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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연4회) 우송

(3) 기관회원: 기본연구보고서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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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은지난30년넘는기간동안

국가수준의교육목적, 방향, 정책, 전략을연구해온

국내최고의교육분야종합연구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교육분야연구결과의확산을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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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부터기존의방과후교육활동을혁신적으로바꾼방

과후학교가정부의관심과지원을받으면서학교현장에

서빠르게확산되고있다. 방과후학교는계층과지역에상관없

이‘누구나(방과후에) 학교에서최고의다양한교육’을받게한

다는비전을가지고, ‘정규교육과정의보완’, ‘소외계층을위한

교육복지의실현’, ‘사교육비경감’, ‘학교의지역사회화’등의

목표를달성하기위해운 되고있다. 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

방과후학교에서는 운 방식을 더 개방화, 다양화, 자율화하여

수요자중심체제로전환하고, 더질높은프로그램을수요자에

게제공하고자노력하고있다. 방과후학교에서수요자는교과의

보충및심화학습, 특기적성교육, 초등저학년보육프로그램,

성인평생교육등필요에따라질높은교육을저렴한비용이나

무료로제공받을수있다. 

교육인적자원부자료에따르면2006년9월현재, 전국98.9%의초∙중등학교가방과후학교를운 하고있으

며, 그형태도농산어촌모델, 보육프로그램, 바우처(자유수강권) 제도, 지역사회연계형, 학생멘토링지원등

학교와지역의특성에따라다양하다. 초∙중∙고학생들가운데42.5%가방과후학교에참여하고있으며, 참여자

들의60% 이상이교육프로그램에 해긍정적으로평가하는것으로밝혀졌다. 물론방과후학교운 여건에 한

교원들의불만이상존하고교육수요자의신뢰나만족도도아직만족스럽지는못한편이지만, 전반적으로방과후

학교의필요성에 한공감 는확산되고있다는것이교육인적자원부의판단이다. 

방과후학교에 한관심고조는비단우리나라만의현상이아니다. 미국, 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와같이학교교육이발달한나라에서도오래전부터정부, 지역사회(지자체, 교육청, 지역사회기관이나단체등),

그리고학교가상호협력하여방과후활동을활발히운 하고있다. 미국의경우기혼여성의노동참여가증가하

기시작한1970년 부터방과후학교가국가적이슈로떠올랐다. 방과후아동에 한보호를부모들의개별적인부

담에맡겨둘때저소득층자녀들이방치되기쉽고청소년범죄등사회문제가심화할수있기때문에국가가정책

적관심을두게된것이다. 이후방과후학교는학교와지역사회의연계시스템구축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

고있다. 학교는지역사회로부터방과후학교운 에필요한인적∙물적자원을지원받는한편, 지역사회는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을통해학생들을포함한지역주민에게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방과후학교로우리교육의미래를열자

고형일｜한국교육개발원원장, henky@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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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의운 은우리나라에서도몇가지중요한의의를지니고있다. 첫째, 학교가과외비를경감시키고, 과외

공부에의한교육격차와사회양극화를완화하는데직접적으로기여할수있게되었다. 우리나라에서과외공부는가정

경제에많은부담과고통을줄뿐만아니라, 교육격차와학력 물림, 이로인한사회양극화를심화시키는주요원인이

되기도한다. 방과후학교는저렴한비용으로과외공부를 신할수있는양질의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가정의가계

비부담을줄일수있다. 또한어려운처지에있는저소득층이나농산어촌지역의학생들에게는무료로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직접적으로과외비부담을없애주고, 교육격차를완화해줄수있다. 둘째, 학교가보호와보육, 평생교육

기능을수행하게되었다. 과거학교는지식만가르치면되었으나, 맞벌이부부나편부모가정의증가, 저출산등의사회

변화로인해오늘날의학교는학생보호와보육, 성인평생교육등과같은다양한기능을수행하는것이필요하게되었

다. 학교는방과후학교프로그램의제공을통하여이러한사회적필요와요구를충족시켜줄수있다. 셋째, 방과후학교

는학교의지역사회화를촉진하고있다. 학교는과외공부, 평생교육, 방과후보육및보호와같은지역사회문제해결에

관심을기울이고, 지역사회는인적∙물적자원을제공하여방과후학교를지원하는과정을통해학교와지역사회간의

벽이자연스럽게허물어지고협력체제가구축될수있다. 

그렇지만방과후학교는학교에부가되는업무부담경감, 학교교원의참여동기제고, 농산어촌지역에서의지도강사

확보및이동수단제공, 사교육과의경쟁력있는프로그램운 , 방과후학교에 한학교의자생적능력함양등해결해

야할문제들도안고있다. 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고방과후학교가학교현장에성공적으로뿌리내리기위해서는학교

교원의적극적인참여, 학교와지역사회의유기적인협력체제구축, 방과후학교에 한학부모의신뢰와참여가중요하

다. 그리고가장중요한것은방과후학교에 한정부의지속적이고일관된정책과지원일것이다. 

방과후학교에관한이론적논의에서일차적으로관심을가져야할 목은방과후학교의개방성이다. 방과후학교는

그동안폐쇄적으로운 되던학교가열리기시작했다는신호탄이다. 방과후교육프로그램에서는정규교육과정에속

해있지않는다양한과목들이개설되고, 본교학생이외에타교학생과지역사회의성인들을 상으로하며, 강사진구

성도해당학교교원과외부강사모두에게열려있다. 이러한변화는방과후학교가복잡한쟁점들을그안에담고있다

는것을시사한다. 왜냐하면그것은학교안에또다른학교가설립되는것을의미하며, 그‘또다른학교’는교육내용이

나운 방식에있어기존의학교와뚜렷한차이를보이기때문이다. 하나의공간에존재하는두개의서로다른학교를

어떻게규정하고어떻게운 하느냐에따라방과후학교의미래는단순히정규교육과정을보완하는수준에서머물수

도있고지역사회의구심점, 나아가평생학습사회의시발점으로자리매김할수도있다. 

방과후학교가앞으로어떤방향으로나아갈지예측하기는어렵다. 일부교육관계자들의우려 로민간학습시장의

시장논리를학교안에끌어들여교육의공공성을훼손하거나정규교육과정을잠식할수도있다. 그러나방과후학교가

본래의취지 로교육수요자의자발적선택권을보장하면서학교를지역사회에열어나간다면, 현재우리교육이직면

한여러난제를해소할수있는잠재력을충분히보여줄수있을것이다. 이점에서방과후학교는우리교육의새로운희

망이라고할수있다. 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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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교육정책에 한모든길은

‘교육정책정보센터’로통합니다!

어디서나쉽고편리하게시스템을이용하실수있습니다

인터넷주소창에“교육정책”을입력하시면접속하실수있습니다.

www.edpolicy.net

※원하실경우에는교육정책관련정보에관한메일링서비스를주1회받으실수있습니다.

최신정보- 본시스템에등록되는최신정보/ 통합검색-본시스템내탑재된모든정보의종합적검색

주제별검색- 6개 주제, 86개소주제로분류된주제별디렉토리검색/ 기관별검색- 정부부처, 연구기관, 학

등주요정책자료생산기관별검색/ 법령검색-  주요교육관련법령/ 통계검색- 주요교육통계데이터및분석

정보제공/  교육현안- 쟁점의논의배경, 현황, 문제점, 주장, 외국사례, 전망/  정책연구- 연계기관 및 학회 등

의정책연구보고서요약/ 입법예고- 입법예고사항의주요골자소개및분석/ 

국내교육동향-교육정책관련주요기사제공/ 국외교육동향- 외국의주요교육동향소개/ 

교육논단-교육관련사설∙칼럼등의요약/ 현안모니터링결과- 주요교육현안에 한모니터링결과제공/

정책토론방-주요교육현안에 한토론장제공

동향분석

정보검색

정보분석

동향분석

토론및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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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설동근 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담: 박인종┃한국교육개발원홍보연계운 실장, pinjong@kedi.re.kr

설동근 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겸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겸부산광역시교육감

�인터뷰당시는 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겸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서인터뷰했음을알려드립니다.



위원장님, 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이하혁신위) 위원장과부산광역시교육감양직책을수행하시느라고여

러가지로어려운일이많으실텐데뜻밖에도건강해보입니다. 혹시건강을유지하는비결이라도있으신가요?

마라톤마니아입니다. 10km를47분 에뛰어요. 부산에서열리는마라톤 회는안빠지고나가고있지요. 1주일

에3~4일은저녁에10km를뜁니다. 밤10시넘어동백섬에서제가뛴다는걸부산시민사회에는이미알려져있는사

실이지요. 그렇게하지않으면체력관리가되지않습니다. 어떤일이든체력싸움이아닌게없고, 따라서체력관리

가중요하지요. 

아침에첫비행기를타려면5시에일어나서6시가되면관사에서나와야합니다. 저녁에는8~9시또는9시50분

KTX를타고부산에다시내려가야하고요. 아침출근을8시전에하려고합니다. 어떤일이든체력관리가 단히중

요하기에체력이뒷받침될수있도록관리하면서지내고있습니다.

제2기혁신위가출범(2005년 10월)된지1년여가지났습니다. 교육개발독자들을위해혁신위의기능과주요

역할에 해간략한소개말 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혁신위의법적∙제도적기반, 조직, 인력, 운 비등

에 해서도말 해주시기바랍니다. 

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는교육혁신위원회규정(2003. 6. 23, 통령령제18001호)에의하여교육정책의방향

정립이나정책개발, 교육체제의혁신, 교육재정및교육복지등국가의교육및인적자원정책전반에관한사항에

해 통령께자문을드리는기구입니다.

현재조직은크게본위원회와4개의전문위원회, 정책지원국, 상근위원으로구성∙운 되고있으며, 이외에교육

비전2030위원회를두고있습니다. 본위원회는25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 전문위원회는미래교육전략전문

위원회, 미래학교전문위원회, 미래인적자원전문위원회, 교육현안전문위원회등4개전문위원회가있습니다. 정책지

원국은14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 본위원회와전문위원회관련업무를지원하고있습니다. 그리고미래관련3개전

문위원회의추진과제의사전∙사후조정을위하여교육비전2030위원회를두고있습니다. 

금년도연간운 예산은14억2,700만원으로, 위원회의운 , 업무추진및연구용역비등으로사용하고있습니

다. 그러나상임위원과전문위원들에게는별도로지급되는예산이책정되어있지못하여이자리에서직원을파견해

주신한국교육개발원, 학, 학교등관련기관에감사를드립니다. 

혁신위가2007년10월에임기만료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동안1기혁신위가교육계에커다란성과

를제출하지못해그만큼차별성을유지하기위해고민이더클텐데요. 교육계와학자, 국민들모두혁신위의그

간성과에 해궁금해하고있습니다. 주된성과는무엇이고또향후추진과제는무엇인지말 해주시지요.

우리위원회는지난1년동안혁신성과현장수용성, 현장적합성을갖추어학생들의눈빛이살아있고학부모들이

만족하며, 선생님들이보람을느낄수있는학교를만들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그동안의성과를몇가지말 드리면, 첫째, 수시모집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 습니다. 고등학교교육을정상화

하기위한방안의일환으로수시1학기모집을2학기로통합하도록교육인적자원부에정책제안을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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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원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 습니다. 학교의 교육력

제고라는궁극적목표를달성하는데있어서핵심이라고할수

있는"교원양성제도개선방안", "교원연수제도개선방안", "교원

승진및교장임용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여 통령께보고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제안을하 습니다.

셋째, 교육복지및학교밖사교육수요의학교내흡수방안

마련, 학교교육과방과후학교간의연계와지역사회네트워크를

통한방과후학교지원체제구축등"방과후학교"의확산을위한

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밖에도지방교육재정확충및효율화방안마련을위한공

개토론회(’06. 11. 6)를개최하는등지방교육재정확충을위한관

계부처와국회의관심제고를위하여노력하 습니다. 또한, 사

회변화와학문의발전을반 하는검정제도를위하여교과서검

정제도의개선방안을마련중에있습니다. 내부논의와교육인적

자원부와의협의가진행중에있습니다.

향후추진과제는크게『교육비전2030』수립과학제개편을

위한공론화추진등두가지입니다. 먼저국제경쟁의심화와

급격한 시 변화에 응하는 미래형 교육체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미래 한국교육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교육비전

2030』을추진하고자합니다. 이를위해금년9월부터다양한분야의전문인력이참여하는7개T/F팀을구성∙운 하

고있으며, 금년에는기초연구를수행하고, 내년에는보충연구와공론화과정을거쳐7월까지는보고서를확정∙발표

할예정입니다.

다음은저출산∙고령화, 지식정보화, 세계화추세가가속됨에따라학교제도에 한총체적점검과개편의필요성에

의해학제개편에 한연구와공론화를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위원회는학제개편에 한국민적인공감 를형성하

기위해올해모두6차례의토론회를개최한바있으며, 현재운 중인"학제개편을위한교육연구개발연계체제(ER&D

Network) 협의회"의협동연구결과를기초로학제개편중장기기본방향및로드맵을내년7월까지마련할계획으로있

습니다.

올해교육분야뿐만아니라사회전반에서사회양극화문제가큰이슈 던것같습니다. 특히, 사회양극화를극복

하기위해서는교육양극화해소가근본적으로해결되어야한다는목소리가높은데요. 본원의경우, 이러한문제를

해결하고자정부의요청에의해교육안전망지원센터를개소하기도하 습니다. 교육양극화를어떻게해소할수있

다고보시는지요. 

최근계층간, 지역간사회적∙경제적격차가심화되는상황에서공교육의역할과위상이약화되는반면, 사교육의

규모와 향력이점차확 됨에따라, 이러한사회적∙경제적격차가학생들의교육기회와과정, 그리고결과에이르

기까지불평등이확 되거나재생산될수도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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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도 이러한 사회양극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가

난이 물림되는양극화의악순환을끊기위한최상의해법

은교육격차해소에있다’고보고, 낙후지역, 저소득층, 소외

계층에 한3 교육안전망(Edu-Safety Net) 구축을최우선

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교육양극화해소를위한부산광역시교육청의정책추진방

향을예를들어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사회

양극화에따른교육격차완화를위해시∙도교육청단위에서

는전국최초로2006년7월11일4 역32개과제를주내

용으로한부산교육안전망계획을수립하고그운 을시작하

습니다. 주요추진성과를몇가지말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과후학교운 에 해말 드리면, 부산광역시청과연계∙

협력한부산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설치운 하여, 11개지

역기업의방과후학교지원에5억8천여만원, 8,600여명학생

상의무료수강지원제도인바우처제실시, 88개교91교실

의초등학교보육프로그램운 , 150여개지역기관과연계한

220개방과후프로그램등이활발히진행되고있습니다. 역

할분담을통해지자체에서는각종행∙재정적지원을, 학과종교단체등유관기관에서는프로그램개설과운 을,

기업에서는저소득층학생바우처예산지원을, 언론사에서는운 의활성화를위한홍보를맡는등기관간의역할을

명확히하고지원을아끼지않음으로써시너지효과를극 화하고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공동체운동인「희망의사다리운동」을반송동에서전개하여현재기금모금액만해도1억2천여만

원을넘어서고있으며, 지난10월11일모라동에서도「희망의사다리운동」이시작되었습니다. 이운동을통해결식아

동및위기가정아동지원, 긴급의료비지원등교육안전망차원의각종교육복지지원이활발히전개되고있습니다.

그리고난치병학생돕기「사랑의날개달기운동」에전시민이동참하여1억7천여만원의모금을통해난치병으로

고통받는부산의340여명학생에게지원하 으며, 부산시의사회및약사회와연계한「저소득층초등학생무료진료

교실」을운 하여1,184명의학생들에게무료진료증과무료투약증을발급하는등저소득층학생의무료진료기회를

마련해주는성과를거두기도하 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이처럼지역사회와의적극적인연계와협력을통한교육안전망의구축∙운 사례는교육

양극화현상완화와해소를위한좋은정책방향의시사점을줄수있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앞서말 하신것처럼교육양극화해소를위한방안으로서그리고평생학습시 의학교의역할확 라는측면

에서 방과후학교 운 과 학교의 지역사회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 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수있는데요. 미래사회에학교의역할은어떻게달라져야한다고보시는지요?  

지식기반사회에서의학교의패러다임은산업화시 의학교와는확연히달라야합니다. 즉, 산업화시 의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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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학생들이지식을전수하고전수받는소극적인개념이라고한다면, 지식기반사회에서의학교는적극적으로지역

사회의문화센터로서의역할과기능을수행해야합니다.

이러한측면에서, 학교교육과정, 수업, 학생자치활동, 학교축제등모든교육활동에있어서지역사회구성원의의견

을적극적으로수렴하고참여와협력을이끌어내면서지역사회학교로서의발전방안을모색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를위해서는학교시설을적극개방하여지역사회의문화센터, 평생학습배움터로서자리매김되어야하며, 모든학교

교육활동에지역사회의인적∙물적자원활용을극 화해서다양하고창의적인학교교육활동이이루어질수있도록

해야할것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이러한관점에서학교도서관, 특별실, 다목적실등을중심으로학교시설을적극적으로개

방하는한편학교를새롭게신축하거나리모델링을할때지역사회와충분한협의를거쳐시설복합화에따른활용을사

전검토하여활용도를높여나가고있습니다. 

현재교육계의가장큰갈등이슈중하나는교원정책이라고보여집니다. 공교육의경쟁력을강화하고신뢰받는학

교의이미지로탈바꿈하기위해서는교원정책의개선이불가피해보입니다. 지난해11월부터교원평가시범운 을실

시하 고, 올해에는67개교가시범운 을하여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교원정책개선어떤

방향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보시는지요.

교육경쟁력이곧국가경쟁력이며교육의질은교원의질에의해결정될수밖에없기에, 교육력제고를위한교원의

자질과전문성향상을위한노력은그무엇보다도시급하면서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할과제라고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말 드린것처럼우리위원회에서는교육력제고를위한교원정책개선방안을마련하여교육인적자원

부에정책제안을한바있습니다.

그러나현재시범운 중인교원평가제를포함한몇가지정책들에 해교육공동체간에다소이견이있다는것도

알고있습니다. 새로운교육정책이현장에정착되기위해서는일정한시간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현재시범운 의결과를면 히분석하고그에따른제반문제점들을충분히수정∙보완하는과정을거친후, 교원

들과학부모, 그리고교직단체들의이해와협조를거쳐단계적으로시행한다면, 이견에따른갈등과논쟁들이오히려

우리교육발전의커다란전환점이될것으로생각합니다.

미래사회우리교육경쟁력확보를위해최근학제개편에 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데요. 이를위해혁신위에

서공론화를위한지역순회공청회등을추진하셨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학제개편을추진하게된배경과취지,

현재까지의성과, 그리고앞으로의방향과과제를말 해주십시오. 또한참여정부임기시한과학제개편추진로드

맵이불일치하는등어려운점들이예상됩니다. 

먼저학제개편을추진하게된배경과취지는정보화사회, 저출산고령화, 과학기술의발전이급속하게전개됨에따

라세계적으로이에 응하려는움직임이하나의트렌드를형성하고있습니다. 특히지식의축적이국가의경쟁력을좌

우하는요즘사회에서사회변화속도에 응하여빠르게전개될핵심은바로교육입니다. 따라서전세계적으로경쟁

적으로교육의근간을이루는제도(학제)를정비하려는움직임이있습니다. 우리의경우현행학제는1950년 마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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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계속유지되어있어지체현상이심각하여학제개편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본위원회위원, 교육인적자원부와학제개편ER&D Network 연구기관인한국교육개발원, 한

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학술정보원, 육아정책개발센터의연구진들을구성원으로하는학제개

편T/F를미래학교전문위원회산하에설치하 습니다. 이T/F를통해마련된학제개편지역순회토론회를다음과같

이6회에걸쳐각각다른주제로실시한바있습니다.

