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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흐름을 꿰뚫어야

교육의 미래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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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낸 곳 : 한국교육개발원 연계체제운영실
▶ 구입 문의 : 하우출판사 (02)922-7090/ www.hawoo.co.kr
▶ 각권 판매 가능

『교육정책포럼라이브러리 5�8권』
에서는 ER&D Network『교육정책포럼』
(www.eduforum.re.kr)을 통해 함께 고민해보았던 2004년의 교육이슈들을 총 망라하였습니다.
교육학자의 냉철한 분석, 현장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생생한 경험,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선과
풍부한 아이디어, 세계 각국의 교육 이야기가 있습니다.

■ 제5권 세계로 가는 길, 교육을 만나다 (정가 10,000원)
▶‘벙어리 영어를 탈피하려는 중국’
,‘이류학교가 없다는 프랑스’등 세계 각국의 흥미진진한 교육이야기

5

8

■ 제6권 생각을 바꾸면 교육이 달라진다 (정가 12,000원)
▶ 소방수로 등장한 EBS, 고등학교 교사의 억울하다는 하소연 등 2004년 교육계 핫 이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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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 이런 학교에서 배우고 싶다 (정가 10,000원)
▶ 평준화 보완? 폐지?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 등의 물음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의 대답

■ 제8권 테마가 있는 교육이야기 (정가 12,000원)
▶ 소아∙청소년 정신과의사에게 듣는 교육이야기, 국회교육위원장이 제시하는 교육 비전, 빌 게이츠를 키워낼 영재교육
등 다양한 교육 테마에 관한 깊이 있는 내용

『교육정책포럼라이브러리 5�8권』
은 우리교육을 사랑하고 교육의 내일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필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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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혁신을 위한 교육주체들의 역할

우

리 사회에서 교육의 문제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문제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 국민은 예로부터 자녀 교육에 대한 열성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

을 만큼 높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우리 교육의 문제가 긍정적인 면보
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아져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어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
리가 높아 교육개혁과 학교혁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교원단체는
교원단체대로, 교육당국은 교육당국대로 나름대로의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주장과 주장들이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대립과 갈등으로 더욱 교육문제를 얽히게 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
김 귀 식│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장

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너무 성급한 주장만을 고집하는 데서 오는 결과라고 본다.
우리 교육, 과연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라는 과제에서 그 '무엇'을 정확히 하지 않고 교육개
혁과 학교혁신을 논한다는 것은 나침반 없이 항해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짧게 보는 교육'에서 '멀리 보는 교육'으로 전환
우리 교육의 문제는 첫째 '멀리 보는 교육'이 아니라 '짧게 보는 교육'에만 매달려 온 게 문제
다. '짧게 보는 교육'은 우선 높은 점수를 따서 대학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데에 모든 힘을
기울이다 보니 대학 입학 이후는 오히려 공부의 목적도 방향도 잃어버리고, 공부의 열정도 상
실한 채 젊음을 허비하는 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짧게 보는 교육'을 '멀리 보는 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 초등과정, 중등과정, 대학과정을 거쳐 사회에 나아가 일생을 어떻게 살 것인
가를 멀리 내다보는 교육으로서 평생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등과정에서부터 적성중심의 자아발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은 자아발견을 전제로 해야
공부의 시작은 "나는 누구인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교육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자아발견과는 관계없이 개개인의 점수 따기 경쟁에만 열을 올리다보니 자아에는 눈이
먼 교육이 되고 말았다. 자아발견의 전제 없이 무작정 점수 따기 공부만을 하는 것은 교육
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하겠다. 초등학교에서 발견된 자아를 중학교에서 받아 키우고, 고
등학교에서 더욱 발전시키는 초∙중∙고의 연계 교육이 없다. 교육은 연꽃이나 난을 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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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교육당국과 교육단체들의 성급한 주장들이 교육문제를 더욱 얽히게 만들고 있
다. 교육문제의 정확한 진단과 혁신과제의 핵심을 찾아내는 일이 우선돼야 하
며, 교사와 학부모 등이 학교혁신을 위한 주체로 나서야 한다.

원리와도 같다.

동에 대한 평가 또한 개인별 학습활동 평가와 협동 학습활동 평

연꽃은 물 속에 계속 담가 길러야 하고, 난은 거의 물을 주지

가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협

말아야 제대로 자란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연

동학습은 협동학습 구성원이 함께 결론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

꽃이나 난이나 할 것 없이 물만 많이 주는 다다익선 교육에 빠져

한 토론 중심의 학습 활동이 되므로 창의성과 사고력, 표현력과

서 허우적거리는 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탐구력이 종합적으로 길러지는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자아를 죽이는 교육이 되고 말았다. 너도 나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교육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 이

도 학원 가기, 너도 나도 점수 따기. 이것은 결국 자아를 죽이는

에 따라 교사 또한 팀 연구를 활발하게 전개하게 될 것이다. 협동

교육이다. 학력 증진을 많이들 강조하지만 이것 또한 자아성취의

학습을 더욱 발전시키면 가정도 하나의 학습의 장이 될 수 있고,

보조 수단으로서의 학력이어야 한다. 학력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사회 또한 체험학습의 장으로 확대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답

는 없다.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평생 하고

없는 창의성 교육은 지역 사회와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공동의 학

자 하는 것을 보람을 가지고 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어야 한다. 이

습장이 되어 학교교육에는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될

런 점에서 학부모의 자녀관과 교사의 학생관을 재점검하고 바르

때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 모두가 교육 방관자의 자리에서 벗어

게 정립해야 할 때다.

나 교육 주관자로서의 역할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교육혁신은 창의성과 다양성 추구로 시작

교사, 학부모가 교육혁신의 주체로 나서야

다음으로는 우리 교육이 창의성과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21세기 교육은 교사와 학원 강사가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방식

도 실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무시하는 교육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게

이 아닌 학생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명실상

문제이다. 창의성과 다양성을 살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정답

부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도 이제는 단순

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정답 없는 교육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있어

한 보호자로서만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교사와 함께 우리 아이

야 한다.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의 정답을 찾는 공부는 두뇌의 계

들의 자아 발견과 정답 없는 창의성 교육 및 협동학습에 대한 충

발을 방해하는 교육이다.

분한 이해를 통한 조언자요, 상담자로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

정답 없는 교육 없이 창의성 교육은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정

다 하겠다.

답 없는 교육 곧 창의성 교육을 위해서는 개인별 학습과 협동 학

21세기는 자녀와 함께 공부하는 학부모 시대, 제자와 함께 공

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별 학습활동과 협동 학습활동

부하는 교사 시대로 모든 학교에 학부모 교실을 상설화하여 학교

에 모든 학생들이 예외 없이 참가할 때 드디어 학교교육은 정상

가 평생교육과 교육 혁신의 중심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화되고, 학교혁신도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확신한다. 학습 활
2005 Mar∙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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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학교혁신을 찾아서”예고
교육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학교혁신은 학교
교육의 문제점과 위기를� 극복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
적 신뢰를 회복하고,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
해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번 특별기획을 통
해 본지는 학교혁신을 위한 교육주체들의 역할을 그들의 시
각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본지는 이번 특별기획을 토대로 총4회에 걸쳐, [연

50

중기획]“학교혁신을 찾아서”
를 마련하였다.
이는 교육주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룬 국내외의 우
수 혁신학교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학교혁신을 하고자 하
는 선생님들에게 혁신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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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은 머지않아 초록빛
세상이 될테고,
이슬방울을 머금은 잎이
싱그럽기만 합니다.
초록잎에 영롱하게 맺힌
이슬방울처럼 교육혁신의
싱싱한 줄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푸르고 싱그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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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다케히코 카리야 Takehiko Kariya,
일본 도쿄대학 교수

교육개혁 성공의 관건은
실태 파악과 정책 검증입니다
일본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어떤 기조에서 진행되고 있고,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원양성 문제, 학교선택제 문제, 대학교육의 개혁방향 등 일본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에 대해 도쿄대학의 다케히코 카리야 교수를 만나 의견을 들었다.

Q 일본은 현재 경제, 사회, 문화를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
고, 특히 일본이 추구하는 교육철학이나 정책은 동아시아 국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현재 일본의 교육철학을 무엇으로 보시는지요.
일본의 기본 교육철학을 하나로 정리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교육철학의 애매함이 결국 교
육개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의 일본 교육에서는 개
성을 존중하는 서양의 개인주의 사상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서구의
개인주의와 달리, 자기와 개인의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주의
를 개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nationalism(국가주의)을 강조하
는 교육기본법의 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 추세 속에서 일본의 독자성, 개성을 발
휘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국가주의라는 형태로 왜곡되고 있는 것이지요. 일본의 교육철학을
굳이 정리하자면 신자유주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정말 자기책임을
질 수 있는 개인을 키우는 교육개혁이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신자유주의
교육철학과 실제적인 교육개혁의 미스매치가 현재 일본의 교육을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고
봅니다.

Q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세계적인 동향인지도 모르겠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암기식, 주입식 교육을 문제시하고, 미국과 영국의‘아동중심주의 교육’
의 도입이야말로 21세기에 걸 맞는 교육이라는 교육개혁의 환상에 빠져있다고‘교육개혁
의 환상’
이라는 저서에서 밝히셨는데요.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대담 김미란│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meerank@kedi.re.kr

한국의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교육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결코 암기식 교
육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서구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학급당 학생 수는 많았습니다만,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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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중심주의 교육이

칠판에 판서를 하고 이를 학생들이 무조건 암기하는 그런 수업은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고

들어오면서 초등학교 교

등학교에서는 입시중심 교육이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실험 실습을 중

육이 주입식, 암기식 교

시하고 아이들의 이해 정도에 따라 피드백을 철저하게 하는 수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동중심주의 교육이 들어오면서 초등학교 교육이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라는 오명을 쓰게

육이라는 오명을 썼습니

된 거지요. 이러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철저한 아동중심주의 교육이 도입되면서 아이들의

다. 학급당 학생 수도 적

의욕과 흥미만을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사의 역할 역시 지도자가 아닌 지원자가 되다보니

고 개별 수업을 중심으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업을 이해하고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저 아이들의 주
체성만 강조하게 된 거지요. 한국도 암기식, 주입식 교육을 문제시하고 교육개혁을 추진하

로 하는 미국식 아동중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이 가장 선두에 서서 아동중심주의 사상을 도입한 셈입니

심주의 교육을 전혀 환

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 수도 적고 개별 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식 아동중심주의 교육을

경이 다른 일본에 도입

전혀 환경이 다른 일본에 도입한 것이 바로 교육개혁의 환상이라고 봅니다.

한 것이 바로 교육개혁
의 환상입니다.”

Q 그럼 일본에서는 아동중심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개혁으로 실제 교육현장에 어떤 문제
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교사의 역량 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교사가 주체가 되어 아이
들 중심의 수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연구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동
의 주체성만을 강조하는 왜곡된 아동중심주의 교육의 도입으로 교육에 관한 교사들의 노하
우가 약화되면서 교사의 가르치는 힘이 저하되다 보니 결국 아이들의 기초학력까지 저하되
는 것이지요.

Q 교육개혁이란 역시 커리큘럼뿐 아니라 교사의 능력, 학교 경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한국에서는 교원양성 체제 개편에 관해 교육주체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교원양성 또는 교원 인사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의 경우, 대학의 교원양성학부를 통해 초등학교 교원을 배출해 왔습니다. 중학교, 고
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반 대학에서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원양성
학부(교육대학)를 통해 과연 충분한 교육실천 능력을 키울 수 있느냐는 문제가 대두되어 교
원 전문직 대학원 구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인사고과를 급여
나 대우에 반영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이러한 논의가 필요하
겠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현재 교원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교원수급 측면에서 본 연령구성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교원의 대부분이 2차 베이비 붐 세
대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교원들이 앞으로 10년
사이에 정년을 맞이합니다. 10년 후에는 교원이 부족하게 되는데 현재의 양성하고 있는 인
원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재정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교원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수급문제를 고려하여 교원양성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직 대학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지만 누구나 쉽게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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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다면 아무도 전문직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을 것이고, 전문직 대학원을 졸업한
교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급여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
다. 교원양성의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
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Q 지금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교원양성 문제 역시 심각하군요. 2003년도부터 일본의 고
등학교, 특히 도쿄도의 공립학교에 대한 학교군제 선발방식(한국식 평준화 정책)을 학교별
전형방식으로 개편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어떠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의 학교선택제 말씀이군요. 학교선택제를 도입한 원래의 취지는 학
교간 경쟁을 촉진시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문제
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 기준이 전혀 교육의 질과 상관없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장이 작다거나, 체육관 시설이 별로
좋지 않다거나 하는 시설 면을 중시하고 교사의 수업 방법이나 학교의 교육목적, 학교 경영
방침 등에는 무관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문제아가 있다고 그 학교를 기피하기도 합니
다. 이러다보니 학교선택제가 처음 취지와 달리 학교의 통폐합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선구적이라고 하는 시나가와(品川)의 경우에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진학 희망자
가 적은 학교의 학생 수를 교육위원회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가 어
떻게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Q 현재 한국은 연구중심 대학 집중 육성을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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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뿐 아니라 여러 분
야에서 중앙집권에서 지

편으로는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떠한 고등교육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방분권으로 전환이 이루

일본의 가장 획기적인 고등교육 개혁으로 2004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립대학 법인화

어지고 있지만, 재정 확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전국 100교가 넘는 국립대학 전부를 법인화하였습니다. 국가 예산

보 없이는 오히려 지역

이 법인단체로 오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달리 대학이 자유롭게 예산을 운영할 수도 있고 외

간 격차, 계층간 격차가
확대될 뿐입니다.”

부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도쿄대학과 같은 일부대학에 중점적으로
배분되었던 모든 예산이 평등하게 배분되기 때문에 모든 국립대학의 기회가 동등해진 것이
지요.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대학의 재량으로 외부에서 따오라는 시스템입니다.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뭐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외부 자금을 도입하고 지출을 줄인다 해도 과
거와 달리 보조금이 전무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국립
대학이 사립대학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각 대학의 경영 능력이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
러나 도쿄대학과 같은 유명대학은 외부자금을 손쉽게 도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모든 국
립대학에 예산이 평등하게 배분된다지만 전체 자원 배분은 더욱 불평등해지겠지요.

Q 그럼 아무래도 지방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경영이 어려워지겠군요. 지방 국립대학에서
는 생존을 위해 어떤 전략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가장 흔한 케이스는 학부의 통폐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원 양성학부(사범대학)가 주된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목을 공부해야 합니다. 국어과,
수학과, 사회과 등 많은 대학교원이 필요한데 실제 학생 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문과대학이나 자연대학에 통폐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에
서는 인간과학부와 같은 새로운 학부를 설치하여 교원을 양성하기도 합니다. 결국 법인화가
되면서 대학의 방침이 중요해진 거지요.

Q 법인화의 목적 역시 경쟁을 통한 대학의 질 제고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도쿄대학은 질
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쿄 대학은 질 보장을 위
해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나요?
법인화 정책의 시행으로 모든 국립대학은 중기목표 중기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6
년마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가 다음 예산 배분의 기준이 되므로 도쿄 대학 역시 법인
화 평가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아직 평가가 시행되지 않았지만 도쿄대
학의 경우 역시 현재의 질적 수준을 세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수준에서도 center of excellence(COE) 정책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21세기의 Top
University를 만들기 위해 대학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쿄대학에 부임한 지 15년 가
까이 됩니다만, 부임 당시와 비교해 보면 법인화 정책이후에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
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통한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해 질을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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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네요.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교육학 분야에서는 도쿄대학만이 외부 자금을 획득할 수 있
었으니까요.

Q�현재 한국은 교육계의 갈등,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사교육 문제, 고교입학제도 등
다양한 해결과제가 있습니다. 일본의 교육계에서는 앞서 말씀해주신 문제 이외에 어떤 문제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에서는 교육격차의 문제에 대해 그리 크게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문제가
되었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격차 역시 계층간 교육격차의 문제이며, 도시와 지방의 지역
격차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불평등 사회 일본’
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
가 되고 제가 쓴‘계층화 일본과 교육위기’
라는 책이 상을 받는 등, 계층 문제가 학문의 세
계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된 것도 최근 5-6년 전부터입니다. 일본에서도 계
층간 경제격차가 확대되기 시작된 것은 연공서열의 일본형 고용관행이 무너지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각 지역의 자기책임론이 강조되면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재정격차가 확
대되면서 계층간 격차의 확대로 이어진 것이지요. 교육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중앙집권에
서 지방분권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정 확보 없이는 오히려 지역간 격차, 계층간
격차가 확대될 뿐이라고 봅니다.

Q 아무런 지원 없는 지방분권화로 사회 불평등이 오히려 확대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의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해 일본의 경우에 비추어 조언을 한 말씀 부탁드
립니다.
일본의 교육개혁을 비판하면서 강조하는 말입니다만, 새로운 개혁을 시도할 때에는 반드
시 현상을 정확히 판단하고 정책이 중단되었을 경우의 결과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특히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파장이 엄청납니다. 한국
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중앙집권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정책이 실
패했을 경우에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책에 관한 국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라도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태 파악과 정책의
검증 없이 졸속하게 실시되는 개혁은 1990년대의 일본 교육정책처럼 실패로 끝나고 맙니
다. 극히 일부에서 성공한 일본의 몇몇 정책이 여러 나라에서 지나치게 과대평가되는 경향
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소수의 선진사례를 모방하여 중앙집권적으로 일제히 실행에 옮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일본이 바로 그런 실패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교육개혁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정확히 문제 현상을 파악하고 정책 검증을 시도한 후에 교육개혁에 착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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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edi.re.kr

Home Page가 (www.kedi.re.kr)
수요자 중심의 통합 교육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UI(User Interface)를 통합하여 공동 레이아웃을 개발하였습니다.
- 회원을 통합하고 E-MAIL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 통합 검색 및 자료 스크랩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Main page

▼평생교육센터
▼교육정책정보센터

서비스
Main(인트로)
통합검색
회원서비스
NowKEDI
Cyber출판
열린마당
교육정책정보
교육정책포럼
교육개발
전자도서관
연계체계
학교평가
영재교육연구원
교육통계시스템
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제
방송통신고
영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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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본원 공지 및 주요행사, 사업 안내, 14개 서브사이트 링크
키워드 검색, 일자별 검색
회원정보관리, 마이폴더, 메일링서비스
기관안내, 조직사업, KEDI소식
신간안내,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기타간행물, 간행물비평, 설문조사DB자료
의견게시판,정책토론방,교육지식정보,질의응답,행사세미나,교육사이트,설문조사,모니터링
교육동향, 정책분석, 통계법령, 북한교육, 센터안내
지난호, 칼럼, 자료, 뉴스, 안내
발행인칼럼, 인터뷰, 특별기획, 세계의교육, 기타기사, 안내
도서관소개, 정보검색, 정보서비스, 교육정보Q&A, My Library, 관련사이트
사업안내, 추진사업, ER&D정보, ER&D자료
사업안내, 사업내용, 네트워크, 자료실
연구실소개, 영재판별, 영재교육상담, 정보자료실, 교원연수, SITE, 커뮤니티, 회원가입
통계간행물, 교육기본통계, 취업통계, 교육예측통계, 부가서비스, 센터소개, 통계도우미
센터소개, 정보교류망, 사이버교육, 금빛봉사단, 웹진
학점은행제안내, 표준교육과정, 학점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 자격증학점환산, 기타게시판
학교소개, 학사안내, 사이버교실, 학습정보관, 어울마당, 상담실, Home
ABOUT KEDI, RESEARCH A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RCHIVES,
KEDI NEWS, CONTACT US

한글인터넷 주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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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특별기획
학교혁신을 위한 교육주체들의 역할
교육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학교혁신은 학교교육의 문제점과 위기를� 극복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번 특별기획을 통해 본지는 학교혁신을 위한 교육주체들의 역할을 그들의 시각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본지는 이번 특별기획을 토대로 총4회에 걸쳐, [연중기획]“학교혁신을 찾아서”
를 마련하였다.
이는 교육주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룬 국내외의 우수 혁신학교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학교혁신을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에게 혁신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학교혁신의 관점과 모형

>> 학교교육 혁신에서 교장의 역할과 리더십

>> 교사를 리더로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 학교혁신을 위한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역할

>> 학교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 학교혁신은‘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실천운동으로

>> 교육개혁의 목표는 학교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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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학교혁신의 관점과 모형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cjlee@kedi.re.kr

어떻게 학교혁신을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학교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고 전략을 만들어 낼 것
인가. 실증적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여러 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학교혁신
모형을 제시한다.

교

육인적자원부는 "공교육내실화"를 포함하여 "대학개혁", "

이 논의에서는 미국 교육부가 미국대학들의 연구연합체인

국가인적자원개발", 그리고 "학습사회의 구축" 등을 핵심

Center on Organization and Restructuring of Schools에 5년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공교육내실화"과제는 초 중등교

연구과제로 의뢰한 연구결과인 "학교운영체제 연구모형과 실증적

육을 포함하는 과제로서 국가교육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분석" 1), CPRE(Center for Policy Research in Education)가 수

다. 초 중등교육은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학

행한 4개 학교에 대한 집중 연구 결과2), Deal and Peterson의 "

습사회의 기반을 구성하고 있다. 해방 이후 60년에 이르는 한국

학교문화의 창조와 지도성의 역할" (Shaping School Culture:

교육의 발전과정에서 괄목한 만한 발전을 이룩하여 왔고 오늘의

The Heart of Leadership3) 등의 문헌분석을 통해서 '학교혁신

한국의 발전에는 초 중등교육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할 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있다.
학교혁신은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를 들어내도록 학교를 새롭게
우리의 학교교육은 양적 성장을 이룩하였고, 물적인 조건을 개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학교혁신의 본질적 목표는 우리 학

선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질적인 면에서 개선의 과제를 안고

생들이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참된 학업성취(Authentic

있다. 공교육의 내실화는 학교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과제를 안

Achievement)"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학생이 성취

고 있다. 공교육내실화를 학교차원에서 실천하는 것이 학교혁신

해야 할 학업성취의 내용과 질이 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이다. 학교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고 전략을 구안하기 위해

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지성 계발, 탐구 능력 계발, 실생활

서는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상황과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실

에 유용한 학업성취 등을 높이는데 도울 수 있도록 교사들의 적

증적분석이 필요하다. 학교운영상황의 다양성과 학업성취결과와

극적인 교수행위 즉 '참된 교수(authentic pedagogy)'와 '참된 평

의 관련성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가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참된 학업성취'를 위해 학

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분석자료가

교는 학교별로 교육의 중점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전

여러 가지 이유로 취약한 형편에 있다.

문적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전문적 공동체는 학교의 사명과 가

1) "Authentic Achievement: Restructuring Schools for Intellectual Quality"� by Fred M. Newman and Associates, 1996.
2)�"Restructuring in the Classroom: Teaching, Learning and School� Organization", Richard F. Elmore, Penelope L. Peterson, Sarah J. McCarthy., 1996.
3)�Terrence E. Deal and Kent D. Peterson, Shaping School Culture: The Heart of Leadership., Jossey- Bass Inc.,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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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공유하고, 학생에 관심을 집중하며, 반성적 수업평가와 교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협동하

학교는 자기주도적 지성

기 위해 공동 노력하는 공동체이다.

과 탐구능력 계발, 실생
활에 유용한 학업성취 등

학교혁신 모형은 학교혁신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다�
학교혁신 모형은 학교혁신의 목적인‘참된 학업성취’
를 달성하는 주요 요인을 제시하고 각
요인을 충족할 수 있는 기준과 조건을 제시한다. 학교혁신을 위해서 학교혁신 모형에서 제시
하는 조건과 기준에 따라 학교의 전체 상황과 그리고 주체별로 그 실천 수준을 분석하고 적절
한 학교혁신의 방향과 과제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을 올리도록‘참된 교수’
와‘참된 평가체제’
를구
축해야 하며,‘참된 학업
성취’
를 위해 교육의 중

참된 학업성취

점을 설정하고, 이를 실
천하는 전문적 공동체를

참된 교수활동

참된 평가

학교교육의
중점설정

참된 학업성취

문화적 조건: 전문적 탐구 풍토, 위험을 감수하는 풍토, 학교의 리더십
구조적 조건: 학교의 규모와 복잡성, 학교의 자율성과 의사결정의 공유정도, 교사의 시간, 전문성 계발

[그림 ] 학교혁신 모형

학교혁신은 학교혁신 모형의 전체적인 틀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학교의 특
성에 따라 특정 부분에 초점을 두고 시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 학교에서는 학업성취평
가제도 개선에 초점을 둔 학교혁신을 하고, B학교에서는 교수방법 혁신에 초점을 둔 학교혁
신을 진행할 수 있다. 각 학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학교혁신의 중점과 혁신의 순서를 정하
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혁신의 주요 요인들은 학교 전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뜻을 같이하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혁신의 목적은‘참된 학업성취’
의 달성
‘좋은 학교’혹은‘성공적인 학교’
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합당하고도 뛰어난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합당하고 뛰어난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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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해야 한다.

