 저녁 6시30분~9시00분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문  의 : 김진희 연구원 (02-797-4044 내선503 / 070-7602-2724)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주제 및 세부 내용  2015 교육과정 연속 토론회 – 통합과학 / 발제자(■)
학습부담을 

가중시키는 2015 
통합과학 교육과정을 

분석한다

■ 신민철 (부천여고 물리 교사)
■ 고아라 (고양제일중 화학 교사)
■ 김미정 (김포고 생명과학 교사)
■ 장슬기 (소명중고 지구과학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