학제개편과제는장기적인안목이필요한만큼우선금년도에는토론회를통해그필요성에 한국민적공감 를

형성하고, 내년에는 쟁점이 되는 각 분야별로 T/F팀을 강화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제개편

ER&D Network 연구기관의연구및토론회결과를바탕으로학제개편의향후방향및로드맵을내년7월에마련할

계획입니다. 

물론학제개편이장기적인과제라저희위원회의존치시기와불일치하므로어려움이있겠지만, 학제개편은교육

에 한틀을재편하는문제로다음정권에서도연속성있게이어질것으로예상됩니다.

2008학년도부터는 학입시에서내신강화및 학논술비중이증가된다고하여학부모, 교사, 교육계, 학,

사교육시장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술 강화에 한 위원장님의 생각과 논술지도에 해 말 해

주시기바랍니다. 

21세기지식기반사회의키워드인자기주도적이고창의적인인재를양성하기위해서는논리적∙비판적∙창의적

사고력및표현력향상이필요하며, 이를위해논술교육이강화되어야한다는사회적요구가강하게 두되었고, 각

학에서는2008학년도부터학생선발의변별력확보를위해 학별논∙구술고사를주요전형요소로채택, 비중을

강화하겠다고하여‘논술광풍’이라고할만큼논술열기가확 되고있습니다. 

반면이러한 학입시제도의변화에충분한 응과준비를할시간적여유를갖지못한일선교육현장에서는논

술교육에 해많은혼란과어려움을겪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 특히, 2007학년도수시모집에서일부 학에서기

출제된바있는통합교과형논술은각 학들이경쟁력있는신입생확보에초점을맞춰난이도를지나치게높임으로

써, 학교에서이루어지는정규교육과정운 만으로 학이요구하는수준의논술교육을실시할수있을지에 해우

려와불안감이확산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러한학생∙학부모의논술에 한불안감에편승하여, 단기프로그램을

앞세운사설학원들의지나친경쟁과언론의선점보도들로인해논술에 한논란이필요이상으로확 된측면이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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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 제 일 시 장 소

1차 미래사회의도전: 한국교육, 무엇을준비해야하는가 2006. 8. 25 은행회관국제회의실(서울)

2차 미래의인적자원개발과학교교육체제 2006. 9. 22 국제신문문화센터 강당(부산)

3차 미래의교육비전과학교교육과정체제 2006. 10. 19 전광역시교육청강당

4차 9월학기제도입은필요한가? 2006. 11. 10 구광역시교육청 강당

5차 유아교육공교육화 2006. 11. 23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강당

6차 학제개편의방향과향후로드맵탐색 2006. 12. 13 프레스센터기자회견장(서울)

■학제개편지역순회토론회개최실적■



다고봅니다. 

각 학에서도밝히고있지만기본적으로논술교육은단기간에이루어지는학원의‘짜맞추기식단기프로그램’으로

는그효과를기 하기어려우며, 초∙중∙고등학교정규교육과정을바탕으로폭넓은교과지식및독서∙토론∙ 쓰

기의연계지도가지속적으로이루어질때그효과를기 할수있습니다. 각 학또는 학교육협의회와긴 하고지

속적인협의를통해초∙중∙고정규교육과정을충실히이수한학생이면충분히해결할수있는논술문제가출제될수

있도록노력을전개해나가면서, 교사논술교육연수확 , 논술교육수요충족을위한인프라확충, 고교-교육청- 학

간긴 한연계를통한논술교육지원, 독서활성화, 토론∙ 쓰기교육강화등으로논술교육에 한공교육의인프라

구축과책무성강화를위한노력을병행해나간다면, 논술교육으로인한학생∙학부모∙교사들의불안감을해소할수

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 

미래사회전망을바탕으로한한국교육의지향점등을분석한‘교육비전2030’을발표할예정으로알고있습니

다. 이에 해말 해주시지요. 

그동안발표된‘희망한국2030’과‘사회비전2030’에서도교육분야의미래전망및 응이소개되어있었습니다. 교

육이백년지 계인만큼이보고서들에소개된내용보다더욱구체적이고전문적인분석이필요하다는판단하에교육

부문의비전2030을마련하기로하 습니다. 이보고서는다음4가지점에역점을두고추진하고자합니다. 첫째, 교육

중심으로부터학습중심으로, 둘째, 학교중심으로부터학습네트워크중심으로, 셋째, 경성교육으로부터연성교육으로,

넷째, 국가주도적교육으로부터민간주도적교육으로의패러다임전환을기본틀로하고자합니다. 

이를위해주요과제별로전문가로구성된T/F팀을구성해연구를수행함과아울러관련부처와의협의, 관련국정과

제위원회, 경제단체소속연구관계자등의의견수렴과토론회를통해국민들의중지를모으는데주력하여내년7월에

우리들의후손들의밝은미래를밝혀줄보고서를완성할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2030년의미래 응을위해지식경제

기반사회에부합하는교육의신성장동력산업화, 인적자원이한국으로모이는세계를품을수있는교육, 학문적잠재

능력을최 한달성하는창조적지식강국실현방안을『교육비전2030』에담을계획입니다. 

신문을통해위원장님께서기고한칼럼을자주읽었었습니다. 비유와사례를통한자녀교육에 한조언과충고

를해주신 이특히인상적이었는데요. 실제로위원장님의교육관이나자녀교육관은어떠신지궁금합니다.

저는좋은교육이란‘역동성과다양성이조화를이루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흔히‘정치는생물이다’라는말을많

이합니다만저는교육이야말로생물이라는신념을가지고있습니다. 제가교육을생물로정의하는것은교육은반드시

살아움직이는역동성이있어야하기때문입니다. 이말은고정된지식을단순전달하거나기능을맹목적으로훈련시키

는방식의교육을배제한다는뜻을담고있습니다. 즉, 교육은학습자의왕성한성취동기와교사의학습자에 한깊은

사랑과열정이역동적으로상호작용할수있어야가능한것이기에저는교육을생물로보는것입니다. 

또한저는개개인이지닌다양한욕구와그에부합하는가르침을통하여더불어사는삶의지혜를깨닫게하는데에

교육의목적을두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개개인이가진능력의차이는인정하되, 상호간의조화와배려를통하여비

로소우리사회는공존과발전의묘를터득할수있기때문입니다. 제가 재교육, 특성화교육, 독서교육등을유난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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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면서도한편으로는교육양극화해소를위해적극적인노력을경주하고있는것도개개인의내면적성향과특성

을중시하되그것의발현은사회전체의구도속에서조화롭게나타나야한다는신념을가지고있기때문입니다.

자녀를키우면서특별히강조한원칙이나다른사람에게내세울만한노하우를가지고있었던것은아닙니다. 저

희자식들을보면부모가키웠다기보다는스스로잘자라주었다는표현이맞을것같습니다. 저자신이교사에서회

사CEO로그리고다시교육위원에서교육감으로너무도바쁜나날들을보내왔고, 저의내자역시현직교사로늘집

을비우며살아왔기때문에, 자녀들에게각별한관심이나뒷바라지를제 로해주지못했습니다. 

다만아이들과 화할기회가있을때면, ‘다른사람을배려하는따뜻한마음을가진사람’으로자랄수있도록격

려해왔고, 아이들에게문제가생길때면제가직접관여해서해결하기보다는아이스스로가문제를해결하는방법을

찾을때까지인내심을가지고기다려주는교육방법을선호한편이었습니다. 

또한‘부모는자식의가장중요한성장모델이자역할모델’이라는생각을잊지않고좋은모델이되기위해많은

노력을해왔습니다. 서로사랑하고아껴주는부모의모습을보고자란아이는긍정적인자아상을가지게되고타인에

해서도긍정적인태도를가지게되는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각자의일에충실하면서도가족을위해양보하고

배려하는행복한부모의모습을보여준것이자녀교육의비결이라면비결이라고할수있겠네요.

현재평준화정책유지어려움, 입논술논란, 교원정책의갈등, 학구조개혁, 낙후된평생교육, 어느한

역도쉬운분야가없습니다. 이러한때에교육계나학부모님들에게당부하거나전하고싶은말 이있으면해주

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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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멀리봐야하는장기적인과제이기도하지만국민들의현실적기 에부응해야하는여러가지교육현안들도

산적해있습니다. 또한, 교육관련당사자들의문제해결방안이상이하기때문에모두가일시에만족하는해법을마련

한다는것은 단히어려운것이현실입니다. ‘우리국민은세계에서2등가라면서러울정도’로 단한자녀교육열을

지닌국민이라는점은자타가공인하는사실입니다. 이뜨거운교육열이교육발전의엄청난저력임은분명한사실이나

때로는바로이점이합리적인교육정책추진에많은어려움을겪게하는것도사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그동안우리교육이일구어낸수많은성과는도외시한채지나치게문제점만을부각시킴으로써, 우

리교육은안된다는패배의식이나교육공동체간의책임전가풍토, 교육공동체의분열과갈등이계속되는한여하한교

육문제도근본적인해결책을마련하기힘들며우리교육의희망을찾을수없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이시점에서가장시급한과제는공동체정신을되살려서교육공동체들의다양한이견들이갈등과분열로이

어지지않고우리교육발전을위한중지를모을수있도록하는원활한의사소통체제의구축이라고생각합니다. 참고

기다리면서성숙한토론과합의를바탕으로창출된정책만이교육현장에서뿌리를내릴수있으며, 이렇게될때우리

교육이국민의고통이아니라희망으로다가설수있기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참게이야기를하고말 을마칠까합니다. 우리가살아가는특히 한민국국민사회가흘러가는모습들

을보면마치김인호시인의‘참게이야기’가생각납니다. 참게는얕은양동이에한마리담아두면금세긴다리를이용

해서빠져나가도망갑니다. 그러나두마리이상담아두면한마리도빠져나오지못합니다. 앞서나가는참게의뒷다리

를다른참게가물고늘어지기때문에뚜껑을닫을이유가하나도없어요. 이건사람사는모습이아니라는겁니다. 

반 로바다거북이는산란기가되면뭍으로올라와500~1,000개의알을낳는다고합니다. 깊은구덩이에한꺼번에

100개씩알을낳고그리고돌아갈때는다른동물들의먹이가되지않도록모래를두껍게높이덮어두고바다로돌아간

다고합니다. 그러면알에서갓깨어난새끼거북이들이맨위에있는것은천장을허물고, 중간에있는거북이는벽을

허물고, 맨바닥에있는것은천장에있는거북이가파낼수있도록밑받침을하면서뒤에서허물어쌓인모래를딛고일

어서는겁니다. 한마리도희생되지않고살아나온다고합니다. 각자위치에서자기역할을하면서더불어사는공동체

정신, 바다거북이의지혜를많이배워야한다고생각합니다. 

또한, 아이들과학부모들에게자주말 드리는것중하나가개개인이갖고있는소질이나잠재적인능력, 그리고가

능성은다다르다는겁니다. 참나무는참나무 로소나무는소나무 로사과나무는사과나무 로어릴때보면묘목은

서로비슷해보이지만, 다다르다는것이지요. 그래서우리는이런다양한나무를가꾸는훌륭한정원사가되어야한다

는것입니다. 그특성을살려서적당한햇볕과적당한물을주어야만이진정훌륭한정원사가될수있다는것입니다. 간

혹우리는조각가가되려고하는것은아닌지반성해보아야합니다. 아이들에게도너희가가지고있는자신있는분야

를찾아서미래를삼고, 목표를분명하게하라고특히그것을 로써서이루어보라고말하곤합니다.

장시간인터뷰에응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혁신위가좋은아이디어를잘모아서정책건의를통해우

리교육현장혁신에커다란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 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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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特別企劃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의정책적의의, 성과및향후과제- 배상훈┃교육인적자원부방과후학교기획팀장, bsh@moe.go.kr

∙방과후학교는우리의미래를위한투자이다- 김홍원┃한국교육개발원방과후학교지원사업팀장, khw@kedi.re.krt

∙방과후학교의성공은지역사회에달려있다- 김민호┃제주교육 학교교수, 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전문위원, mhkim@jejue.ac.kr

∙교육공동체가만족하는행복한배움터- 김선수┃홍성초등학교교사,  kim630426@hanmail.net 

∙꿈과실력을키우는곳, 승학한우리학교- 김지향┃당리중학교교사, hyng37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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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방과후학교

나머지공부에서방과후학교까지

나머지공부를하던시절이있었다. 수업이끝난후에도학교에

남아부족한과목을선생님과함께공부하고, 친구들끼리모여이해

하지못했던내용을서로물어보고알려주기도했던시간이었다. 여

기에잠시틈을내어운동장으로나가축구와술래잡기로신나게놀

다가다시교실로들어와공부하던재미도있었다. 되돌아생각해보

면수업이끝난후에남았다는사실이그다지부끄럽지도않았고, 요

즘과같이주변에학원같은곳이많지도않았을뿐더러과외교습을

받을여유도없었던만큼부모님께서도좋아했던것같다. 나머지공

부를마치고해질녘집으로돌아와저녁을먹고어린이텔레비전프

로그램을보면서하루일과가끝나던행복한시절이었다. 아마도요

즘정부가추진하는방과후학교의시작은그러한나머지공부가아

닌가생각된다. 다시말해방과후학교는적어도우리에게전혀새로

운것은아닌셈이다.

나머지공부가학교에서학생의수요와담임선생님의판단에따

라자연스럽게일어났던것에반해, 방과후교육활동은1995. 5. 31

‘신교육체제수립을위한교육개혁’과제의하나로채택되어국가정

책화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이후 방과후 교육활동은 1999년부터

‘특기∙적성교육활동’으로명칭이변경되었고, 학생들의특기∙적

성계발을주된내용으로했다. 

이러한특기∙적성중심의방과후교육활동이2004년수준별보

충학습과저학년아동을위한보육교실의운 을포함한‘방과후학

교’모델로재탄생했다. 현재방과후학교는전체학교의98.2%에서

운 되고있으며, 모든학생의43%가한강좌이상참여하고있는것

으로조사되어, 이제정규교육과정과다른또하나의교육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있다.   

방과후학교의정책적의의

그렇다면방과후학교는국가정책적관점에서어떤의미를가지

는가? 단순한공교육의연장인가, 아니면사교육의팽창에 한단

기정책처방의하나인가? 이는방과후학교운 을통하여달성하고

자하는정책목표와관련되어있다. 

첫째, 방과후학교는정규학교교육과정의보완기능을한다. 학교

의정규교육과정이법령이정한양성과정을거친교사를중심으로

국가가고시한교육과정에기반을둔학습내용으로정해진수업시

간에시행하게되는반면, 방과후학교는다양한학교내외의강사자

원을활용하여정규교육과정에서할수없는창의적인, 때로는실험

적인, 교육활동을가능하게한다. 활동공간도학교교실만이아닌학

교주변의다양한시설을활용할수있어교육의질을높일수있는

동시에다양한활동을가능하게한다. 

이런 의미에서 방과후학교는 한마디로 학교교육의 숨통과 같은

배상훈｜교육인적자원부방과후학교기획팀장, bsh@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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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한다고볼수있다. 따라서이러한장점을최 한활용할수

있는교육계획의수립과지원이필요하다하겠다. 이렇게볼때, 방

과후학교는우리학생들의전인교육을위한최적의장이될수있다.

둘째, 방과후학교는학교를지역사회의구심점으로되살리는역

할을한다. 이는방과후학교가가진지역사회배움터로서의기능, 즉

평생교육기능과도 접하다. 다시말해, 이제학교는단순히학생만

을 상으로주어진교과시간에주어진내용을가르쳐내보내는수

동적이고정태적인역할에서벗어나학생외에지역주민까지를

상으로 하여 주민의 평생학습까지 책임지는 적극적이고 동태적인

운 으로그지평을넓히고있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 통령께서

도 방과후학교 관련 회의에서“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오고, 학교가

지역사회의구심이되어산업화과정에서해체된공동체를복원하

는데학교가제일좋은곳이다.”라고말 하심으로써방과후학교의

운 이가지는새로운의미를밝히신바있다. 광범위하고적극적인

지역사회의지원은이러한방과후학교의운 을통한학교의역할

이탈바꿈하고있는사실과무관하지않다.

셋째, 방과후학교는교육안전망의구축을통한교육복지의실현

에실질적으로기여하는정부프로젝트이다. 우선사업의내용을보

면그특징이보다명확해진다. 먼저지역적으로농∙산∙어촌지역

의방과후학교지원사업이 표적인예이다. 흔히이러한지역은보

편적교육서비스를위한인적∙물적자원이부족하고이는곧학생

간학력격차로이어질수있음을볼때, 이사업은지역간교육격차

의해소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 된다. 

방과후학교 무료수강권 제도의 도입 역시 교육복지에 실질적으

로기여하는정부사업이다. 흔히바우처라고불리는무료수강권은

2006년현재약10만명의저소득층자녀들을 상으로3만원에해

당하는바우처를2개월간지급하는시범사업이진행되고있고, 내

년부터는저소득층과결손가정자녀등복지혜택이필요한약30만

명의학생에서3만원에해당하는무료수강권을10개월간지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경감에 크게 기여하는 정책

이다. 다양하고저렴하며질높은강좌를학생의수요에따라개설함

으로써학교밖의사교육수요를학교안으로되돌리는정책인것이

다. 특히, 학교라는곳은다른어떠한교육장소보다안전하고교육적

인환경을가지고있다. 교사를포함한질높은강사요원이참여함에

따라사교육비경감의효과는더욱커질전망이고, 학부모들의만족

도역시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동안의성과

가. 참여율

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이초∙중∙고전학교급에걸쳐 부분

의학교에서방과후학교프로그램이개설되고있다. 이는중앙정부

의전폭적인지원과홍보, 그리고지방자치단체의관심과협력에따

른결과라고볼수있다.

학생들의참여율을보면, 전체적으로42% 수준에머물러아직개

선의여지가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 중학교단계의참여율이낮

아이에 한 책이요구된다. 한편, 일반계고등학교학생들에비

해실업계고등학교학생들의참여율이낮은것은 학진학률과관

계된것으로해석되지만, 실업계고등학교의경우취업을위한진로

지도, 직업기술, 자격증반등다양한방과후학교가운 될수있음을

볼때, 역시 책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고

일반계고 실업계고

2005. 10. 99.5 95.5 89.9 69.9 98.2

2006. 10. 99.5 99.5 99.1 96.0 98.7

연도 초 중 계

<표1> 방과후학교운 학교

고

일반계고 실업계고

특기24.0.
교과56.8

2006. 10. 39.3 27.0 73.4 43.1 41.8

연도 초 중 계

2005. 10. 31.3 20.2 71.9 45.0

(단위:%)

<표2> 학생참여율 (단위:%)



나. 방과후학교유형

초등학교의경우특기∙적성프로그램이활발히운 되는반면,

상급학교단계의경우는교과프로그램이많이개설된것으로파악

되었다. 구체적으로초등학교의경우는음악, 컴퓨터, 미술, 체육, 및

어프로그램이활발하고, 중학교의경우 어, 수학, 국어, 체육,

및음악프로그램이많으며, 일반계고등학교의경우는국어, 어,

수학, 사회, 및과학프로그램이93.8%를차지하고있다. 이는초등

학교의경우전인교육측면에서다양한예체능교육활동을강조하

고있는추세를반 한것이고, 중∙고등학교의경우현실적으로진

학과관련된교과프로그램의수요가많은것으로해석된다. 한편,

실업계고등학교의경우특기∙적성프로그램이많은것이눈에띄

는데, 이는진학보다취업과관련된프로그램이많은것으로보인다. 