Project

성취인가? 단편적 지식을 암기하고 이것을 묻는 시험에 좋은 성

학생들이 특정의 주제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적을 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공부를 한 학생들은 지식기

사람을 설득하거나 또는 토론이나 대화를 통해 자기 견해의 오류

반 사회에서 그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지

를 수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식을 구성하고 활용하는 지성, 덕을 실천하는 덕성, 인간의 품성

④ 학생들이 숙지한 지식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을 함양하는 인성을 갖추는 학업을 이루어야 하고 학교는 이것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수 학습과정에서 실제와 관련된 문제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Project 학습과 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이러한 학업성취를 참된 학업성취(Authentic Achievement)라

목록(Learning Portfolio) 구성 등이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고 할 때,‘참된’
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서
학습의 성과가 가치 있고,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야함을 요구한

참된 학업성취 평가의 7가지 기준

다. 지성의 계발만을 생각해 볼 때, 학생들은 ① 자기주도적으로

‘참된 학업성취’
의 세 가지 개념적 속성에 비추어 참된 학업성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창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적으

취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참된 평가’

로 사고하는 틀을 형성해야 한다. 이것을 지성(知性)의 계발이라

는 다음의 7개항의 질문을 충족하는 평가이다.

고 부를 수 있다. ② 지식을 이용하여, 심층적 이해를 추구하며,
자기의 의견과 주장을 세우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해야 한

(1) 지성 계발을 위한 평가기준

다. 그리고 ③ 이러한 능력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생각을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는 개념, 문제, 혹
은 쟁점에 대하여 정보를 조직, 통합, 해석, 설명, 평가할 것을 요

참된 교수활동의 4가지 기준
참된 학업성취를 위한 교수활동은 다음의 4가지 기준을 충족하
여야 한다.
① 고차적 사고과정(Higher-order Thinking)으로 학생을 안

구한다.
② 대안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개념, 문제, 혹은 쟁
점에 대하여 대안적 해결방안, 전략, 관점, 혹은 견해를 표현할 것
을 요구하는 과제이다.

내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지성 계발을 위한 학습활
동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탐구활동을 통하여 지식에 대한 새로
운 이해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통합∙일반화∙가설설정∙
결론도출 등의 과정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기주도적 탐구능력의 계발(Disciplined Inquiry)을 위한
평가기준
③ 지식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

② 학생들이 주요 주제 혹은 지식내용에 대해 심층적 이해

는가? 핵심적인 지식과 정보, 아이디어, 이론, 관점 등을 학문적

(Deep Knowledge)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연관성을 숙지할 수

으로나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있도록 교수할 수 있어야 한다.

능력을 평가한다.

③ 심층적 토론과 대화(Substantive Conversation)를 통하여

④ 자기주도적으로 탐구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가? 탐구방법,
2005 Mar∙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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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의사소통의 방법을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⑤ 체계적 서술능력이 있는가? 개념, 문제, 혹은 쟁점에 대
하여 학생의 이해, 설명, 결론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3) 실생활에서 학업성취의 유용성(Value beyond school)을
높이기 위한 평가기준
⑥ 교실 밖의 실생활과 연결된 문제를 다룰 수 있는가?
⑦ 학교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 학생의 탐구결과를 설명하고
제시할 수 있는가?
학교별로 교육의 중점이 설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질문은 개인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 즉 존재이유를 묻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 질
문의 답은 삶의 방향과 선택의 기준이 된다. 개인과 마찬가지
로 학교를 포함한 사회의 구성 주체들은 이 질문에 답으로부터
존재의 타당성 그리고 주체의 운영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학교의 중점 설정은 바로 이 근본적
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학교의 중점은 학교가 처한 상황과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학교별로
달라질 수 있다. 각 학교들은 교훈이란 이름으로, 학급은 급훈이란 이름으로 이 중점을 설정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훈과 급훈이 진정한 의미의 학교교육의 중점을 표현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의미가 학교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
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학교의 중점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된 교수활동과 평가를 위해‘전문적 공동체’
가 중요��
참된 교수활동과 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학교 선생님들 상호간, 학교의 행정가, 학부모, 지
역 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교육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
한 결과를 종합하면‘전문적 공동체’
를 구성하기 위한 5대 핵심요소를 설정할 수 있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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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들 5대 핵심요소를 충족하는‘전문적 공동체’
를 형성하기

개인의 전문적 자율은 과정의 투명성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동

위한 노력을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

반되어야 할 것이다.

(1) 학교교육의 중점과 교수활동에 대한 기준과 가치의 공유

(5) 협동적 공동노력

선생님들간에 학교교육의 중점과 교수활동에 관하여 공유하는

협동적 공동노력은‘반성적 대화’
와‘교수활동의 투명성’
을높

기준과 가치가 설정되어야 한다. 학교의 사명에 대하여, 교육, 교

임으로써 조성될 수 있다. 경험과 전문성의 공유함으로써 교사의

수, 교사의 역할과 교수 기준, 교사간의 관계, 학습, 학생에 대한

교수활동과 방법의 개선을 이룰 수 있으며, 상호이해를 증진함으

이해 등에서 공유하는 인식과 가치와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맥

로써 협동적 공동노력을 조성할 수 있다.

락 속에서 교사들간에 상호신뢰와 존경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 맥
락에서 견해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적 공동체의 형성과‘참된 교수활동’
과의 관계는 실제적으
로 검증되었다. 전문적 공동체의 형성은 개인의 노력을 인정하고

(2)‘참된 학업성취’
에 대한 관심의 집중

조장하며 생기를 회복하게 함으로써 중요한 동료적 지원 자원이

학교교육의 근본은 학생의 참다운 학업성취를 이루도록 하자는

된다. 전문적 공동체는 학교 전체적 지원을 제공하고, 관점과 입

데 있기 때문에 학생의 지성적 학업성취를 위한 교수활동에 대하

장의 공유를 도우며, 공동의 책임의식을 형성하고 책무성을 위한

여 관심을 집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동료 압력’작용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동노력을 조성한다. 학
교혁신을 위해서 전문적 공동체의 형성은 관심을 가지고 시도해

(3) 반성적 대화

볼 만하다.

교사의 교수활동도 되돌아보고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선을
이룰 수 있다. 바둑에서 복기(�棋)와 같다. 집단활동으로써 교수

학교는 학교혁신에 필요한 문화적∙구조적 조건 충족해야

활동에 대한 반성과정을 타당하게 인정하고 적극 수용하는 자세

학교혁신에 관한 연구들은‘전문적 공동체’형성을 촉진하는

는 교육과정, 교수, 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게 하

문화적 조건들과 구조적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교장,

고, 자연스럽게‘학교교육에 대한 자체평가의 기제’
를 형성하게

행정가, 교사,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들은 학교가 다음에 제시하

된다.

는 조건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혁신을 이룬 학교들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전문적 탐구풍

(4) 교수활동의 투명성 제고

토, 도전의 장려, 학교에서 새로운 리더십 창조 등의 특징을 가지

우리 학교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타당하게 여겨온 불문율이 있

고 있다.

다. 그것은“나의 수업은 나만의 일이다”
라는 수업자율성에 대한

학교는 지적 문화(Intellectual culture)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를

인식이다. 그러나 이 전통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수업 개선을

위해서 교사들은 개념적(conceptual) 수준과 구체적(concrete) 수

위한 책무성의 차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교사의 교수활동에서

준에서 교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장은 이를 위
2005 Mar∙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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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학교 외부와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이러한 노력들을 지원해야 한다.
참된 학업성취를 위해 새로운 교수학습을 도입하는 것은 불확실성과 실패의 위험이 있다.
또한 많은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학교에서 교장은 선생님들의 새로운 시도를 격려하고

교육정책적인 측면에서
단위 학교의 자율권 확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교사들은 동료교사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동의 지혜를 모

대, 혁신 네트워크 구축

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을 통한 단위 학교의 혁

교사들이 교장과 같은 책임의식을 갖는 것은 전문적 공동체 형성에 효과적이다. 혁신학교
에 대한 연구결과 효과적인 교장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교사와 함께 일하는 교장 : 학교에서 지적 탐구의 풍토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됨

신 노력 지원, 학교평가
를 통하여 학교 책무성

��∙ 권한의 위임

강화, 학교혁신의 문화

��∙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의 참여 보장

적∙구조적 조건을 충족

��∙ 구성원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

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추

��∙ 중요한 결정은 전문적 공동체와 협의
��∙ 자신을 조직위계상의 최고가 아니라 조직 구성원의 중심으로 인식
��∙ 네트워크 개발 : 교육청뿐만 아니라 기타 학교 밖의 단체, 기관, 다른 학교 등의 자원
��∙ 들과 네트워크 유지
��∙ 희망, 비전, 가치 수호자로서 역할
��∙ 효과적인 갈등 관리 : 지원적 풍토 조성과 갈들 해결의 주체를 교사로 설정함
��∙ 논의와 토론을 위한 포럼 개최 :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에 대한 존중 강조, 공동체의
��∙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
��∙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협의: 학교 내에서 교사들의 지원 확보, 학교 밖의 학부모, 기타
��∙ 기관들의 지원 확보 및 불필요한 요구로부터 보호
��∙ 전문적 공동체를 지원하는 조직구조 형성에 대한 책임 의식
이상 교장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지적한 바와 같이 효과적인 교장들은 가치 지향
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을 발휘하고 교사의 일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학교혁신을 위한 전문적 공동체 형성은 학교 규모, 교사 업무의 복잡성 정도, 학교의 자율
성 및 의사결정의 공유 정도, 교사가 기획에 투자하는 시간, 전문성 발달을 위한 기회 제공
등의 중요한 구조적 요인에 의해 뒷받침이 된다. 이들 조건의 대부분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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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학교운영체제에서 학교 자체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도 있다.
나부터, 우리 학교부터 혁신을 실천하자
그간 학교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들은 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어떤
제도를 고쳐야 할 것인가,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인가, 학교에 어떠한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교육정책적인 측면에서 단위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단위 학교의 혁신 노력을 지원하고, 학교평가를 통하여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혁신의 문화적∙구조적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설
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적인 지원이나 제도 개선과 무관하게 학교혁신을 위해서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
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학교혁신을 위
해서 노력하고 있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학교혁신 모형은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학교혁
신을 위해서 무엇을 진단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준다. 학교혁신은 교장 선생님들
과 선생님들에게 새로운 노력을 요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힘든 노력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자라나는 새로운 희망들을 위해서 나부터, 우리 학교부터 학교혁신을
실천해보자.

2005 Mar∙Apr

23

특별기획 │ 학교혁신을 위한 교육주체들의 역할

학교교육 혁신에서 교장의 역할과 리더십
서정화│ 홍익대학교 교수, suhchungwha@hanmail.net

점차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학교교육의 책무성이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학교혁신은 관련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이들을 조직하는 중심에 학교장이 있다. 학교장의 역할과 리더십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무

한 경쟁시대, 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단위 학교의 질 높은

정도가 다르고, 또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달리 비춰질 수 있을

교육 활동을 요청받고 있다. 특히, 근자에 자율성을 바탕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학생이나 교원, 학부모 등의 인식이나 자

으로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장을 비롯하여 교
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교육 관련자들의 참여 속에 학교교
육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기대와 요구가 점증되고 있다.

세, 활동 양태가 종래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교육은 바른 인성과 윤리의식을 함
양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정보화 사회로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학교장은 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혁신

발전하면서 인간의 생활, 의식 및 가치관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

을 추진해야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따라서 학교장의 역할과 리

고 있다. 학교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정보화 능력을 갖춘 인재 양

더십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성에 주력하면서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바른 인
성과 윤리의식도 길러주어야 한다. 아울러 민주시민으로서 갖추

학교교육 혁신의 필요성과 목표, 방향
교육혁신이란 당면하고 있는 교육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다

어야할 정직이라든가 협동, 봉사, 준법, 책임감 등을 모든 교육의
과정에서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행위

�또한 '개방∙경쟁∙협력'의 시대요,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존

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기존의 교육운영 상태를 바꾸어 보다

중하고 협력하며 함께 더불어 사는 동시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

바람직한 새로운 교육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전해 나가려는 자세를 교육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학생들의 창

높이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조적 사고력 신장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 Alvin Toffler의

단위 학교에서의 혁신이 왜 절실한지 그 이유를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지적처럼 앞으로의 사회는 인간의 지력과 창의력과 다양한 능력
과 자질이 존중되고 요구된다. 이러한 능력과 자질이야말로 바로

먼저, 학교교육의 문제점과 위기적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민의 삶의 질과 국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 학교교육의 문제점과 위기적 상황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교

편협적이지 않고 균형 잡힌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

실 붕괴니 학력 미흡현상에서 뿐 아니라, 인성교육이 소홀히 되

영에 학교 내외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과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고 있고 학생들의 기초질서, 기본예절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것이다.

학생들의 일탈 행위가 증가하는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

둘째,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학

한 일련의 현상은 지역에 따라, 학교에 따라 그 나타나는 양태와

교교육에 대한 불신은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줄지 않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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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생의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왕따'를 당하는 시

그 한 증좌일 것이다. 더욱이 근자에 '성적 조작' 사건을 비롯해서

큰둥한 분위기가 있다고 하거니와 이는 참으로 우려할 상황이 아

'부정 입학' '전∙입학 비리' 등으로 얼룩진 한심한 교육현장의 모

닐 수 없다. 그래선지 우리나라 학생들이 OECD의 TIMSS 학력

습은 학교에 대한 학부모,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

성취 평가에서 세계 최상의 수준을 기록해도 축하하고 격려하는

다. 이제 초∙중등학교든 대학이든지 간에 국가, 사회와 학부모

축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

및 교사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로잡고 실추된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교육 혁신의 과제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의 학교교육의 혁신은 무엇보다도 학교

현재 각종 학교에서 나름대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특색

의 책무성을 실현하는데 두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장은 교

있는 다양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1교 1특색 사업' 이라든지 '1

원의 자질을 높이고 전문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구성원의 참여도

인 1기 교육' , 특성화∙특기 교육 등이 그 예다. 이러한 학교교육

를 높이는데 힘쓰는 동시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체계를 강화

혁신 사업은 교육목표, 내용, 방법, 교원, 행∙재정 등 학교교육

하여 학교 교육의 공동체를 구축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의 전반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다.

있다.
셋째, 학교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다. 학교

① 학교교육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과정 개선

가 단순한 지식 전달 장소 또는 정보원으로서가 아니고 다양하고

학교교육 목표는 학교에서 기르려는 바람직한 인간상 내지 자

알찬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질을 제시한 것이다. 학교경영 목표나 방침은 이를 구현하기 위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또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길러주어

해 학교 내외의 인적∙물적 자원들을 확보, 배분, 활용하기 위한

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력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하며 우수한 아이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학교교육 목표는 매년 새롭게 설정할

들은 더욱 앞서나가도록 하면서 뒤쳐진 아이들을 끌어올리는 노

필요는 없겠지만 학교 경영목표나 경영방침은 해마다 달라질 수

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질 높은 학교(Quality

도 있다. 이러한 목표설정 과정이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노력

School)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니와 그 핵심은 학

을 결집시키고 체계적으로 유도하는 지침이 될 수 있고 또, 목표

업성취에 두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설정 과정에서 교사나 직원은 물론이고 학부모, 지역사회 등의 요

높이기 위해 더욱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구를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유발하

학업성취 수준을 높이는 일은 가장 일차적인 임무가 아닐 수 없

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대해 그릇된 인식
과 대처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동안 학생

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변화

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어떠한지, 우수한 학생들 또는 뒤쳐진 아

제7차 교육과정 도입과 함께 교육부 - 시∙도교육청 - 단위 학

이들의 학업성취는 어떤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다.

교의 역할이 분담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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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교원들의 교육철학과 신념과 경험, 학부모의 기대와 요구,

한 지원조건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등을 적절하게 반영시킨 학교 교육

전문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를 학습조직(learning

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

organization )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 학교장은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들의 적성에 맞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 수업 참관, 연구수업 발

으며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험중심

표 등은 물론이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업무

의 교육내용을 짜야 한다.

량의 과다 및 성취에 따른 인사상의 우대 등을 통한 적절한 보상

지식은 학습자들에 의해 능동적으로 구성되어지므로 구체적인

의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상황 속에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
다는 '구성주의' 이론도 이러한 맥락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

⑤ 참여적인 학교경영 풍토 조성

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역 사회의 일터를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여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전문성, 창의적 아이디어들을 수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유용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교육내용

렴하도록 토론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장을 비롯

을 편성할 뿐 이니라 모든 학생이 개인의 개성과 능력에 따른 교

한 교사들과 학부모와 지역사회 관계자를 포함하는 학교공동체

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교과목이 제공되고 학생 개개인의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학습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교육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③ 교수학습 및 평가방식의 전환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수업 참관, 각종 행사 참여 등

교수학습 및 평가방식은 학생들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을 통해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학교교육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보다는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아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학교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울러 다양한 대입전형제도를 고려하여 평가방식과 성적관리의 투

특히, 지식과 식견을 갖춘 지역 인사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적극 참

명성을 보여주는 신뢰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

여케 함으로써 제반지원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다. 그리고 교사-학생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전술
한 체험 중심의 교육방식을 강화해야한다.

⑥ 교육환경 및 여건의 개선
학교교육의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

④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제고

과 여건 개선은 그 기본이 될 것이다.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교사의 전문성을 교육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므

적용하기 위한 시설 여건도 구비되고,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정

로 교사의 전문적 자질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연수 참여 기회를

보교육을 위한 인터넷 설비 등도 확충하고 첨단화해야 할 것이지

확대하고, 연구 활동을 적극 유도∙권장하며, 학교 자체의 자율

만, 이미 확보된 교수-학습 자료나 기자재 등도 최대한으로 활용

연수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교사의 연구 활동을 보장하기 위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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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역할과 리더십
학교교육의 혁신을 위해 학교장은 다음과 같은 역할과 자질이 필요하다.
먼저, 혁신을 주도할 전문적인 식견이 요청된다. 새로운 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사, 학생

교장은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열정을

및 학교환경에 의한 반대에 부딪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학교장은 혁신의 방향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이나 목표와 내용, 기대효과 등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격의 없

상을 시도하고 효과를 높

는 대화를 통해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동기화시켜 혁신의 과정에 동참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 수 있는 혁신을 선도

수업 지도성을 발휘하는 동시에 학교교육 활동전반에 걸쳐 정확한 문제점 진단과 함께 비전과 개
선전략 및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개방적 사고와 수용적 태도가 필요하다.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

하는 변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끌어내기 위해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되 소신을 갖고 교사와 학
부모 등을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확고한 변화를 선도하는(Change agent) 역할이 필요하다. Louis V. Gerstner는 학교
의 변화를 위해 훌륭한 지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교장을 선발, 확보하여 교장과 직원들에
게 자율과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기준을 정하여 학교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
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 변화 및 지도성 행사에 교훈을 주는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들은 학
교 외부로부터 지원이 필수적이고 지도성 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팀 형성이며 의사소통
과 마케팅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장이 이끌어가되, 교
사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최상의 업무수행 능력을 보이며, 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책무감을 가지
는 지도적 교사들(teacher leaders)의 역할이 바로 성공적인 학교 변화에 결정적 기여를 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학교장은 근자에 지도자와 구성원이 상호간의 동기부여 및 목표
에 대한 헌신성을 강조하는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변혁적 리더십의 주요 요소로서는 ①비전 ②솔선수범 ③지적자질 ④배려 ⑤높은 기대 ⑥집단 참
여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핵심적인 실천 원리로서 변화선도의 원리를 들 수 있다. 변혁적 교장은
교사들에게 도전적 목표를 부과하고 창조적 사고와 혁신적 행동을 격려하며, 학교경영 전반에 걸
쳐 문제점을 발견하여 창조적 파괴를 시행해 나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 교사들에게 새로
운 교육이론과 방법을 채택하여 현장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
도록 촉구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005 Mar∙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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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은 자율적인 학교혁신으로부터
그동안 학교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에서 학교교육의 여러 하위 영역
에 걸쳐 새로운 착상과 시도가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혁신 사례들은 학교운영의 전 영역에 걸쳐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학교교육 개혁은 다분히 국가 전체 수준의 교육 개혁 추진에 수동적으로
부응하여 실천하는데 급급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국가적 수준이나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뿐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살려 단위학교에서도
다양한 개혁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학교 차원에서 교육 혁신이 창안되고 적용되기 위해서는 학교
경영자와 교사들의 확고한 교육관, 의지 신념, 소신과 희생정신이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흔히, 교
원들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경우를 가끔 듣게 되지만 그러나 교사나 교장
이나 교육행정가나 학부모 등 누구든지 변신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혁신에 대한 저항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며, 이는 교육의 변화에 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집
단이나 개인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보수 성향이 강하여, 관례가 되어버린 생각이나 방법을
바꾸기 매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위로부터 교육개혁' 추진 노력과 함께 '아래로부터 교육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것
은 지역과 학교단위에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교육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
는 단위학교의 자율성 신장과 책무성 확립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아울러 단위 학교경영 개혁을
위한 교육 여건조성, 행정지원 등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Mintzberg의 지적처럼
교육개혁은 학교교육의 혁신 내지 재구조화에 주안점을 두고 전략적 정점이나 중간계층, 기술구
조층, 지원인력층 등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 인프라를 갖
추고 구조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며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기방
자치단체가 할 일이다. 그렇지만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더라도 교사와 학교 경영자의 관심과 의
지, 그리고 지도성 여하에 학교교육 혁신, 개선의 여지는 많이 있다.
학교교육 혁신은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으며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 목표도 '변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다.' 라는 NEC 회장의 지적처럼 학교장은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상을 시도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혁신
을 선도하는 변화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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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리더로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김성열│ 경남대학교 교수, kusykim@kyungnam.ac.kr

학교혁신의 주체로서, 학교혁신의 핵심역량으로서 교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
다. 학교혁신을 위해서는 교사가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교사가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은 무엇
인지, 어떠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지 살펴본다.

학

교를 혁신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를 향상시키

49.7%가 학생들의 학력 저하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다. 같은 연구

기 위하여 학교를 변화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그동안 우

에 의하면, 교사들의 78.6%와 학부모들의 48.0%가 학교에 대한

리 사회에서는 학교를 혁신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

신뢰도가 저하하고 있다고 동의하고 있으며, 교사의 86.4%, 학부

다.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역사는 바로 학교혁신을 위한 노력의 역

모의 71.2%가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사라고 할 수 있다. 제6차 교육과정부터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교

대하여 동의하였다. 이러한 교사나 학부모의 인식이 최근에 들어

의 재량권을 확대한 것이나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를 부분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

도입하면서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한 것, 학교 수준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질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불만족스러운 평

에서 교과협의를 중심으로 교사들 사이에 협의하는 분위기를 조

가는 그동안 이루어진 학교혁신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

성해 온 것, 학교에서 학부모의 참여를 권장하고 확대해온 것들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의 변화, 구조의 개편 등이 학교

은 그 구체적 노력의 예들이다. 물론 교수학습과정을 교사중심에

혁신을 촉진할 수도 있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제도적

서 학생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화한 것이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나 학교 내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화하는 것

교육공학 기기의 활용을 증대한 것들도 빼 놓을 수 없다.