다. 초등보육교실운

2004년이후초등학교보육프로그램운 현황을보면, 운 학교

수 및 학급 수가 매년 2배 이상 증가하여, 2006년 총 1,775개교,

4,224개학급이운 중이며, 전담인력수도증가하고있다. 그러나

총 상학생수 비참여학생수의비율이1.9%에불과하여초등

보육프로그램운 의확 가요구된다. 특히, 여성의사회참여확

가경제, 사회발전에결정적인역할을하는오늘날초등학교저학

년보육프로그램의확 는매우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다하겠다.

라. 강사운 현황

외부강사, 자원봉사자등지역사회의인적자원을최 한활용하

기위해다각적인노력을기울인결과, 1만5,684명의외부인력이

방과후학교에참여하여지역여건에맞는특색있는프로그램을운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강원, 경기지역등의경우군인

적자원이활발히참가하고있는점은주목할만하다.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경우 특성상 외부강사의 참여가 증가하

고있지만, 교과프로그램은주로현직교사에의해운 되고있는

것으로파악되었다. 

마. 위탁운 현황

외부위탁프로그램이란강사와직접계약하지않고, 학등비

리단체와 위탁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의미한

다. 초등학교에서는프로그램외부위탁이비교적활성화되고있으

나, 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그렇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컴퓨터과

목이전체위탁프로그램중23.9%를차지해가장활발한위탁이있

었고, 컴퓨터를제외하면 어위탁프로그램이가장많이위탁되고

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정규교육과정과 학교 시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활

동이다양한시설과강사자원을활용할수있는위탁운 을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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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방과후학교유형(2006)

초등학교 : 음악>컴퓨터>미술>체육> 어가 64.5%

중학교 : 어>수학>국어>체육>음악이 59.2.%

일반고 : 국어> 어>수학>사회>과학이 93.8%

실업고 : 컴퓨터> 어>수학>사회>과학이 58.1%를차지함.

운 운 전담 상 참여
학교수 학급수 인력수 학생수 학생수

2004.8 337 445 617 2,047,045 8,069 0.4

2005.10 609 889 734 2,002,822 13,038 0.7

2006.10 1,775 4,224 1,505 1,935,951 36,981 1.9

연도 참여율

지방 기업
자치단체 (학/강)

초 1,250 932 141 1,593 363 142 367 5,456 10,244

중 364 613 85 1,352 96 12 51 1,661 4,234

고 69 295 101 298 14 0 10 419 1,206

계 1,683 1,840 327 3,243 473 154 428 7,536 15,684

연도 학교수 학생 군부 경찰 퇴직교원 기타 계

특기적성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

현직교사 외부강사 계 현직교사 외부강사 계

2005. 10. 41.8 58.2 100 98.8 1.2 100

2006. 10. 37.5 62.5 100 95.5 4.5 100

연도

<표3> 초등학교( 상학생은초등학교1-3학년) 보육프로그램운 현황 (단위 : 개, 명, %)

<표4> 외부기관의인력지원현황 (단위 :명)

<표5> 강사운 현황 (단위:%)



가능하다고볼때, 앞으로방과후학교의성공은위탁운 을얼마나

지혜롭게활용하느냐에달려있다. 다만, 지나치게 리를목적으로

하는단체가위탁하여운 하는것은방과후학교의정착에도움이

되지않으므로교육인적자원부는비 리기관∙단체의위탁운 에

한하여인정하고있다.

바. 사교육경감효과

전국280개시범학교를 상으로사교육비경감효과를조사한

결과, 2006년1/4분기에비하여3/4분기에1인당월평균과외비가

62,000원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자녀가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

7,456명을 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2006. 11)에따르면, 모든소득

계층에서사교육비가감소했으나, 특히가족소득이150만원미만인

저소득층의사교육비경감효과가큰것으로파악되었다. 이는방과

후학교정책의교육복지적성격을잘나타내고있는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의사교육수요를학교안으로흡수하고있다는사실을잘

반 하고있다.

당면문제와정책방향

방과후에도문을닫지않고더욱북적이는학교를만들겠다는꿈

을품고추진중인방과후학교는그간소기의성과에도불구하고, 몇

가지풀어야할숙제를안고있다. 우선, 교육공동체구성원들이방

과후학교를소극적혹은부정적으로생각하는것이가장큰문제이

다. 사람들의마음을얻지못하면, 아무리잘계획된정책이라하더

라도성공하기힘들다. 방과후학교역시학교장과교사, 학부모와학

생들의마음을얻지못하면, 정책이의도하는효과가발생하지않을

가능성이크다. 수요자의요구를반 하여프로그램의질을향상시

키고, 수요자가신뢰할수있도록강사의정보를공개토록하며, 적

극적인홍보를통해인식이개선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야할것이

다.  

여성가족부∙국가청소년위원회∙보건복지부 등이 실시하고 있

는유사프로그램과의유기적연계가아직은부족하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협조체제가제 로구축되어있지못한것이사실

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관련부처와함께부처간 역다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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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어 중국어 일어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기타 계

초 186 20 90 119 195 65 9 1,172 321 161 304 320 2,962

중 120 81 149 100 178 29 34 52 211 73 118 278 1,423

일반고 53 17 22 28 23 4 11 21 36 43 32 35 325

실업고 108 37 100 29 122 43 34 157 58 51 115 303 1,157

계 467 155 361 276 518 141 88 1,402 626 328 569 936 5,867

학교급 초 중 고 계

2006. 1~3월평균(a) 165 147 147 158

2006. 4~6월평균(b) 98 110 93 100

2006. 7~9월평균(c) 94 107 89 96

2006. 7~9월평균(a)-(c) 71 40 58 62

가족소득 2005. 10 2006. 10 경감액

150만원미만 208 169 39        

350~449만원 323 314 9

550만원이상 438 431 7

<표6> 외부위탁프로그램운 현황 (단위:개)

<표7> 1인당월평균사교육비(278개시범학교) (단위:천원)

<표8> 소득계층별1인당월평균사교육비경감효과 (단위:천원)



고질적병폐에묶이지않고, 백년지 계를꾸려가는책임있는주체

로서합리적인연계방안을모색하고있다. 

방과후학교를담당하는교사들의업무부담가중도걱정거리다.

정규수업외에방과후학교에서교과프로그램을담당해야하는교

사의부담경감을위해외부강사를적극활용할예정이다. 학교별로

수강료에서부담하는전담인력채용을권장하고, 온라인수강신청

시스템을구축하여관리업무부담도경감시켜나가는방안을강구

하고있다.

학습에 한능력과의욕을가진사람이면누구나균등하게학습

기회를제공받아야함에도, 농어촌소도시및읍면지역에서는아직

까지우수강사확보가어렵고, 학생수가부족하여다양한프로그램

개설∙운 이곤란하다.

시설이나장비도여의치않다. 순회강사를채용하여파견하고, 현

재각광받고있는 학생멘토링제도를활성화시켜이지역학생들

이원하는교육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다. 지방자치단체, 지역교

육청과의협력을통해시설이나장비의부족및낙후문제도해소해

나갈것이다.

맺음말

일부에서는 방과후학교를 사교육비 경감 책의 하나로만 오해

하기도한다. 물론방과후학교가제 로자리잡는다면, 다양한학습

욕구가학교내로흡수되고보육기능도일부담당함으로써, 사교육

비부담이완화될것은분명하다. 그렇다고방과후학교의기능을사

교육비경감에한정하여생각하는것은방과후학교에 한이해부

족이라할것이다. 방과후학교는지역사회와함께다양한프로그램

을운 하여정규교육과정을보완하고, 계층간∙지역간교육격차를

완화하여실질적인교육복지를구현하려는거시적인정책이다. 

위와같은비전을갖고있는방과후학교의성공여부는학교가제

역할을해주느냐에달려있다. 학교가지역사회에서해야할역할은

무엇일까. 학교는다양한학습욕구를효과적으로해소할수있는지

역사회의숨통역할을해야한다. 머리에언급한것처럼방과후학

교가창의적이고, 활력적인교육활동을통해공교육의숨통이되기

위해서도, 우선학교가누구나자유롭게접근하여학습할수있는학

습센터로서지역사회의다양한학습욕구를해소해줄수있는지역

사회의숨통역할을할수있어야한다.

숨통이숨을제 로쉬기위해서는‘학교의개방’이중요하다. 물

리적으로교문을열어학교시설을개방하는것도중요하지만, 지역

사회의참여와구성원간의적극적인소통을바탕으로열린사고를

이끌어내는것이더욱시급하다. 물리적인개방과함께심리적인차

원을포함한실질적인학교의개방이이루어진다면, 지역사회의인

적∙물적자원이학교를중심으로효과적으로연계되어학교의역

량이강화(Capacity building) 될수있다. 역량이강화된학교를중

심으로교육공동체가상호협력하고소통할수있게된다면, 학교의

숨소리가아름다워지고, 방과후학교도성공할수있을것이라고믿

는다. 아울러, 평생학습센터로서의학교가지역사회의중심이된다

면, 지역사회역시활력있는지식공동체로거듭날수있을것이다.

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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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는우리의미래를위한투자이다

방과후학교활성화방안

사례1 : A교는 중소도시에 있는 초등학교이다. A교는 구청에서

주는방과후학교운 지원금2,000만원을받아학교강사비로활용

하고있다. 학교는강사비지원금을받아학생들이필요로하는다양

한프로그램을개설했으며, 학생들은원하는프로그램을찾아서수

강하고있다이학교에있는가정형편이어려운미순이는자유수강

권을지급받아 어회화와공예두강좌를무료로듣고있다. 

사례2 : B교는 도시에있는초등학교이다. 인근의연구소가무

료로‘가족과함께하는재미있는과학실험’강좌를개설했다. 연구

원의선생님들이와서지도를하고, 부모와자녀가함께참석하여과

학실험을한다. 학생에게는최소재료비만받는다. 또B교에서는학

교와 어회화위탁프로그램협약을맺은 학의 어과원어민교

수가와서 어수업을한다. 

사례3 : C교는중소도시에있는중학교이다. 저녁늦게끝나는방

과후학교 학생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학교와 버스회사가

협의하여버스노선을변경했다. 방과후학교에서저녁늦게수업을

마친학생들은버스를타고안전하게귀가를한다. 

사례4 :  D교는농어촌에있는중학교이다. 이학교에서는학업성

취가낮고, 학습동기가약한저소득층학생들을위해 학생멘토링

제도를실시한다. 학생언니, 오빠들이학기중과방학중에학교에

와서학생들을지도한다. 지자체와교육청에서는지도하는 학생

들을위해소정의교통비를지불하고, 학교에서는간식비를부담한

다. 학은학생들의봉사활동학점을인정해준다. 학습의욕이낮은

학생들중많은학생들은정규교육과정뿐만아니라방과후에남아

서공부하는것을싫어한다. 학교선생님은학생들이방과후에공부

를하도록격려하고, 결석을한학생들에게도연락을하고, 학부모들

에게도출결상황을통보해준다.        

사례5 : E교는농어촌지역에있는초등학교이다. 이학교에서는

저학년학생들을위한보육프로그램을운 하고있는데, 보건복지

부에서지원하는보육전담교사가학생들을지도하고있다. 

사례6 : F교는 도시에있는초등학교이다. 교육청의방과후학교

지원팀과학교는함께방과후학교를운 할수있는방법을협의했

다. 인근 학의교수가방과후학교시설을설계했고교육청에서건

축비를 지원했으며, 인근 학에서 방송시설을 기증했고, 경찰서에

서는강사를지원했다. 지역의박물관, 전시관에서는무료로와서지

도를하거나, 시설을빌려주었다. 학교의업무를경감하기위해교육

청에서는 학교가 평생교육사를 고용하여 방과후학교를 운 할 수

있도록인건비를지원했다. F교는지역사회의다양한도움을받아

방과후학교를성공적으로운 하고있다. 

사례7: G교는산촌에있는학급수가아주적은초등학교이다. 학

생과선생님수도적어서방과후학교강좌를개설하기도힘들고, 교

통이불편하여방과후학교지도강사선생님도오기어렵다. 그래서



학생들은방과후에는교육청에서마련해준버스를타고인근의거

점학교로가서원하는강좌를듣는다. 다른학교의학생들도버스를

타고와서강좌를듣는다. 버스를임 하는비용은교육인적자원부,

군청, 교육청에서지원해준다.

2006년6월말현재전국에서280개의방과후학교시범학교가운

되고있고,  전국거의모든초∙중등학교(98.9%)가방과후학교를

운 하고있으며, 42.6%의초∙중등학생들이방과후학교에참여하

고있다[초등학생36.4%, 중학생28.9%, 고등학생72.2%(일반계고

82.2%, 실업계고45.0%)]. 

방과후학교는 기존에 학교에서 수행되어 오던 방과후 교육활동

(고등학교방과후수준별보충학습, 초∙중등학교특기적성교육, 초

등학교보육프로그램)과새로이추가된성인 상평생교육프로그

램을통합하여지칭하는용어이다. 방과후학교는기존의방과후교

육활동을보다개방화, 다양화, 자율화하면서수요자의만족도와참

여도를높이기위한수요자중심의방과후교육활동운 체제를말

한다. 

앞에제시된여러사례들은국가와지역의여러기관, 조직, 단체,

인사들이 방과후학교가 성공적으로 운 되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가성공적으로운 되기위해서는여러기관, 조

직, 단체, 인사들의이해와협력, 지원이필요함을보여준다. 방과후

학교는가시적인성과를나타내고있지만, 운 과정에서해결해야

할문제점들도나타나고있다. 방과후학교를학교현장에서활성화

하고, 성공적으로정착시키기위해서는이런문제점들을해결할수

있는개선방안을모색하여적용해야한다. 방과후학교를활성화하

고성공적으로정착할수있는방안들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방과후학교에 한교원의참여동기를제고한다.

방과후학교는프로그램편성, 지도강사섭외, 수강료접수, 강사

료지급, 학생출결관리, 방과후학교재정회계업무, 지역사회와의협

력관계구축, 수요자만족도조사, 학부모에 한정보제공, 민원처

리등많은업무가수반된다. 학교에서방과후학교업무를담당하는

교사들은방과후학교의필요성과성과는인정하지만업무부담때문

에계속적으로이일을맡지않으려고한다. 방과후학교를전담하여

지속적으로맡으려는교사가없으면, 방과후학교가활성화되기어

려울것이다. 그렇다면방과후학교에 한교원들의참여동기를제

고할수있는방안은무엇이있는지생각해보아야한다.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와같이방과후학교업무를전담하거

나방과후학교행정업무를지원할수있는행정업무지원인력을배

치한다.

�방과후학교전담부서를설치한다. 현재많은학교에서는정규

교육과정상의 특별활동업무를 관장하는 특별활동부장이 방과후학

교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 이런경우방과후학교업무는기존의업

무이외에부가적인업무로인식되기쉽다. 방과후학교는정규교육

과정이후의업무이므로‘방과후학교부’와같은신설부서를조직하

는것이바람직하다. 방과후학교가부가된업무로인식되는경우, 별

도의인센티브를요구하게된다. 학교의정규조직으로만들어서일

을하는경우, 별도의인센티브제공부담에서벗어날수있으며, 담

당교사는방과후학교업무를부가적인것이아니라자신이학교에

서전적으로맡아야하는것으로생각하게된다.   

�방과후학교에 한학교장의리더십을제고한다. 학교장의이

해, 관심, 열정, 경 능력은방과후학교의성공과지속성에가장많

은 향을미친다. 방과후학교에 한학교장연수를강화하고, 방과

후학교운 을우수하게한교장과학교에 해서는보상을해준다.     

�방과후학교를위해교실을빌려주는교사들이업무를수행할

수있는적절한시설과공간을마련해준다.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다양화하고질을높인다.

방과후학교의한가지목표는사교육수요를학교안으로흡수하

여사교육비를경감하는것이다. 학생들은다양한필요에의해서학

교밖에서다양한종류의사교육을받기때문에, 방과후학교프로그

램도다양해야한다. 또사교육과경쟁력이있어야하기때문에그

질도높아야한다. 학생들이학교밖에서받는사교육의유형과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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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종류를 분석해서 중요도별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편성하

고, 가급적수준별로프로그램을편성한다. 프로그램의다양화는학

생의참여도를높이는데도중요하다.      

●우수강사를확보하고, 강사의전문성을제고한다.

방과후학교의성공은지도강사의전문성에달려있다. 방과후학

교에서는사교육기관보다질높은프로그램을제공해야하며, 그러

기위해서는강사의질이높아야한다. 우수강사를확보하고전문성

을높이기위해서는공개모집을하고, 학생과학부모, 교사가수업의

질을평가하여강사에게제공하고, 학교나교육청차원에서강사연

수를실시해야한다. 또학교, 지역교육청차원에서우수강사인력풀

을작성하여학교, 교육청간에정보를교환해야한다. 그리고수업

평가를통해우수강사를선정한다음, 표창이나성과급등의보상을

해주고, 다른학교나교육청에서도지도강사로활용하도록추천한

다. 농산어촌과같은지역에서는강사확보가어려운실정이다. 교육

청차원에서지역의여러기관이나단체( 학, 문화원, 기업, 연구소,

학원, 경찰서, 군인, 복지관등)와협력하여프로그램 역별자원인

사풀을만들어서학교에제공해주는일이필요하다. 교육청별로원

하는지도강사를 상으로지도강사의경력, 포부, 열정, 지도방법

등을지도강사가스스로기록하면서자신의경력을관리하는사이

트를만들어학교가활용하도록하는방법도생각해볼수있다.  

●지역사회의관심과협력, 지원을제고한다.

방과후학교가 다양한 역에서 수준별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질높은강사를많이확보하기위해서는지역사회의적극적인참여

와지원이절 적으로필요하다. 국가도필요한행∙재정적지원을

해주고있으나, 한계가있다. 지자체를비롯한지역의여러기관, 단

체에서필요한행∙재정적∙인적∙물적자원을지원해야방과후학

교가성공적으로그리고지속적으로운 될수있다. 지역사회의참

여를높일수있는다음과같은방안들이있다. 

�교육청-학교-지역사회기관이나단체간에상호협력과지원

을위한협약을체결한다. 

�방과후학교지원을위한지역차원의공식적인기구나조직, 협

의체를만든다(예: 부산시청의방과후학교지원센터).

�교육청차원에서방과후학교를지원할수있는지역내의기관

이나조직, 단체에관한정보자료를만들어학교에제공한다.

� 학교장과 담당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사회의 협력

을요청하고, 방과후학교결과발표회나홍보물제작시도움을준기

관이나단체를적극참여시키고홍보한다.

●방과후학교의특성화와전문화를꾀한다.

학생들의다양한필요에부응하기위해서는학교별로다양한프

로그램을편성해야한다. 그러나이런경우, 학교별로필요한강사를

구하기도어렵고, 필요한학생수를충원하지못하는경우가있다.

이럴때학교별로특성화된프로그램을만들어서운 하고인근학

교의학생들이와서교육을받는것이좋다. 프로그램이특성화되면

프로그램의질도높아지게된다. 서울의한중학교에서는원어민

어프로그램을개설하여인근의초등학교학생들도와서수업을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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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하는데, 지원자가많아서원하는학생들이모두수업을듣지못하

고있다.         

●농산어촌지역에서방과후학교연계프로그램을활성화한다.

학교규모가적은농산어촌지역에서는학교단위로다양한프로

그램을편성하기가어렵기때문에, 인근몇개학교가연계해서프로

그램을운 하는것이좋다. 이경우, 학생이편리하게이동할수있

는이동수단마련이중요하다. 국가, 교육청, 지역사회가협력해서

이동수단을위한충분한재원을마련해야한다. 

●소외계층과집단을위한지원을확 하고지속한다.

방과후학교를통해서교육격차를해소해야하며, 교육격차를해

소하기위해서는도시저소득층, 농산어촌지역의학생을위한지원

을확 하고지속해야한다. 올해하반기부터실시되는방과후학교

바우처제도는소외계층과집단을위한지원의좋은예이다.   

●방과후학교평가및환류체제를구축한다.

현재고등학교방과후수준별보충학습, 초∙중등학교특기적성

교육, 초등학교보육프로그램, 성인 상평생교육프로그램등 상

별로다양한프로그램이운 되고있다. 또280개시범학교운 사

업, 농산어촌방과후학교모델개발사업과같은사업도운 되고있

다. 이런프로그램과사업에 한학교차원, 교육청차원, 국가차원에

서의구체적인평가및환류체제를구축해실천해야한다. 방과후학

교의투입-과정-결과에 한평가방안과환류방안도마련해실천

해야한다.   

●학부모의신뢰와지속적인참여를제고한다.

학부모가방과후학교프로그램의질을인정하고자녀를보낼때

에방과후학교는성공한다. 위에서제시된여러방안들이제 로실

천될때, 방과후학교의질이높아지고학부모가신뢰하게된다. 방과

후학교에 해학부모의의견을자주물어보고, 정보를자주제공하

는것은학부모의관심과신뢰를얻는좋은방법이다. 학부모의의견

을조사해서프로그램을편성하고, 학부모에게프로그램과지도강

사에관한정보(프로그램내용, 목표, 강사경력, 열정, 포부등)를제

공하고, 방과후학교기록장을만들어서학부모가학생의활동을확

인하게해주고, 수업의질과결과에 한학부모만족도와요구사항

을조사하고, 방과후학교결과발표시학부모가참여토록하는방법

등은학부모의관심과신뢰를높이는방안이다. 학부모가알고싶은

정보를구체적으로자주제공하는것이학부모의신뢰와참여를높

이는가장좋은방법이다.  

●정부는지속적이고일관된관심과지원을한다.

현재방과후학교는정부의많은관심과지원, 행정적지침을받아

서빠르게확산되고있다. 여러어려움에도불구하고정부의적극적

인정책과많은지원으로거의모든학교에서방과후학교가운 되

고있는데, 학교가방과후학교에 한자생적실천능력을갖출때까

지이러한정책과지원이일관되게그리고지속적으로실천되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제 로된방과후학교의적용은급속히감소될

것이다. 방과후학교는장기적인정책하에서일관되고지속적인지

원을받아야한다.   KEDI

26 Educational Development

│특별기획│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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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의성공은지역사회에달려있다

방
과후학교의성공전략은방과후학교의목적, 범주및위상

을분명하게할때얻을수있다. 어느경우나그렇듯목적이

불분명하면그목적에도달하기위한수단역시애매해지고갈팡질

팡시행착오를겪지않을수없으며, 불필요한정력을낭비하게된

다. 그만큼방과후학교의목적을애초부터뚜렷하게설정해야한다.

또한방과후학교의성공적전략을찾으려면우리사회의현실속에

서방과후학교의범주와위상을적절하게결정해야한다. 특히학교

라는공간안에서정규교육과정과방과후학교의관계, 학교밖의다

양한사교육및아동∙청소년복지프로그램과방과후학교의관계

를제 로설정해야한다. 

또한방과후학교의성공전략을마련하려면지난10년간방과후

학교의추진과정및결과에냉정한평가와분석이있어야한다. 

이하에서는방과후학교의목적, 범주및위상에 한연역적검토

와방과후학교의성과에 한귀납적평가를통해, ‘지역사회기반

방과후활동운 및지원체제’를방과후학교의성공전략으로서제

안했다. 

방과후학교의 목적 : ‘방과후 활동’으로서의 보편성과‘방과후

학교’의특수성

교육인적자원부의 문건을 보면 방과후학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지않다. 1996년‘방과후교육활동’에서출발하여‘특기적성

교육’을거쳐‘방과후학교’에이르면서정책목적이좋게말하면현

실을고려하면서‘진화’했고, 나쁘게말하면갈팡질팡중심을잡지

못했다. 

1996년방과후교육활동출범당시에는‘특기적성교육’이강조

되었다. 특기적성이란표현그 로정규교육과정밖의프로그램운

에초점을두었다.

이후학부모등의교육수요를고려해‘교과형특기적성교육’을

허용하면서애초의특기적성교육의정신이점차약화되었다. 급기

야2004년<2.17 사교육비경감 책>에와서는방과후학교에‘수준

별보충학습’을공식적으로도입하면서방과후학교의목적이사교

육비경감에있음을분명히했다. 이후방과후학교관련교육인적자

원부의문건을보면방과후학교도입배경으로“사교육비경감, 양

극화해소, 보육지원”의순으로서술돼사교육비경감이최우선목

적임을확인할수있었다. 

그러다2005년후반부터사회양극화해소가우리나라의거의모

든정책의우선순위로부각되면서, 또한사교육비경감을방과후학

교의목적으로삼는것은현실적으로부적절하다는비판이일면서,

방과후학교의제1의목적은사교육비경감이라는틀이흔들리기시



작했다. 2006년 1월 청와 에 있었던 방과후학교 정책토론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방과후학교의 목적을“양극화 해소, 보육 지원,

사교육비경감”의순서로서술해양극화해소가사교육비경감보다

앞서는목적임을드러냈다. 

곧이어교육인적자원부가2006년2월에발표한『2006년방과후

학교운 계획』에서는방과후학교의비전을“누구나, 학교에서, 최

고의다양한교육을—5년안에사교육수요를학교내로흡수”로정

해, 수준높은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 을통해5년안에사교육수

요를학교안으로끌어들이겠다는포부를드러내면서, 동시에방과

후학교의3 정책목표를“교육복지실현, 사교육비경감, 학교의지

역사회화”로서술하면서저소득층을집중지원하는‘교육복지의실

현’이‘사교육비경감’보다앞선목적으로등장했다. 결국교육인적

자원부는사교육비경감과저소득층에 한지원이라는두마리토

끼를방과후학교를통해달성코자하는셈이다. 이같은교육인적자

원부의애매한태도는2006년9월에발표한방과후학교하반기운

계획에서방과후학교의목적을“다양한교육수요를학교내로흡

수하고저소득층에게양질의교육∙보육기회를제공”하는것으로

서술한데서도드러난다. 

필자가보기에‘사교육비경감’과‘교육복지실현’을두고교육인

적자원부의 방과후학교 정책 목표가 흔들리는 것은 방과후학교에

한교육내적논리개발이미흡하고, 보건복지부의지역아동센터,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청소년공부방, 여성

가족부의방과후보육, 문화관광부의지역문화예술교육등유사프

로그램과의관계를분명하게하지못한데그원인이있다고본다.

즉방과후학교의목적을여타부처의프로그램을아우르는‘방과후

활동’으로서의 보편성과‘방과후학교’만의 특수성 속에서 보다 분

명하게정리하지못한상황에서교육인적자원부가방과후학교의확

산만을서두르다보니, 외부여건에따라방과후학교의목적이우왕

좌왕했던것이다. 

우선 방과후학교는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

방, 방과후보육및문화예술교육등과공통된목적을지닌다. 정규

수업전이나후에, 혹은주말이나방학중에여러가지이유로부모가

자녀들을제 로돌보지못하고방치한상황에서‘부모를 신하여

방과후의아동및청소년을안전하게돌봄’으로써이들의몸과마음

이건강하게성장하는데있다. 그래서여러중앙부처들이방과후의

아동및청소년들을 상으로하는모든프로그램을총칭하여‘방과

후활동’이라할수있다.    

다음으로방과후학교는여러방과후활동중자신만의특수한목

적을지닌다. 곧방과후학교는‘학교의정규교육과정을보완’한다.

여기서‘보완’이란말의의미는학습부진아를 상으로정규교육과

정을보충하고 재아를 상으로심화프로그램을운 하는것외

에도정규교육과정에서다루지않는다양한프로그램개설로이들

이다양한문화, 예술, 체육활동의참여를통해자신의소질과능력

을계발하는것을뜻한다. 

요컨 방과후학교는정규수업시간전후, 주말이나방학등부

모와교사의손길이닿지않는시간에정규교육과정외의다양한프

로그램을마련∙제공함으로써아동과청소년, 그리고해당가정의

보육및교육적요구를충족시키는것을목적으로삼는다. 이를통해

아동과청소년들은어른들의보다안전한보호속에학교의정규교

육과정에 한적응력을높이고, 자신의능력과소질을계발하면서

보다풍요로운삶을누릴수있고, 그결과사교육비경감, 지역공동

체형성등의부수적효과도거둘수있다. 

방과후학교의위상: ‘학교속의학교’

19세기이전의학교가엘리트교양인을양성하고자했다면, 19세

기산업혁명이후의학교는 중직업인양성에초점을두었다. 교양

교육이든직업교육이든학교는교육(가르침)에초점을두어왔다. 그

러나20세기후반이후학교는패러다임적전환을요구받고있다.

학교가단순한‘교육공간’에서‘삶의공간’으로변해야한다는것이

다. 

학교교육의패러다임적변화에 한요구는이미20세기초반부

터학교교육을생활과일치시키려는존듀이의‘경험교육론’에서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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텄다. 또20세기후반들어학교가가르침의명분아래제도화한결

과오히려교육적가치를상실하고말았고제도가아닌일상생활장

면에서학습의네트워크를통해인간의삶의가치를복원하려는일

리치의‘탈학교론’도이에가세했다. 뿐만아니라여성의사회적진

출이증가하고, 가정의보육및교육기능이약화되는반면에지역사

회가가정밖에방치된아동과청소년들을제 로돌보지못하는사

회현실속에서, 방과후아동∙청소년을보호하고, 이들의학업을보

충하며, 나아가다양한소질계발을북돋우기위한국가차원의노력

으로서세계각국은방과후활동(After school activities) 정책을추

진했다.

학교는이제단지정규교육과정을가르치는곳만이아니라‘학교

속의학교’에서학생들을보호하고상담하며정규교육과정외다양

한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을 체험하는 삶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가르침’외에‘돌봄’,‘채움’, ‘보탬’, ‘살림’, ‘만듦’등의기능이요

구된다.1)

여기서‘돌봄’이란부모를 신하여수업시간만이아니라방과

전∙후, 주말, 방학중에도학생들을보호하는것을가리키고, ‘채움’

은학교교육의결과기 수준(해당연령의표준)에미치지못한부

분특히기초능력의보충학습을뜻하며, ‘보탬’은학교정규교육과

정이다루지않는다양한문화, 예술, 체육활동의기회제공을가리

키고, ‘살림’은학생 상으로상담, 심리치료및가족치료등을통

해이들의자아정체성확립, 인성개발등을지원하는것이며, ‘만

듦’은학교가지역사회의교육및문화센터로서역할을수행하여

살기좋은지역공동체만들기에기여하는것을가리킨다.  

방과후학교의시행착오

방과후학교의필요성과일정부분의성과에도불구하고학교현

장에는방과후학교에 한기피와냉소주의가적지않다. 이는지난

10년간방과후학교를지역사회의체계적지원없이, 지역주민의정

서를무시한채, 오직학교를중심으로운 하려한데서비롯한시행

착오라할수있다. 

가. 학교내부의한계

첫째, 학교구성원의학교교육기능확 에 한폐쇄적사고로

방과후학교에 한기피와냉소주의가적지않다. 무엇보다정규교

육, 사교육및여타방과후활동과의관련속에서방과후학교의정체

성이정립되지못해, 교사들이방과후학교참여를교사의고유직무

로인식하고있지않다. 교원만이아니라학부모들도방과후학교의

경쟁력에 해회의적이다. 둘째, 방과후학교의안정적추진을위한

학교내여건이미흡하다. 교원들은방과후학교관리업무및학생

지도에부담이크다.2) 

방과후학생및지역주민들의학교시설이용에따른학교장및담

당교사의시설관리및안전사고에 한법적책임보장도미흡하다.

또한다양한방과후학교프로그램개발노력도부족하며,3) 방과후학

교의교육적성과와경 논리간괴리로교육의질이떨어진다. 

나. 방과후학교행정체제의한계

첫째, 시범학교라는인센티브부여방식의추진전략으로지속성

을담아내지못했다. 둘째, 성과중심의형식적이고경직된운 4)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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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4월KEDI가주관한학교평생교육전문가협의회에서도출한개념으로필자가약간의수정을가함. 당시협의회에는저자를포함해최운실, 권두승, 김진화, 양병찬, 변종

임, 양흥권등이참석했음. 용어개발은전적으로이분들의도움에의존함.   

2) 최근교육인적자원부는2006년하반기개획을발표하면서학교별로수강료에서부담하는전담인력채용을적극권장하기로하고, 이를위해학교에서는수강료의10% 범위이내

에서전담인력인건비및각종운 비를사용할수있도록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9.5).

3) 교육부는그동안파행적운 등으로언론에서지적되었던교과프로그램의운 에 해서는현실적인수요를인정하되, 교육적인범위안에서이루어지도록지도할방침이다. 첫

째, 중∙고등학교에서의패키지프로그램은운 가능하되, 비수요과목까지포함하여선택권을제한하는사례가없도록하고, 둘째, 심화반운 이나유명강사초빙특강등도학생

과학부모의요구에부응한다는점을인정하나, 셋째, 성적우수자만을 상으로하여중∙하위성적학생을원천적으로제한하거나, 지나친고액의수강료를받는경우는지양하도록

시∙도교육청을통해지도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한편최근자치단체가입시특강을실시하고그경비를지원하는사례에 해서는(예: 전북순창군‘옥천인재숙’, 경남고령군

‘ 가야교육원’, 경북봉화군‘봉화인재양성원’등) 자치단체를상 로순회강사인건비지원, 저소득층지원, 초등보육운 비지원등적극적인홍보를추진하여이를방과후학교로

유도하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교육인적자원부, 2006.9.5).



로자생적발전가능성이배제되었다. 셋째, 중앙부처의다양한유사

사업추진으로지역사회단위집행의효율성이결여되었다. 넷째, 공

급자중심전달체계로수요자의실질적이용저하및방과후사각지

에방치된아동∙청소년이상존한다. 다섯째, 바우처제도의일방

적실시로저소득층자녀들을낙인할우려가있다. 

다. 지역사회역량동원의한계

첫째, 방과후학교의질제고를위한우수강사확보가미흡하고,

둘째, 지역사회내자원인사참여및재정지원이부족하며, 셋째, 이

해집단의반발로방과후학교관련법률제개정추진이미흡하다.  

방과후학교의성공전략: ‘지역사회속의학교’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려면 학교의 자원만으론 부족하다. 지역

사회의인적∙물적자원을활용해야한다. 그만큼학교는지역사회

에 해자신의권한과책임의일부를내주어야한다. 지역사회역시

방과후아동∙청소년들을잘돌보고키우는일에책임을지닌다. 학

교만이아니라지역사회가나서서지역의시설, 프로그램, 인력및

예산등을동원해야한다. 특히학교와지역사회내다양한운 기

관, 시설간네트워킹을통해방과후아동∙청소년들을지원하기위

한계획을세우고정보와프로그램을교류하며인력과시설을공유

하는데연 성의발휘가요구된다. 한마디로‘지역사회속의학교’

로학교의지배구조가변해야한다. 미국의「21세기지역사회학습센

터」사업, 일본의「학사융합, 학사협동」사업, 프랑스의「지역교육협

약제도」(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등은학교와지역

사회의연계가세계적인추세임을보여준다. 

가. 지역사회의방과후학교운 참여

방과후활동은학교와지역의각종비 리단체가학교시설, 비

리단체시설, 학시설, 지자체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활용하여다양하게운 할수있다. 각지역사회의아동과가정

의요구(needs)가독특하고, 지역사회의역량과자원(strengths and

resources)이서로다르므로, 각지역사회는자신의여건에알맞은

지역사회기반방과후활동서비스(services) 모형을선택할수있다.  

방과후학교는여러방과후활동운 모형중학교나비 리단체

가학교시설을이용하는경우를가리킨다. 지역의비 리단체가학

교의방과후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는근거는다음과같다. 첫째,

학교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을 다루는 반면에 방과후학교는 체로

정규교육과정밖의다양한프로그램을운 한다. 교육뿐만아니라

학생의총체적인관심과욕구에기초한종합프로그램의성격을지

닌다. 둘째, 초∙중학교정규교육은국가에의해무료로운 되나

방과후학교는지역사회의후원혹은수익자부담을원칙으로한다.

셋째,  학교교육은자격증을지닌정규교사가담당하나방과후학교

는정규교사외에다양한배경의강사가참여할수있다. 넷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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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인적자원부는아직도고등학교의획일적∙의무적보충학습운 이남아있다고보고, 첫째, 방과후학교운 의자율성및학생의선택권보장을중점지도하기로했다. - 이를

위해단위학교에서는정규수업이외의시간에방과후학교를운 하되, 운 시간은학교의여건을고려하여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하고, - 교과프로그램의경우수준별강좌를운

하되, 학생의선택권을제한하지않도록하며, 특히고등학교에서의획일적보충학습이나강제성을가진야간자율학습이이루어지지않도록당부했다. 둘째, 보여주기식운 으로

교사에게과도한부담을주거나학생에게사실상참여를강제하는경우등의양적확 위주의운 을지양하기위해- 교육청에서학교현장에학생참여율을강요하는사례를엄금

하고,  - 방과후학교의운 목표를학생과학부모의"만족도"에중점을두어, 시∙도교육청평가지표에도학생참여율, 프로그램수등양적지표는포함하지않을계획임을강조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6.9.5).

운 기관 활용기능시설

[그림1] 방과후활동운 모델

학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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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학교(교육청) 

각종비 리단체



교육은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가책임져야하나방과후학교는반

드시국가에게일차적책임이있다고할수없다. 오히려지역사회의

책무성이강조된다. 다섯째, 학교교육은교장이책임져야하나방과

후학교는반드시교장이책임져야할필요가없다. 방과후학교를별

도관장할책임자를선정할수있고, 책임자배치는학교(혹은교육

청)나지역사회비 리민간조직이한다. 방과후학교책임자는방과

후학교프로그램편성및운 , 인사권, 예산권을행사하며, 방과후

학교강사들에 한장학활동도할수있다. 

나. 지역사회의방과후학교에 한지원체제구축

방과후학교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과후 활동 운 기관과 운 시

설이활성화되려면이들을행재정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시스템

이구축되어야한다. 현재는중앙정부의행정적라인을통한지원이

개별적으로분산돼있고, 지역단위에서활용가능한자원동원에서

도운 기관과시설의상호연계를통해시너지효과의창출노력이

미흡하다. 따라서중앙부처들의방과후활동지원을협의조정하기

위한기구의설치와지역단위에서방과후활동을지원하는센터의

설치, 그리고지역의방과후활동운 기관과시설간상호연계를지

원할협의회의구성이필요하다. 

첫째, 중앙에유관부처를아우르는‘방과후활동정책조정위원회’

를설치해각부처의방과후활동정책을사전협의∙조정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혹은 교육청에‘방과후활동지원센터’구성

해, 지역단위의방과후활동간연계조정을중심으로하되다음과

같은지원기능을발휘한다. ①지역단위로방과후활동사업의기

획, 조사, 모니터링, 컨설팅및예산확보하고, ②운 지원: 프로그

램개발및지원, 인력(전담인력, 강사, 자원봉사자) 관리및지원, 운

비를 지원하며③ 공급자(운 기관, 시설)와 수요자(학생, 학부모)

를중계한다. 

셋째, 방과후활동지원센터내에‘방과후활동협의회’를구성하여,

방과후활동운 기관및시설간네트워킹기능(정보, 프로그램, 시

설및인력의교류와연계조정)을강화한다. 

맺는말

방과후학교정책의성공은국가의정책적의지만이아니라교원

및국민의공감 형성이중요하다. 이 에서는방과후학교의목적

설정에서부터시작하여위상, 문제점및지역사회기반방과후학교

의 운 및 지원체제에 이르기까지 필자 나름으로‘방과후학교의

상’을분명히그리고자했다. 방과후학교에 한공론화와정책개

발에도움이되길기 해본다.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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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방과후활동운 모델

[그림3] 센터를통한방과후활동공급자와수요자의중계



32 Educational Development

│특별기획│방과후학교

김선수｜홍성초등학교교사, kim630426@hanmail.net

교육공동체가만족하는행복한배움터

행복한배움터를꿈꾸며

“선생님, 학원차가기다려요. 빨리가야해요.”