들은 분명 교사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
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그것은 필요조건이나 전제조건에 불과

학교혁신은 리더로서의 교사를 요구한다

하다. 교사들이 그러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집단적인 노력

그런데, 이렇게 학교혁신을 위한 노력이 꾸준하게 전개되어 왔

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제도와 구조개혁의 성과는 한정적일 수밖

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 교사들조차도 학교교

에 없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혁신을 위한 교장과 교

육의 질을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컨대, 시간

사들의 역량과 역할수행의지이다. 현 시점에서 학교혁신을 위해

이 다소 지난 자료이기는 하지만, 1999년에 한국교육개발원이 실

서는 요구되는 것은 단위학교에 대한 행정체제의 개혁이나 학교

시한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학교교육

내 지배구조의 개편이라기보다는 학교장과 교사들의 학교혁신을

에 대한 만족도가 학교급별에 관계없이 낮아지고 있고, 학교급별

위한 역량을 개발하고 혁신에의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이 높아질수록 더욱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01년에 이루

있다. 특히, 선진국들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교사들의 역

어진 한국교육개발원의“학교교육의 실상분석 및 공교육내실화

량을 개발하고 그들로 하여금 변화와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권

방향과 과제”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의 82.8%, 학부모들의

한을 부여함으로써 학교혁신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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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짧은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학교혁신은 학교장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교사들이

학교교육의 질은 교실에

리더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야 가능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분명 학교장과 교사들의 리더로서

가장 가까이 있는 교사들

의 역량은 학교혁신의 가능성을 크게 하는 핵심적 요인이다. 특히, 교사들이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리더로서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질은 교실에

이 리더로서 권한을 부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즉, 교사들이 리더로서 권한을 부여받고 리더십을 발휘할 때 높아진

받고 리더십을 발휘할 때

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점을 놓치지 않았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높아진다. 교사가 리더로

학교현장에서 교사는 리더로서 존재한다
리더는 조직이나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공
식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도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를 공식적으
로 차지한 사람이라도 실제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현장에서 교사는 어떠한가∙ 학교현장에서 교사는 리더로서 존재하고 있음이 분명하
다. 교사가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들은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
다. 교사는 우선 학교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일을 학교장과 함께 한다. 물론 학년별, 교과별로
교육과정 목표가 이미 국가적으로 정해 있어서 학교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데 교사가 할 일이
없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학교는 학교의 특
성에 적합하게 그것을 변용한다. 개별학교가 매년 만드는 학교교육과정계획에서 제시하는 학
교경영목표나 교과별 목표들을 떠 올려 보라. 교사들은 개별학교의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
서 학교장과 함께 토론하며, 설정된 목표를 공유한다.
교사들은 단위학교 경영목표나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과제들을 수행하는 책임을
떠맡고 있다. 연구학교, 시범학교 과제 수행의 실제 책임자들은 연구부장이거나 교무부장과
같은 교사들이다. 학교정보화 과제를 수행하는 일도 교사들이 떠맡는다. 부진아 지도나 속진
아 지도도 실제로 특정 교사가 주도한다. 교사들은 교사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일을 이끌기도
한다. 교과연구회를 조직하기도 하고, 특정 주제 연구모임을 만들어 여러 교사들과 함께 공부
해 나가기도 하며, 교과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도 한다. 이렇게 교사들은 학교과제 수행이
나 교사들의 직무수행능력의 개발과 발전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교사들은 단위학교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교장과 함께 학교경영의 주요한 사항을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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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거나 심의한다. 학교장은 분명 형식상으로는 단위 학교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이다. 학
교운영위원회도 법적으로는 이제 곧 폐지될 예정으로 입법 예고된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을 제외하고는 학교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인사위원회 등 단위 학교 내
에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여러 기구들도 심의 또는 자문기구들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학
교장은 이들 기구들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그대로 학교경영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곧 단위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실제적 리더로서 역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들이 리더로서 역할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학급경영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교사들은 학급담임으로서 학급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함께 학생들과 공
유하며, 비전 실현의 전략을 구상하고 실천한다. 학생들을 신뢰하고, 동기부여하고 격려하면
서 학습에 매진하도록 한다. 학급 경영의 성패는 리더로서 교사의 리더십에 전적으로 달려 있
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교사들은“나는 교사일 뿐이다(I am just a teacher)”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
지 않다. 그런 교사들은“당신은 학교를 위하여 리더로서 어떤 역량을 발휘했는가?”
라는 질문
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한다.“리더와 얘기를 하려면 교장실로 가보라”
라고. 이렇게 된 데
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교사들이 리더로서 행동하는 것을 억제해
왔기 때문이다. 굳이 특정 연구결과를 빌리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리더로서의 역할
은 교장이나 교감에게 한정되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교사들이 학교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다
른 사람에게 지도나 조언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교사들이 리더로서 역
할을 수행하면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리
더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리더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교사들은 마치 튀려고 하는 사람쯤으로 치부되기 십상이었던 것이 이제까지 학교 현실일지 모
른다. 이러한 현실이 학교혁신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을 제약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교사들이 리더로서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는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우
리나라에는 없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교사들에게 리더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렇게 역
할을 수행하도록 대우해온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
연구결과의 핵심은 학교를 혁신하고 그것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보다 많은 사
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선행연구들이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교
2005 Mar∙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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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리더로서 교수 ∙학습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제들을 이끌면서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을 때 학교혁신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교사가 리더로서 학교혁신에 다양한 역할을 한다�
교사가 리더로서 학교혁신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학교교육의 성과와 질을 개선하
는 방향으로 다른 교사들의 교육실천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어떻게 리더로서 교사
는 다른 교사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영향력 발휘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어느 학
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우선, 동료 교사들과 체계적
인 토론의 기회를 가진다. 리더로서 교사는 동료들과 좋은 교육실천이 무엇인지를 조명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기회를 교수∙학습에 관한 대화를 통하여 마련한다. 리더 교사는 이러한 과
정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토론과 탐구, 평가를 통하여 교사들의 교육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리더로서 교사는 다른 교사들이 혁신과 변화 및 발전과 관련하여 주체로서
의 의식을 갖도록 그들에게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이다. 리더로서 교사는 다른 교사들이 앞으
로 일어나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와 혁신을 자신들이 함께 주도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
도록 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 리더로서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이 특정의 변화에 대하여 관심
을 집중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협동적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을 조장한다. 리더
로서 교사들은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다른 교사들을 이끌면서 학교혁신을 위한 노력을 함
께 경주한다.
리더로서 교사의 역할수행의 세 번째 방법은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교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의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정보와 자원을 필요로 할 때가 적지 않
다. 리더로서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에 비하여 전문성과 정보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할 수 있
다. 리더로서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이 과업수행에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자원이나 정보를 동
원할 수 있고,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리더로서 교사가 다른 교사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리더로
서 교사가 다른 교사들과 평등하면서도 협조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평등하고 협조적 관계는
교사들이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교사들이 함께 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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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게서 배울 때 학교혁신의 가능성은 커진다.
리더로서 교사가 이렇게 학교혁신을 위한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능
력을 갖추어야 한다. 여러 학자들이 이에 대하여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드
러나는 것은 이렇다. 리더로서 교사는 무엇보다도 좋은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

리더로서 교사는 좋은 교
육에 대한 비전 제시능
력, 설득력, 타인에 대한

어야 한다. 학교를 혁신한다는 것은 곧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

신뢰, 경청하는 능력, 배

이기 때문에 좋은 교육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요구되는지,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았을 때

려심 등을 갖출 때 토론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과 대화, 권한 이양, 정보

그러한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리더로서 교사는 자신의 비전을 다른 교사들이 공유하도록 설득하는 능력을 가지고

제공, 좋은 관계의 형성

있어야 한다. 리더로서 교사는 좋은 교육이 무엇인지 그것의 실천적인 의미를 열의를 가지고

등을 통하여 학교구성원

진실되게 다른 동료교사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리더로서 교사가 그들을 설득하기 위

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하여 당연히 갖추어야 하는 것은 전문성이다. 전문성은 리더로서 교사가 제시하는 주장이나
얘기들의 타당성을 높여 준다.

있다.

셋째, 리더로서 교사는 다른 교사들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리더로서 교사가 다른 구성
원이나 교사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들과 함께 일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된다.�
넷째, 리더로서 교사는 경청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른 교사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
어야 하고, 특히,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의 얘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리더로서 교사는 다른 교사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들 각자의 사정을 배려해
야 한다. 그것은 다른 교사들을 비롯한 학교구성원들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들의 처지, 생각,
상황을 고려하고 그들의 특장(特長)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리더로서 교사가 이렇게 좋
은 교육에 대한 비전 제시능력, 설득력, 타인에 대한 신뢰, 경청하는 능력, 배려심 등을 갖출
때 토론과 대화, 권한 이양, 정보제공, 좋은 관계의 형성 등을 통하여 다른 교사를 비롯한 학
교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사의 역할 수행 조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교사를 학교혁신을 위한 리더로서 인식하는 것은 모든 교사들이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 적성과 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신뢰해야 함
2005 Mar∙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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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것은 리더로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교사들 사이에서 협력적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학교 안팎으로 전문적 학습공동
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사를 리더로서 새롭게 인
식할 때, 교사들은 그들의 교수능력과 학생들의 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교를 혁신하기
위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협력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모든 학교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 점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학교에서 교사가 리더로서 대접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듯하다. 학교혁신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 우선, 그것은 학교에서 교
사가 리더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학교마다 개혁적
이면서도 유능한 교사들이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기 마련이다. 이들은 비공식적이고 간접적인
과정을 통해 다른 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다른 교사들은 그러한 교사들의 의견과 과제해
결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학교행정가들은 이들을 발굴하여 그들이 리더로서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함께 책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리더로서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끊임없이 마련되어야 한다. 리더로서
의 능력개발은 교사로서 가르치는 역할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리더로서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역할, 예컨대, 집단을 구성하고 이끌며, 워크숍을 운영하고, 협력적 활동을 수
행할 뿐만 아니라 멘토(mentor)로서, 그리고 평생학습의 촉진자로서, 현장연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학교는 리더로서 교사가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내 줄 수 있어야 하고, 교
사도 시간적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하여 협동작업, 공
동계획 수립, 교사간 네트워크 구축, 교실방문 등 리더로서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는 시간이 요
구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학교구성원들이 학교혁신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리더로서 역할하는 것이 필요
하고, 그러한 교사의 역할은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믿
음을 가져야 한다. 비록 이제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이 리더로서 교사의 리더십이 학교에 영향
을 미치는 역동적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한 낙관적인 믿음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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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혁신을 위한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역할
김장중│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 jangjoony@hanmail.net

학부모와 지역 사회는 학교가 달라지고 새로워지기를 가장 열망하는 집단이다. 학부모와 지역 사회가 학
교혁신의 주체로서 동참해야 하는 이유이다. 학교는 학부모와 지역 사회를 학교 안으로 불러들여 적극적
인 역할을 주문해야 한다.

요

즘 혁신(innovation)이란 말이 대유행이다. 정부는 각 부

적으로 바꾸고 학교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목소

처에 혁신담당관을 두고 있으며, 청와대도 최근 비서실장

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에 대한 높

을 중심으로 혁신추진팀을 꾸렸다. 부처별로 그리고 부처간에 혁

은 관심과 함께 과다한 교육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 대

신그룹과 혁신포럼을 경쟁적으로 가동하고, 공무원 교육과정에도

한 만족도는 날로 저하되며 교육 불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 프로그램을 대거 도입하고 있다. 교육부도 2월 16일 유명한

아무리 훌륭한 교육정책과 멋진 개혁 프로그램도 학교가 달라

대기업의 경영인을 초청하여 전직원이 혁신에 대한 특강을 들었

지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학교가 혁신되어 교육 서비

다. 이처럼 혁신이 일상어가 되고 강조되는 것은 정부를 비롯하

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국민들은 정부의 교육정책을 자연스

여 우리 사회가 새로워지고 변해야 할 것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

럽게 지지하게 된다. 이처럼 학교혁신은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리라.

높이고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시대, 어떤 조직을 막론하고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

이와 함께 최근에,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터스쿨이나 학교

히 교육혁신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시대적 요청이며 화두(話頭)가

선택권, 홈스쿨과 같은 제도의 도입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되고 있다. 교육혁신은 단위학교가‘거듭나서’공교육이 신뢰받아

이는 국가에 위탁한 교육권을 학부모의 권리로 되찾으려는 움직

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학교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큰

임이며, 학교교육의 목적과 학교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고

주체인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제대로 된 역할이 수반되어야 한다.

민이기도 하다.“지식정보화 시대의 학교는 과거의 학교와는 역

그러나 우리의 학교 현실을 볼 때, 학부모와 지역 사회가 학교

할과 기능이 달라져야 하며, 교육활동은 더 이상 학교의 전유물

혁신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대단히 의문스럽다. 아

이 될 수 없다”
는 피터 드러커의 말이 생생하게 다가온다. 이제

울러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해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필자는

학교혁신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무(時務)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학부모와 지역 사회가 바라보는 학교혁신
은 과연 무엇이며, 나아가 학교혁신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
학교혁신은 일차적으로 학교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나아가, 학교의 총체적인

왜 학교혁신이 필요한가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낡고 뒤떨어진 교육 시스템을 획기

능력과 교육 서비스가 향상되어 학교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것
(up-grade)을 의미한다.
2005 Mar∙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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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지역 사회 주민들이 생각하는 학교혁신은 첫째, 인간교육을 제대로 하여 바른 인

학부모는 학생의 친권자

성을 기르는 것이다. 민주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게 하며,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

로서, 학부모를 포함한

림이 사라지고 청소년 범죄와 비행이 없는 학교가 돼야 한다.
둘째, 학력 수준과 창의성을 높이는 것이다. 보다 충실한 학교교육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전

주민은 교육재정을 책임

반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뒤쳐지는 아이가 없도록 특별지도를 내실 있게 하고, 탁월한 아이

지는 납세자로서 교육의

는 그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수월성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이‘짜여진

진정한 주체다. 학교는

틀’
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수업(자기주도적 학습)으로 급속히 전환되어야 한다.�

학부모와 지역 사회를 중

셋째, 교육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획일적이 아닌 학생의 개성과 특

요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기를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수업내용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학교 안으로

보다 많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나 지역간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끌어들이는 노력을 해야

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교실, 교구, 비품, 체육시설, 도서관, 편의시설, 학교급
식 등 열악한 것들을 개선하여 좋은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아울러, 불안전한 요소
를 제거하여 종합적인 학교안전 관리를 이룸으로써, 최소한의 교육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가 민주적이며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교구성
원과 지역 사회의 폭넓고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각 주체들의 건전한 의견이 잘 반영되어
야 한다. 금품 수수, 내신 부풀리기, 답안지 조작, 불법 전입학과 같은 비리와 부조리가 더 이
상 없어야 한다.
학부모와 지역 사회도 학교혁신의 주체이다
학교혁신은 교육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학교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특
히 학부모와 지역 사회는 학교가 달라지고 새로워지기를 가장 열망하는 집단이다. 이 점에서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혁신을 성공케 하는 키워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지역 사회는 무늬만(?) 교육의 주체다. 현실 세계에서 학부모는 발전기금
을 내거나 학교 행사와 시험감독 등 학교가 필요할 때 부르면 쪼르르 달려가는 수동적인 존재
다. 학부모가 학교로부터 받아온 대우는 결코 만족스럽지 않으며, 주체적인 지위가 아니라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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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에 불과했다. 지역 사회의 주민도 교육에 대해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꽃에
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것”
처럼, 학부모와 지역 사회
도 학교가 불러주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이들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국
외자(局外者) 또는 제삼자(第三者)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그러면 왜 지금까지 학부모와 지역 사회는 교육의 진정한 주체가 되지 못했는가? 우선 적
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고, 학교와 교육당국의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
이다. 학교운영위원회제도와 같은 것이 있지만 그 기능이 의도한대로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
고 지극히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정직하게 말한다면 학
부모와 지역 사회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부모는 개인별로 파편화(fragmentate)되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자
녀의 학업성적이나 자신의 경제력과 시간적 여유에 의해 학교참여의 기회와 수준이 결정된다.
따라서 대표성 문제가 있으며, 학교참여도 개인적 관여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사실상 힘을 발
휘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는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를 들추어내고 고발자가 되어보지
만, 변죽만 울릴 뿐 핵심과 본질에는 정작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학부모와 지역 사회가 학교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
법이 사실상 없다. 더구나 학교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제한적이
고 동원되는 수준의 학교-학부모와 지역 사회 관계로서는 학교혁신을 할 수 없다. 반면, 학부
모와 지역 사회가 진정한 교육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할 일은 많아지고 학교혁신
은 보다 가속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학부모는 학생의 친권자로서, 그리고 학부모를 포함한 주민은 교육재정을 책임지는 납세자
(tax-payer)로서 교육의 진정한 주체다. 학부모와 교사는 학생과 교육에 관해 자유롭게 대화
하고, 학교와 지역 사회는 학교의 역할과 교육에 대해 보다 긴밀하게 접촉하고 협조해야 한
다. 학교는 학부모와 지역 사회를 학교교육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학교 안
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학부모와 지역 사회가 바라는 학교혁신
학교가 혁신되기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지금 하고 있
는 것에 대해 교육 주체들이 함께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 혁신은 패러다임 전환이며‘신장개
2005 Mar∙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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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이다. 혁신은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에 깊은 고민과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혁신

학교혁신은 학부모와 지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깨어야 한다. 학부모와 지역 사회는 다음과 같은

역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

방향으로 학교가 혁신되기를 바란다.

는 것이며, 양적인 포만

① 학교가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고 학생을 우선해야 한다

감과 함께 질적인 만족도

학교혁신은 학교가 지역 사회의 교육 및 정보∙문화센터가 되어 중심에 자리매김하는 것이

를 높이는 것이다. 학교

다. 아울러 학교가 중심을 잘 잡아서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학교혁신은 학생을
가장 중시하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는 학부모와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잘 듣고,

②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적극적으로 응하며, 자세

혁신은 계획적이고 의도된 것이며,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학교혁신은 특정

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노

개인과 집단의 자의적인 것이 되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일시적 유행이나 탁월한 학교장의 개
인적 역량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③ 교육수요자 지향의 학교교육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교육정책과 학교교육은 공급자(교육당국, 교원) 위주로 결정되고 폐쇄적으로 운영
되어 왔다. 따라서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납세자인 주민의 요구가 경시되고 불만이 누적되
어 왔다. 앞으로는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 운영에서 벗어나, 교육수요자와 고객을 지향하는 방
향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구성원들의 생각이 바꿔야 한다.
④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학교혁신이 상급기관으로부터 강요되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단위 학교 혁신은 구성
원들 스스로가 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의 자율성이 존중
되고, 자기 통제는 물론 결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키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화합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손쉬운 일부터 추진해야 한다
학교혁신을 위해서는 각 주체의 건전한 참여가 필수적이다. 발목잡기식 참견에서 벗어나 서
로를 존중하며, 쉬운 일부터 협력하여 추진하는 생산적 참여가 필요하다. 건전한 참여는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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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학부모

다. 학부모가 교사를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에서 벗

의 주인 의식이 요구되는 가운데, 교사의 전문성과 권위는 존중

어나기 위해, 학부모가 교사에게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접

해야 한다. 학교가 혁신을 주도하더라도 학생, 학부모, 교원, 지

촉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사도 학부모에

역 사회가 함께 하는 진정한‘학교 거버넌스’
를 이루어야 한다.

게 자녀학생과 교육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제도적으로 보
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학교혁신을 위한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역할

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여론과 기대, 지방자치단체

학교혁신을 위한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역할은 무수히 많지만,

와 지역 사회의 지원 움직임, 지역 사회의 인적자원과 시설, 현장

필자는 그것을 5가지 영역으로 정리해 보았다. 여기에는 학교에

체험학습 장소와 프로그램(지역 사회 전통문화 및 유적 포함), 학

대해 요구하기(Demand), 정보 제공(Information), 봉사활동

생들의 봉사활동이 필요한 기관단체 소개, 지역 기업의 취업 정

(Service), 참여하기(Participation), 평가하기(Evaluation) 등이

보, 다른 학교의 성공과 실패 사례, 방과 후 학생들의 교외생활

포함된다.

실태, 학생들에게 유해한 업소의 실태, 교내에서

�
① 요구하기(Demand)

일어난 사건이나 의혹 등 학교 관련 정보의 종류와 내용은 무
수히 많다.��

학부모와 지역 사회는 교육의 주체이고 납세자로서 학교혁신을
위한 요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 권리이자

③ 봉사하기(Service)

핵심적인 역할이다.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기르며, 다양한 교육

지금까지 학교는 학부모와 지역 사회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과

프로그램을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 공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양자는 주로 이를 통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

개를 통한 투명한 학교운영을 촉구하는 일이다.

지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봉사활동은 대부분 수동적이었다.

학교에 대한 요구는 개인이나 집단 또는 전체 의견으로 낼 수

따라서 앞으로 학교봉사는 학부모와 지역 사회가 좀 더 주체성을

있으며, 단순한 의견 개진을 비롯하여 각종 토론회나 실태조사 또

갖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평생교육

는 설문조사 결과(예: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 조사)에 근거할 수도

차원에서 귀한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있다. 교육수요자의 입맛을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교육

해야 한다. 대표적인 봉사활동은 다음과 같다.

의 방향과 내용을 변화시키고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다.

- 교육보조 활동: 교사 도우미, 시험 감독, 학습자료 선정, 교구
및 교보재 제작

② 정보 제공(Information)
학부모와 지역 사회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

- 특별활동 프로그램 지원: 1일 명예교사제, 예절교육, 시민교육,
독서지도

함으로써 학교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

- 학생지도 및 상담: 생활지도, 청소년 상담 및 선도, 결연 사업,

사간, 그리고 지역 사회와 학교간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돼야 한

인성교육(금연/게임중독 방지, 심성수련, 환경교육), 유해환경
2005 Mar∙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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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명예선도교사제(예: A중학교는 매주 4명의 학부모가 방과후 15시-16시에 생활지도
실시)
- 장학 및 지원 사업: 장학 사업, 발전기금 모금, 물품지원, 인력∙장비 및 시설지원
- 환경 및 시설 개선: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교실 환경미화, 책걸상 고치기, 화단 가꾸기, 꽃
길 만들기, 학교 청소, 화장실문화 개선
- 시설운영: 도서실, 급식실 관리와 운영
- 안전지도: 녹색어머니회 교통지도, 범죄예방 순찰활동
- 학교행사 지원 및 기타: 학교행사 자원봉사, 민원인 설득(예: B중학교 강당공사 중 민원이
발생하여 학부모 대표들이 민원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해결)
④참여하기(Participation)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기구나 학교 행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혁신에 기여하고 학교와의 연
계를 강화할 수 있다. 각종 기구에 참여, 기획/자문단 활동, 학부모회가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
(학부모 자체연수, 학부모 설문조사, 바자회, 문화공연, 도서관 활성화, 학교시설 개선), 학교
축제, 문화교실 수강 및 작품발표, 자녀학업상황 보고체제 운영, 학교교육 개선 연대체제 구
성(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지역사회 공동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⑤ 평가하기(Evaluation)
학교의 교육과 활동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함으로써 학교혁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운위원으로서 학교안건 심의, 수업 모니터 활동 및 평가, 교과서 검토, 급식/앨범/교
복업체 평가 및 선정, 평생교육 평가 등을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요구, 정보, 봉사, 참여, 평가(DISPE) 활
동은 학교혁신을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아울러, 학교-학부모-지역 사회의 든든한 네
트워크가 형성되고 외부 에너지를 학교로 끌어들임으로써 총체적인 교육력 향
상에 기여한다. 나아가, 교육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를 가능하게 하며 학교
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학부모의 관심과 지역 사회의 지원이 학
교를 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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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혁신의 선행조건들
앞서 검토한 것처럼 학교혁신을 위한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책무와 역할은 중대하다. 학부
모와 지역 사회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학교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
건들이 잘 구비되어야 한다.
첫째는 학부모와 지역 사회가 교육의 주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는 각성이 필요하다.
둘째는 학부모와 지역 사회가 학교교육의 주체로서 실질적인 역할과 활동할 수 있도록 법
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학부모활동지원법(가칭) 제정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셋째는 학교교육의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단위 학
교 책임경영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립학교에도 확실한 운영주체(예: 학
교운영이사회)가 있어야 한다.
넷째는 학부모와 지역 사회를 혁신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교직원(특히 학교장)의 인식 변화
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째,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참여 활성화와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학
교 정보가 정확하고 자세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여섯째, 학교혁신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혁신체계(School Innovation System)
를 구축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일곱째, 장학의 관점이 바뀌고 학교혁신에 대한 결과가 학교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장학
이 정책과 방침 및 지시수행을 측정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교의 개방성과 교육주체간
의 협력, 외부자원의 활용과 교육주체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변해야 한다.
지식 사회에서 학교는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육성함과 아울러, 지역 사회에 대한 지속적
인 평생교육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
와 학교, 학부모와 지역 사회가 함께 동참하여 학교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학교혁신은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며, 양적인 포만감과 함께 질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부모와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잘
듣고(hearing) 적극적으로 응하며(response),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리는(publicity) 노력을 한
층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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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 자율적∙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혁신 윤웅섭│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 usyoon@moe.go.kr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교육시설은 물론,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면에서 신속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학교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학교혁신을 위한 학교의 노력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정책
에 대해 알아본다.

21

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창의적 능력을 가진 인재를 요구하

학교혁신은 학교 내부로부터

고 있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개인적∙사회적으로 능력

학교혁신이란 21세기에 요구되는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자기

있는 인간이야말로 미래 사회를 이끌 주역인 것이다. 특히 부존

주도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학교의 묵은 제도나 방식을 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력 있는 창의적 인재의 양성

쳐서 초∙중등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식의 양은 폭

이러한 학교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혁신을 성공적

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소멸주기는 매우 짧아진다. 창출되는 새로

으로 이끌 수 있는 역량이 학교 내부에 있어야 한다. 학교 내부에

운 지식들이 불과 수초 만에 전 세계로 전파되고, 그 전파된 지식

학교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하고, 이를 지원하는

들이 인간의 경험, 가치관, 안목, 통찰 또는 다른 지식들과 만나

세력이 있어야 한다.