정규수업시간이끝나자마자모두가학원을향해가고있다. 

본교의경우학부모의사교육의존도가심각한실정으로76.5%

의학생이평균2개이상의학원을수강하고있으며, 한달소요되는

사교육비가1억5,000만원을넘고있으며, 맞벌이가정(57.1%)이많

아방과후자녀를맡길수있는보육시설이절 적으로부족하여방

과후나홀로어린이들을안전하게보호할수있는프로그램운 이

절실히요구되고있다. 

이에 본교에서는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운 을통하여학생들의특기∙적성을계발하고, 방과후

의보육이필요한저학년학생들을위한보육교실을운 하여맞벌

이가정이마음놓고생업에종사할수있도록도움을주고자하 다.

또한, 학부모의사교육비부담을덜고사교육에몰리고있는교육수

요를학교안으로끌어들여교육공동체가만족하는행복한학교를

만들고자추진하게되었다. 

행복한배움터의기틀을마련하고

방과후학교의원활한운 을위하여다목적실, 유휴교실, 특별실

을정비하고, 학교홈페이지에방과후학교시범운 센터구축등학

교내의시설및환경을정비했다. 

비 리단체인 홍성청소년수련관과 위탁 방식 방과후학교 운

체제구축을위한위탁협약식(2006. 3. 31)을갖고, 「방과후학교운

위원회」를조직하고, 4월3일부터본격적으로실시했다.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의원활한운 을위하여교사연수및외부

강사연수, 학부모연수를수시로했다. 또한홍성교육삼락회, 홍성

생활체육협회, 홍성국악협회등의지역사회인적자원과홍성청소년

수련관, 홍성학생수 장, 공설운동장등지역사회기관및시설을

최 한활용했다.

수요자의요구에부응한다양한강좌의개설

학생들의희망과지역적인특성, 학교와지역사회의시설및자원

- 수요자중심의방과후학교운 -

역 공부방 상자 장소 교사 비고

보육교실 1, 2학년교실, 1, 2학년및
(사랑둥지) 유치원 유치원교사

동학년교실 4 3~6학년 본교교실 본교교사 무료

동아리교실 10 4~6학년 본교교실, 특별실 본교교사 무료

특기적성교실 19(38) 전교생 본교, 홍성학생수 장 외부강사 유료, 무료

토요교실 3 (전교생) 학계도예방, 운동장 외부강사, 교사 유료,무료

평생교육 3 주민,학부모 본교, 학계도예방 외부강사 유료

1 1, 2학년 무료

프로그램별활동사진및방과후관련행사

위탁협약조인식장면 보육교실사랑의둥지

특기∙적성발레부 동아리리드합주부



인사의실정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크게6개의 역프로그램에

40개부서, 59개공부방을개설하여운 했다.  

보육교실(사랑둥지) 프로그램운

방과후 보육교실 사랑둥지는 방과후 교육적 보살핌으로부터 소

외되어있는저소득층자녀, 맞벌이가정의자녀를 상으로학교에

서학부모가퇴근할때까지안전하게맡아교육시킴으로써학교의

보육기능을높이고학부모의사교육비를경감시키는데그목적이

있다.

학년특색프로그램운

학년특색프로그램운 (학년별특색있는운 )은3~6학년은학

년별로교과관련자기주도적학습, 창의성교육활동, 취미활동등의

특색있는공부방을개설하고, 희망학생을 상으로무료로운 했다.

동아리활동프로그램운

동아리활동프로그램은4~6학년을 상으로희망학생을선정하

여, 주로아침활동시간과방과후시간을활용하며, 계발활동상설부

와연계하여본교교사가지도하며무료로운 했다.

토요휴업일프로그램운

주말교실(토요휴업일) 프로그램운 은주5일수업제의월2회시

행으로토요휴업일에본교의시설을개방하고본교교사가윤번제

로관리지도하고있다. 또한도예창작교실은홍성군학계도예방에

서전문지도강사의지도로이루어졌다.

특기∙적성계발프로그램운

특기∙적성계발 프로그램 운 은 희망자수가 많은 부서를 우선

적으로개설하며, 강사는위탁기관에서각분야에전문자격증소지

강사를채용했다. 주로주2~3회운 하며, 월2~3만원의저렴한수

강료로이루어지고있으며, 한문∙서예교실, 축구교실, 국악교실, 댄

스스포츠는 무료 강좌이므로, 학생들이 시간과 요일을 고려하여

2~3개의강좌를수강할수있도록했다. 한강좌에수강생이많을

시에는학년과수준을고려하여능력별∙학년별반편성을했고, 학

교의유휴교실이적은관계로각학년교실을이용하고, 외부강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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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시간 활동내용 지도교사 비고

* 방과후학교부서활동 외부강사

* 교과보충지도, 과제지도 서용희, 황윤선, 김명순, 김지용, 이경희,

이정주, 김문섭, 길인숙, 이창현, 임혜 ,

신동희, 신선 , 유 염, 복경운

16:00~16:30 * 간식및휴식

16:30~17:30 * 보육, 인성, 창의성활동

17:30~18:00 * 정리및귀가지도

13:00~16:00

* 창의및취미활동

(오용례, 조지숙, 김미정, 김정은, 박선희)

*저소득층자녀
교육비지원

*교과학습지도
로학력신장

*창의성계발
프로그램운

공부방 학년 시간(월~금) 활동내용 지도교사 인원 장소

생각이 ∙교과보충~수학교실, 독서 김태성, 홍숙, 이 경, 3학년
쑥쑥 ∙ ∙노래부르기, 종이접기, 칠교놀이 노경숙, 한은 , 설성현 교실

반딧불이 ∙국어, 수학보충지도 김현정, 권선애, 4학년
∙한자, 독서, 종이접기, 리코더 유용근, 김권옥, 신양희 교실

생각이 ∙국어교실, 수학교실,한자쓰기 황선엽, 이정숙, 5학년교실
크는나무 ∙독서, 창의력,  컴퓨터교실 이미숙, 복명수 컴퓨터2실

지혜의 ∙미술, 음악, 체육교실, 컴퓨터 장용례, 박융미, 6학년교실
샘 ∙독서, 신문학습, 한자쓰기, 신지민, 김춘희, 이승수 도서실

3       14:10~16:00 

4      14:00~16:00

5      15:00~17:00

6      15:10~17:00

11명

11명

9명

11명

공부방 학년 인원 장소 담당교사 비고

합창교실 4~6 60명 다목적실 남경자

취타교실 5~6 15명 야외무 우정희

리코더교실 4~6 56명 급식실 왕현정

단소교실 4학년 27명 4~7반교실 하홍금

사물놀이교실 4~6 15명 평생학습실 이오남

리드합주교실 6학년 37명 6-6교실 박융미

정구교실 4~6 9명 정구장 정석명

방송반 5~6 10명 방송실 강인성

컵스카우트 3~6 214명 다목적실 김태성

날씬가꾸미교실 4~6 38명 보건실, 운동장 박진희

인원은담
당교사가
알맞게조
절한다.

공부방 상 시간 장소 담당교사 도움교사

도예창작교실 3~6학년 9:00~11:30 학계도예방 외부강사 이관우

컴퓨터교실 1~6학년 9:00~11:30 컴퓨터실 본교교사 복경운

독서교실 1~6학년 9:00~11:30 본교도서관 본교교사 김권옥



본교교사가1:1 멘토링제를실시하여연간계획서및학습지도안작

성, 학생관리및학교비품관리등을도와주어운 의묘를꾀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운

평생교육프로그램운 은학부모및지역주민을 상으로하여

수익자부담으로전문외부강사를초빙하여실시했다. 

홍보도전략이다

우선방과후학교활동내용의홍보를위하여사교육비부담경감

을위한정부의의지를알리고, 방과후학교교육의효과에중점을두

어학교의다양한방과후학교프로그램내용을홍보했다. 

가정통신문‘홍성초방과후학교소식지’를월1회보내고, 특기∙

적성교육안내문, 학교신문, 홈페이지등을통하여홍보하며, 각종

회의및학부모모임시에도본교의방과후학교활동내용을홍보했

다. 전일보, 충청투데이, 경향신문, 전매일, 홍성신문등지역신

문과, 충청남도홍성교육청 홈페이지, 충남교육청 디지털 홍보방에

도방과후학교활동내용을알리고홍보했다.

종합학습발표회및작품전시회를전반기7월19일, 후반기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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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활동요일 수강시간 장 소 강사 담당교사

종이접기 수, 금 13:10~14:00(A)반 14:10~15:00(B)반 과학실1 이남숙 이경희, 유 염

칼라믹스공예 화, 금 14:10~15:00 (A)반 15:10~16:00(B)반 2-3, 6-5 백춘자 임혜 , 장용례

점핑클레어 월, 수 13:10~14:00(A)반 14:10~15:00(B)반 4-5 지현주 황윤선, 김권옥

테디베어 화, 수 15:10~16:00(화) 14:10~15:00(수) 학습도움실 장명숙 안다형

실험과학화 금 14:10~15:00(A)반 15:10~16:00(B)반 과학실 전진 이창현, 김태성

레고닥터 목, 13:10~14:40(A)반 15:10~16:40(B)반 과학실 김정선 복경운, 노경숙

로봇조립 수 13:10~14:40(A)반 15:10~16:40(B)반 과학실 성학경 홍 숙

복명수주산암산 화, 목 15:10~17:00 5-7 박흥득 송용순

서예∙한문 월, 화 15:10~17:00 5-8 삼락회 이미숙

발레 월, 목 1:10~14:00 강당 우정숙 서용희

스포츠댄스 월, 화 15:10~16:00 강당 신선향 신인숙

축구화 목 15:10~17:00 운동장 류홍성 유용근

수 월~금 15:30~16:30 학생수 장 조혜련 이창현

화, 수/월, 금 컴박사13:10~14:00 심화반13:10~14:00

월, 수/화, 목 한 초급14:10~15:00 파워초급14:10~15:00

월, 수/화, 목 워드반15:10~16:00 ITQ반15:10~16:00

금, 토/월~금 플래시14:10~15:00 문서실무15:10~17:00

초급반1 14:10~15:00 초급반2 15:10~16:00

중급반~16:10~17:00

중국어 화, 목 초급반1 14:10~15:00 초급반2 15:10~16:00 1-4,3-7 이상희 김명순, 김선수

논술 월, 목/화, 금 1,3,5학년(학년별) 13:10~16:00 2,4,6학년(학년별) 14:10~17:00 각학년교실 최시 각학년별담당

바이올린 월, 금 14:10~17:00(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2-5 황애리 신동희

국악교실 목 15:10~16:00 다용도실 김희자 이 경

컴퓨터 컴퓨터1실 경지은 복경운

어(원어민) 화,목 평생학습실 Nancy 김지용, 신지원

공부방 요일 수강 상및시간 장소 강사 담당

서예교실 수 학부모및지역주민14:30~16:00 평생학습실이봉연 이정주

도예교실 수 학부모및지역주민13:30~16:00 학계도예방조세형 이관우

중국어교실 화,목 본교교사16:10~17:00 3~7 이상희 김선수



25일2회개최하여학생중심의교육공동체가참여하는축제를펼

쳐방과후학교의운 과정, 운 성과및결과를학부모및관내초

등학교에 홍보했다. 초등학교 음악경연 회, 충청남도 소년체육

회, 정보꿈나무 회등각종 회에참여하고, 내포사랑큰축제, 만

해제, 햇살둥지백일장및그리기 회등지역사회행사에참여하여

배우고익힌기능을발휘할기회를제공하여방과후학교의활동내

용이자연스럽게홍보가되었고, 이런홍보야말로방과후학교를알

리는최 의전략이다. 

넘어야할산, 건너야할강

운 주체로서 방과후학교 운 을 비 리로 맡아줄 기관이나 단

체가없어, 지역주민및학생들을 상으로좋은프로그램을운 해

오던홍성군청소년수련관에찾아가방과후학교위탁운 의취지를

알리고협조를부탁하여위탁을맡아주겠다는약속을받았고, 이에

홍성군청소년수련관은강사선정및위촉, 강사료책정등에관한업

무를수행했다. 특기∙적성계발프로그램의운 시특별실및유휴

교실이없다보니본교교사들은컴퓨터및교실을내어주고학교의

이곳저곳을돌아다니며, 교재연구및업무를볼수밖에없다. 결국

업무만늘어나고부담만가중되는실정이다. 이에방과후학교를운

하면서학부모의사교육비절감, 맞벌이가정의자녀보육문제해

결, 교육양극화해소등의사회적인문제를해결하는데우리가앞장

선다는생각으로어려움을참고함께노력하고있다.

수익자 부담으로 운 되고 있는 특기∙적성계발 프로그램들의

수강신청및학생관리, 수강료징수등의업무를맡고있는교사및

담임교사들의업무가과중되어방과후학교운 관리시스템을도입

하여시간과노력을줄이고자추진중이다.

교육공동체가만족하는행복한배움터

본교에서수요자중심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 으로‘교육공동

체모두가만족하는행복한학교만들기’란주제로방과후학교프로

그램을 운 하고 있는데, 현재 전교생 1,579명중 1,344명으로

85.11%의학생이방과후학교프로그램에참가하고있으며, 다음과

같은성과를거두었다.

첫째, 위탁방식의운 체제를구축하고지역사회의인적ㆍ물적

자원을확보하며, 교내의다목적실및유휴교실, 특별실을정비함으

로써방과후학교를효율적으로운 할수있었고, 방과후학교관련

교사및외부강사의연수활동을강화함으로써방과후학교에 한

이해와관심을제고할수있었다. 둘째, 수요자의요구를반 한다

양한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 은학생들의특기및잠재능력계발

과창의력등을향상시켜주어학생들이각분야의전문가로서활동

할수있는토 를마련해주었고, 보육교실(사랑둥지)의운 은저

소득층맞벌이가정이보육걱정없이생업에종사할수있도록하는

데도움이되었다. 저렴한수강료와바우처제도의도입은학부모들

의사교육비경감및교육양극화해소에도움이되어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행복한배움터를만들어가고있다. 셋째, 방과후학교홍보

와종합발표회∙전시회, 각종 회및행사참여등방과후학교의표

현기회를제공함으로써방과후학교참여의지를제고하고방과후학

교를활성화하는데도움이되었다.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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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향｜당리중학교교사, hyng3701@hanmail.net

꿈과실력을키우는곳, 승학한우리학교

승학한우리학교에서는...

지훈이는 이번 중간고사에서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싱 벙

, 은지는메이크업자격증을취득하여이분야에 한자신감을얻

게되면서앞으로의꿈이메이크업아티스트라고한다. 모두저렴한

수강료또는무료수강으로운 되는당리중학교방과후학교인「승

학한우리학교」에서의수강결과이다.

「승학한우리학교」는부산의 표적인승학산자락의당리중학교

가중심이되어지역의교육∙문화기관, 학생, 학부모가함께나아가

는방과후학교이다.

도시의 중심지에 위치한 본교는 방과후학교를 운 하기 위해

서지역공동체와의공감 형성을우선과제로설정했다. 도시의무

한한인적∙물적자원을최 한활용하여도시에적합한방과후학

교모델을만들고자했다. 

프로그램운 면에서는자칫교과중심으로치우칠수있는중학

교의특성을고려하여소홀히할수있는특기∙적성프로그램을보

강하여꿈과실력을함께키울수있는수요자중심의다양한프로그

램을운 했다.

수요자가요구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

악하여수요자중심으로운 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본교

는3월초학생들에게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각반의75~80% 정

도의학생이사교육을받고있었다. 그중95%의학생이보습학원을

다니고있었으며, 한달에지출되는사교육비를계산해보니엄청난

금액이었다. 그리고학생과학부모의설문조사결과에서도교과프

로그램의개설요구가많았다. 방과후학교를운 하면서본교에서

중점을둔 역이바로교과프로그램으로, 수요자의요구에적합한

《맞춤형수준별선택형》교과프로그램을개설했다.

한편초등학교에서는특기위주의사교육을받고있던것과는달

리중학교에서는95%가보습학원에다니고있는현실을볼때, 중학

교에서는이미개인의특기신장의기회를상실하고있다는점이다.

이런중학교의실정을극복하는것도중요한방과후학교의나아가

야할방향이라고생각했다. 이런의미에서본교에서는교과와더불

어특기∙적성프로그램에도중점을두어특기향상을위한예체능

반, 그리고자격증취득에중점을두는자격증취득반으로나누어교

과프로그램과더불어자칫중학교에서소홀히할수있는특기∙적

성프로그램을강화하여운 했다. 

학생과의만남을위한준비를했습니다

방과후학교의 주체는 학생이다. 학생들이 얼마나 수강하느냐에

따라성공여부가결정된다. 수익자부담으로운 되는프로그램에

서는무엇보다도홍보가중요했다. 얼마나적극적이고다양하게홍

보하느냐에따라수강생수가결정되었다. 우선홈페이지공고, 학교

정문및주변에현수막설치, 팜플렛배부, 가정통신문발송, 부산교

육뉴스동 상홍보, 민간지역방송에모집공고등다각적인방법

으로홍보하여많은효과가있었다.

방과후학교의또하나의성공여부는프로그램의수준이며, 우수

프로그램은우수강사에의해결정된다. 홈페이지에공고한후몇

차례의검증절차를거쳐서강사를채용했으며, 또한강사의교수-

학습및생활지도능력향상을위해수시로강사연수실시, 담당교



사와강사간1:1 멘토링제실시, 공개수업등강사의전문성을높이

기위해노력했다. 기별운 후강사의교수-학습방법, 수업환경

및운 방법에 한학부모와학생의만족도를조사해환류했다.

지역공동체와함께공감 를형성했습니다

학생들을위한교육은학교만의몫은아니다. 방과후학교운 을

위해지역공동체가함께공감 를형성하도록노력했다. 이를위해

동아 학교교육 학원과의협약을체결하여교수, 강사, 교육 학

원생, 학생을교과프로그램의강사로활용했다.

인근 동주 학과 스쿼시, 성악 등의 프로그램을 연계했고, 본교

학생뿐만아니라관내학교특히본교와가까운8개중학교의학생

과연계하여운 했다. 토요휴업일프로그램중봉사활동반은학생

과학부모가함께재가장애우방문및인근노인요양원에서봉사활

동을실시했으며, 학교인근에위치한희망교회와연계하여「희망

공부방」을운 했다. 또한지방자치단체인사하구청및3곳의기업

체와연계하여저소득층가정자녀30명에게1년간의수강료를지원

했으며, 지역청년회및학교담당형사와연계하여하교시안전사

고예방을위한학교주변순시를하여지역공동체가함께하는방과

후학교를운 했다.  

승학한우리학교, 실천은이렇게했습니다

방과후학교는정규수업을마친후, 공교육의보강으로이루어지

는교육활동이다. 그러나시간상으로정규교육과정의연장선으로

둔다면학생들은곧싫증을느끼고학교를벗어나려고할것이다. 본

교는정규수업을마친후학생들이방과후활동을준비할수있는

여유를주고, 또한인근학교학생들도참여할수있도록하기위해

서16시20분부터주5일제로운 했다. 

교과통합반은주5회하루3시간, 교과단일반은주2회2시간연강

으로운 했다. 1교시(16:20~17:05)는특기∙적성프로그램을운

하며, 2, 3, 4교시(17:30~20:05)는교과프로그램을운 하여학생들

이원할경우특기적성과교과프로그램을함께수강할수있도록

했다.

수요자가 가장 요구하는 교과 프로그램으로는 막 한 사교육비

를차지하고있는 어탐구, 수학탐구, 과학탐구, 논술토론-국어탐

구4과목의교과통합반을개설했다. 교과프로그램은학생선택의

다양성을보장하기위해보충다지기반,기본쌓기반,심화탐구반, 재

따라잡기반의4단계《맞춤형수준별선택형》프로그램을운 했다.

특히보충다지기반에서는구성인원을최소화하고 학생및 학

원생을활용하여개별지도를위한멘토링제를운 하여성취도가

낮은학생들에게학습동기유발및효과를높여학생및학부모의

만족도가높았다.

교과통합반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고력향상 수학실력반, 어정

복반, 과학실력반의교과단일반을운 했다. 강좌의수준을높이기

위하여인근고등학교교사를강사로초빙하여강의를실시함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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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연수 부산교육 News동 상

운 프로그램 보충다지기반



라학생과학부모의호응도가높았다. 또한막 한사교육비를지출

하고있는 어학습을교내로흡수하기위해English Debating반

( 어토론반) 및원어민 어회화반을개설해수준별로운 했다.

내특기키우기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예체능반과 자격증 취득반으로 나누어

예체능반에서는 테니스, 농구, 힙합 배우기, 전통무용, 성악, 플룻,

첼로, 바이올린반을운 했고, 자격증취득반에는토익, 일본어, 한

자급수, 워드프로세스, 한식조리, 메이크업, 제과제빵반을운 하여

자격증취득에중점을두었다.

토요휴업일을이용하여테니스, 농구반은방과후학교활동과연

계한무료강좌를실시했고, 푸른숲선도원활동, 학장천및다 포해

수욕장지킴이활동, 어르신모시기등의봉사활동반을운 했다. 

과학탐구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의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재교육, 천체탐구, 시네마토론, 과학실험반을무료로운 하여인근

학교의많은학생들이참여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메이크업, 수지침, 경락마사지, 원예, 네

일아트, 제과제빵반을 개설했다.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이 2개월씩

수강하여기초기능을습득한후재가장애우방문을하여습득한것

을지역사회에환원했다.

학생수준보장제와강사성과급제를실시했습니다

“이번기말고사에서의나의목표는?”

“계속수강한후나는자격증을따겠어!”

학생들에게목표를정해주는것은매우큰의미가있다. 목표를

위해열심히수강을해야겠다는의지는성의있는수강태도, 높은

출석률, 만족할만한결과로이어져방과후학교의성과가확실하게

나타난다. 이를위해본교에서는학생수준보장제와강사성과급제를

실시했다. 

학생수준보장제는강사와학생의상담을통하여학생수준에맞

는목표를설정한후, 일정기간수강한후각종 회나발표회에참

가할수있는수준또는수강분야의자격을취득할수있는실력이

되도록강사가책임지고지도하는것이다. 강사성과급제는학생들

의 회입상정도및자격증취득비율에따라강사에게일정금액

의성과금을지급하는것이다. 이두제도는서로맞물려서학생에게

는목표도달을위해지속적인수강을유도할수있고, 강사에게는

책임있는강의를이끌어낼수있어매우효과가컸다. 강사성과급제

의기준은학생및학부모만족도조사, 출석률, 수강생수유지, 학

생수준보장도달정도를평가했다. 

운 결과특기∙적성프로그램에서는각반별로80~100%가연

계수강했고, 자격증취득반중메이크업반에서는비록중학생이지

만4명의학생이3급자격증을취득했으며, 이학생들은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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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에서학부모들의메이크업을담당하는실력을발휘했다. 예

체능반의전통무용반은교외 회에서금상, 힙합배우기반은 상

을수상했으며, 워드프로세스, 한자급수등여러 역의프로그램에

서수강한실력을검증할수있는자격증취득및입상을했다. 

이처럼특기∙적성프로그램의경우는수상실적이나자격증취

득결과로드러나는강사의성과를판단할수있었으나, 교과프로그

램에서는단순히교과성적향상을기준으로강사의성과를판단하

는점에는다소무리가있었다.

어려운점은이렇게극복했습니다

학생모집!  다양하고적극적인홍보

도시에는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수강하는 실정이므로 수강생

모집은쉬운일이아니었다. 적극적인홍보를위하여기별홍보팜플

렛을수천장인쇄하여본교및인근학교학생에게배부하고, 가정

통신문과문자서비스등다양한방법을이용하여적극홍보한결과,

인근학교학부모님이학생과함께직접팜플렛을가지고본교로방

문하여등록하는경우도있었다.

프로그램의질관리!  교사와강사1:1 멘토링실시

외부강사의경우교수-학습방법및학생상담, 생활지도가다

소미숙했다. 이를해결하기위해담당교사와강사간에1:1 멘토링

제를운 하여수시로교수-학습및학생지도방법에 한상담을

실시하여강의수준을향상시켰다.

수요자의교과프로그램요구!  교과통합반운

교과 프로그램에서 교과단일반만 개설한 학교의 경우 방과후학

교에서한과목을수강하고그후다시사교육기관에서수강하는문

제점이있었다. 이런점을방지하기위해학생과학부모들이가장원

하는교과통합반을개설했다. 그결과사교육을중지하고방과후학

교수강으로전환하는학생이많았다.

학생수강연계필요! 학생수준보장제및강사성과급제실시

특기∙적성프로그램에서는새로운기에수강을하는학생이기

존학생과함께수강하는것은진도가다르기때문에강사나학생모

두힘들었다. 그래서학생들의연계수강을이끌기위해학생수준보

장제와강사성과급제를실시한결과, 각프로그램별로1기부터연

속하여수강하는학생의비율이80~100%에달하게됐다.

저소득층가정자녀수강료지원필요! 지역기업체후원

저소득층가정에서는점차고액화되어가는도시의사교육을받

을기회가적다. 교육기회의양극화는곧사회양극화현상으로이어

질것이다. 이런현상을해소하기위해지방자치단체의노력으로지

역기업체3곳의후원을받아저소득층가정자녀에게1년동안의수

강료를지원했으며, 2학기에는정부와시교육청의지원으로많은학

생이무료수강했다.

이런열매를맺게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와함께하는도심형방과후학교를운 한결과, 얻은

수확은 다음과같다. 첫째, 지역사회와의공감 형성을통한강사,

학생, 프로그램, 시설등도시의무한한인적∙물적자원과연계한

탄력적교육활동프로그램운 을통해공교육에 한신뢰도및만

족도를향상시켰으며, 학교의지역사회화를이루는밑거름이될수

있었다.

둘째, 정부, 지방자치단체및기업체의지원은저소득층가정자

녀의교육기회확 로사회양극화현상을줄일수있었다.

셋째, 교과및특기∙적성프로그램운 등다양한교육기회를

제공하여많은사교육비를지출하고있는학생들이저렴하고적절

한비용으로참가할수있어사교육비경감효과를가져올수있었

다. 

넷째, 《맞춤형수준별선택형》교과프로그램을개설하여학생들

스스로수준에맞는반을선택수강하게하여학습력을향상시켰다.

다섯째, 학생강사를활용한보충다지기반의멘토링제도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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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개별학습지도가가능하 고, 학생들의학습흥미유발과학습

력향상에많은효과가있었다.

여섯째, 학생수준보장제및강사성과급제는학생에게는지속적

으로수강하도록하고, 강사에게는책임있는지도를유도할수있어

서방과후학교활성화를위한모델이되었다.

일곱째, 지역주민들에게평생교육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학교

가지역사회에기여하여학교에 한긍정적인인식을하도록했다.

승학한우리학교, 앞으로의기

학교속에또하나의학교가움직이고있다. 방과후학교를운 하

면서가장힘들었던부분은기별수강생모집및우수프로그램운

을위한우수강사확보 다. 기별프로그램운 에 한다양하고

적극적인홍보와우수강사관리및모니터링에최선을다한결과,

교과프로그램에서는1기부터5기까지계속수강하는학생이많았으

며, 특기∙적성프로그램에서는자격증취득반을비롯한우수프로

그램운 으로1기부터반별로80~100%의학생이지속적으로수강

하고있으므로수강생모집의부담을들수있었다. 본교는방과후학

교운 에25개교실을사용한다. 방과후교육활동이다보니교사들

에게는정규일과후많은업무에힘이들었고, 작게는교실뒷정리

등의사소한문제도발생했다. 

앞으로방과후학교의활성화를위해서는본교및인근학교교사

가방과후학교강사로참여하는것이사교육과의차별및학부모의

신뢰를얻을수있는최선의방법이다. 그러나정규교육과정을중시

해야하는교사의입장에서본다면방과후교육활동까지참여한다

는것에는다소무리가있지만, 이를유도하기위해참여교사에

한지원방안연구가필요하다. 

수익자 부담으로 운 되는 교과나 특기∙적성 프로그램에서의

수강생모집을위한과중한업무는교재개발시간부족등교사의

정규교육과정운 에피해를줄수있으므로업무를전적으로담당

할수있는업무보조원지원방안이필요하다. 그리고가까운학교

를한그룹으로묶어서거점학교를두고운 함이필요하며, 거점

학교로서의역할분담및각학교의특성화프로그램을연계하여운

하는방안연구가필요하다.

이와같은문제점을점차해결한다면학생과학부모들의신뢰도

가높아질것이며학생들스스로방과후학교를찾을것이라본다. 

그러면 머리에서소개한지훈이와은지같은학생들이점차늘

어날것이며, 공교육보강과교육복지실현이라는방과후학교의취

지가더욱빛나게될것이다.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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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어김없이‘그날’이왔다. 눈치없이큰소리내

지말라는날. 한집건너부모들이마음졸이는날. 새

벽부터온나라교통경찰까지모두긴장하는날. 교회며성당

이며절에부모들의간절한기도가절정을이루는날. 무엇보

다고등학교3년동안의공부결과가드러나는수험생들의날.

바로 학입학수학능력시험일이다.

올해11월16일. 전국76개시험지구971개시험장에서58

만8,890명의수험생이일제히수능시험을치 다. 오랜만에

찾아온강추위속에수험생들은종종걸음으로시험장으로향

했고, 부모들의마음은시험을치르는아이못지않게바삭바

삭타들어갔다. 이른새벽시험장주변은선배들을응원하러

나온후배들의응원소리로한바탕난장을이뤘고, 교문밖에

서하루종일이어지는부모들의소리없는기도는얼어붙은겨

울땅을녹일만했다.

올해수능도이렇게시작했다. 수능이도입된지10여년이

지났지만 수험생이나 학부모 마음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온

국민들의‘긴장감’은10여년전과달라진게없다. 10년이면

강산도변한다고했다. 그러나강산이변해도변하지않고여

전한것은수능을전후한사회적인분위기 다. 온국민이수

능을치르듯마음을졸이는분위기다.

올해도수능은다음날일간지와방송의1면헤드라인을장

식했다. 그만큼국민적관심사가된지오래다. 수능의위상이

이렇게높아지다보니교육계는물론온사회가수능때문에

들썩이는것도당연하다. 올해도예외는아니었다. 수능일인

11월16일교육인적자원부는‘2007학년도수능시행일교통소

통원활화 책’을마련해발표했다. 제주도를제외한전국에

걸쳐관공서와기업체의출근을오전9시에서10시로늦췄다.

중교통도수능앞에서는두손을들었다. 수도권전철과지

하철의혼잡시간 운행시간도두시간연장했고, 시내버스

는등교시간 에집중배차했다. 개인택시부제도해제해온

나라의택시가수험생을실어날랐다. 듣기평가가실시되는

오전과 오후 특정 시간 에는 항공기도 이착륙이 금지됐고,

버스와열차등모든교통수단은시험장주변에서서행하고

경적도사용할수없었다. 경찰도이날만큼은수험생‘수송’을

위해교통관리특별근무에들어갔다. 서울에서만교통경찰관

1,351명에모범운전자1,481명, 순찰차와경찰오토바이등차

량602 가총동원됐다.

올해수능때문에교육계에이어가장긴장한곳은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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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지난해까지는나타나지않던수능관련범죄까지등장

한 탓이다. 수능 전날인 15일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 112

신고센터에는이메일하나가접수됐다. “16일수능시험일에

는사상유례없는참사가빚어질것이다. 수능시험장971곳

중4곳에원격폭탄을설치했다.”는내용이었다. 발신자추적

결과경남창원의한PC방에서컴퓨터를사용한20 중반

남성이용의자로밝혀지고, 그를추적중이다. 시험장에 한

일제조사결과다행히폭발물이발견되지는않았지만학부

모를비롯한국민들은또다른긴장감으로마음고생을해야

했다.

‘수능 문제지를 800만원에 팔겠다.’는 괴전화도 있었다.

수능이틀전인서울의한고3 수험생에게수능문제지를줄

테니돈을달라는전화가걸려왔다. 경찰은수능을이용한사

기범죄로보고수사를하고있는중이다.

올해는수능을둘러싼해프닝도적지않았다. 수능을앞두

고일부인터넷사이트에‘수능이연기된다.’는거짓 이퍼

지면서놀란수험생들이확인에나선것이다. 학생들이자주

접속하는한인터넷사이트에관련내용이올라수험생들의

문의가잇따랐으며, ‘수능연기’라는검색어가주요포털사

이트의실시간검색순위에오르기도했다. 말그 로해프닝

으로끝났지만수험생들은“수능으로장난을치다니너무하

다.”며속상해했다.

광주에서는수능시험시간중에축포가터져수험생들의

항의를받기도했다. 때마침광주에서열리는김치 축제행

사장에서 행사 관계자들이 개막을 알리는 축포를 터뜨렸기

때문이다. 행사관계자들은수능시험을방해했다는‘혐의’로

경찰조사까지받아야했다. 경찰은그렇지않아도극도로민

감한학부모와수험생들의여론을의식해관계자를조사했지

만극도로민감한수능분위기에혀를내둘 다.

수험생이라면수능이빨리끝나기를바라는것은당연한

일. 그러나수험생못지않게수능일을손꼽아기다려온사람

들도있다. 바로수능을출제한출제위원단들이다. 수능출제

본부요원650여명은수능일마지막교시시험이시작되기

까지33일동안의‘감금생활’에서벗어났다. 교사와교수등

출제위원단 294명과 검토위원단 183명, 경찰∙보안요원 등

관리요원단175명등이다. 이들은지난10월15일주변사람

들에게 작별인사도 하지 못하고 차출돼 모처의 콘도미니엄

건물에서격리돼생활해왔다. 

이들의합숙생활은철저히보안속에서이뤄졌다. 모든일

을출제본부안에서해결해야하기때문에요리사에서부터

전기기술자, 녹음테이프제작요원등이함께합숙했고, 외

부인의출입을막을보안요원과경찰도감금 상에서예외

는아니었다. 이들의생활은그야말로보안과보안속에서이

뤄졌다. 혹시라도있을지모를문제유출을막기위해외출은

당연히금지되고, 외부와연락할수있는전화나인터넷, 우

편, 팩시 리등도사용할수없었다. 건강관리를위해의사

가함께합숙하고, 러닝머신을비롯한운동기구를갖춰놓았

을뿐이다. 예외적으로상을당한4명이외출했지만그나마

보안요원을 그림자처럼 붙이고 다녀왔다. 쓰레기도 수능이

끝날때까지외부로반출하지못했다. 한마디로무인도생활

을하는셈이다. 특히수능문제출제가끝나고문제를인쇄

출제본부에넘긴뒤보름동안은할일없이시간을보내야했

다. 문제가 유출되는 경우 수능을 다시 치러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막기위해불가피한보안조치 다.

수험생들은수능이다가올수록마음을졸이지만매년수

능을 반기는 사람들도 있다. 수능이 목인 셈이다. 부분

수능을전후해수험생들과그가족들을겨냥해다양한마케

팅을 펼치는 기업들이다. 올해에는‘합격 사과’가 박이었

다. ‘합격사과’는수능을일주일앞두고강원도강릉에서생

산된것으로, 올가을‘초속40미터에가까운강풍에도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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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않은사과’라는꼬리표를붙이고등장했다. 2개를포장

해5,000원씩판매됐지만없어서못팔정도로인기를끌었다.

현지농가들이수능을이용해강풍피해를수익증 로변화

시킨것이다.

또다른수능아이디어상품은DHA 초콜릿이었다. 수험생

간식으로좋다는이유로유통업계에 박을안겨줬다. L백화

점이개발한이초콜릿은수능전11월11일부터15일까지시판

한결과초콜릿매출이지난해에비해30% 늘었다. 수도권점

포당하루평균매출이1,000만원이넘을정도 다. 일부점포

에서는반나절만에하루물량이동이나기도했다.

이렇듯수험생은업계에게곧돈이자매출이었다. 거의모

든유통업계는그동안공부에서해방돼마음껏돈을쓸가능

성이 높은 수험생들을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 행사로 유혹했

다. 일정비율상품을할인해주는것은기본. 수험생들을위로

한다며공연과콘서트를기획하며경품까지내걸고수험생고

객을끌어모았다. 수험생들사이에서인기를끌만한전자제품

업체도빠지지않았다. 이러다보니‘올해수능을치른수험

생’이라는증거표시인수험표는어딜가나인기 다. 예전같

으면수능이후다시보고싶지않았겠지만이젠수험표도엄

연한‘신분증’으로‘신분’이상승했다. 화관이나할인행사,

이벤트 등에서 수험표만 내 면 최고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등수험생들에게‘효자’노릇을톡톡히하고있다. 수능

만치러도우 를받는것이다.

수능은국민들의소비패턴도바꿔놓았다. 한백화점이고3

자녀를둔1,121가구를 상으로실시한백화점카드소비행

태를분석한결과수험생을위한지출의비중은높은반면다

른가족을위한지출은훨씬적은것으로나타났다. 수험생가

족들은식품구매액이112만원으로일반고객(75만원)보다훨

씬많아수험생식단에많은신경을쓴것으로조사됐다. 반면

외식은일반인보다훨씬적은18만3,000원에불과했고, 아동

의류구매액도39만9,000원으로일반인(48만원)에비해크게

못미쳤다.

정치권도수능에서만큼은자유롭지못했다. 여야를막론하

고수능당일“힘내라”며격려메시지를발표했다. 특히내년

권주자들에게수험생은우호적인여론조성에한몫할수

있는좋은계기 다. 여야 변인을비롯해열린우리당정동

전의장과한나라당박근혜전 표, 이명박전서울시장,

손학규전경기지사, 고건전국무총리등은미니홈피나개인

홈페이지에수험생격려메시지동 상을띄우는등공을들

이는분위기 다.

수능이고3이나재수생에게만해당되는일은아니었다. 일

부고등학교2학년들도수능일인16일오후부터수능을치

다. 시간 별로공개되는수능문제지를복사해고2를 상으

로미리시험을경험하게한다는한입시학원의마케팅전략

에따른것이었다. 이날‘사교육1번지’로불리는서울 치동

의한입시학원에서는이날오후1시부터밤10시30분까지실

제수능과똑같은방식으로1,000여명이수능을치 다. 어느

덧수능은고3이나재수생들의전유물에서벗어나있었다.

수능은끝났지만수능의사회적인여파는여간해서끝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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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일선고등학교에서는수능이후고3 학생들의수업공

백문제로골머리를앓았다. 학별고사인논술고사를준비하

기위해등교하지않거나조퇴하는학생이속출하고, 지방에

서는체험학습을핑계로서울에있는인기논술학원에등록하

는학생도적지않았다. 특히학교에나오지않아도모르는척

하거나오전수업만하고하교시키는등수능이후고3 교육과

정은 그야말로 파행을 이뤘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일선학교에 한지도감독을철저히하겠다고밝혔

지만현실성없는지침에공교육은힘없이무너져내렸다.

지방자치단체에게도수험생과학부모들은중요한민원인으

로등장했다. 교육문제, 특히 학입시문제는교육을넘어지

역주민의주요관심사항이자민원사항이되어버린탓이다. 