순식간에 더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지식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단

단위학교의 리더인 학교장은 학교혁신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편적인 사실적 지식이 아닌 방법적 지식이, 삶과 유리된 지식이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체계적인 혁신관리 능력이 있어야 한

아닌 삶과 지식이 조화된 문제해결력, 창의성, 인성 등을 중시하

다. 여기에서 혁신관리란 혁신점화 ⇒ 혁신설계 ⇒ 혁신실행 ⇒

는 교육이 강력히 요청된다.

혁신내재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처럼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학교교육에서도 교육시설

구체적으로, 혁신점화 단계에서 단위학교의 리더인 학교장은

은 물론, 교육내용과 방법 면에서 신속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학교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냉철한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학교가 사회변화 속도에 부응하지 못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수요자 또는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과

하고 산업화 시대의 낡은 틀에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학부모로부터 받는 외면과 질타를 겸허하고 냉철하게 수용하는

최근 불거진 수능시험 부정사건과 서울 모 고등학교의 대리답안

자세가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학교장은 전체 교

작성 사건은 학교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직원에게 학교의 현 상황과 위기를 객관적으로 전달하여 학교구

대한 불신감을 증대시키고 있어 학교혁신이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성원 스스로 학교혁신의 절실성을 느끼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있다. 사실 개인이나 조직이 지속적인 혁신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혁신설계 단계에서 학교장은 전체 교직원과의 토론을 통해 현

다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학교도

상황의 위기 원인을 구체화하고 이를 근거로 혁신비전과 혁신과

예외가 될 수 없다.

제를 도출하여야 한다. 혁신비전과 혁신과제를 설정함에 있어서
는 학교의 존재 근거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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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두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단기 과제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혁신실행 단계에서는 설정된 혁신비전과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체 교직원들을 조직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단위학교에서는 교과연구회, 생활지도연구회 등 각종 모임이 자율

단위학교의 리더인 학교
장은 학교혁신 비전을 설

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바, 학교장은 이들 모임이 단위학교의 혁신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

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조직화하여야 할 것이다.

실천할 수 있는 체계적인

혁신내재화 단계에서는 혁신의 점화, 설계, 실행 등 일련의 혁신활동 프로세스가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위학교에서 혁신내재화는
학교운영 결과에 대해 학교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평가를 할 수 있고, 평가에서

혁신관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 혁신관리란 혁신점

드러난 이들의 교육적 요구가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의

화 ⇒ 혁신설계 ⇒ 혁신실

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행 ⇒ 혁신내재화에 이르

학교혁신은 학교장의 체계적인 혁신관리 노력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교직원들의 전문
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학교 공통의 문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학교발전에 대한 헌신

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 병행되어야만 달성될 수 있다.
학교혁신을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 역할
학교혁신을 위해서는 학교 내부에서의 자율적인 혁신 노력뿐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교육행정기관의 제도적∙정책적 학교혁신 여건 조성 등 지원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
하에서는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자기주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하고 있는 주요 학교혁신 정책들의 현황과 방향을 개관하여 본다.
① 교육본질에 충실한 초∙중등교육 구현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기본 능력과 국민으로서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로 하는 기초교
육을 보장하는 것은 초∙중등교육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제7차 교육과
정 고시에서 국민의 기초∙기본교육을 강조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도입하였으며, 정책
적으로는 기초학력 부진의 누적을 막기 위해 읽기∙쓰기, 셈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1997년부터 추진해왔다.
현대에는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기초교육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건전한
인성과 올바른 가치관, 생활습관을 함양하는 기본교육이 요구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현
2005 Mar∙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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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지난해 7월에는‘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령’
을 제정∙공포하는 등 인권존중 의식과 올바른 생활습관의 형성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계
발∙육성하기 위해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교육과정, 선택중심 교
육과정, 재량활동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에서뿐만 아
니라 방과 후에도 다양한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함으로
써 각 개인의 소질∙취미∙특기를 신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교원의 사기진작
초∙중등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교원이 자신의 일에 만족하면서
책임의식을 갖고 학교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과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교직사회가 활성화되도록 능력중심의 다면평가체제로 교원평가제도의 개선1)
및 초빙제, 공모제 등 학교장 임용제도의 다양화, 교원 연수기회 확대 및 자발적 연수지원 강
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원존중 풍토 조성, 잡무 경감, 교원의 정책 참여기회 확
대, 학생교육에 헌신한 우수교원의 발굴∙표창과 실천사례 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③ 다양한 교수-학습자료의 개발∙보급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등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 강화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에 약 30여 만 건의
교수∙학습자료를 교과별∙학교급별∙학년별로 체계화하여 탑재한‘중앙교수학습센터-에듀
넷 서비스’
를 개시하여 현장 교원과 학생들이 자료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
께 학교교육과 연계된 다양한 자율학습 콘텐츠의 무료 제공을 통해 보충학습기회를 확대해 주
기 위하여‘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를 구축하여 지난해 9월부터 광주, 경북, 대구교육청에
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까지 시∙도교육청별로 단계적으로 개통하여 전
국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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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보화∙세계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교육과정 운영체제에
서도 수용할 수 있도록‘교육과정 수시 개선체제’
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는 필수교과 축소 문제, 주5일수업제 도입에 대비한 학습요소 감축 문제 등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교체제의 다
양화∙특성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재교육 강화, 시대적 변화에 적합한 실업계고교 체
제 개편, 국민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단위학교 중심의 초∙중등교육정책 추진
그 동안 우리는 시대적 변화에 적합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
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교육정책의 최종 구현 장소인 단위학교의 특수성 및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국가 중심의 획일적인 정책 추진에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반성을 토
대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정책수립 단계부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
원부 내에‘국민참여교육센터’
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단위학교 지원중심의 교육행정
체제 혁신방안’
을 수립 중이다. 이번 교육행정체제 혁신방안은 지금까지의 정책수립 방식과
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 단위학교에서부터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르
는 상향식 기능∙조직 진단을 통하여 학교현장과 일선 교육행정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문제
점과 개선방안 등을 실증적∙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①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구축
‘단위학교 지원중심의 교육행정체제 혁신방안’
의 주된 내용은 먼저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를 구축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인사, 재정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권한을 이양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각종 지침, 계획, 예규 등을 발
굴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1)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단체(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교장단), 학부모∙시민단체, 교육행정직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새로운 교원평
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올해 3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새로운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학습지도와 생활
지도 등 본질적 교육활동 중심의 평가로 개선하고, 현행‘승진’중심의 평가제도에서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을 지원하는 평가
체제로 개편하며,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여 교장∙교감 등 관리자만이 아니라 동료교사 등이 평가주체로 참여하게 할 뿐 아니라, 교
사와 함께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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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학교장의 강화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학교구성원의 폭 넓은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
능을 부분적으로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성과 학교 구성원에 대한 의견수렴 기
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하위기구로 교직원회∙학부모회를 법제화하여2)
민주적 단위학교 의사결정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② 단위학교 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체제 혁신
그리고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가 원활히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육행정체제
를 혁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교육행정체제 혁신의 기본방향은 우선 교육행정기관
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데에 두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기획∙평가
등의 업무에 주력하고 집행업무는 이양하며,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정책 개발∙기획 및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네트워킹 그리고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능에 집중하고, 지역교육
청은 단위학교의 교수-학습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 재정립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단위학교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초∙중등교육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종전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행사하던 중학교 보직교사 추가배치 권한, 학력인정학교 지정권, 자율학교 지정권 등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여 분권 및 자율성 증대를 도모하였으며,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
련 모든 법령을 대상으로 권한 이양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일선 교육행정기관
인 지역교육청의 단위학교에 대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
감의 권한 중 지역의 특수한 교육적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는 권한은 지역교육장에게 재위
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재정 분야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
육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
터 시∙도교육청 예산편성지침을 폐지하여 교육위원회 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
담당활동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시∙도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여 예산
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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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성원의 헌신과 행정기관의 지원 요구돼
이상과 같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 학교혁신 정책들을 개관
하였다. 사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현재 학교교육의 틀 내에서도 학교혁신을 이루어 낸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일례로 대전광역시 송천고등학교의 경우 보충학습 운영에 있어서 다
양한 강좌를 무학년제로 개설하고 학생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만족도 및 학력
향상,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전라북도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의 경우『진로 및
직업 관련 체험 마당』
,『결연 기업체 초청 강연 및 취업 상담』
,『대학 초청 진학 상담』
,『자격
증 취득 관련 학원 초청 상담』등을 주된 행사내용으로 하는‘진로정보박람회’
를 매년 개최하
여 학생들의 진로개발능력 향상 및 진로목표의식을 함양시키고 있다.
이러한 혁신사례들의 공통점은 먼저 학교교육의 수요자 또는 고객이라 할 수 있는 학생, 학
부모의 만족도 제고를 학교혁신의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학교의 존재 의의
가 교직원과 교육행정가의 만족이 아닌 학생의 인성발달과 교육력 향상에 있다는 것을 고려
할 때 이 점은 무척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혁신사례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해당 학교의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혁신노
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혁신은 교육행정기관의‘법적인 제도 혁신
노력’
뿐만 아니라‘학교구성원의 자발적인 혁신 노력’
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소기의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혁신이 학교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
에 의해 시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 학교혁
신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학생∙학부모들의 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교육가족 모
두의 동참을 호소한다.

2) 1995년 5.31교육개혁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학교구성원의 참여 확대에 의해 단위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나,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학교구성원 전체에 대한 의견수렴활
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원회∙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학교운영위원 선출권 및 학운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학교운영
위원회가 형식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운위의 하위기구로 교직원회∙학부모회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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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혁신은‘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실천운동으로
한재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hjg@kfta.or.kr

학교혁신의 핵심은 학교의 본질적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는데 있다. 즉, 학생들이‘좋은 교육’
을받
도록 학교와 학교를 둘러싼 제반 조건을 점검하고 개선하며, 지원하는 방향에서 학교혁신이 논의되고 추
진되어야 한다.

최

근‘학교혁신’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어떤 문제이든 활

정하고,“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구축을 위해‘단위학

발한 논의를 통해 발전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실천

교의 참여와 자치 확대’등을 선정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

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특정한

는 것 같다. 이 중에서 학교혁신과 관련된 것은 아무래도‘단위학

의제가 형성, 논의되는 과정에만 함몰되면 정작 그 논의가 정말

교의 참여와 자치 확대’
로 생각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필요한 것인지, 또한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등에

학교혁신을 위해서는‘단위학교의 참여와 자치’
가 필요하고, 이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은 놓치기 십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①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의 법제화를

‘학교혁신’
이 왜 화두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이고 합

핵심으로 하는 학교자치 기능 강화, ②교육주체의 참여확대 및 대

당하다는 생각이다.

표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 개선, ③교
육과정 편성∙운영 등 단위학교의 재량 확대와 자율운영체제를

왜, 학교혁신인가?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혁신’
의 사전적 의미는“제도나 방법, 조직이나 풍습 따위를

그런데 어찌되었건 정말 우리 교육이 학교혁신을 국정과제로

고치거나 버리고 새롭게 함”
이다. 그렇다면 학교혁신이라고 할

선정, 추진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본질적으로

때“무엇인가를 고치고, 버리고, 새롭게 하고자 함”
일 것이다. 따

학교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위론적으로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라서 고치고 버리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먼저 정

위해 학교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지난 해 말 우리나라가 경

의되어야 하고, 또 학교혁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학교혁신을 필

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한 학력 국제 비교평가에서 핀란

요로 한다면 그 방향과 내용, 수준, 전략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드에 이어 세계 2위를 했다고 발표된 바 있다. 이 때 교육인적자

진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가든 학교든 교

원부는 우리의 학교교육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자축했다. 단

원단체든 그 역할이 나올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실천도 가능할 것

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의 학교교육은 세계 각국의

이다.

선진국들조차 부러워 할 정도로 경쟁력을 지니고 있고, 학교가 제

노무현 정부 들어 유독 강조되는 말 중의 하나가‘혁신’
이다.

대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교육 부문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학교혁신에 대한 공

학교혁신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설득

론화는 결국 노무현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12

력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학교혁신의 필요성을 공감할 것이다.

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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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위기론과 맞물려 제기되었거나, 국정과제에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또는 국정과제에 제시된

학교혁신은‘참여와 자

것처럼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를 통한 학교 의사결정구조의‘혁신’
이 필요하기 때문

치’
라는 이름으로 교사

이라면, 이는 매우 현상적이고 단선적인 접근으로 학교혁신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혁신’
을위
한‘혁신’
일 뿐이라고 단언한다. 특히 참여와 자치를 강조하면서 현장으로부터의 필요성과 요

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

구가 아니라 국정과제로서의 학교혁신 추구는 결국 탈권위주의를 표방하는‘참여정부’
가 과거

제화로 학교의 지배구조

권위주의 정권의 과오를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 학교를‘혁신’
의 이름

변화나 의사결정구조 변

으로 역사적 세속화에 예속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학교혁신의 본질과 내용은 무엇인가?
미래 사회에 학교 자체가 존재할지, 존재한다면 어떤 형태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도 논
의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수준에서 학교의 본질적 기능은 개별 학생들이 자신들의 특성과 개
성,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조장, 지원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학교혁신의 핵

화를 통해 학교교육의 본
질적인 것들마저 교육주
체간의 이해로 흥정되고
타협되어서는 곤란하다.

심은 학교의 본질적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학생들이 지식기반사회로 특징되는 변화하는 사회에‘좋은 교육’
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를 둘러싼 제반 조건을 점검하고 개선하며, 지원해 주는 방향에서 학교혁신이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거 우리의 학교교육이 산업 사회가 요구하는 표준화된 인력
을 양산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면, 이제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주도해야
할 사람을 교육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학교혁신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
교혁신은‘참여와 자치’
라는 이름으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로 학교의 지배구조
변화나 의사결정구조 변화를 통해 학교교육의 본질적인 것들마저 교육주체간의 이해가 흥정
되고 타협되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도 아직 형식화되고 정착되지 않
은 상황에서 또 다른 교육주체의 학교 참여를 위한 법제화는 그 역할과 책임 등 갈등의 소지
를 상당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사항이다. 집단은 있으나 학교교육이 지향하
는 가치와 문화적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더 더욱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학교는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삶의 현장이다.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을 바탕으로 최대의 자율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있다. 학교에 자율성이 필요한 것은 무엇
보다도 학교 자체의 본질이 인간 자율성 신장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는 격식이나 외부
2005 Mar∙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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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와 통제보다는 자체 구성원의 전문적 규범에 의해 운영될 때 교육적 효과성이 보장될 수
있다.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능력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개성을 계발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자
유로운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외부적인 규제와 지시에 의해 획일적으로 교육이 운영된
다면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새로운 개선을 도모하려는 노력은 위축
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발상으로 문제해결 방법을 창출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실정은 어
떠한가?“이러 저러 한 것은 해야 한다. 하지 못한다”
는 식의 법규와 감독이 지나치게 상존하
고 있고, 아직도 국가 중심의 획일적 통제 위주의 교육행정이 지속되고 있다. 교사가 학생교
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각종 지시와 통제로 시달리고 잡무에 예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교조
직의 자율화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혁신은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
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책무성
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행정체제를 단위학교 지원 중심으로의 전면 혁신해야
하고,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권한이 대폭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운영 결
정은 물론 각종 교육활동과 관련한 권한이 강화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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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좋은 교육을 위한 물적∙구조적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 그래야 학교혁신을 보다 효과적으

한국교총이 추진하는“좋

로 지원할 수 있고, 단위학교가 자율권 책무성을 갖고‘좋은 교육’
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은 교육, 좋은 선생님”실

특히 어떻게 하면 한 인간으로서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가르칠 것인가”
에 대해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교육공동체간의 가치 공

천운동은‘교육’
의 범주

유를 하는 일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에 속한 모든 이들이 자

한국교육의 구조적 왜곡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단순히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계량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학교교육의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관행도 혁신되
어야 한다. 이제 이러한 사슬을 끊어야 하며,‘행정’
을 위한‘행정’
, 국가중심의 교육통제에

기성찰에서 출발하는 자
기혁신의 노력이며, 이것

함몰되어 있으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진정한

이 모아질 때 학교혁신,

의미의 학교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교육혁신이 가능하다.

그러기에 학교가 무엇이고, 학교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며,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와 학교지원
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제는 어떠해야 하며, 교육의 핵심적 활동을 수행하는 교사의 교육
적∙사회적 위상과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이에 대한 합일점을 찾아
가는 교육공동체들의 노력의 과정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학교혁신을
위한 의제(agenda)로 학교설립 유형, 학교급과 규모, 지역 등 그 특성과 자율성을 무시하고 교
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것이 그 정책적 수단이나 전략적 접근으로 바람직한 것
인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문제로 인한 갈등 유발의 소지가 없는지, 전국의 학교
를 참여와 자치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법규로 옭아매어 획일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근본적인 물
음을 제기하는 것이다.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이 학교혁신 실천운동이다
전문직단체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몇 년 전부터“좋은 교육, 좋은 선생
님”
의 기치를 내걸고 다양한 실천 활동을 하고 있다. 본래 교육이나 선생님이라는 말뜻에‘좋
은’
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굳이 무슨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이냐고 따지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여기서‘좋은’
의 개념은 좋고 나쁨의 선악적이고 대립적인 의미가 아니다. 절대
적 가치로서 교육의 질과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
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학교교육이 단지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사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거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기능적 역
2005 Mar∙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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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등으로 한정되어 확산되고 있는 것은 교육이 세속주의에 휘둘

준의 접근과 주장만 난무했다. 언제 단위학교 교장, 교감에게 인

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교원단체가 이 시대에 학교의 공공

사권, 재정권을 포함하여 학교를 얼마나 책임운영할 정도로 권한

적 사명을 재확인하고 학교가 추구해야 하는‘좋은 교육’
의 가치

을 주었으며, 교사가 얼마나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를 창출하고 정교화하며, 구조화하는 노력들이 학교혁신 실천운동

을 만들어 주었는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순리이다.

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들을 감안할 때 한국교총이 추진하고자 하는“좋은

교원단체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넘어 학교교육의 본질을 확인

교육, 좋은 선생님”실천운동은‘교육’
이라는 범주에 속한 모든

하고 이를 위협하거나 저해하는 그 어떠한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이들 각자가 자기성찰에서 출발하는 자기혁신의 노력이다. 이것

이를 지켜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권리이자 책무이다. 따라

이 모아질 때 학교혁신, 교육혁신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서 권력이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왜곡된 사적 요구를 정치적 행
위로 수용하려하거나 정부가‘행정’
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에 있어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을 위한 참여와 지원 필요

서의 자율과 다양성을 통제하고자 하는 일련의 움직임을 견제하

한국교총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실천

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게을리 할 수 없다. 즉 교사는 교원단

운동을 더욱 구체화하고 확산시킬 계획이다. 좋은 교육을 위한 교

체 활동을 통해 교육제도나 교육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육제도와 교육구조의 모순을 타파하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을 가

을 갖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사회가 다양

속화할 것이며,‘좋은 선생님’
이 되기 위한 끊임없는 전문성 신장

화되고 민주화되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교육본질을 벗어나 이해관

노력을 통해 교실수업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매년 3만 여

계에 의한 집단적 요구가 단위학교의 교육력 극대화를 저해하는

명이 참여하는 현장교육연구운동을 질적으로 개선하여 모든 교원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지 않을 수

이 전문성 신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이

없다. 이는 결국 교육본질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최근 교장

며, 원격연수도 연간 3만 명 수준에서 5만 명 수준으로 참여를 확

임용제도나 교원평가에 대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할 것이다. 또한, 교실수업 개선 활동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만일 학교교육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관리직이라고 말하는

현장교육연구 관련 연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교과별연구모

교장, 교감만의 탓인가? 교사들의 탓인가? 아니면 학부모들의 탓

임을 통해서도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인가? 그것도 아니면 우리 모두의 책임인가? 지금껏 논의의 주류

는 지식기반사회와 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는‘공교육 붕괴’
의 원인이 왜곡된 교육구조 등은 도외시된 채 교

가 밀도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이버 상에서 교사, 학생, 학부

원들의 책임으로 덧씌워졌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나 일

모가 교육문제를 쌍방향으로 대화하고 교사가 학급경영을 할 수

부 관리직의 문제가 곧 교감, 교장의 문제와 책임으로 일반화되

있는 위즈클래스 닷컴(http://www.wizclass.com/)을 이미 개설

어 등치되어 왔다. 그러하기에 교감직을 폐지하고 교장은 선출보

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5년에는 10만 명이 이 사이트를 통해

직제로 운용하게 되면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을 위해 직접 실천적 노력을 기울일 것

교사는 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하여 평가를 하면 된다는 저급한 수

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전개하던 교육소외 계층을 위한 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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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돕기 및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북한 어린이에게 교과서 용지 보내기 운동을 더욱 내실 있
게 전개할 계획이다.
한국교총이 실천하는“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은 조용하면서도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다.
교육의 실천적 노력은 자기성찰을 바탕으로“가르치는 일”
에 충실하면서 끊임없는 전문성 신
장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가르치는 일”
은 뒷전인 채 선정적인 구호성만으로는‘좋
은 교육’
이 이루어질 수 없다. 최근 입시와 관련한 학교단위에서의 교원들의 비리와 관련하여
교육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곱지 않다. 이를 계기로 교직의 윤리를 재확립해야 한다는 자성
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이미 자정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으로
교육자 윤리실천 강령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학교현장에서 자율적 실천이 가능
하도록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을 위한 교원단체의 실천적 노력이 지속가능하고 학교혁신
으로 이어져 학교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교원의 전문성 신
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만큼은 국가 단위나 교육청� 단위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교원연
수국가책임제’
나‘수석교사제’도입을 통해 열심히 연수하고 학생교육에 헌신하는 교사에게
는 보람과 긍지를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국가로서의 책무성을 방기하고 교원의
자발적 헌신성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교원이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단에 힘을 실어주
고자 하는 인식의 전환과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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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의 목표는 학교개혁이다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 남서울중학교 교사, hmj266@hanmail.net

학교개혁에 대한 교원단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교원단체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
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넘어서서 학교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복무해야 할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교

육개혁의 목표는 무엇인가? 교육을 통해 이루어야 할 목

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1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교육개혁 정책

표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적합한 교육체제를 만들기 위한

이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어디에서 실마리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서 가장 보편화된 교육

를 찾아갈 것인지,‘누가’
‘무엇’
을‘어떻게’할 것인지에 대한 근

체제가‘학교’
인 상황에서 교육개혁 역시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

본적인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개혁에 대한 교원단체의

교육의 내실화라 할 수 있다.

역할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개혁이 본격적으로 화두에 오르면서 구체적

학교현장에서 교원이 담당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 할 때, 조직

인 정책으로 추진되어 온 것은 1995년에 발표된 5.31교육개혁방

화된 교원집단이 학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학교를 개혁하기 위한

안이 발표된 이후이다. 이른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표방하면서

활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는 관건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또

경쟁 기제를 도입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정책

한 교원단체는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들이 추진되어 왔다. 학교운영위원회제도와 자립형 사립학교제

역할을 넘어서서 학교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복무해야 할 역할을

도, 연수이수학점제와 성과급제도 등이 이 과정에서 도입된 대표

부여받고 있다. 전교조가 2005년도 중심 사업으로‘학교혁신 운

적인 교육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개혁 정책을 통하여 교육

동’
을 주창하고 나선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것

의 질적 발전과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이다. 비판을 넘어서 대안을 가지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학교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의 증가는 저출산의

를 활력 있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그 요체이다.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교
사는 학원 강사와 비교 대상이 되면서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있

학교개혁의 목표와 과제

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사교육비

학교는 지∙덕∙체를 함양해 나가는 교육 공간으로 규정받아

경감 대책을 내놓고, 1년만에 사교육비가 줄어 들었다는 발표를

왔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학교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

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반응은 그다지 탐탁지 않은 상황이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조건에서

교수 학습 방법의 일환이어야 할 정보화 매체 교육이 주요한 교

학교교육은 입시 중심의 교육과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육정책으로 자리잡는 것 자체가 학교교육의 파행적인 상황을 말

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 중에는 수준별 보충수

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업과 방과후 특별활동이 주요하게 설정되어 있다. 정규 교육과정

현 시점에서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는 보다 심층적인 문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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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의 주요한 정책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가 진학을 위한 지식과 정보의 제

20세기의 낡은 틀에 갇

공, 문제풀이 중심의 교육에 집중하게 될 경우에 역설적으로 학교 교육의 위상은 오히려 취약

힌 학교는 21세기에 걸맞

해지게 된다. 이미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반복 학습을 제공하는 사교육기관이 존재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와 교사가 여기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현 시점

게 혁신되어야 한다. 대

에서 학교는 학생들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전인적 발달을 실

표적인 낡은 틀은 행정

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규정할 때 전망을 찾을 수 있다.