각지자체들은학부모들의요청에따라앞다퉈유명입시학

원들의인기강사를초청해 입설명회를열었다. 서울에서도

노원구, 동 문구, 도봉구, 중랑구, 강남구, 강북구, 양천구, 

등포구, 마포구, 구로구등거의 부분의구청들이 입설명

회를개최했다. 여기에각사설 학입시기관과 학, 기업등

이마련한 입설명회까지합치면서울에서만수능이후100

여차례가넘는 입설명회가열렸을것으로추산되고있다.

이렇게각종설명회가수험생과학부모에게인기있는이유

는정보가부족하기때문이다. 수능성적이나오는12월13일

전까지는가채점결과만으로지원하려는 학을정해야하는

데, 학별로논술이나면접실시여부, 학생부나수능반 방

법등이천차만별이다보니유∙불리를쉽게결정하기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수험생들은최종성적이나오기전까지가

채점결과만을바탕으로지원 학을고르고있다. 가채점결

과를바탕으로사설입시기관들이만든배치표가단연인기를

누리는것은이런이유에서다.

이렇듯수험생과학부모를비롯한교육계는물론경찰에기

업, 지방자치단체, 정치권까지수능에서자유롭지못한것은

비단어제오늘의일은아니다. 특히교육열에서세계에서둘

째가라면서러워할정도로열성인우리나라에서수능열풍은

어쩌면당연한일인지도모른다. 어떤사람은이런현상에

해사회적인학벌중시풍조를원인으로지적하기도하고, 또

어떤사람은전통적으로이어져온뜨거운교육열을원인으로

분석하기도한다. 다일리있는말이다. 그러나필자는언론계

에종사하는사람으로서무책임한언론때문이라고감히말하

고싶다. 수능을둘러싼모든현상이언론때문이라고볼수는

없지만상당부분언론이직∙간접적으로부정적인 향을미

친것은부인할수없다.

표적인것이가채점을바탕으로주요사설입시기관에서

공개하고있는 입배치표에 한언론보도다. 표준점수제

가도입된지오래지만사설입시기관들은여전히가채점결

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배치표로 만들고 있다.

수험생들을상담해돈을벌어야하는이들기관의입장에서는

최종성적이나오기전까지가능한모든정보를취합해정보

를제공할수밖에없다. 그러나언론은다르다. 수험생들을

상으로돈을버는곳이아니기때문이다.

신문과방송등각언론매체들은최근몇년동안가채점결

과를보도하지않기로하고그약속을지켜왔다. 최종성적이

나오기전에성급한보도를내보내는바람에수능성적을비

관한수험생들의자살이잇따랐기때문이었다. 그러나몇년

동안이어져온관례는지난해부터깨졌다. 그동안주요6개사

설입시기관들이합의를통해배치표등구체적인내용에 한

보도자료를내지않기로했지만, 이들을제외한일부학원에

서보도자료를인터넷에공개하면서일부언론에그 로보도

된것이계기가됐다. 6개기관들은배치표에 해확실한것

이아니니그 로믿지말라고당부했지만활자화되고텔레비

전으로나간보도는수험생들과학부모들에게정보제공과함

께상당한혼란을부추겼다. 어디어디에합격하려면원점수로



몇 점은 받아야 한다는 기사가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긍정적인효과보다는이를맹신해서일어날수있는부

정적인효과를낼가능성이커졌기때문이다.

수능때만되면정기적으로등장하는‘캘린더성’기사도문

제다. 수능과관련한기업의홍보성기사는수험생을위한정

보제공을넘어온언론매체를‘수능전문지(방송)’처럼만들

고있는것이다. 문제는이런언론보도의행태가눈덩이처럼

확 재생산된다는점이다. 한두곳에서나기시작한불필요

한수능관련보도는경쟁적으로지면과방송을장식하는수

준을이미넘어섰고, 이를바탕으로속보등다양한형태로기

사화되고있는실정이다. 앞서예로든수능을둘러싼각종사

건∙사고, 해프닝, 기업과정치권의움직임등을다룬기사들

은수능이이미교육문제를넘어사건화되고있다는것을여

실히보여주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올해에는이런언론보도에 해시민단체가성명서를내

기에 이르 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수능 직후 낸 논평에서

“언론매체들의호들갑이갈수록도를넘어서고있다.”고비판

했다. “ 학진학을포기하거나보류하는학생들이수도없이

많은데도수험생만이전부인듯보도한다.”는지적이었다. 이

단체는특히수능선물용상품을간접홍보하는식의기사나

수능쉬는시간도중에난이도를취재하는언론, 가채점결과

를속보로보도하는언론행태를지적하며“가뜩이나예민해

져있어사소한보도에도일희일비하기쉬운수험생들에게추

측성보도와속보에연연한보도를그만두기를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교육권실천운동도수능당일논평을내고“교육인적자

원부는수능시험일을차라리국경일로정하라.”며수능을둘

러싼국민적인호들갑을문제로지적했다. 이들은“수능일이

차라리국경일이라면일회성행사로끝나고이처럼난리법석

을피우지도않을것”이라면서“언론매체들이수능만이성공

의지름길이라고판단해경쟁적으로수능을보도하고있다.”

고꼬집었다.

그러나당연히문제의식을가져야할언론매체들의태도에

는올해에도여전히변함이없다. 수능관련보도는말할것도

없고, 당장외국어고와과학고등특수목적고에 한정보까

지상세히다루고있다. 국민들의알권리를충족한다는차원

의정보성기사야비난할이유는없을것이다. 그러나어느학

교가주요 학에많이입학시켰는지순위를매기거나지역별

로 합격자 수를 낱낱이 공개하는 보도는 언론인으로서 견딜

수없는죄책감을느끼게한다. 이런언론보도가 학에이어

고등학교중학교까지서열화해온나라의학생들을공부에만

매달리는수험생으로만들수밖에없는탓이다. 부분의학

생들이어려서부터좋은 학진학이라는하나의목표를위해

‘달리고, 또달리지만’원하는 학에들어가는수험생이극소

수인점을감안하면 부분의우리아이들은12년내내실패

를경험하는셈이다. 이아이들은인생의낙오자인가. 그렇지

않다면이들을배려한보도는불가능한것인가. 그것도아니

라고 본다. 언론인으로서 언론보도를 스스로 탓하며 누워서

침을뱉는것은이런이유때문이다.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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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의수능보도에 한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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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교육기관

학점은행제는정규 학에서의학점뿐아니라정규 학

이외의곳에서학습한결과에 해서도그질이 학에상응

하면 학학점으로인정해주는제도이다. 학점은행제에참

여하고있는교육기관은다양하다. 학 (전문 학) 부설평

생교육원, 학원,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시설, 공공기관, 군

내교육기관, 원격교육기관등다양한교육기관에서학점은

행제에참여하고있다. 학습자들은이들다양한교육기관중

에서자신에게가장적합한교육기관을찾아학습하고그결

과를학점으로인정받는다. 학습자가다양한교육기관을선

택할수있고, 더욱이여러개의교육기관을선택할수있기

에학점은행제학습자들은교육기관의선택폭을넓힐수있

으며, 반 로교육기관측에서는학습자를모집하기위한경쟁체제에놓이게된다. 

학점은행제교육기관들은학습자들에게보다매력적인교육과정을제공하기위하여노력할수밖에없다. 직업전문학교는학점

은행제교육기관유형중의하나이며, 실무중심의교육을통하여취업으로연결할수있다는장점을갖고있다. 과거에는취업에

는유리하지만 학학위를취득할수없다는단점때문에많은우수인력이직업학교에서의공부를주저했다면지금은취업에유

리한실무교육을받을수있고, 더불어학점은행제를통해학위를취득할수있어취업과학위라는두마리토끼를잡기유리한곳

이되어가고있다. 이러한직업전문학교중에서도특히주목을끄는기관중의하나가바로한국IT직업전문학교이다.

한국IT직업전문학교의특성

한국IT직업전문학교의특성은김명용학장의교육관에서그유래를찾을수있다. 김명용학장은교육시장의변덕에휘말리는

것보다는그변덕을앞서잠재울수있는길을택해야한다고주장한다. 그전략은다름이아닌, 특화와고도화이다. 본인의표현을

살려표현하자면선택과집중, 이두가지에서한국IT직업전문학교는미래의희망을찾고있다. 한국IT직업전문학교의선택은IT

인력양성을위한교육이었으며, 집중의 상은세계최고의실무능력함양이다.

“IT 기술은향후에도지속적으로요구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한정된인적, 물적자원안에서여러분야의교육을병행한다면

제 로된교육을실현시키기어렵다고봅니다. 우리는'선택과집중'을통해기존의시설(제과제빵)을처분하고현재는IT 분야에

만집중하고있습니다.”

“경 뿐만아니라교육에서도사이클이있으나, IT 기술의국제화가이루어지면, 리스크가분산될것으로예상하며, 외국의인

력을교육시킬수있는새로운시장이열릴것입니다.”

김명용학장은학습자들의인성교육을강조한다. 실무능력을강조하는그의신념을더욱신뢰할수있게하는 목이다. 이역

백은순｜한국교육개발원학점은행센터소장, esbaik@kedi.re.kr

- 한국IT직업전문학교- 

│학점은행제우수기관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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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산업현장의목소리에끊임없이귀를기울인결과이다.

“본인은실무중심의직업인양성과함께직업교육이전에사람에 한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사회생활에필요한기본적

인예절교육이필요합니다. 예컨 평생직장은없고평생직업만있다고하지만, 이직또는퇴직시에요구되는예절이있는것입니

다. 이러한기본적인것을포함하여인성교육이필요합니다.”

“현재우리는새로운교육기관을신설하여인성교육, 어교육등을제공하고있습니다. 학생들이인성교육을받아야만졸업할

수있도록기관차원에서권장하고있습니다. 졸업인증제를실시할계획이며, 그렇게되면학점은행제의학위증은받을수있으나

기관의졸업장은받지못하는경우가생길수있습니다.”

이러한김명용학장의실무교육및인성교육을중시하는교육철학은교수진과학생들의교육철학으로이어진다. 교수진이나학

생들역시실무능력중심및인성교육중심의교육에동의하고있으며, 그결과에만족한다. 한국IT직업전문학교의특성을가장잘

드러내주는수업의하나가프로젝트수업이며, 프로젝트경험은학장, 교수진, 학생모두에게중요한의미를갖는다. 학장은교수진

의수업부담을줄여주고교육내용과직접관련되는각종의프로젝트를수행할수있는기회를넓혀주고있다. 이러한기회를통해

교수진은현장의목소리에끊임없이귀기울이면서새로운기술적요구를교육에반 하고있다. 

프로젝트를수행하면서교수진과학생사이에생겨나는친 도는교수-학습의과정에서학습의효과를드높이는중요한요인이

된다. 타직업전문학교에서근무한경력까지를포함하여7년정도가르쳐온한교수는무엇보다도이러한교수와학생사이에형성

된친 감을자랑한다. 학생들사이에서는'힘들어서행복하다'는말이애용된다고한다.

“기술적인면과정서적인면두가지로보면, 정서적으로학생과교수의친 도가매우높습니다. 이러한친 도를바탕으로학생

이결석할경우지도교수가직접전화를합니다. 학생지도와관련하여모든정보는웹정보시스템을통해진행됩니다. 이시스템을

통해지도교수가상담일지, 프로젝트일일보고서등을작성합니다. 전시회를준비하면서학생들과지도교수가한달이상합숙하면

서작업을하기도합니다.”

프로젝트중심의수업은주로2학년과정에서이루어지며, 학생들은팀단위로프로젝트를수행한다. 실제로프로젝트경험은학

생들의 학원진학이나, 취업시면접에서강한힘으로발휘된다. 최근 학원입시에서면접을치른한학생(숭실 학원진학

예정, 25세) 역시프로젝트의경험이큰힘이되었다고말한다.

“개인적으로 학원입시합격에(프로젝트경험이) 90% 이상 향을미쳤다고봅니다. 서류전형에서보다는면접시에프로젝트

경험을말하면면접관들이관심을갖고듣습니다. 학원면접시자기소개서를검토하면서첨부서류로제출한프로젝트에놀라면

접관의표정이바뀌었던기억이있습니다.”

실무중심교육의일환으로이루어지는프로젝트수행은입시나취업에서의기여외에도학습의과정에서도매우적극적인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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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갖는다. 고려 에재학중이던한학생은

재학중 겪었던 교육에 회의를 품고 부모의

반 를무릅쓰고한국IT직업전문학교에오

게되었다. 초기부모의반 는학생자신의

작품을보고난후크게달라졌다.

“소위명문 를그만둔다는말에처음에

는많이반 하셨습니다. 지금은제가공부

하는모습을보시고많이지원해주십니다.

한학기가끝나고직접만든결과물을보여

드렸더니 많이 놀라셨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게되면게임업계의수요가많을것이라

는점도알게되셨습니다.”

한국IT직업전문학교의교육과정

한국IT직업전문학교에서는 2007년부터

3개의학부, 9개학과, 7개전공으로운 된

다. 학과단위로모집하는경우에는전공관련기

초소양을기른뒤다시세부전공으로나뉘어과정이진행된다.

한국IT직업전문학교의자랑거리

학점은행제교육기관인한국IT직업전문학교의자랑거리를몇가지로나누어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실무위주의맞춤교육을통하여취업률100%에도전하고있다. 컴퓨터보안, 게임그래픽학과등은취업률100%를실제로

달성했다. 프로젝트수업은실무능력을충분히키움과동시에학생들이취업에 한자신감을키울수있다. 한국IT전문학교에서

는이러한프로젝트수업을통해전교생취업또는창업을목표로한다. 교수진도실무의프로젝트를진행하기위해계속기업체와

교류를유지하고있으며, 프로젝트위주의실무교육을위해 부분의강의실에는1인1PC의실습환경을갖추고있다.

둘째, 실무위주의교육으로취업에유리할뿐만아니라학점은행제와의연계로학사학위를취득하여졸업할수있다. 상당수의

졸업생은학사편입이나 학원에진학한다.

셋째, 미래의유망직업과관련된학과를운 하고있다. 10년뒤유망직업1위에사이버경찰이선정되기도했다.

넷째, 첨단산업분야의현업전문가가교수진을이루고있어학교의젊음을자랑한다.

다섯째, 2005전주컴퓨터게임엑스포게임공모전 상및우수상, LG텔레콤게임시나리오장려상, 국제커뮤니케이션디자인공

모전입선수상등을통하여학교위상을드높이고있다.

여섯째, 학생선발과정에서수능이나내신을반 하지않고적성검사와면접만으로학생을선발하고있다. 어떤학생이던자기

만의특기나장점을살릴수있다.

일곱째, 프로젝트의진행이나학과수업의심화를위해컴퓨터실을24시간개방하고있다. 그뿐만아니라교수진도학생들과같

이밤을새며프로젝트를진행한다.KEDI

학부 학과/전공 단위 학위

컴퓨터보안

정보통신 사이버경찰

모바일유비쿼터스

웹컨텐츠

게임기획 학과

게임프로그래밍

게임 모바일게임

온라인게임 전문학사

게임그래픽

웹디자인

온라인광고

상아트

디자인 그래픽디자인 전공

캐릭터디자인

가상현실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스웨덴탁아시스템은국가및지역사회가가정과부모, 

어린이의복지를책임진다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교육법에의해서법적으로뒷받침되는이시스템아래서부모가

어린이를맡기려고시에지원하면시당국은보통서너달안에집

에서가장가까운곳에위치한탁아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학교를고르는데에도자율권이보장되어어린이의요구와

환경에맞추어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다.

세계의 교육

World 
Education

교육개발│2006 Winter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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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ducation CHINA

11월8일북경에서열린중국청소년주의

력상황세미나에서어떤전문가는초등학생

소군이6명(부친, 모친, 할머니, 할아버지, 외

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어른에게 포위되어

공부하고생활하는모습을다음과같이진술

했다. 소군은 매일 방과후에 어른들이 독촉

해3시간의숙제를끝낸후, 1시간의피아노

연습을 한다. 주말에는 어른들이 신청해 준

11개의 과외(취미특기반 포함)를 받는다. 이

에참을수없어진소군은그만두겠다는호

소를했다.1) 과중한스트레스를받아주의력

집중이전혀안되는현실속의사례 다. 이

사례는개별적이긴하지만어느정도보편성

을띠고있다. 

2006년 4월 하북성 당산시의 공청단 위

원, 청소년궁에서 당산시에 소속된 다양한

유형의8개초∙중등학교의3,000여명학생

을 상으로조사를실시한결과90% 이상

의초등학생과, 70% 이상의중∙고등학생이

과외학습반을다니는것으로나타났다. 주말

에1개의과외반을다니는학생이30%, 2개

를다니는학생이40%, 3개를다니는학생이

15%, 4개이상을다니는학생이5%를차지

했는데, 이들중다수학생은부모의강요에

의하여다니는것으로나타났다.2)

국가통계국, 교육부에서 일부 도시의 초

등학생을 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80% 이상의초등학생이각종형식의올림픽

경기 비과외학습반, 취미특기과외학습반,

등급시험 비학습반에다니며, 다수가2개

이상을다니는것으로나타났다.3)

학생, 학부모의과외학습요구가있으면,

그에맞는과외학습반시장이생기게마련이

다. 과외학습문제는이미중국교육의심각

한문제중의하나로인식되고있다. 중국의

방과후학교들이 어떤 양상을 띠고 있으며,

왜과외학습이성행하는지, 과외학습은어떤

장단점이있는지, 과외학습을줄이기위하여

어떤조치를취할것인지에 한문제를살

펴보자. 

방과후학교의양상및발생원인

중국의 방과후학교는 학교 교사(校舍)를

임 하여 운 (주말시간 이용)하거나 또는

단독 교사(校舍)로 운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체로다음의몇가지양상을띠고

있다. 

1)진학목적의보충수업반

이는 도시 지역에 진학경쟁과 명문교 입

학을 비하여개설한과외학습반이다. 중국

은중학교가평준화정책아래다수학생들이

무시험을통한근거리입학을하고있다. 그

러나지방교육청의허가를거친후, 일부명

문중학교에서실험반을개설하여본교의조

건에부합되는학생을선발할수있도록되

어있고, 일부특목중∙고등학교에서도특기

생을모집할수있도록되어있어명문중학

교에 개설된 실험반으로 입학하거나 특목

중∙고등학교로 입학하기 위해 보충수업을

중국의방과후학교와교육문제

유경희｜북경회문고등학교교사,

liujingji@hanmail.net

중국은한가족한자녀정책과경제력이

뒷받침되면서 부모가 자녀교육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 학

정원을갑자기늘리면서 학졸업생취직

경쟁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입시경쟁이

명문 진학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입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이러

한 방과후학교 시장의 수요가 생기고 과

외교육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것이다. 

1) 2006년11월9일, 南方都市報

2) 2006년4월19일, 燕趙都市報

3) 2006년11월8일, 中國敎育報



받는다. 이런과외학습반의 상은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중학교 3학년 학생이다. 그리

고개설된과목은중학진학반은국어, 어,

수학이고, 고등학교진학반은국어, 어, 수

학, 물리, 화학등이다. 이런과외학습반이생

기는이유는제한된명문교와특목고에입학

하고자하는입시경쟁이치열하기때문이다.

2) 학습성적향상반

초등학교4, 5학년, 중학교1, 2학년, 고등

학교1, 2학년학생을 상으로하는과외학

습반이다. 과외학습반이생기는원인은, 학습

성적이좋지못한학생이학습성적을제고하

거나학습성적이괜찮은학생이더욱높은성

적을취득하기위해서다. 이러한과외학습반

을운 하는학교측의논리는초등학교단계

에기초를잘닦지못하면중학교학습성적이

향을 받고, 중학교 단계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면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수있다는주장이다. 또한자녀의성적

이원하는기 치에미치지못해고민하고있

던학부모역시이러한과외학습반에자녀들

을 보내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적극적이다.