중심의 교육체제이다. 교

물론 이러한 목표가 공허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학력 중심의 사회에서 자신
의 적성과 능력을 발현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른바 지식기반사회로 지칭

사의 기본적인 활동인 수

되는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에 적합한 인력 계발을 위해서도 학력과 지식 중심의 교육은 달라

업과 학급 운영 등이 충

져야 한다. 창의력과 주체적인 사고력,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협력적 사고를 갖춘 인간

실히 이루어지도록 학교

형을 길러 내는 것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의 목표로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교

의 조직체계가 바뀌어야

육을 산업으로 규정하는 단견적인 사고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적합하
지 않다. 앞으로 전면화될 주5일제 수업을 그간 우리 교육을 지배해온 입시 중심 교육의 폐해

한다.

를 극복하고 교육의 목표를 재정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
께 학교운영 시스템∙교사의 역할∙교육내용과 방법 등이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바뀌어
야 한다.
20세기의 낡은 틀에 갇힌 학교가 21세기에 걸맞게 혁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바꾸
어 나가야 할 낡은 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행정 중심의 교육체제는 우선적으로 극복되어야
한다. 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수업과 학급 운영 등의 기본 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의 조직체계가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조직혁신의 전제는 현행 점수제에 의한 승
진제도의 개혁이다. 공문 처리와 교육 행정 당국의 지시에 대한 충성도가 승진을 좌우하는 풍
토에서 교사들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게 된다. 노무현 정부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였던 교
장선출보직제 도입 등의 교장제도의 개선이 더 이상 늦추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교육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수업 및 평가제도,학급 운영, 학생회 활동 등도 새롭게 바꾸
어야 한다. PISA 등 국가간 학업 성취도 비교 결과에서 우리 교육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학생
들이 자발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타율적이고 불어넣기식
의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업 과정에서 열의를 갖고 참여하는 교육으로의 전
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열린 교육, 수행 평가 등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교육정책들이
2005 Mar∙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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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어 왔지만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었다. 이것은 수업 방법과 평가 방법의 개선이 대학입시

전교조는 21세기가 요구

제도의 변화와 맞물려 진행되지 못하고, 학급당 학생 수의 축소 등 교육환경의 개선과 교사의

하는 교육의 모습, 학교

교육철학의 변화로 까지 나아가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
스 공교육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프레네식 학교개혁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교

(교사)의 새로운 역할을

사집단이 교육철학을 공유하고,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이를 실현하면서 교육을 바

고려해 학교혁신 비전과

꾸어 나갈 때 교육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개혁과 학교개혁에서 교원단

전략을 마련하고, 범사회

체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교육희망 21 학교혁신 운동
전교조는 참교육 실현을 모토로 하여 출범한 교원단체이다. 이것은 기존의 교육을 부정하
는 차원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혁신을 주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학급 운영에 있어서 모듬별
운영과 모듬 일기 작성,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환경미화 구성, 학생회의 활성화 등이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변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
은 학교운영위원회제도의 도입을 통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입시 중심 교육의 구조와 5.31교육개혁조치 이후에 본격화된 교
육시장화 정책은 전교조에게 저항의 교육운동을 요구하여 왔다. 촌지 거부, 보충수업 거부,
성과급 반대, 자립형 사립학교 저지, 네이스 입력 거부 등 기존의 관성과 정부의 일방적인 정
책에 대한 반대가 전교조 운동의 상징처럼 비추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빚어진 것
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원단체가 정부 정책
에 대해 반대에 주력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 차원에서 보더라도 소모적이고 안타까
운 일이다.
교원단체의 생산적 에너지는 교육혁신과 교육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전교조는 이러한 문
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저지를 넘어서서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을 통해 현실화시켜나가는 새로운 차원의 운동을 고민하고 있다. 합법
화 이후 네 번째 개최된 참교육실천대회에는 전국에서 36개 교과와 주제 영역에서 3000여
명의 교사들이 참가하고 있다. 점수도, 경비도 주어지지 않는 이 대회에 모인 교사들의 열정
과 힘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학교개혁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다. 가칭‘교육희망 21 학교혁신 운동’
은 바로 이러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교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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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공감대 마련을 위해
학교혁신전략기획팀을
구성하였다.

Project

천한 사례를 학교 밖에서 모아내는 방식을 넘어서서 전국의 1만 여 학교에서 교사들의 자발
적인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학생과 학부모가 참가한 교육축제로 치뤄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미 전국적으로 300여 개 학교에서 참교육실천보고대회가 개최된 바 있다. 전교조
는 이러한 활동을 다른 교원단체와 연대하여 공동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보다 많은 교
사가 보다 많은 학교에서 공동의 목표로 함께 실천할 때 학교개혁은 보다 빨리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고 정립하기 위해 전교조는 가칭 [교육희망 21 학교혁신 운동]
을 주요한 사업으로 설정하여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하에서 21세기가 요구하는 교
육의 모습, 학교(교사)의 새로운 역할을 고려해 학교혁신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범사회적
으로‘학교혁신 전략’
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혁신전략기획팀을 구성하여 연구
에 착수하였다. 2005년 상반기에 이러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여 여기에서 나온 성과를
바탕으로 2005년 하반기에는 지부∙지회 단위로 이러한 사업 전략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
로 진행하여 학교별로 구성원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
다. 2006년도에는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학교단위 별로 학교 구성원이 함께 하는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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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전교조는 이러한 실천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사들의 자발적인 학교혁신 운동에 대한 교육부∙교육청∙국회의 행정적, 재정적, 법적 지
원 방안을 요구하는 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교육행정 당국이 학교 현장의 지원기지로서
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교과서제도와 교사의 교욱
과정 편성권과, 평가권, 교사별 평가제도의 도입 등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관련한 교육제도의
개혁 역시 이러한 실천을 바탕으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여 나갈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올
바른 교육 실천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왜곡된 교육정책과 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싸워 나
갈 것이다.
나오는 글
학교 재구조화,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 학교개혁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이
제출되어 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세기 학교 모형 개발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
한 형태의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쉽게 변화되지 않고 있고, 교사는 갈수
록 자긍심을 잃고 힘들어 하고 있다.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교원단체가 주도
적으로 학교혁신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는 대답이다. 5,31
교육개혁조치에 대한 반성적 성찰은 진정으로 밑으로부터의 개혁은 학교현장에서 교사를 중
심으로 하여 교육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제 교원단체는 이
명백한 진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받고 있다. 전교조 역시 이러한 질
문에 대해 자유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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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교육
많은 나라들이 교육기회의 평등을 넘어서 교육결과의 평등에 교육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나라마다 현황 분석과 해결 방안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벌이고 있다. 영국
과 중국, 독일의 교육현장으로 들어가 본다.
영국 _ 아카데미 도입, 그 대담한 시도와 논쟁
일본 _ 학력 논쟁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한‘학습지도요령’
중국 _ 조용한 교육혁신 프로젝트, 신교육과정
독일 _ 수업료를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는 독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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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도입,� 그 대담한 시도와 논쟁
최봉섭│ 비 컨 리서치 대표, choi@brcu.com

영국의 노동당정부는 취약지구의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공립학교라는 기존의 틀을 버리
고 아카데미라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설립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학교지원의 형평
성과 학교의 책무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속내를 들여다본다.

1997

년 노동당의 집권이후, 영국 정부는 취약지구 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과
거보다 한층 더 확대해 오고 있다. 이 사업들에는 취약지구 학생들의 학

력 저조의 원인을 분석하여, 유치원, 초등, 중등 단계별로 나누어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가 하면, 학교시설 보완이라든가, 기자재 확충 같은 '하드웨어'적인 지원, 교수법 개발 확
산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보조교사나 교육복지사, 또는 카운셀러, 자원 봉사자등
을 투입하는 '인적
‘ 지원, 그리고 보다 나은 교사의 보수를 지원하는 '재정적’지원 등 다
양한 형태가 있다. 이러한 모든 지원은 현재 '공립학교'라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고지원, 민간단체 운영의 새 모델
그러나 2001년부터 시도한 새로운 사업은 기존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공립학교'라는
제도의 틀에 묶이지 않는, Academy라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설립∙공급하는 대담한 시
도를 하고 있다.
정부는 2000년 교육법, 'Learning and Skills Act 2000'에 의해 Academy를 설립하기
시작하여 2004년 9월까지 17개교가 개설하였으며, 2010년까지 200개교를 신설할 계획이
다. 정부는 이 사업에 50억 파운드(약 1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더 이상 도심지 취약지구 학교의 문제를 '공립학교'라는 '제도의 틀' 안에서는
개선할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으며, 아카데미의 신설로 취약지구 내 학교
간 경쟁을 가속화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국의 아카데미는 미국의 차터스쿨을 모델로 삼고 있으며, '국고 지원'으로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학교이다. 이들 아카데미에는 인사, 예산 집행, 교육과정 편성 등 학교운영에 관
한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다.�
2002년 9월 첫 아카데미가 개교된 이후 3년이 지난 최근에 들어, 이러한 학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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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정책의 실과 득에 관한 논쟁이

그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내려오는 예산이

가열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돈은 '굳은 돈'이 아니며 학교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돈'으로서 학교로서는 무척 '매력적인 돈'이다.

‘학교의 다양화’교육정책에서 출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학교예산의 대

아카데미의 탄생은 199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한 '학

부분인 일반회계는 지방정부를 통해 내려가지만, 이 예산은 '굳은

교의 다양화'라는 영국 교육정책의 틀 안에서 생각해볼 수 있으

돈'이기에 학교가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비

며, 이러한 학교 형태의 다양성 추구는 정치적인 측면과 교육적

해 중앙정부가 내려 보내는 특별회계 수입은 규모는 작지만 학교

인 측면,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이라는 세 가지 맥락에서 해석해

는 이 수입에 무척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작은

볼 수 있다.

돈'으로 학교를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은 학교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 강화이다. 학

영국처럼 전통적으로 지방정부 자치제가 굳어 있고, 또한 영국

교 형태의 다양화 움직임은 1990년대 초 보수당 시절에 'City

교육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1944년 교육법'에서“교육의 제공

Technology College', 'Foundation school'과 같은 형태로 시작

은 지방정부의 역할”
로서 명시해두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집

되다가 1990년대 후반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Specialist

권당의 정책 노선과 지방정부 집권당의 정책 노선이 다를 경우,

school', 'Beacon school', 'Leading edge school', 'Academy',

예를 들면 보수당 노선과 노동당 노선, 중앙정부의 정책은 지방

'Federation' 같은 형태로 한층 더 분화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다

정부에 의해 좌절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정치적 구도에서, 중

양성을 더해가는 학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중앙정부로부터 직

앙정부는 특별회계의 재정분배 방법을 통해, '1944년 교육법'의

접 부가적인 재정지원을 받는다”
는 것이다.

근간을 개정하지 않고도, 지방정부를 배제한 채, 학교를 통제할

학교 측에서 보면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은 크게 일반회계와 특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된 것이다.

별회계 두 갈래로 구분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80~90%)은

위와 같은 정치적인 측면 이 외에, 학교 다양화의 형태를 교육

일반회계이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거쳐 내려오는 예

적인 측면에서 분류해 보면, 뛰어난 교수법의 개발 확산(Beacon

산이다. 하지만 이 예산은 소위 '굳는 돈'으로서 교사의 인건비 등

school, Leading Edge school), 학교의 특성화 (Specialist

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이기에, 학교 자체에 예산 집

school),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Foundation School,

행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가 좌지우지 할 수 있

Academy), 학교운영 방법의 교환 또는 공유(Federation)와 같은

는 예산은 아니다.

형태가 있다.

이러한 예산에 비해, 학교 수입의 10~20%를 차지하는 특별회

세 번째로 사회적인 측면은 학교 간에 발생하는 '양극화 현상'

계의 수입은 지방정부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로부터, 경우에 따

을 보완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좋은 학교'와 '나쁜

라서는 에이전시를 통해 받는 예산이다. 이 예산은 학교가 특별

학교'의 양분 현상은 지역의 경제적인 차이에서 흔히 나타나지만,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교육 사업을 시도하고자 할 때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주어질 경우, 이 양분현상은 더욱 가속화
2005 Mar∙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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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xley academy 사진

되어 양극화된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비단 학생의 이동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이동에 의해서도 가속화된다.�
영국의 공립학교는 한국과는 달리, 교직원의 순환 발령제도가 없다. 대신에 사직과 전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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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교사가 한 학교에 근무하는 평균 기간은 6~7년 정도이다(물론 학

영국의 아카데미는 국고

교와 교사, 양자가 만족하여 한 학교에서 종신 근무하는 교사도 있다). 따라서 취약지구 내 학

지원으로 민간단체가 운

교에서는 부유층의 학생뿐만 아니라 양질의 교사 또한 유출된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재를 보완하고자 다양한 형태로 지원 사

영하는 학교이다. 인사,

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약지구의 학교에 돈과 사람 그리고 서비스를 추가 공급하고

예산 집행, 교육과정 편성

있다. 그러한 사업 중의 하나가 '아카데미 설립'이다.

등 학교운영에 관한 모든

스폰서 자격 불문, 학교재량권 부여가 특징

권한이 주어져 있다.

아카데미 설립을 추진하는 주체(스폰서)에 대해 정부는 특별한 자격을 묻지 않는다. 사립학
교(Emmauel Schools Foundation), 카펫트 상인(Peckham academy), 여행사(Marlowe
academy), 부동산업자(Bexley Business academy), 자동차판매회사(King's academy), 광고
회사(Capital city Academy) 등 스폰서의 유형은 다양하다. 또한 '2002년 교육법'에 의해City
Technology College에 길을 터 줌으로써 이들 학교가 아카데미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아카데미는 취약지구에 설립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그 설립형태는 구제가 불가능한
학교를 인수하여 개편 개교하는 경우, 전혀 새로운 학교를 신축하여 만드는 경우, 지역의 몇
개 학교를 묶어서 개편하는 경우, 세 가지가 주류를 이룬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새로운 학교 부지 확보의 어려움도 있지만, 구제가 불가능
한 학교를 폐교, 매각하여, 건물을 헐어내고, 새롭게 건물을 짓고, 운영진과 학교명을 바꾸고,
교사를 새롭게 고용해서 개교를 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로 학교를 하나 개교하는데 정부
가 투자하는 돈은 약 2~3000만 파운드(약 400~600억 원)이다.
아카데미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학교 설립비용의 10% 정도는 스폰
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한다. 2)학교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이 스폰서(학교운영
위원회)에게 주어진다. 3)학생에게 수업료를 징수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비는 일반 공립학
교와 동일한 재정분배법으로 정부가 지원한다. 4)아카데미는 지원자를 성적순위로 선별해
서는 안 된다.
학교 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맡겨져 있어 그 모양새는 일반 공립학교와 같으나, 구성원
의 비율이 다르다. 일반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대표(1/3) 지역 대표(1/4)
교사 대표(1/4) 지방교육청 파견(1/4) 그리고 교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아카데미의 경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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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서가 학운위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한다.��
교장과 교직원은 이 학운위의 결정에 의해서 임명-해고가 되며, 교직원은 공무원도 아니고,
교사 노조원도 아니며, 또한 교사자격증 소지자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또한 아카데미는 국정교과과정을 강제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어떻게 제공하든 그
것은 학교의 재량권에 속하게 된다.�
2002년 9월에 처음으로 3개가 개교한 이래, 2003년 9월에 9개, 2004년 9월에 5개가 개교
되어, 현재 17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42개의 학교가 정부로부터 승인이 난 상태,
또는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들 총 59개교 중에� 27개가 런던 지역에 속해 있다.
현재 잉글랜드 내 중등학교의 숫자가 약 3400개 교로서,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200개 교
가 설립된다면 전체 중등학교의 약 6%가 아카데미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단위로 보면 6%가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나, 이러한 아카데
미가 어떤 특정 지구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카데미가 지역에 미치는 여파는 심대하
다. 지역적 예를 들면 현재 런던의 Southwark(4개), Lewisham(3개), Islington(3개)
Hanckney(3개)이다. 이들 지구는 서울의 '구' 행정 단위 정도 크기이며, 이러한 구에는 약 10
개 정도의 중등학교가 있다. 따라서 그 지구만 본다면 약 3~40%의 중등교육이 아카데미에
의해 제공되게 된다. 이 비율도 현재 59개라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숫자만을 고려했을 경우이
고, 200개로 늘어날 경우, 그 비율은 훨씬 높아지게 된다.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 서비스로 호평
아카데미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립학교가 가
지는 관료주의적인 제약이나 주변의 눈치를 봐야하는 '불편함' 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교사로 고용하든, 어떤 고용계약으로 고용하든, 어떤 형태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든, 그
것은 학교의 재량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본다면, 아카데미는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적절한 형태의 교육 서
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중등교육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최근 2~3년 들어 정
부가 강조하는 '학교중심의 커뮤니티 형성' 정책과 맞물려, 지역 사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율성의 폭에 대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인문계 중등학교로 만들든지, 실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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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로 만들든지, 또는 적당한 비율로 종합학교로
만들든지, 그 결정은 순전히 학교의 단독 결정에 달려 있
다. 다만, 신설할 당시, 학교의 특성을 분명하게 하고(예
를 들어 ICT, 스포츠, 예술, 직업교육 등), 그에 맞추어
건물을 디자인하여 신축하기 때문에 학교의 특성을 바꿀
때 학교 건물의 제한은 있을 수 있다. 더욱이 아카데미
는 국정교과과정 준수를 강요받지 않기 때문에 학교 교
육과정이나 수업시간표 등도 학교의 조건에 맞추어 짤
수 있다. 또한 교사 채용에 있어서도 전국교사협의회
(GTC)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
자격증이 없는 전문가를 교사로 채용할 수 있고, 교사와
학교간의 고용계약도 유연하게 체결할 수 있다.
아카데미는 이러한 11~18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성인을 대상으로 컴퓨터실을 이

▲ hargly 초등학교, Leading edge school, Worcestershire 사진

용하여 방과 후에는 컴퓨터 강좌를 개설할 수도 있고, 학교의 스포츠 시설, 강당 등도 학교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용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시설을 대여도 할 수 있다. 물론 이러
한 수입은 학교의 부가적인 수입이 된다.
아카데미의 고용조건을 보면, 교사노조가 없기에 교사의 임금이 착취되고 근무조건이 열악
할 것처럼 생각이 되나, 아직까지 그러한 사례는 보도되지 않고 있다.
설립 초창기인 현재로선 신규 교사를 훈련시키고, 새 학교의 첨단 설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숙련된 교사가 필요하고, 이러한 숙련된 교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일반 공립학교보다
는 한층 나은 근무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Walshall Academy의 페리에 교사의 경우, 고용조건은 전직 공립학교에 비해 낫다고 말하
고 있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 15분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이며, 이중 20%의 시간은 교사의
자유시간으로 주어져 있다. 방과(오후 3시 30분)후 4시부터 보통 한 시간 정도 '연수 프로그램
'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가는 의무조항으로 붙어 있다.
위와 같은 계약조건에서 보수는 전직 공립학교에서와 동일하다. 여기에 더해, 연말에는 성
과에 따른 보너스가 더해지고, 또한 학교 행사라든가 부가적인 업무를 맡을 경우 추가업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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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붙게 된다. 따라서 보수는 공립학교보다 상당히 나은 편이다.
근무시간은 엄수되며, 계약시간 이외에 학교에서 회의 같은 일정을 절대 짜지 않는다. 페리
에 교사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공립학교에 근무할 때는 일상적으로 하던, 퇴근하고 집에 일
거리를 가지고 오는 경우는 아직 없었다.(teachernet, 2005/1월, 이슈 36호).
이러한 사례 보고와는 달리, Waterhouse Cooper라는 리서치 회사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아카데미의 교직원들은 '고객 확보'라는 공립학교 교직원이 가지지 않는 부가적인 압력이 있
고, 이로 인해 수업 이외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 시간이 뺏긴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의 지적 또한 아카데미 쪽에서는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고객, 즉 학
생이다, 그러한 고객에 신경 쓰고 시간을 들이는 것은 공립학교의 교사가 관료주의에 매여 부
질없는 보고서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아카데미가 학부모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일단 가시적으로 500억 원이
라는 거액이 투자되어 갖추어진 미래 학교형으로 디자인된 건물과 정비된 최첨단 시설이 크
게 작용을 하고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오랫동안 부진한 공립학교에 선택이 강요되어왔기
때문이다.
현재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이 주어져 있어 학부모들은 조금이라도 '나은 학교'에 자녀를 전
학시키고 싶어 하지만, 취약지구의 공립학교들이란 그다지 차이가 없고, 또한 조금이라도 나
은 학교에서는 지원자가 몰려 대기자 명단이 무척 길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양질의 교사들로 포진한 새로운 학교가 생긴다면 그
학교가 어떤 형태로 운영되든 그것은 학부모들의 관심사가 아니며, 지원자는 정원보다 훨씬
많이 몰리게 된다. 런던 동남부, Haberdasher Aske's Academy의 경우, 해마다 지원자가 정
원 120명의 약 3배에 몰리고 있다.
교육적 성과와 비판 혼재
아직까지 아카데미의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기에 종
합적인 평가는 내려지지 않고 있지만, 단편적인 사례들은 보고되고 있다. 이들 보고에서 대체
적으로 아카데미들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교도 있다. 2002년
9월에 개교한 Bexley Business Academy의 경우 2년 사이에 출석률은 78%에서 91%로 오르
고, 퇴학률은 700% 줄어들었으며, 중등학교 졸업 시험인 GCSE의 합격률이 20%에서 3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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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했다(The Guardian, 2004/7/9).�
2003년 9월에 개교한 Middleborough의 King's Academy는 1년 사이 GCSE 의 합격률이
전신이었던 Brackhoe 공립학교의 성적 14%에서 34%로 올랐으며, Capital City Academy의

이론적으로는 지역 사회
가 요구하는 가장 적절한

경우도 1년 사이 12%에서 28%로 올랐다. 하지만 런던 북쪽 Greig City Academy의 경우 오

형태의 교육 서비스를 제

히려 33%에서 28%로 떨어진 사례도 있다(TES, 2004/9/3).

공하게 된다. 정부가 강

정부의 아카데미에 대한 기대에 못지않게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비
판들을 아카데미의 특성별로 분류해 보면 1)설립과정에서 과다한 정부지원, 2)학교운영에 대
한 책무성, 3)공공재의 지원과 책무성의 한계, 4)지원자 선별금지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조하는 '학교중심의 커뮤
니티 형성' 정책과 맞물

아카데미에 가장 비판적인 세력은 지방교육청과 일반 공립학교의 교사노조 그리고 취약지

려 지역 사회에 다양한

구의 공립학교들이다. 여기서 나오는 공통된 우려의 목소리는 아카데미의 운영이 비민주적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

라는 것과 책무성 결여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을 창출할 수 있다.�

지방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아카데미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기에 정부 돈을 받아쓰고
있지만 학교운영에 지방교육청이 전혀 관여할 수 없다. 극단적인 가설로 만약, 한 지역의 모
든 학교가 아카데미로 전환된다면, 그 지역의 지방교육청은 유명무실해지고 폐쇄된다.�
아카데미가 '비민주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론의 여지는 없지만, 그렇다고 "현재 일반 공립
학교는 주민의 뜻대로 운영이 되는가"라고 반문할 때 그 대답 역시 '아니다'이다. 지방교육청
의 수장인 교육감은 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장에 의해 임명되는 지방공무원이고, 시장이나
의원들은 선거에서 교육문제만 가지고 표심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인구 28만 명인 Lewisham 지역의 예를 들어 보면, 전체 시 의원은 54명이다. 이들은 의료
복지, 교육, 주택 같은 '분과 위원' 단위로 편성이 되며, 지역단위 교육정책을 의결하는 교육분
과 의원 수는 8명이다. 이러한 분과위원 편성은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선
거권자는 어떤 입후보자가 교육분과 의원으로 일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의가
지방의회제도를 통해 지역 공립학교 교육행정에 반영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비율은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면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개정해
구성 비율을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
다음은 책무성의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아카데미 쪽에서 "아카데미가 공립학교보다 책무성
이 덜 할 것이라는 주장은 비논리적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실패하면 실직한다는 절
박감은 오히려 아카데미의 교사가 더하다. 그리고 아카데미가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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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에 대한 책무성이나 도덕성이 약하다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건재하고 있는 사립학교들은 무엇을 대변
하는가∙"라고 비판을 일축하고 있다.
취약지구 공립학교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아카데미
에 의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 전국적으
로 3400여 개의 중등학교 수와 비교해 보면 200개의 아
카데미라는 숫자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이것이 취약지구
라는 특정지구에 집중되기에 취약지구에서의 '공립학교
대 아카데미'의 비율은 비약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가령
앞에서 언급한 곳처럼 런던의 Southwark이나
Lewisham, Islington, Hackney 지구의 경우를 본다면,
이런 지구에 공립 중등학교가 10여 개가 있다. 그리고 현
재 전국에서 설립승인이 난 59개 아카데미 중에 27개가

▲ Peter Crook, The peckham Academy 교장 사진

런던에 있으며 위에 열거한 지구에 각각 3~4개가 있다. 다시 말해, 이들 지역에는 약 3~40%
의 중등교육이 아카데미에 의해 제공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비율은 2010년 200개로 불어날
경우, 또 다시 높아지게 된다.
만약 현재와 같이 아카데미가 학부모의 인기를 유지한다면 취약지구의 일반 공립학교는 돈
과 우수한 학생, 양질의 교사가 고갈되어 고사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우려가 집단적으로 표출된 곳이 런던 동북쪽 Waltham Forest 지구, 요크셔
Doncaster 지구로서, 이곳에 추진되던 아카데미 설립 사업은 지난 해 말 주민과 지역 교사 그
리고 지방교육청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Waltham Forest 지역은 런던 내 다른 취약지구와 그다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 설립이 확정된 아카데미는 하나도 없다. 이들의 주장은 아카데미 하나에 투입되는 돈이
500억 원에 이르고, 하나의 공립학교 1년 예산이 100억 원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500억 원이
라는 돈은 지역 공립학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폭제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
러한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그러한 특별예산을 한 지역의 공립학교에 균일하게 분배할 경우, 다른
지역의 공립학교들과 예산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Waltham Forest 지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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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그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서 보더라도 취약지구에는 다양한
지원책이 실시되고 있기에, 학교에 주어지는 특별예산도 많으며 교사들의 임금도 다른 지역
보다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을 정부가 비판 할 때
그러한 학교들은 학생들의 사회경제적으로 빈곤한 배경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학교(교사와 교수법)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돈을 넣는다고,
그 돈이 활성화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심증적 담보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아카데미 설
립 추진이 무산된 Waltham forest 지역의 스폰서 Jasper Conran 디자이너는 "주민이 원하
지 않는데, 내 돈 40억 원을 투자할 생각은 전혀 없다(TES, 2004/12/3)"고 단호하게 포기했
다. Doncaster지역의 스폰서로 나섰던 Emmanuel Schools Foundation은 "아카데미 설립추
진의 좌절은 그 보이콧을 주도했던 사람들에게 전혀 축하할 일도 아니며, 그들은 그들의 아이
들과 젊은이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박탈한 것"(The Guardian, 2004/10/14)라
고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마지막은 '학생선별 금지'에 대한 비판이다. 아카데미에는“지원자를 성적에 따라 선별해서
는 안 된다”
는 조건이 붙어있지만, 아카데미 주변의 공립학교들은“선별한다”
고 비판하고 있
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보다 좋은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때문
에 아카데미가 들어서면 그 지역의 학부모들은 전학을 시키고 싶어 한다. 결과적으로 아카데
미에는 정원보다 많은 지원자가 몰리게 되고, 아카데미는 선별할 수밖에 없다.
선별방법은 지원자가 많이 모이는 일반 유명 공립학교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공식적인 조사
보고서인 Waterhouse Cooper 리서치 회사의 보고서는 아카데미는 지원자를 선별하고 있으
며, 이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사회 계층의 중산층이고, 이에 따라 사회계층간의 성층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아카데미에서 '견고한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으며, 미국의 챠터스쿨의 사례를 조사하고 그에 '견주어' 추측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학부모의 학교 선택
권'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아카데미의 성취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이들 비판세력의 논리는 크게 지
지를 얻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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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논쟁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한‘학습지도요령’
이정미│도쿄세이토쿠대학 교수, leejm@pop06.odn.ne.jp

PISA(OECD각국 학생의 학습 성취도 조사) 2003년도 조사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자 학력 논쟁이 일어났다. 학력 논쟁의 중심에 문부과학성이 작성 고시하는
학습지도요령이 서 있다.

일

본의 초등교육계는 근래 세 가지의 위기와 과제에 당면하고 있다. 하나는 학교의
안전 확보의 문제이다. 소학교에서 인명 살상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2001년에 오사카 교육대학 부속 이케다 소학교에서 괴한이 침입하여 학생 8명을 죽이고
교사 2명과 학생 15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이 일어났다. 2004년 6월에는 홈페이지에 실
린 글귀가 비위에 상한다고 하여, 6학년 여학생이 동급생 여자 친구를 칼로 찔러 죽인 사
건이 나가사키 켄 사세보시에서 일어났다. 금년 2월에는 오사카 네야가와 시립 소학교에
들어온 17살된 고등학교 학생이 교원 한 사람을 찔러 죽이고 직원 두 사람에게 상처를 입
힌 일이 일어났다. 범인이 이 소학교에 다닐 때‘이지메’
를 당했는데, 담임교사가 도와주
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연달아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에 일본 조야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학교는 단단히 문단속을 하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
고, 들어오는 사람을 일일히 확인하게 되었다. 경찰관을 주재, 혹은 순회시키는 문제가 논
의되는 등 학교마다 대책 세우기에 바쁘다.
초등교육계가 당면한 세 가지 과제
두번째 문제는 교내 폭력의 증가이다. 문부과학성의 조사에 의하면 2003년에 소학교에
서 학생이 일으킨 폭력 행위가 2002년에 바하여 약 3할이 불어난 1600건에 이르른 것이
다. 문부과학성에서는‘폭력행위’
의 대상을 교사, 학생, 그 밖의 사람, 학교설비 등 기물을
부수는 행위 등의 네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또, 행위의 정도를“교사의 멱살을 잡다”
,“싸
움으로 한 쪽이 상처를 입었다”
,“학교에서 기르는 동물을 상처 입혔다”
,“고의로 문을 고
장나게 했다”등으로 잘게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교사의 지
도력 향상이 과제가 된다.
세번째 문제는 PISA(OECD각국 학생의 학습 성취도 조사)의 2003년도 조사 결과가 작
년 말에 공표된 것을 계기로 일어난‘학력 논쟁’
이다. PISA는 OECD 참가국이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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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성취도 조사 문제로 3년마다 시행하는 학력 조사이

일본의 초등교육계는 근

다. 독해력, 수학적 리터러시, 과학적 리터러시 등 주요 3분야와 문제 해결력에 걸친 조사인

래 세 가지의 위기와 과

데, 일본의 경우, 독해력이 1위 그룹에 들지 못 하고 2위 그룹에 속하는 결과가 나와 수모를
겪게 되고, 수학이나 과학의 순위가 2000년 조사 때보다 약간 쳐지게 되자 논쟁에 불이 붙게

제에 당면하고 있다. 학

된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학력 논쟁의 초점은 문부과학성이 작성 고시하는“학습지도요령에

교의 안전 확보 문제, 교

문자가 많아 학력 저하를 빚어내고 있다”
는데 귀착된다. 그러므로 학력 향상의 일차적 지표는

내 폭력의 증가, 학력 논

학습지도요령의 적절한 개정으로 예상된다.
이 글은 학력 논쟁의 과녁이 된 학습지도요령이란 어떠한 것이며, 이번 학력 논쟁을 일으키

쟁이 토픽이다. 학력 논

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일본의 초등학교의 학력 향상을 뒷받침하는 학습지도요령의 바람직

쟁은PISA의 2003년도

한 모습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조사 결과를 계기로 일어

학습지도요령이란 무엇인가?

났다.

학습지도요령이란 용어는 원래 course of study의 번역어로 쓰이기 시작한 것인데, 그 실
체는 초∙중∙고등학교, 맹∙농∙양호학교의 초∙중∙고등부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전국
적 기준으로 문부과학대신이 고시한다. 한국에서 교육부가 고시하는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패전 이전에는 교수요목이란 이름으로 각급학교에 하달되었었다. 1947년에는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연구의 길잡이로 시안 형태로 배부되어,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편성에 참고
할 모델로서 활용이 되었고, 기술된 내용에 따라야 할 의무도 없었다.
그러나 1958년의 개정으로부터 교육과정 편성의 국가 기준의 성격이 뚜렷해져서 고시의 형
태를 갖추게 되어, 법규를 보완하는 법규 명령의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 기술된 내용이나 조
항은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하게 된 것이다.
현장에서의 학습지도∙생활지도의 기조로서 참고해야 하지만, 특히 교과서의 편집, 발간에
관련되는 인사나 출판사는 교과서등에 대한 검인정의 기준이 된다. 학습지도요령은 대개 10
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되며, 고시가 되면 그 이듬해부터 이행조치가 뒤따르고 대개 고시로 2년
후면 소학교에서 실시된다.
학습지도요령 소학교 편의 3.내용의 취급 (3)-I에는“우리나라의 국기와 국가의 의의를 이
해시키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고∙
∙
∙”
기술이 있다. 이 기술은 행사나 의식에서는 일장기의 게
2005 Mar∙Apr

71

세계의 교육 │ 일본

양과 기미가요의 기립 제창이 의무가 된다. 일본의 교원이나 일반 시민 중에는 일
본 군국주의자들이 일으킨 2차대전 때의 전형적 상징인 히노마루와 기미가요에 반
감을 지닌 사람이 적지 않은데, 그러한 교원들이 기미가요를 기립 제창하지 않는다
하여 징계를 당한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학습지도요령의 구성
소학교 편 학습지도요령 (2002년 4월 시행)의 내용은
제1장 총칙
제1 교육과정 편성의 일반 방침
제2 내용등의 취급에 관한 공통적 사항
제3 종합적인 학습시간의 취급
제4 수업 시간수 등의 취급
제5 지도 계획의 작성에 있어 배려할 사항
제2장 각 교과
제1절 국어
제1 목표
제2 각 학년의 목표 및 내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6학년)
제3 지도 계획의 작성과 각 학년에 걸친 내용의 취급
별표, (학년별 한자 배당표)
위와 같은 장절로 제2절 사회, 제3절 산수, 제4절 이과, 제5절 생활, 제6절 음악, 제7절 미
술공작, 제8절 가정, 제9절 체육, 제3장 도덕, 제4장 특별활동 등의 순서로 편찬되어 있다.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따른 학력 논쟁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학력 논쟁은 1998년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서 각 교과의 수업시간
수를 약 1할 줄이고, 각 교과의 내용을 3할 줄임으로써 기초학력의 착실한 정착을 기하며,‘종
합적인 학습의 시간’
을 신설하여,“여유있는 그러면서도 충실한 학교 생활’
을 목표로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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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이 단편적 지식을 마구”
주이시키는 주의”
라는 비판의 소리가 컸기

문교 행정 최고 책임자들

때문에 그를 타파하기 위한 시도였다.

의 학습지도요령을 둘러

당시의 문부대신인 아리마 아키토는 1999년 5월의 참의원 문교 과학위원회에서 학력 저하
를 걱정하는 의원에게“어린이는 단지 지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제가 스스로 생각해서 문

싼 발언은 참된 학력을

제를 해결해 가는 자주성을 터득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체험 활동을 통해서 생각하는 시간

기르려면 어떤 교육내용

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소 비판이 있지만 수업 내용을 줄여 가겠다”
고 대답했다.

이 필요한가에 대한 학력

1년 후인 2000년 12월, 새로 문부대신이 된 마치무라 노부타카는 취임 인터뷰에서“기초,
기본은 힘껏 지도한다, 자잘한 지식을 주입시키는 것을 그만 두자는 것이 3할 삭감의 의미다.

논쟁이었다.

자잘한 지식을 외우고 있지 않다는 의미의 학력 저하는 걱정할 것 없다”
고 강조했다.
이상의 두 문부대신이 수업내용을 줄이고 생활 경험에 직결되는 학습을 주장한데 반해, 새
학습지도요령 실시(2002년 4월)를 석 달 앞둔 2002년 1월, 새 문부과학대신 도야마 아쓰코는
‘배움의 권고’
라는 주장을 발표하여, 확고한 학력의 향상을 지향하여 방과 후의 보충학습, 가
정에서의 숙제, 시업 전의 독서 등을 호소했다. 완전 주 5일제가 신학습지도요령 고시와 함께
시행되는데 대한 걱정과 불안의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문부과학성은 2003년 12월 실시한지 2년도 못 되는 학습지도요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새 학
습지도요령에서 줄인 내용을 발전적 내용으로 인정하였다. 당시의 문부과학대신인 가와무라
다케오는 아사히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학력 저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점수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으로 학력저하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유토리(여유)’
라는 말이‘유루미
(늘어짐)’
처럼 받아 들여진 것 같은데, 그래서는 곤란하다”
고 말했다.
가와무라 문부과학대신을 이은 나카야마 문부과학대신은 철저한 교과 중심 학습론자이다.
‘전국 일제 학력 테스트의 실시’
,‘완전 주 5일제’
에 반대하여‘툐요일 수업의 부활’
,‘종합적
인 학습 시간 설정의 재검토’등을 기회 있을때마다 발언한다. 종합적인 학습 시간을 산수나
국어 시간으로 바꾸자는 주장처럼 들리는 때도 있다. 문교 행정의 최고 책임자들의 학습지도
요령을 둘러싼 발언은 참된 학력을 기르려면 어떤 교육내용이 필요한가에 대한 학력 논쟁이
었다고 볼 수 있다.
경험학습과 계통학습의 지양, 화합의 길
패전 직후인1948년 10월 일본에서 코어∙커리큘럼이 연맹이 결성되고, 경험학습에 관한 이
2005 Mar∙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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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실천적 시도가 전국에서 펼쳐졌다. 책상 위에서, 좁은 교실 안에서의 문제 해결이나 단
편적 지식의 기억에 집착하는 학습이 아니고, 실제 관찰이나 견학 조사, 실험 등을 경험함으
로써 온 몸과 온 감각을 통해서 학습하는, 즉‘행동함으로써 배우는’교육이 전국을 풍미하는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몇년 후, 어린이의 경험을 역동적인 지적 체계에 자리잡지 못하게 하
고, 산만한 체험주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기며, 헤매는 경험주의’
의 비판 아래, 열기가 사
그러들게 되었다.
한편, 수업의 목적, 내용, 방법을 교사가 주도적으로 착안 구성하여 학과의 지적 체계를 계
통에 따라 학습해 가는 학습을 계통학습이라고 한다.“경험학습이냐? 계통학습이냐?”
의는
1950년대 당시 교육계의 중요한 토픽이 되었다.
오늘날 일본의 학력 저하 논쟁은 패전 직후의 계통학습과 경험학습 논의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바람직한 학력을 기르는 학습 내용은 경험학습만도 아니고, 계통
학습만도 아닌, 계통학습과 경험학습이 상부상조하며 지양, 화합하는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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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조용한 교육혁신 프로젝트, 신교육과정
유경희│북경회문고등학교 교사, liujingji@hanmail.net

중국은 교육혁신의 핵심인 교육과정 개편을 조용하고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2001년부
터 시범적용을 하였고, 2005년 9월에는 신교육과정이 전국에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에
서는 신교육과정 도입에 대해 국가 성장을 주도할 교육혁신 프로젝트로서 많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중국

의 교육계에는 조용하게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초∙중등 교육
과정, 즉 교수체계와 평가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신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

이다. 신교육과정은 기존의 교육과정과 평가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교
육에 있어서 일대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물리, 화학, 생물, 역사, 자
연지리 등의 과목은 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의 중∙고등학교 교
사들이 신교육과정에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의 교사들
은 연수를 통해 신교육과정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연수 결과 적응하지 못하는
교사는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어 있다. 많은 교사들이 적응하지 못할 경우, 모자라는 교사들
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와 과연 새로운 교육과정에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적응할 수 있을
지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
었듯이 중국의 신교육과정 도입은 중국교육에 예상보다 더욱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
인다. 여기서는 중국의 신교육과정의 실시 배경과 목표, 신교육과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
고,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대체하게 될 신교육과정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해보고
자 한다.
국내외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신교육과정 도입
중국 신교육과정의 추진배경은 국내적인 배경과 국제적인 배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국의 기초교육1) 과정은 1992년에“9년 의무교육 전일제 초∙중등학교 교수요강(시험
용)”
을 실시하기까지 7차례의 개혁을 거쳤는데 이 교육과정은 산업화 시대의 학교교육 모
델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경제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러
한 산업화 시대의 교육과정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지식중심∙학과중심의 교육은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
1)�중국에서는 초중등교육을 기초교육이라고 함. 본문에서는 초중등교육을 기초교육이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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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다. 중국의 학교교육은 교과서 위주, 교사 중심, 기계적인 암기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전통적인 교육내용은 엄격하고 통제된 속에서 고정불변의 진리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급
격하게 변화하고 불확실한 현대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전통적 교육내용
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실제 생활에서 거의 활용할 수 없는 학교의
교육활동은 이미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교육과정 혁
신의 가정 중요한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전통적인 입시중심의 교육은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제대로 발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편전쟁 이후 중국은‘개발도상국가’
의 발전단계에서 교육
의 선발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서 교과서의 지식 암기에만 치중하여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가중되면서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었고 심한 경우 혐오감을 갖게 하였
다. 중국교육이 학습을 통한 자기개발이라는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나 입시위주의 교수와 암
기위주의 학습만이 남게 된 것이다.
셋째, 교육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과정의 혁신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7년
5월 중국 교육부에서는 9개 성∙도시의 1600여 명의 학생, 2000여 명의 교원(교장, 교사)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기초교육 과정 개혁방안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① 교육목적
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인재양성 목표가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것, ② 교육과정이“번잡하
고, 어렵고, 편중되고, 뒤떨어지는”상황이 상존한다는 것, ③ 교육과정 구조가 단일하고, 학
과체계가 폐쇄적이어서 현대 과학기술과 사회발전의 새로운 내용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 ④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경험, 사회현실과 이탈되고 있다는 것, ⑤ 학생들을 기계적인 암기와 문
제풀이만 하도록 만든다는 것, ⑥ 교육과정 평가가 학업성과와 견별∙선별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 ⑦ 교육과정 관리가 지나치게 획일적이어 현시대 경제발전의 다양화 발전요
구에 부합되지 않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넷째, 교육개혁의 세계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교수∙
학습과정의 혁신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도 외국의 교육개혁 동향에 주목하고 있
으며, 세계적인 경쟁체제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혁신이 필수적인 것이다.
한국은 제7차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실험∙학습∙토론∙자유활동∙사회봉사 체험을 중심
으로 하는 학습활동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일본에서는 10년에 한 번씩 교육과정을 갱신하여 수업내용을 정선하고,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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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많은 자유발전공간을 주고 있으며, 교육지도 면에서 학생들이 사회에 참여하도록 격려

신교육과정의 6대 목표는

하고, 국제의식을 심어주며, 학생들의 독립사고와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중시하고 있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

다. 미국은‘2000년 교육전략’
에서 교육과정방면에서 4, 8, 12학년 수료시 영어, 수학, 자연
과학, 역사와 지리학과에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No Child Left Behind Act(2001)'를

신장, 교육과정의 균형과

통해 학생의 학업성취 결과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01

선택의 폭 확대, 교육내용

년에 교육과정 개혁을 통하여, 정보처리능력 및 창의성을 강조하여 21세기에 부응하는 인재

혁신, 기초 지식과 핵심

양성을 새로운 교육목표로 설정하였다.
세계적인 기초교육과정 개혁은 교육목표를 새롭게 설정하여 신세대 국민이 21세기의 사회,

능력위주의 편성, 교육평

과학기술, 경제발전에 필요한 능력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재양성모델을 전환하여

가체제 개선, 국가와 지

학생들의 학습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여, 학생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국민으로 성

방, 학교에서 수준별 교육

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최근의 사회적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도록 하

과정 관리이다.

고 있으며, 학생들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키도록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평
생학습 사회에서 모든 학생이 생애에 걸쳐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학습능력
과 자신감을 길러주는 것이다.
중국 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여, 2001년 2~4월에 교육
계∙학술계∙기업계∙민주당을 대상으로 신교육과정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청취과정을 거
치고, 2001년 가을부터 일부 지역을 선정하여 신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였고, 2005년 9
월부터 전국에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신교육과정의 6대 목표와 세 가지 원칙 설정
중국의 신교육과정은 6가지 목표를 선정하고 있다.
첫째,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신장한다. 지나친 지식위주의 교수∙학습과정을 개
선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태도를 기르며, 지식습득과 기능 획
득과정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을 알게 하고, 정확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이 되도록 하였다.
둘째, 교육과정의 균형과 함께 선택의 폭을 넓힌다. 현행 교육과정은 지식위주의 학과위주
로 구성되어 과목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여 9년 일관제로 교육과정 분류와
수업 시수, 비율을 균형 있게 총체적으로 설정하되 다양한 지역성과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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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현대 생활에 맞도록 교육내용을 혁신한다. 현행 교육과정 중에서 내용이 지나치게 어
렵고 일부 학과에 편중되며,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을 개선하여,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생활, 현
대사회 과학기술 발전과 연계되도록 구성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
도록 하였다.
넷째, 학생들의 평생학습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핵심 능력위주로 편성한다. 수동적으로 학
습하고 기계적인 암기 훈련을 하는 현황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교육내용을 편성하였다. 학생들의 정보 수집∙처리능력, 신지식 획득과 문제 분석∙해결 능
력, 협동 능력을 양성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교육평가체제를 개선한다. 기존 평가가 선별과 선발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던 것
을 개선하여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교사의 교수 개선 기능을 평가하
는 것을 강조하였다.
여섯째, 교육과정을 국가, 지방, 학교 3급에서 수준별로 관리하도록 한다. 교육과정을 지방,
학교 및 학생 개개인의 차이를 반영하여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교육부)에
서는 기초교육의 교육과정 발전을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국가교육과정의 부류와 수업 시수를
확정한다. 이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을 제정함으로써 기초교육과정을 거시적으로 지도
할 수 있다. 지방 정부(성급) 교육행정부문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의 총체적인 설치에 근거하여
다양한, 지역 수요에 부합되는 교육과정 실시방안(지방교육과정의 개발과 선정사용)을 기획하
여 교육부에 보고∙등록한다. 학교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지방 수준의 교육과정을 집
행하는 동시에 본교의 특징에 부합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중국의 신교육과정은 균형성, 종합성, 선택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균형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신교육과정은 덕∙지∙체∙미의 전면적인 발전을 요
구하며, 각 과목의 비율을 적절히 하고, 지방∙학교의 현실과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근거하
여 적절히 조절하며, 9년의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학생의 인지적 발달을 고려하여 고학년으
로 갈수록 교과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한다.
둘째, 교육과정의 종합성을 강화한다. 학생들의 경험을 중시하여 학과간의 통합과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종합적인 과정을 개설하고, 종합실천 활동2) 을 증설한다.
셋째, 교육과정의 선택성을 강화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분과 또는 종합과정을 설치하며, 각 과목 수업시수를 탄력적으로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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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과 각 학교에서는 일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개발 또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농촌지역의 일반 중∙고등학교는“녹색
교육을 실시하여 농촌의 개성을 살리도록 한다. 도시의 일
증서3) ”
반 중∙고등학교도 점차적으로 직업기술 교육과목을 설치한다.
신교육과정의 특징과 주요 내용
신교육과정의 특징은 첫째, 소질교육의 이념을 교육과정 기준
에 넣었다. 신교육과정은 과정목표, 내용기준과 실시 등의 측면에
서“지식과 기능, 과정과 방법, 감정태도의 가치관”3위일체의 교
육과정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이로부터 학교교육의 중심을 전이시
켰다.
둘째, 학과중심에서 탈피하여 평생학습에 필수적인 기초지식과
기능을 정선하고 교육과정 내용이 번잡하고 어렵고 편중되고 오
래된 현상을 변화시켜 교과서와 학생생활 및 현대사회, 과학기술
발전을 긴밀히 연계시켰다.
셋째, 학습방식을 개선하여, 각 학과의 교육과정 기준은 과정중심, 체험중심으로 목표 및 교
재, 수업평가 측면의 지도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직접 실천하며 독립적으
로 사고하고 협동으로 탐구하며 정보수집, 처리능력, 신지식 습득능력, 문제 분석 해결능력 및
교류 협동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하였다.
넷째, 평가체계가 개선되도록 하였다. 신교육과정 계획에서는 효과적인 책략과 구체적인 평
가수단4) 을 제시하여 평가의 중심이 학생들의 학습과정 쪽으로 집중되도록 하여 학생들의 조
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교육과정 편성기준은 각 단계의 목표와 실시과정에서 설정하도록 하였다. 교육목표
도달 내용, 특히 지식의 선후순서에 대한 경직성의 규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교재의 다양성
과 교사수업의 창조성에 많은 자율성을 제공하였다.
종합실천 활동 수업시수는 지방과 학교 자체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의 수업시수와 결부하여
2) 종합실천 활동은 정보기술 교육, 연구형 학습, 지역사회봉사와 실천활동, 노동기술교육을 포함한다.
3)�농민들의 기술자격증서를 녹색증서라고 한다.
4)�학생들의 성장기록, 테스트∙시험, 발표, 숙제(장기숙제와 단기숙제), 단체평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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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바 분산적으로 배정할 수도 있고 집중적으로 배정할 수도 있다. 각 과목의 교육과정
은 보편적으로 실천활동을 증가시켰는데 학교에서는 학년 수업을 배정할 때 활동의 성질과 내
용에 근거하여 일괄적으로 합리하게 배정할 수 있다. 환경, 건강, 국방, 안전, 등 교육을 각 과
목에 포함시켜서 가르치도록 한다.
1학년-6학년은 체육과목을 설치하고, 7학년-9학년은‘체육과 건강’과목을 설치하며,‘건
강제일’
의 원칙을 실천한다. 7학년-9학년‘체육과 건강’과목기준에서 요구하는 건강지식은
학생들이 관련 체육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숙지시키지만 필답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표> 의무교육단계의 신교육과정 계획표
구분

학년
1

2

3

4

-

8
사상품덕

역사와 사회(역사, 지리)
과학(물리, 생물, 화학)
외국어

종합실천 활동
체육과 건강
어문
수학
예술(음악, 미술)
지방과 학교교육과정

<표> 교과목별 수업시수 변화
교과목

80

현행 교육과정

신 교육과정

사상품덕

404

416

어문

2200

1850-2126

수학

1486

1200-1386

외국어

400

555-740

과학

865

752-937

사회

557

525-615

체육과 건강

744

832-1017

예술

1016

83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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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학

체육

분류

7

외국어

-

과정

6

도덕과 사회

도덕과 생활

교육

5

WORLD EDUCATION│CHINA

많은 과제 안은 채 신교육과정 올 9월 도입
중국의 신교육과정은 세계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강대국으로 변신하려는 중국의 거대한 야
망을 반영하고 있다 세계에서 앞서나가는 강한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이끌어 나

교육과정의 혁신은 쉬
운 일이 아니다. 교원의

갈 2세들의 능력이 중요하며,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중국 교육개혁의 목표라고

변화, 학생과 학부모의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혁신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전통적인 중국교육을 뿌리째 바꾸

이해, 대학입시 문제가

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과 시련도 감내해야 한다. 신교육과정이 올해 9월부터 전국적

모두 연계되어 있기 때

으로 도입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문이다. 중국의 신교육

① 신교육과정, 소프트 랜딩이 가능한가?

과정 도입은 많은 도전

신교육과정은 개설되는 과목이 전통적인 교육과정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어

과 과제들을 안고 있다.

와 과학의 수업시수는 다른 과목보다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수업시수의 변
화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업시수가 줄어드는 과목과 늘어나는 과목은 교원
의 수급에서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줄어드는 교과의 교원정원은 줄여야 하며, 늘어나는
교과의 교원은 대폭 증원이 되어야 한다. 교원의 양성과정에 있어서의 변화를 요구할 뿐 아니
라 기존의 교원들을 줄여야 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의 교원 재편이 단기간에 가
능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며, 점진적인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② 교원,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신교육과정은 교수∙학습과정의 개선과 평가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교육과정에
적응되어 있는 교원들이 신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단기간에 변화할 수 있는지가 교육
과정 혁신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교원들의 연수를 통해 부적격 교원을 가려내겠다
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실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시되고 있다. 그리고 1000만 명에 달하는 전국의 초∙중등 교원들을 단기간에 효과
적으로 연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교원들의 역할이 신교육과정
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③ 학생과 학부모, 신교육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학생들은 기존의 암기위주 교육에 적응되어 있어서 자기주도적 학습에 쉽게 적응할 수 있
2005 Mar∙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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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문제는 걱정하는 것보다는 쉽게 해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어려서부터 새로운 학습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빠른 시간에 바뀔 수 있
는 부분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학부모의 의식이 쉽게 바뀔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기존의 교육과
정을 거치고 성장한 학부모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의 결과물 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의
경쟁에서 앞서나가야만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은 신교육
과정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④ 평가와 선발, 대학입시 개선이 준비되어 있는가?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과 평가는 대학의 선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대학입시가 바
뀌지 않는다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선도 공염불로 그칠 공산이 크다. 과정을 중시하
는 평가를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입시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그들만의 평가가 될 수도 있다. 결국 대학입시에서 학생들의 학습과정과 다양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전형방법이 개선되어야 진정한 교육과정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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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를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는 독일대학
권미연│베를린통신원, miyun65@hanmail.net

수업료에 관한 결정권이 각 주에 있다는 헌재의 판결에 따라 수업료징수 찬성론자들이
승리를 거둔 이후, 각 주에서는 정치적 입장과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지난 40여 년간 무상교육을 실시해온 독일대학의 수업료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
지 전망한다.

지

난 1월 26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바이에른, 바덴-뷔르템베르크, 함부르크, 잘
란트, 작센, 작센-안할트 6개 주가 2002년 8월 15일 발효된 대학교육대강법

(Hochschulrahmengesetz, 대학교육기본법) 6차 수정법령 중 수업료 금지
(Studiengebuehrverbot) 조항1) 에 대해 청구한 위헌 소송에 대해서 동 조항이 헌법에 위
배되며, 수업료에 관한 결정권은 각 주에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를 통해 수업료
(Studiengebuehr, 등록금) 징수를 둘러싼 오랜 정치적 공방은 기민련/기사련을 중심으로
한 수업료징수 찬성자들의 정치적 법적 승리로 결말이 났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무
상교육으로 운영되어 오던 독일대학의 운영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상황이 임박한
것처럼 보인다.
필자는 2002년�교육개발�11∙12월호에�독일대학의 무상교육제도는 사라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당시 독일대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업료징수를 둘러싼 공방의 사회적
의미를 비교적 소상하게 전달한 바 있다. 지난 글에서 쌍방의 입장의 이념적∙정치적 차
이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독일 대학의 재정적 문제를 설명한 바 있으므로 이번 호에서는
한국의 언론에서조차도 일부 보도된 바 있는 독일대학의 수업료징수 움직임을 각 주의 현
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바탕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 글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독일 대학에 무상교육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0년대이며,
1969년도에 키일(Kiel) 대학에서 수업료와 시험수수료가 징수된 것을 마지막으로 독일의
모든 (국립)대학에서는 수업료가 사라졌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다시 독일대학의 재
정이 악화되면서 수업료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촉발되었다. 그 사이 1998년도에 게르하르
트 슈뢰더가 이끄는 사회민주당(SPD, 사민당)이 녹색당과 함께 헬무트 콜의 기독교민주연
합(CDU, 기민련)을 물리치고 새로이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 그 다음 해(1999)에 연방교육
1)�사민당 정부는 1999년에 대학대강법 속에 수업료징수 금지조항을 마련하였는데, 2002년 6차 수정법령에는 영미식 학사
(Bachelor), 석사(Master)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문구가 일부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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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 에델가르트 불만(SPD)은 대학교육대강법을 개정하면서 대학에서 첫 번째 학위를 받
는 모든 학생에게 수업료징수가 금지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이러한 논란에 일정 정도 종지
부를 찍고 교육에서 평등권을 우위에 두는 사민당의 전통적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민련/기사련(CSU)이 정권을 잡고 있는 주를 중심으로 수업료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부의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을 중심으로 정규학업
기간(일반대학교 최대한 10학기, 전문대학 최대한 8학기)을 4학기 이상 넘기는 학생과 두 번
째 학위를 하는 학생에게 수업료를 징수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앞의 두 주와 베를린과 브란덴
부르크 등 몇몇 주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한 학기에 50유로 가량의 행정수수료(Verwaltungsgebuehr 또는� 등록금 Rueckmeldegebuehr)를 받기 시작하였다.
대학교육대강법의 수업료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청구 소송
작년(2004) 7월 24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연방정부가 대학교육 과제로서 대학교육대강법
(Hochschulrahmengesetz) 5차 수정법령을 통해 추진하던 주니어교수제의 도입과 함께 2010
년까지 하빌리타치온(교수자격취득과정) 제도를 폐지하도록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2) 곧 이어서 헌재는 같은 해 9월 9일 앞에서 말한 6개 주가 대학교육대강법 6차 수
정법령 가운데 수업료징수 금지조항을 대상으로 제출한 위헌청구 소송에 대한 1차 심리를 시
작하였다. 그리고 올해 1월 26일 헌재는 주니어교수제도에 관한 판결과 동일한 맥락에서 대
학교육대강법의 수업료징수 금지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이번의 판결은 지난 번 주니
어교수제도 때의 판결로 인해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었다. 헌법재판소장 빈프리트 하세머
(Winfried Hassemer)는 판결문에서 헌재는 교육정책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교육정책을 둘러
싼 법률적 권한의 소재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고 적시하면서, 세부적인 대학교육
정책에 관한 권한은 기본법(헌법)에 명시된 주의 권한이며, 따라서 대학교육대강법에 명시된
수업료징수 금지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헌재의 판결 이후에 각 주의 대응은 아주 복
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모든 주가 동일한 수업료징수를 계획하기는 곤란
위헌청구 소송을 주도한 주 가운데 바이에른, 바덴-뷔르템베르크, 함부르크 주는 주도적으
2)�자세한 내용은 김종기,�독일의 교수임용제도의 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
�교육개발�
(
2004년 11+12월 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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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바이에른 주는 빠르면 다가오는
2005/2006년 겨울학기부터, 늦어도 2006년 여름학기)에 수업료를
징수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니더작센 주와 잘란트
주가 그 뒤를 이어 늦어도 2년 안에 수업료징수 계획을 세우고자 하
고 있다. 그러나 사민당/녹색당 또는 사민당/민사당이 정권을 쥐고 있
는 주에서는 사정이 더욱 복잡하다. 수업료를 둘러 싼 오랜 논란에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민당과 녹색당 내에서도 수업료 도입을 찬성하
는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였고, 베를린 시장 클라우스 보버라
이트(Klaus. Wobereit, SPD)와 베를린 재정부 장관 틸로 자라친
(Thilo Sarrazin, SPD)은 오래 전부터 당내외의 비판에도 수업료징
수 찬성 의견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민당/녹색당/민사당
이 집권하고 있는 주는 당의 안팎에서 여전히 수업료징수를 반대하는
강한 목소리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 가운데 예
를 들어 베를린 주는 연정 파트너인 민사당(PDS)과의 연정계약에 의
해 연정계약을 파기하거나 재합의를 하기 전에는 다음 선거인 2006
년까지 수업료를 징수할 수 없다.
아울러 과거 동독에 속한 주들도 서독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으로 수업료가 도
입되게 될 경우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무엇보다 서독 지역보다 낮
은 대학생비율로 인해 쉽게 수업료 도입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처지이다.��
한편 사민당 청년조직인 유조스(Jusos)의 발의로 사민당 자문위원회(Parteirat)는 1월 31일
수업료는 대학 공부를 하고자 하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박탈하
는 것으로서 사회정의에 어긋나며, 따라서 첫 번째 학위를 하는 학생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할
것과 모든 사민당의 집권주에서는 이러한 노선에서 함께 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유조스
는 헌재 판결 이전에 이미 헌재의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연방정부와 각 주가 수업료 금지를
다시 분명하게 천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아울러 향후에도 수업료반대행동연대(ABS)와 같
이 수업료 반대를 관철시키기 위해 싸울 것을 천명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경제법학자 베른하르트 나겔(Bernhard Nagel)은 1 월 28일 슈피겔 지와 나
눈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수업료 논쟁의 사회적 의미와 그 사이에 수업료를 도입한 다
2005 Mar∙Aprr

85

세계의 교육 │ 독일

른 나라의 사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

아울러 그는 수업료 도입의 찬성 논거로 대학생은 결국 대학공

다. 그의 주장은 수업료징수가 몰고 오게 될 예상되는 부정적인

부를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고 따라서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와 그것을 둘러싼 문제의 핵심을 잘 지적하고 있다고 보인

대학생 스스로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 정의에 더 알맞다는

다.

주장은 교육의 공공재적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견해라고 지적

그에 따르면 수업료징수의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다. 고급인력이 많아지면 전체 사회가 이익을 보며, 바로 그 때

독일과 유사한 교육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2001년

문에 스칸디나비아 국가(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들과 핀란드는

겨울학기에 한 학기 약 360 유로의 수업료가 징수될 때 내국인

�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낮

학생의 입학 숫자가 상당히 감소했고, 그 수는 아직까지 회복되

추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소위 나중에 더 많은

지 않고 있다. 그에 따르면 극빈층의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소득을 얻게 될 사람이 스스로 돈(수업료)을 내어야 한다고 말하

징수하지 않음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는 것은 모순이라고 파악한다. 그에 따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반면 훨씬 더 많은 수업료를 받고 있는 미국에서는 오히려 대학

은 사회 전체적으로 고소득자가 사회적 책임의 틀 내에서 더 많

생 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오스트리아에서

은 세금을 내게 하는 조세 정의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것은 대학

는 아직 갖추어지지 못한) 잘 짜여진 사적 및 사회적 장학금 제도

생에게 수업료를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로 인해 비싼 등록금 자체가 대학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하지는 않
는다. 그는 수업료가 징수된다면 독일에서는 오스트리아와 비슷한

몇 년 안에 모든 주가 수업료징수를 하게 될 전망

일이 일어날 것이며,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한편 베를린 주 재정부 장관 틸로 자라친(Thilo Sarrazin,

학업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파악한다. 또한 그는 오스트리아에

SPD)은 2월 10일 일간신문 베를리너 자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베

서처럼 독일에서도 징수된 돈이 지속적으로 대학으로 들어가지 않

를린에서도 수업료 징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예

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대학의 재정이 새어나가고 수업료는 재정

상되는 결과를 자신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부 장관에게로 흘러들어갈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몇몇 기민련/기사련 집권 주에서 다른 주보다 먼저 수업료를 징

그에 따르면 수업료징수가 오래 전부터 이루어 진 나라에서도

수하면, 일시적으로 몇몇 주들에서 수업료가 징수되고 다른 주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곳은 없으며, 상대적으로 적절한 수

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 베를린 출신

업료 체계를 도입한 네덜란드에서조차도 국가는 점점 수업료징수

의 대학생들이 뮌헨에서 공부할 경우에 수업료를 지불해야 하는

를 빌미로 대학에 대한 지출을 줄였고, 그에 반해 지속적으로 수

반면에 뮌헨의 대학생들은 베를린에서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업료의 인상이 병행되었다. 이것은 징수된 수업료가 모두 대학의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이러한 상황은 각 주들 사이에서 재

재정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수업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정의 조정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논거로 수업료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가 현실에서는 크게 설득력
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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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면 베를린에서는 현재 다른 주 출신의 대학생 수가 약
4만 2000명이며 이 수는 다른 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베를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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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학생 수보다 많다. 그것에 의해 니더작센 주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이익을 보고 있

통일적이지 않은 수업료

다. 베를린이 교수(敎授)비용 분야에 지불하는 비용은 대략 3억 8000만 유로에 해당한다. 그

징수는 대학교육재정 부

것은 베를린이 당연히 다른 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며, 따라서 문제는 다음과 같다. 통일
적이지 않은 수업료 징수는 대학교육재정 부담의 불평등한 분배를 강화시킬 것이며, 따라서

담의 불평등한 분배를 강

학생들의 부분적인 저항이 있어도 결국 아마도 몇 년 안에 모든 주가 수업료징수를 하게 될

화시킬 것이며,� 학생들

것이다(다른 한편 그는 현재 수업료 도입을 찬성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누구라도 어

의 부분적인 저항이 있어

려운 가정 형편으로 대학공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학금 및 학자금 융자
제도를 설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도 결국 몇 년 안에 모든
주가 수업료룰 징수하게

징수된 수업료가 모두 대학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될 것이다.

그런데 자라친은 징수된 수업료가 대학의 재정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다른 수업료 도입
찬성자와 달리 대학이 주의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징수된 수업료의 절반은 주의 재정
으로 이용되고 반이 대학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타협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그는 수업료
징수가 대학생들의 긴 학업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그
는 수업료가 500 유로에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며, 대학의 명성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될 것이
라고 파악한다. 그에 따르면 의학도를 계산에 넣지 않은 상태에서 평균적인 대학생 한 명에게
드는 비용은 현재 국가시험까지 5만 1000유로, 교육비용이 1년당 1만 유로에 해당된다. 따라
서 수업료 금액은 그것을 계산에 포함시켜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한다.
�
이전의 글에서도 밝힌 바 있는 것처럼 수업료 문제에 관한 한, 독일 대학의 어려운 재정 상
태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어려운 재정의 일부분을 충당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의도로 인해
현실에서는 전통적인 좌파와 우파 사이의 전선 대립이 사라지고 있다. 단지 기민련/기사련/자
민당은 더욱 노골적으로 수업료 도입을 앞서서 주도해 나가고 있고, 사민당/녹색당 등은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현재 사민당에서는 자기 주 출신
의 학생에게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말자는 제안이 많은 동의를 얻어가고 있다. 따라서 어떤 경
우든 다른 주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과 무엇보다 독일로 유학을 오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
은 앞으로 있게 될 수업료 부담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과
각 주별로 예상되는 전망에 대해서는 다음의 도표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2005 Mar∙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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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무교육단계의 신교육과정 계획표
주

현 집권당

현행 수업료 및 기
타 요금 징수 상황

시장 Klaus Wobereit (SPD)헌재 판
결 이전, 사회적 약소층의 경제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장학금제도를 정비하
는 것과 연관하여 수업료 도입에 찬
성. 사민당과 민사당의 연정 협약에
베를린

사민당/민사당연정

향후 전망

정당 및 정치인들의 입장

행정 수수료 51

수업료 도입을� 분명히 배제하였음.

유로

학술부 장관 T. Flierl(PDS)은 1학기
부터 수업료를 징수하는 것에 반대.
재정부 장관 T.Sarrazin� (SPD)은
원래부터 수업료도입을 찬성하며, 나
아가 수업료 일부를 주정부 재정으로
활용하고자 함�

사민당과 민사당의 연
정협약 때문에 2006
년 주의회 선거까지
수업료 도입 불가능.
시장 보버라이트의 수
업료 도입 찬성 견해
는 당내와 연정 파트
너인 민사당으로 부터
비판에 직면해 있음.
따라서 향후 전망은
유동적임

학술부 장관 J. Wanka(CDU) 헌재

브란덴부르크

사민당/기민련 대

행정 수수료 51

연정

유로

판결 후 브란덴부르크가 수업료 도입

중장기적 전망에서 첫

에서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 것이지

째 학위과정부터 수업

만, 향후 전개되는 상황으로부터 벗

료 도입 가능성 높음

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함
주의 구조적 취약성 때
문에 많은 대학생을 가
메클렌부르크 사민당/민사당 대
-포르포메른

연정

-

수업료징수 금지가 주 대학법에 확정

능한 한 유치하려고

되어 있음

함. 따라서 수업료 징
수가 주 정책에서 기본
적으로 배제되어 있음

2.20 주의회 선
거에서 기민련이

헌재판결 전 문교부 대변인은 수업료

제1당이 됨.�그러

징수가 없을 것이라 밝힘.

나 2월 21일 현재
슐레스비히

사민당/녹색당이

-홀스타인

남슐레스비히선
거자연대와 연정
을 통해 주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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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사이 문교부 장관 Ute-

Erdsiek-Rave(SPD)은 라인란트-팔
츠의 주 수상 Kurt Beck이 주 출신
대학생에게만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
을 것을 제안한 것에 동의를 표명함

사민당은 다른 사민당
집권주와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이며, 기민련
은 첫 학기부터 수업료
를 징수할 것을 천명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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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학업기간(10
학기) 이상에서 4
학기부터 수업잔고
함부르크

기민련/무소속

액 사용시 500유

연정

로/함부르크 광역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1

헌재 판결 전에 Joerg Draeger(무
소속)은 2006년 겨울학기부터 수업

함부르크 주에서는 수

료도입을 시도하려함. 그리고 수업료

업료징수가 거의 확실

액수는 500유로 이상에서 대학에서

시됨

결정

학기부터 500유로
행정수수료 50 유

브레멘

사민당/기민련
대연정

로, 브레멘시민이
아닌 사람에게는
500유로 계획(아
직 불확정)

교육부 장관 Willi Lemke (SPD)는 라

작은 도시주 브레멘은

인란트-팔츠의 모델에 따라 브레멘 출

독자적인 결정을 하기

신에게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을 것이

어렵고 다른 북부주인

라고 말함. 다른 기획안에 따르면 한자

니더작센이나 함부르크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모

를 따를 것이라고 전망

두에게는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고 함.

됨

행정수수료 50유

니더작센

기민련/자민당
연정

로(2005년 여름학

경제부 장관 Lutz Stratmann

수업료 도입의 선두주

기부터 75유로)

(CDU)는 늦어도 2007년까지 한 학

자는 아니지만 수업료

정규 학업기간을

기 500유로의 수업료를 징수하고자

도입은 거의 확실시

4학기 초과시500

함.

됨

유로��
경제부 장관 Hannelore Kraft

노르트라인-

사민당/녹색당

베스트팔렌

연정

�정규 학업기간을

(SPD)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수업료

절반 이상 넘긴 학

도입 금지를 공약을 내세움.

생에게 650유로의

헌재판결 후 엄격한 입학허가제한을

수업계좌제, 60세

통해 다른 주로부터의 대학생 유입을

이상의 노령학생

차단하고 동시에 몇 몇 주에서 수업

및 두 번째 학위

료가 도입되면 이들 주출신의 대학생

학생 650유로

들 중 최고성적의 대학생들에게 수업
료 면제 계획함

수업료 도입 반대자들
은 다른 주에 비해 대
학생 수가 월등하게
많은 주로서� 2005년
주의회 선거에서 기민
련이 승리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
고 파악함

타 지방 출신학생에게 수업료 도입을

타 지방 출신에게 수

라인란트

사민당/자민당

수업계좌를 사용시

고려 중, 주 수상 Kurt Beck(SPD)는

업료를 받는 것이 평

-팔츠

연정

한 학기당 650유

이것을 정치적 정당방위라고 표현하

등대우의 원칙과 결합

로

며, 주 출신 대학생들에게는 수업료

시키는 것이 쉽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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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업료 및 기
타 요금 징수 상황

정당 및 정치인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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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함. 그는 대안

다고 봄. 당분간 대학

으로 다른 연방주 출신의 많은 대학

무료교육제도가 유지

생을 받아들이는 주가 해당 주로부터

될 것으로 전망

돈을 받는 재정조정제도를 제안함
학술부 장관 Juergen Schreier(CDU)
정규 학업기간＋ 는 조화된 장학금과 학자금대여체계가 Schreier의 진술이 말치
최대한 4학기에서 정비된 후 수업료 도입을 하고자 함, 레이지 않을까 판단됨.
잘란트

기민련

수업계좌잔고액을 헌재 판결 이후 구체적인 시한은 아직 소규모 주인 잘란트가
넘을 시 한 학기 없음.
500유로

남부 지역 주와 같이 갈

신속한 도입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조 것으로 예견됨
화를 고려하고 있음

행정수수료 50유 헤센 주에서는 수업료 도입이“모든 초
로,�정규 학업기간 중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수업은 무료
(주헌법 59조)에 저촉되는 법적
을 4학기 이상 초 이다”
헤센

기민련

과시 첫째 학기 문제가 있음.
500유로, 두 번째 학술부 장관 Udo Corts (CDU)는 헌
학기 700유로, 그 재 판결 이후 수업료가 법적으로 가능
이후는 900유로�� 한지 검토를 의뢰해 두었음.

작센안할트

기민련/무소속

우선 헤센 주 대학생들
은 수업료를 내지 않음.
수업료 도입이 주 헌법
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가 생기면 다
른 기민련 집권 주와
마찬가지로 수업료 도
입을 예정하고 있음

2004년 5월 1일

주 정부는 과거에 첫

새대학법에 따라

째 학위는 무료여야

장기학생에 대한

문교부 장관 Hendrik Olbertz(무소

한다고 여러 차례 강

수업료징수가 가능

속)는 현명하고 사회적으로 조화로운,

조했음.

해짐.

대학생들의 경비분담체계에 대해 차

그러나 헌재 판결 이

정규 학업기간을

분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함

후 중장기적으로는 수

4학기 넘긴 학생

업료가 도입될 것이라

들은 500유로

고 전망됨.
Althaus는 당분간 자

튀링엔

기민련

정규 학업기간을

주 수상� Dieter Althaus (CDU)는

4학기 넘긴 학생

2009년 회기년도 끝까지 수업료 도

은 500유로

입을 하지 않겠다고 함

신의 말을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견됨.
그러나 다른 주의 전
개상황을 관찰할 것으
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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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현 집권당

현행 수업료 및 기
타 요금 징수 상황
첫 번째 학위과정
에서 정규 학업기

작센

기민련/사민당

간을 4학기 넘을

대연정

때 두 번째 학위
수업료로 간주하여
307유로
행정수수료 40유

바덴
-뷔텐베르크

로/정규 학업기간
기민련/자민당

을 넘긴 4학기부
터 511유로 장기수
업료,

정당 및 정치인들의 입장

향후 전망

주 수상 Georg Milbradt (CDU)는

�이후 사정은 대연정

수업료 도입의 찬성자임.

에서 현재 학술부를

그러나 당분간은 첫 번째 학위에는

담당하는 사민당이 연

무상교육으로 머무를 것임.

정 파트너인 기민련에

학술부 장관 Babara Ludwig (SPD)

대해 자신의 무상교육

는 기민련이 연정협정을 지키지 않는

을 관철할 수 있을 것

다고 비난함

인가에 달려 있음

학술부 장관 Peter Frankenberg

Frankenberg의 의견

(CDU)는 가장 대표적인 수업료 도입

이 관철되면 2006년

찬성자 중 한 명임. 올 2월에 수업료

부터 수업료가 도입될

도입에 대한 원칙을 정하려고 함.

예정임
기사련이 단독으로 정

행정수수료 50유

바이에른

기사련

부를 구성하고 있기

로 / 정규 학업기

학술부 장관 Thomas Goppel은 가

때문에 바이에른 주에

간을 넘긴 3학기

능한 한 2005/2006

서는 수업료 도입이

부터 500유로 장

겨울학기부터 모든 학생에게 최고

거의 확실시됨. 그런

기수업료, 제 2학

500유로의 수업료를 징수하고자 함

데 규정이 짧은 기간

위 500유로

동안 어떻게 마련될
지는 불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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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평가를 통한 학교혁신은 가능한가?
김주후│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평가연구실장, kimju@kedi.re.kr

학교평가는 학교혁신을 지향하며, 제대로 된 학교평가 없이는 진정한 학교혁신을 꿈꾸기 어렵다. 과연 학교평가는 학교혁신을
위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과제를 갖고 있는지 점검해본다.

학

교교육의 혁신을 이루려는 노력

반적이다. 그런데 학교를 혁신시키려는

자, 의견 조율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속에서 새로운 평가방법의 개발

새로운 시도들은 그 적용의 일차 대상이

된다. 학교는 일정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과 시행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교육의

개개 학생이라기보다는 단위학교가 된

물리적인 공간이나 교육기관의 명칭이

실상과 이전의 개혁적 시도들에 대한 평

다. 때문에 학교혁신과 연계된 평가의 단

아닌 하나의 실체로서 움직이게 된다.

가를 통해서 혁신을 이루겠다는 지극히

위도 개인이 아닌 학교가 된다는 사실이

즉, 학교현장의 혁신노력은 학교 구성원

상식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다. 이런 맥락에서 학교를 단위로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학

우리 교육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 속에

학교평가를 통한 학교혁신의 의미를 점

교라는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

새로운 평가를 도입한 경우가 적지 않다.

검해 보고자 한다.�

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외치며 개선해 온
수많은 종류의 대학 신입생 선발방법의

상의 개선, 교육행정 개선, 교육재정 지
학교평가는‘학교’
를 단위로 한 평가

원, 학교장의 리더십, 학부모의 참여 등

변화나 여러 해 전에 시작한 수행평가 그

교육혁신을 전제로 한 교육적 개입이

학교 시스템 차원의 노력이 경주될 때에

리고 요즈음 다시 거론되고 있는 초등학

나 정책집행은 학생이나 교사 개개인에

야 비로소 개선효과가 날 수 있다. 소위

생 학력평가 등이 있다. 평가의 의미가

직접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개는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학교 전체가 하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판단행위

학교를 감독하는 상위 교육기관을 통해

의 유기체로 작동할 때 실질적인 변화가

라고 생각할 때 학교혁신을 위해 적절한

시책이 전달되고 그 후 학교 차원의 적용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평가를 시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계획이 만들어진 후 교사들과 학생들에

교육혁신이 이루어지는 과정 및 구조

이라 할 수 있다.

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다단계 집행과정

적 측면을 생각해 볼 때, 교육평가의 주

학교혁신을 지향하는 교육평가와 관련

을 밟고 있다. 따라서 교육혁신적 차원의

요 대상은 학교 구성원들의 변화뿐만 아

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지

노력이 경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니라 학교 시스템의 변화이다. 즉, 학교

금까지의 교육평가는 대개 개인 차원의

효과가 학생 차원에서 발견되기까지는

가 얼마나 새로운 정책 및 개혁적 시도를

판단행위라는 것이다. 선발을 목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야 한다.

소화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

하든 교육성취도에 대한 점검을 목적으

이런 과정에서 단위학교는 새로운 교

하면서 시스템적으로 변화하고 있는가를

로 하든 대부분 피교육자들의 성취정도

육정책을 주관하는 감독기관과 학교 구

평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평가

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일

성원들 사이에서 집행 매개자, 정책 전달

는 학교 구성원 차원을 넘어서서 단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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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질과 그 변화를 체계적으로 점검하
는 분야이다.
우리보다 학교평가를 일찍 시작한 예
는 미국과 영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두
나라의 경우, 학교를 단위로 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더해서
학교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학교평가 결과는 학교인증에 활용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폐쇄를 결정하는
주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특별히 최근
들어 학교의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교들은 강력
한 제재 및 개선조치를 지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현장의 거부감이 없는 것
은 아니나 학부모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학교평가는 갈수록 힘을 얻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의 예에서 볼 수 있
는 학교평가는 한 가지 기본 전제가 있는
데 이른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이다. 학
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단위의 자율적
인 경영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중앙 및 지
방자치 단체의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지
역사회의 주민이 내는 세금이 학교로 직

템적 평가를 지향하는 학교평가는 아직

이다. 학교평가를 통해 단위학교의 장점

접 투자되기에 학부모들의 영향력이 막강

도 우리에게 낯선 개념으로 다가온다. 각

과 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한 경우이다. 지역주민의 재정적 지원에

자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책을 마련하여 이전보다는 개선된 학교

기반해서 학교장을 선임하고 이 학교장의

평가를 실시하는 차원이 아닌 자신이 속

를 만들고자 노력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

지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학교경영이 이

한 학교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하고 이

서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은 과연‘좋은 학

루어지는 곳에서 학교의 책무성을 묻는

를 바탕으로 교육의 질과 개선을 말한다

교’
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이

학교평가 역시 가능하다 하겠다.

는 것 자체가 별로 경험해 보지 못한 내

다. 학교가 처한 조건이나 지역사회의 환

용이다.

경 등 단위학교의 전반적 특성이 매우 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교사들은 순환근

양하기에 좋은 학교를 정의한다는 것 자

무를 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를 선
택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평가

학교평가는‘좋은 학교’만들기를 지향

체가 무리한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제약

실시는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그래서

학교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속에서도 학자들은 좋은 학교를 구성하

단위학교의 자율적 경영을 전제로 시스

바는 소위‘좋은 학교’
를 만들어 가는 것

는 핵심 요소들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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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해 오고 있다.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보면 좋은 학교

이런 면 때문에 학교교육의 질을 총체적
으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대개 5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우선 학교의 목적 및 비

투입 vs 결과 중심의 학교평가

전인데,‘학교비전 및 목적의 타당성’
과

지금까지의 학교평가와 관련된 노력들

‘학교 구성원간 비전과 목적의 공유 정

은 크게 보아 투입(input) 중심의 접근이

도’등을 들 수 있다. 다음은 조직구조를

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좋은 학교가 되

들 수 있는데 이 영역에서는‘학교장의

기 위한 수많은 투입요소들을 파악한 후

지도력’
,‘교직원의 전문성 개발’
,‘가

각 요소들의 수준을 평가할 때 학교평가

정-학교간 파트너십 형성’등이 있다. 학

를 적절히 수행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교문화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렇게 파악된 평가결과를 통해 학교개

‘학생에 대한 높은 기대치’
,‘학습을 강

선을 위한 노력을 할 때 궁극적으로 학교

조하는 학교 분위기’
,‘학생자치와 책임

의 질이 변화하고 나아가 학교혁신을 위

감’
,‘칭찬과 긍정적 강화를 통한 생활지

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도’등이 있다. 교육과정 영역에서는‘효

있다.

투입 중심의 평가접근은 평가에 소요

과적인 교수전략’
,‘학생의 성취 및 진보

그러나 이러한 전제에 대한 근거는 충

되는 시간과 경비 또한 문제제기의 원인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
,‘교사-학생 간

분치 않다. 좋은 학교가 보여주는 수많은

이 되었다. 수많은 평가요소들을 다양한

상호작용의 질’
,‘적절한 평가활동’등이

특성들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평가하

자료원을 통해 점검하고 훈련된 평가요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환경을 들 수 있는

는 것이 반드시 의미 있는 교육결과를 유

원을 학교로 파견하여 재확인하는 과정

데‘정돈된 분위기’
,‘쾌적한 학습환경’
,

도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

은 평가기관 및 피평가자들에게 부담스

어 훌륭한 교육성취를 이룬 학교들이 우

러운 일이다. 평가해야 할 항목도 많고

좋은 학교를 이루는데 영향을 미친다

수한 학교시설, 교수방법의 효과성, 적절

평가를 하는 사람이나 평가를 준비하는

고 판단되는 이러한 요소들은 학교평가

한 학부모와의 협력관계 등을 보였다고

사람 모두에게 결국 적지 않은 시간과 경

를 위한 준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론적으

해서 학교시설, 교수방법, 학부모와의 관

비를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많

로만 보면 이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는

계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제

은 학교를 관리하면서 학교교육의 질을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러

시하면 학교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향상시켜야 하는 중앙정부나 국가 수준

나 각 학교가 처한 상황이나 지역사회의

장담하기는 어렵다. 즉, 일반적으로 파악

의 교육정책 입안자들에게는 다소 비효

조건들이 상이하기에 단순히 이러한 요

되는 좋은 학교의 특성들은 뛰어난 교육

율적인 평가방법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소들을 점검하고 산술적으로 합을 내는

성취를 이루는 필요조건은 되어도 충분

특히, 학교혁신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의

것만이 학교평가의 전부는 아니다. 바로

조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빠른 시간

‘학교안전’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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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평가가 지향하는 바는 좋은 학교이며, 좋은 학교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학
교의 목적과 비전, 조직구조, 학교문화, 교육과정 영역, 학교환경 등 크게 5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안에 제공하는데 한계점을 보여 주기도

니아 주에 위치한 한 학교를 교육관련 관

했다.

료들과 함께 방문하였다. NCLB 정책 도

학교혁신을 위해 학교평가를 활용하는

결국 평가 진행과정상의 비효율을 극

입 후 현격하게 성취도가 변화한 학교를

미국의 사례가 우리나라 교육혁신을 위

복하고 교육정책 개발에 시사점을 주는

방문함으로써 대통령이 직접 학교혁신

해 몇 가지 시사점을 주기는 하나 이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하기에 이르

사례를 찾은 경우이다. 이 방문을 통해

참고의 대상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렀다. 그 결과 개별학교가 처한 과정상의

NCLB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고 그 효과

도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 책임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학교가 약속한 교

를 선전했다. 이 학교의 성취도 변화가

경영제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라 책무

육성취를 이루었는지를 확인하는 결과중

여러 지역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

성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관리하

심의 학교평가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를지 몰라도 새로운 평가정책을 통한 교

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학교를 둘러

즉, 과거의 학교인증을 전제로 한 평가자

육혁신에 대한 집권자의 의지를 보여준

싼 사회문화적인 맥락이 전혀 다르기에

및 투입 중심의 평가방법보다는 교육의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 하겠다. 새로운 평

학교혁신을 전제로 한 새로운 학교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학교평가로 바뀌었다.

가 시스템을 통해 변화한 학교사례를 보

의 도입과 실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

이런 입장을 취한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

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선택한 교

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인데, 특별히 국가 차원에서 학교의 책무

육정책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모습은 인

서 발견되는 학교평가의 뿌리를 살펴 볼

성을 점검하는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학

상적이라 하겠다.�

필요가 있다.

교평가로 전환하였다.

우리나라 전통 사회 속의 학교평가

결과 중심의 학교평가를 유도하고 이

우리의 교육적 전통 속에서 학교나 교

학교혁신을 지향하는 학교평가의 역할

를 통해 학교혁신을 유도한 부시정권의

육기관의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찾아보

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2002년에 채택

교육정책이 과연 성공적이냐에 대한 판

기 힘들다. 평가가 있었다면 주로 특정한

한“어느 학생도 뒤처지지 않게(NCLB:

단은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직무를 맡은 사람에 대한 평가였다. 특정

No Child Left Behind)”정책 속에 구체

학교현장의 학교장이나 교사들이 제기하

직무에 임명된 사람이 그 직무를 성실히

적으로 명시되었다. NCLB 정책에 따르

는 반대의견도 있기에 이 정책의 장기적

봉행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면 학생들은 주기적으로 시험을 치러야

효과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한

정비되고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하고 이 결과에 따라 기준성취에 도달하

다. 그러나 집권자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

을 목적으로 삼았다. 예를 들면 지방관인

지 못한 학교들은 학교개선안을 내거나

학교교육의 질을 책임지고 향상시켜 가

수령의 임무 일곱 가지(이른바 守令七事)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를 폐쇄할 수 있다.

겠다는 결의와 실천의지가 돋보인다. 또

가운데‘학교교육의 진흥’
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학교평가는 학교교육의 질을 결

한 학교교육과 관련된 수많은 이해당사

명시되어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각 학교

과중심으로 점검하면서 학교의 책무성

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되 학교혁

의 운영실태가 수령의 주요 인사고과 대

(School Accountability)를 중심으로 한

신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바를 중심으로 강

상 중 하나(守令七事 중 하나)로 선정되

접근이다.

력한 조치를 취해 가는 것에 주목할 필요

어 있는 체제를 제도적으로 갖추고 있었

가 있다.

던 것이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올 해 초, 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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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는 崇儒重道를 국가의 이념적

방관의 청원이 잦아졌고, 생도의 정원을

기조에 터하여, 양반관료체제를 이끌고

채우고 교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향

학교평가는 우리의 교육역사와 문화

일반 서민층을 교화한다는 목표 하에 학

촌 서재들을 강제로 흡수하거나 해산시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전통은 아니다. 학

교제도의 정비와 확충에 착수했다. 이러

키는 경우가 많았다.

교와 교육기관의 운영을 시스템적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방침은 정도전이 지은 태조의 즉위교

조선시대에 현재의 학교평가와 같은

보고 전반적인 질을 점검하고 변화를 꾀

서에서“성균관과 향교의 학생 수를 늘려

시도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은 지역자치

하는 전통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보다 많은 인재를 양성하겠다”
(文武�科

에 입각한 정책집행과도 관련이 있다.

맥락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어 학교

不可偏廢 內而國學 外而鄕校 增置生徒

즉, 중앙에서 마련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평가를 통한 학교혁신은 아직도 걸음마

敦加講勸 養育人才)는 것으로 표현되었

시행하려 하기보다는 일정한 원칙 내에

단계이다. 그것은 학교평가에 관심이 없

다. 이처럼 학교교육의 진흥이 공식적으

서 그 지역에 재량권을 주어 자치적으로

어서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유지해온 우리

로 천명되긴 했으나 구체적이고 강제력

결정된 사항에 대해 추인하는 방식을 택

교육 시스템의 특성 때문이다.�

을 지닌 추진책이 마련되기까지는 이렇

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講學활동시 그

다 할 성과를 거둘 수 없었는데 그 대표

행사를 주관할 훈장을 선정할 때, 관에서

적인 예는 향교의 관리에 나타난다.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전통이나 현재의 교

일찍이 조선개국 초기의 체제를 정비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

육 시스템 특성을 감안해 볼 때 학교평가

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정도전은 감

하였다. 지역 주민들이 명망이 높은 인물

를 통한 학교혁신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

사가 수령의 치적을 평가할 때 學校興∙

을 師長∙訓長으로 택정하면 천거된 인

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학교의 책

�俗成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한다

물을 수령∙관찰사가 직접 방문하여 천

무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교

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것이 실현되는

거에 응할 것을 정중히 요구하였다. 또한

육의 질을 개선하는 접근은 우리 현실과

것은 태종 때의 일이다. 태종 6년에 들어

교육의 진작을 위해서도 鄕約, 洞憲 등

거리감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적

와 고을의 크기에 따라 교생의 정원과 향

지방 자치규약을 존중한 것을 볼 수 있

인 제약들과 우리 교육 시스템상의 한계

교의 祭(位)田과 稟(食)田의 규모를 정하

다. 향약, 동헌 등에는 대개 勸學條가 들

를 고려하면서 학교혁신을 이루기 위한

고, 이어 守令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기

어 있는데, 여기에는 각 洞里에서의 자치

학교평가의 과제는 무엇인가 생각하지

준의 하나로‘修明學校’
를 설정하였다.

적 교육활동에 대한 규정(洞中 서책 관

않을 수 없다.�

향교의 시설규모와 생도 수 그리고 통달

리, 강회, 백일장, 불참자 벌칙, 과거 응

첫째, 학교의 재구조화를 지향하는 학

한 경전의 수 등 철저하게 양적으로 측정

시자∙등과자에 扶助 등)을 담고 있다.

교개선 중심의 학교평가는 가능하다. 최

할 수 있는 사항들로 수령의 업적을 평가

주목할 만한 점은 향약∙동약 등 자치규

근 들어 지역사회의 특성을 감안하고 학

한다는 이 修明學校 조항은 즉각적으로

약을 운영하고 있는 각 지방에 명망 있는

교 구성원들의 요구와 필요를 파악하면

효과를 나타냈던 것 같다. 여태까지 향교

인물을 천거하여 師長으로 삼았다면, 지

서 학교혁신을 지향하는 학교개선 위주

가 없던 지역에 향교 신설을 건의하는 지

방수령도 이 결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

의 학교평가를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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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혁신을 위한 학교평가의 과제

학교혁신을 원한다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학교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야 한다. 학교혁신은 학교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만큼 이루어진다.

는 학교평가는 학교혁신을 위해 필요한

용될 수 있는 분야라 하겠다.

다. 비록 제한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학교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셋째, 책무성 점검을 위한 학교평가에

평가의 한 영역으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개별학교가 제안하는 학교혁신 대안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고려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대한 평가를 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충

우리나라에서 책무성 점검을 전제로 한

앞으로 책무성 점검 차원의 학교평가를

청남도에서 실시하는‘맞춤형 평가’
와전

학교평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의 학

위해서는 단위학교 자율경영을 위한 노

북과 경북에서 실시하고 있는‘컨설팅 평

교시스템이 아직 단위학교 차원의 자율

력과 더불어 무엇이 학교의 책무이고 또

가’및‘도움 평가’
가 그 대표적인 경우

경영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하기 때

어디까지 학교의 책무로 볼 수 있는지를

다. 이들 평가에서는 학교가 변화하기 위

문이다. 그러나 학교 시스템 전반에 대해

규명하는 일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한 조건들을 탐색하고 개선책에 대한 현

책무성을 점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넷째, 제대로 된 학교평가를 위해서는

실적인 대안을 탐색해 간다. 외부 평가자

제한된 영역에 대한 탐색적인 차원의 시

전문 학교평가 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

의 시각이라기보다는 학교 내부자의 시

도는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 학업성취

필요하다. 아무리 교육의 결과를 분석하

각에서 학교를 바라보고 구체적인 개선

도를 학교평가의 한 영역으로 반영하고

고 나아가 책무성을 점검한다 하더라도

책을 평가해 가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평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가 한 예이

학교평가가 학생들의 성취도 점수만을

가라 하겠다.
둘째, 기존의 학교와 그 형태를 달리하
는 혁신학교에 대한 인증평가가 필요하
다. 예를 들어 현재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과 결
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즉, 기존의 학교 시스템과 그 틀을 달리
하는 새로운 학교경영 모델이 시범적으
로 운영되는 경우, 새로운 제도의 확산을
위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평
가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단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성과를 점검
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공교육의 체제에 대한 변화를 시도해 가
는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인증평가인데 학교혁신을
위한 학교평가의 기능이 직접적으로 작
2005 Mar∙Ap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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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역시나

형성되면서 학교정보에 대한 목마름은

기업이 개발했던 신기술의 가치를 평가

전문인력이 학교를 방문하고 평가해야

배가되고 있다. 더불어 학교선택의 폭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나라 대기업에 없

할 부분이 있다. 다시 말해 객관화된 점

넓지 않은 가운데 학교정보는 공개되지

었기 때문이다.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수나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

않기에 학부모들의 학교교육 불신과 불

있을 때 비로소 부가가치를 생산해 낼 수

는 영역과 더불어 전문가의 훈련된 직관

만은 날로 커지고 있다. 여러 해 전부터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닫는데 너무 많

과 분석력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부분이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조기유학자나 소

은 수업료를 지불해야 했다.

있다. 소위 판단 중심의 평가(judgment-

위 기러기 아빠의 수도 이러한 불만과 무

신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된 평가를 통

based assessment)가 갖는 의미는 앞으

관치 않다. 즉, 이미 학부모들은 학교교

해 알아보지 못했던 실수는 우리나라 교

로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육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궁금증의 차원

육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학교혁신을 이

을 넘어 불신의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루기 위한 좋은 모형을 만들어 내고 또

넘치는 교육열을 국내에서 발산하고 무

운영한다하더라고 그 장점과 가치를 제

학교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치

분별한 조기유학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로 평가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안

고 학교에 대한 평가를 논하지 않는 경우

학교의 혁신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

가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주저앉고 말 것

는 없다. 수천 명의 왕실장학사들을 국가

해서 학교평가는 필요하다.

이다. 이런 좌절감을 맛본 사람들일수록

제대로 된 학교평가에서 학교혁신 가능

가 직접 관리하면서 국가 차원의 학교평

한때,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제

외국의 학교가 보여주는 모습에 매력을

가를 실시하는 영국이나 최근들어 국가

대로 평가해 주지 못해 그 기술이 외국에

느끼고 기러기 아빠가 되기를 마다하지

원수가 직접 나서서 학교평가에 대한 노

수출되고 시간이 흘러 국내로 역수입되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학교의 질을 제대

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더

는 일어나곤 했다. 대기업들은 규모가 작

로 평가하지 못하는 한 학교혁신은 요원

라고 학교혁신은 학교평가를 매개로 시

은 회사가 개발한 기술이라 해서 냉대했

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문화에 맞는지

작됨을 발견한다. 이는 학교평가가 단순

던 것이다. 이에 화가 난 중소기업주들은

검증되지도 않은 수많은 외국 프로그램

히 교육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

자신들의 개발한 신기술을 상품화하고

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적 가

대량생산해 줄 수 있는 외국기업들을 찾

이런 가운데� 외국의 학교를 찾아나서는

치의 현실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나아가

아 나섰다. 그 결과 대기업들은 외국회사

학부모들을 탓할 수 없다. 학교의 혁신을

학교의 책무성을 점검해 주기 때문이다.

가 개발한 신제품을 구입한 후, 원천기술

원하고 또 혁신된 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학교교육을 꿈꾸

은 한국의 기업이 개발한 것임을 뒤늦게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나라 현실에

면서 학교평가를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

알게 되었다. 아주 싼 값으로 구입할 수

맞는 학교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발전시

연하다.

도 있었을 물건을 10배 20배 비싼 값을

켜야 한다. 학교혁신은 학교를 평가할 수

학교평가를 통한 학교혁신의 필요성은

치르고 그것도 외국기업의 대리점으로

있는 능력만큼 이루어진다.

학부모들로부터도 요구받고 있다. 학교

선정된 국내 지점에서 물건을 구매했던

교육의 질과 효과에 대한 비판적 안목이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단 하나,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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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Hompage│www.kedi.re.kr
교육정책 정보의 보고입니다

교육관련 연구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 본원 30여 년의 연구물 4,000여 종
정기간행물 : 교육정책포럼, 교육개발, 한국교육, 한국교육평론, 교육통계 연보 등
KEDI 소장 교육관련 자료 및 주요 도서관 자료 검색(전자도서관)
KEDI 설문조사 DB : 본원이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DB화하여 필요시 이용자의
목적에 맞게 재분석 가능
교육관련 기사(2002년 9월 이후) 검색 기능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정책 연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현안 문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e-mail 의견 조사 및 정책제안 접수
정책토론방 : 주요 교육정책 문제에 대한 온라인 토론
연구보고서 비평쓰기 : 본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 및 각종 자료에 대한 비평 기능

회원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이폴더 가능 : 스크랩한 자료 저장 및 열람 기능, 디렉토리 기능
메일링 서비스 : 교육정책 포럼, 교육개발, 행사 및 세미나 등
* KEDI 회원에 가입하시면 교육관련 뉴스를 매일 오전 발송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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