이런유형의과외학습반에개설된과목은일

반적으로진학보충수업반과동일하다. 

3) 고3 재수반-고4학년학습반

당해 연도 학에 입학하지 못했거나 원

하는 명문 로 입학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

개설한 보충수업반으로, 고3 재수반을 고4

학년이라고부른다. 고4학년학습반은일반

적으로각명문고등학교내건물을이용하

여운 되며, 또한정책적인지원을받고있

다. 북경시의명문고고4학생학비는일반적

으로1년에인민폐8,000원4)이다. 그런데이

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 학교에서 정한

수능성적점수기준에도달해야한다. 2004

년1년만해도, 북경등 도시와일부성에

서600점이상5)의높은수능점수를받은학

생중입학을허가한 학으로진학하지않

은 학생이 3,000여 명에 이르고, 이런 학생

들은각고등학교의고4학년에서재수를하

여다음해의 입시험을준비하고있다. 

입수능에서높은점수를받은고4학생이많

아지는 이유는 중국의 명문 학들에서 1지

망을지원한학생을위주로선발하고, 2지망

을지원한학생들을거의뽑아주지않기때

문이다. 그렇기때문에명문 1지망에서떨

어지면수준이많이낮은학교로입학할수

밖에없다. 명문 복수지원성공가망이전

혀없기때문이다.

4) 올림픽경기 비과외학습반

초등학생을 상으로 하는 올림픽 수학

반, 중학생을 상으로는올림픽수학, 올림

픽물리, 화학등과목의과외학습반이다. 올

림픽수학이나올림픽물리∙화학은세계적

인 회를 위해 실시하는 재 양성교육이

다. 중국의 올림픽 과외학습반 운 의 취지

는 수학이나 물리, 화학 재들의 자질계발

과 창의력 양성 이외에도, 재수준을 갖추

지 못한 아이들의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습

을 위한 견실한 기초를 마련한다는 취지가

덧붙여있다. 그래서올림픽과외교습기관에

입시를 비하기위한 어와국어작문반도

같이개설된다. 이러한보충수업반이생기는

이유는명문중학교입학에그러한올림픽수

학 등 과외학습반 참여 경력이 가산점으로

추가되며, 또한입학시험에도이러한유형의

문제를출제하기때문이다.

5) 등급시험 비과외학습반

외국어 등급시험 비를 위주로 하는 과

외학습반으로, 주로Cambridge English 또

는PETS(전국공공 어등급시험) 과외학습

반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때,

이런 어시험에서높은등급을취득할수록

서류전형 또는 시험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과외학습반이 많아지

고이곳에다니는학생들이많아지고있다.

6) 취미특기반

취미특기반은일반적으로각지역의청소

년궁(문화센터)에서 운 하고,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과외 교육기관이다. 개설

된과목은주로예체능유형이며, 악기류, 서

예, 미술, 축구, 농구, 태권도등이있다. 일부

지역에는 컴퓨터반도개설되어 있다. 그 취

지는지역사회청소년의문화생활을풍부히

하고, 학생들의취미와특기를살리며, 취미

특기발달은지력개발에도도움이된다는인

식에서비롯되었다. 특목중∙고등학교와명

문중∙고등학교에서특기생을뽑을수있도

록되어있어, 특목중∙고등학교와명문중∙

고등학교에입학하기위해많은학생들이다

니고있다.

7) 인터넷학교

이런 유형의 방과후학교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학습을하는우수학생에게적합하

다. 인터넷학교의프로그램을보면, 어떤지

식내용은어떤식으로공부를할것인지에

한지도가있고, 가상강의, 모의시험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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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00점이상의점수는아주높은점수로서, 1지망만잘쓰면

충분히명문 에입학할수있다.



수학습방식이외에도온라인을통한질의응

답, 유명교사질의응답, 작문지도등이있다.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간 정보를 공유하

고, 또한 서로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

기때문에자기주도적인학습을하는학생에

게 적합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학생

들은 이러한 인터넷 학교에 참여하여 더욱

효과적으로공부할수있다.

8) 가정교사센터

가정교사센터는회사식으로운 되는방

과후학교로, 교실규모가매우작아학생몇

명만앉을수있게되어있다. 다양한실력을

가진 교사( 학생 아르바이트생 포함)에게

다양한 가격이 적용되며, 학생 요구에 따라

각과목을1:1, 또는1:2식으로수업을한다.

또한학생적성에부합하는개성화학습방안

을마련하여공부지도를해준다는것이장점

이다. 이들센터는모든학생이자기수준에

맞는수업을받아야하며, 자녀성적이뒤떨

어지는학부모들은이곳에아이를보내뒤떨

어진과목을보충함으로써성적을향상시키

는데목적을둔다. 가정교사센터는회사소

속의 교사( 학생들 시간제로 근무)들이 전

직으로근무하기로되어있다. 

9) 가정교사방문과외

이는가정교사센터와비슷한유형의형태

로, 부유한가정에서가정교사를집에초청하

여자녀에게수업을해주는방식이다. 가정교

사센터와비교하면다만수업장소만다를뿐

수준별수업을하는등개성화교수방법면에

서는 비슷하다. 단 가정 방문교사를 찾기가

쉽지않아학생이가정교사센터또는교사가

정으로찾아가수업받는경우가많다. 

방과후학교, 필요한가불필요한가?

방과후학교가필요한가불필요한가를둘

러싸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 방과후학교

가 주입식의 단일한 교수방식(인터넷 학교

제외)을적용하는이유로소질교육에위배되

고, 학생들의 실천능력, 문제해결능력을 약

화시켜, 학생들을 문제풀이만 하는 기계로

만들어학생들의학습의욕을상실시킬뿐만

아니라, 비판적인사고와창의력을말살시킨

다는등의폐단과함께학생들을입시지옥으

로몰아넣는다고부정적으로보는견해가있

다. 또한 이러한 입시위주의교육으로 학생

들의인성교육이결여되어, 학생들이성실하

지못하고, 예의없고, 생활방식도건전하지

못하게되는경우가많다는것이다. 또한그

들은 많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심리장애가

생겨 범죄현상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학생

들의 건강상태도 심한 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통계국, 교육부에서 전국의 일부

중도시와농촌을 상으로조사를실시한결

과, 58% 이상의중∙고등학생이학업부담이

“비교적중하거나과중하다”고 답했다. 그

중아침6시전에일어나는고3 학생이34%,

저녁11시반후에잠자는학생이40%를차

지했는데, 방과후 수업을 받는 현상이 부

분이었다. 

일부도시에서실시한조사결과를보면,

80% 이상의초등학생이각종형식의올림픽

경기 비 수학과외반, 취미특기반, 외국어

등급과외학습반등의수업에참여하고있으

며, 다수가 2개 이상의 과외수업을 받고 있

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의 수면시간과 체

육활동시간이 줄어들어 즐거운 아동생활이

사라지고, 자유성장의공간과다양하게발전

할수있는가능성도상실된다고주장한다. 

교육부에서 청소년 건강에 한 검진을

한결과, 학생들의힘, 내력, 폐활량등은지

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으나, 비만증 학생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었다. 또한 58%의 중학

생과76%의고등학생의시력이불합격이었

다. 많은 중∙고등학생은“우울증”, “긴장”,

“무기력”, “짜증남”, “초조”, “공포”등의 심

리적인장애가수반되었다.6) 또한가정에사

교육비지출이늘어나가정형편이좋은학생

과가계가곤란한학생간격차가심해지는

등계층간위화감이조성되어중국의조화

로운사회문화형성에 향을주고있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이러한방과후학교

가생김으로써학생들이특기와취미를살릴

수 있고,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학생자신에게적합한방과후학교를선택한

다면많은도움을받을수있다는데환 을

한다.  

방과후학교를선택하는방법에 해서다

년간의 경험을 가진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성적이상위권인학생들은학교수업을위

주로 하고, 적당한 참고서와 인터넷 학교를

잘이용하면어려운문제를푸는사고를넓

히고, 난제에 한분석, 해결능력을제고할

수있다는것이다. 또한인터넷학교를이용

하여 학과에 한 최신정보를 공유하고, 온

라인을 통한 교사와의 토론, 학생간의 토론

등의방식을취하여학과지식을넓힐수있

다고한다.

성적이중위권인학생도방과후학교를잘

선택하면새로운환경의자극으로학습에

한취미가깊어질수있다고한다. 새로운학

습환경에접하면서새로운교수방식과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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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문제풀이기교를습득하여시험에서높

은점수를취득할수있다. 이런수준의학생

들은방과후학교에서자신의문제점을발견

하고, 모의고사를풀어보면서자신감을제고

할수있다. 성적이좋지못한학생들도방과

후학교에서학습하는과정에학습취미가유

발되고, 안 좋은 학습습관도수정되어 학습

효과와성적향상에도움을받을수있다.

과목 편과를 하는 학생은 가정교사 센터

나 방문교사를 통하여 1:1의 방식으로 부족

한부분에 한보충수업을받도록하는것

이효과적이라고한다.

그러나과외학습반수업질이떨어지거나

과외학습에참여하는학생이단지부모님의

요구에 순종을 해서 다니고, 적극적인 학습

태도가없다면성적향상의목적에도달할수

없게된다.  

방과후학교를줄이려면정책적인지원과

입시제도개혁필요

방과후학교가성적향상에는어느정도도

움이되지만, 학생들이장기적으로방과후학

교에의존함으로국민의사교육비가늘어나

고 공교육의 공신력이 저하되며, 학생들의

창의력이말살되는등교육의목적과위배되

는폐단들이있는것도사실이다. 따라서학

생들의소질교육을추진하고, 학생들의심신

건강을위해정부에서는방과후학교에 한

정리를하고, 감독을강화해야할것이다. 각

지에우후죽순으로생기는방과후학교중어

떤학교는책임감없이경제적이익만을챙

기는것을목적으로운 되어높은수업료에

비해교수효과가떨어지고, 학생들은수면시

간을떼우고건강에도 향을받는등의악

향이 존재한다. 각 지방 정부에서 정책적

으로올림픽수학, 물리, 화학과외, 작문과

외등의방학간과외학습반등을정지하라는

정책을취했는데도집행과감독수준이떨어

져방과후학교들이남발하고있는실정이다.

정부에서는이에 해더욱강력하고효과적

인통제조치가필요하다. 

방과후학교가성행하는이유는명문교로

진학하려는학생과학부모의심리를충분히

만족시켜주기때문이다. 교육부에서는중학

교입학고사를필답고사의형식을취하지못

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각 학교에서는 면접

고사의 명목으로 1시간의 필답고사를 끝낸

후다시면접시험을보는등의방식을취하

고있다. 이때문에현재의입학평가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또한 중학교 진학시험이

없어지지 않는 한 입시 비 방과후학교가

존재하는현상은막을수없다. 고등학교입

학과 학입학도지금까지서열화의학교에,

거의시험과목총점수로등수를매기어학생

을선발하기때문에시험평가제도를시급히

개선해야입시 비방과후학교가설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모든

고등학교를평준화하여학생간의경쟁을없

애면자연적으로방과후학교가없어질것이

다. 수정된 교육법에“중점학교”란 이름을

쓰지못하도록되어있는데, 이는모든중∙

고등학교를평준화하겠다는정부의지의표

명이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사와교육여건을평준화하고, 학생도평준

화해야만진정으로입시 비방과후학교를

줄여나갈수있다.

끝내는말

중국의방과후학교와교육문제를살펴봤

듯이중국의교육열은한국못지않을정도

라고말할수있다. 옛날부터한민족은빌어

먹을지언정자식공부는시킨다고할정도로

교육을중시하는전통을보여주었다. 중국은

한가족에한자녀정책을실시하면서, 그리

고경제력이뒷받침되면서부모가자녀교육

에각별히신경을쓰는풍토가조성되고있

다. 학정원을갑자기늘리면서 학졸업생

취직경쟁이생기는등의이유로입시경쟁이

명문 진학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입시경

쟁에서유리한위치에서기위해, 이러한방

과후학교시장의수요가생기고과외교육이

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것이다. 

교육정도가신분상승의지표가되고, 좋

은교육을받을수록더욱윤택한삶을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풍토가 생기게

된다.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분상

모두평등하고보수나 우가비슷하다면사

람들은이렇게결사적으로명문 로들어가

려고하지않을것이다. 국민들의직업과신

분에 한인식및경쟁풍토가없어지지않

는한방과후학교는더욱활약할것으로보

인다. 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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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5일제와‘방과후학교’추진배경

일본은아동의전체생활을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도여유있는교육을추진할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했다. 학교 주5일제

수업은 1992년 9월부터 월 1회, 1995년 4

월부터는월2회채택하여실시하고있다.

1996년 중앙교육심의회 답신도 아동에게

‘생활여유’를확보하고그속에서학교∙

가정∙지역사회가서로연계, 제휴하는방

식으로 주5일제 수업을 완전히 정착시켜

야함을강조했다. 즉, 학교주5일제수업

은 아동에게 생활체험, 사회체험, 자연체

험 등 여러 가지 활동을 경험하도록 함으

로써, 아동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는 능력

이나풍부한인간성등주로‘미래생활을

준비하는 능력’을 육성하는 것에 중점을

둔것이다. 현재일본은이와같은취지를

바탕으로해서2002년부터‘완전학교주

5일제수업’을실시하고있다.  

일본 정부는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실천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크게 보면 학교가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방과후시

간’과 토요 휴무일 등을 교육적으로 활용

하는것에 한교육조치라고할수있다.

첫째, 학교 주5일제는 근본적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충실하게 활용함으

로써학교외활동을활성화시키고자한다.

그러므로시정촌등지역교육위원회가중

심이 되어 여러 가지 단체와 연계하는 방

식으로 주말 교육 활동의 장과 기회를 마

련하고다양한프로그램정보를제공하고

자한다. 둘째, 주말혹은방과후학교프로

그램을 활성화시키려면 과도한 입시경쟁

을 완화하고 아동 학생에 한 교육적인

‘여유’를확보할수있어야한다. 그런측

면에서학부모및입시학원관계자들의교

육적인협조가절 적으로필요하며, 정부

차원에서도학습지도요령을개정하는 등

방과후및학교외교육활동을적극조성하

는정책을요청했다. 이와같은교육적사

회적상황이변화함에따라서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개혁방안을모색했다.  

‘신아동플랜’-방과후학교교육의추진

전략

일본정부는2002년완전학교주5일제

수업을실시하는것에 비하여2001년부

터약3년간지역사회에서아동을기르는

환경정비를목표로하는‘전국아동플랜

을위한긴급3개년전략’을추진했다. ‘긴

급3개년전략’은곧바로문부과학성이관

최근일본의‘방과후학교’운 현황

윤종혁｜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

jonghyeok@kedi.re.kr

일본의 가정교육에 관련된 학습기회 및

상담체제를충실하게정비하기위한계획

은가정교육지원종합추진사업, 전국가정

교육포럼 개최사업,‘신가정교육수첩’의

작성 배포. IT를 활용한 차세 형 가정교

육지원수첩개발사업등으로구분할수있

다. 이 사업은 주로 최근 일본의 저출산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가정 교육력 향상

과관련된사업이라고할수있다.



계 부처의 협력을 받아 아동의 체험활동

기회등을충실하게보장하는사업을지원

하는‘신아동플랜’으로발전했다. 

신 아동플랜은 지역사회에서 체험활동

등의체제를정비하고관련정보를제공하

는과제, 아동을핵으로하는여러가지지

역활동기회와장을확 하는과제, 그리

고가정교육에관련된학습기회를충실하

게하고상담체제를정비하는과제등3

교육과제를 실천하고자 했다. 지역사회에

서체험활동체제를정비하고관련정보를

제공하는사업으로는아동의체력향상추

진사업, 위성통신을이용한아동방송국사

업, 방송기술활용형콘텐츠개발사업등이

있다. 그 중 아동방송국 추진사업은 학교

의 휴무 토요일 등에 아동이 모이는 전국

의도서관, 공민관, 박물관등에서쌍방향

통신을 할 수 있는 위성통신시설(L-네트)

을 활용하여 과학교육 등 체험 중심 프로

그램을상 , 제공하는것이다. 

한편아동을 핵으로 하는여러가지지

역 활동 기회와 장을 확 하는 과제는 지

역의아동교실추진사업, 지역자원봉사활

동추진사업, 정부부처간연계, 제휴하는

방식으로아동체험형환경학습을추진하

는사업, 학주니어사이언스사업, 아동

이스포츠에친숙해질수있는기회제공,

전통문화 아동교실사업, 문화체험프로그

램 지원 사업, 아동희망기금, 국립청소년

교육시설등의체험활동제공사업등이있

다. 그중지역아동교실추진사업은학교

교실과교정등에서아동이안심하고안전

하게활동할수있는교육거점을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지역 성인의

협력을얻어서주로초∙중학교학생을

상으로방과후혹은주말에다양한체험활

동과 주민 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그외에지역자원봉사활동추진사업은다

양한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을통해지역

교육력을 재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

다. 또한‘ 학 주니어 사이언스 사업’은

학등고등교육기관이중심이되어아동

의 과학기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체험중심강좌활동을조성하고있다. 

가정교육에관련된학습기회및상담체

제를충실하게정비하는계획은가정교육

지원종합추진사업, 전국 가정교육포럼 개

최사업, ‘신가정교육수첩’의 작성 배포,

IT를 활용한 차세 형 가정교육지원수첩

개발사업등으로구분할수있다. 이사업

은 주로 최근 일본의 저출산 사회를 극복

하기 위한 가정 교육력 향상과 관련된 사

업이라고할수있다. 특히, 가정교육지원

종합추진사업은 행정기관과 자녀양육 지

원단체등이연계하여보육희망자의자질

향상교육을담당하는지도자양성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이 사업은 또한 학부모가

참가하는다양한교육기회를제공하는사

업과 함께 더욱 효과적으로 보육 지도자

양성을위한교육훈련안내책자를작성홍

보배포하는사업도추진하고있다. 

‘방과후학교’의실제운 사례

1) 지역아동교실추진사업

일본은 최근 아동과 관련된 중 사건

이 발생하는 등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 심

각해지고있으며, 지역과가정의교육력이

저하되는등긴급하게해결해야할과제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하여 일

본정부가적극추진하고있는방과후학교

사업이 바로‘지역 아동교실’활동이라고

할수있다. 이사업은미래일본을주도해

나갈 심성을 풍부하게 갖춘 아동을 사회

속에서육성하기위해아동에게지역사회

의 활동 거점을 마련해 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있다. 이사업을추진하기위해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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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거점으로확보하여‘지역아동교실3

개년계획’을긴급전략으로추진하고, 지

역 사회 주민을 안전 관리원 및 교육활동

가등으로배치하는사업을제안했다. 즉,

‘지역아동교실’은 지역사회 주민의 협조

를 얻어서 아동의 방과후 활동 혹은 주말

활동을 통해 스포츠와 문화 활동 등 다양

한체험활동이나지역주민과의교류활동

을지원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 사업은 체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

로추진하고있다. 첫째, 도도부현등광역

자치단체 수준의 지역아동교실 운 협의

회를설치한다. 운 협의회는주로행정관

계자, 학교교육관계자, PTA 관계자, 청소

년 스포츠 및 문화단체 관계자, NPO 및

자원봉사단체관계자등으로구성된다. 이

를통해협의회는도도부현내활동거점을

구성하는방식을검토하고, 활동코디네이

터등에 한연수회를개최하며, 아동활

동거점에 해서도홍보하는등다양한활

동을하고있다. 그외에도협의회는지역

아동교실추진사업을 실시한 후에는 이에

한 사후 검증과 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지역아동교실은학교교정이나교실

등에서아동이안전하면서도안심하게활

동할수있도록배려하고있다. 이교실은

주로지역사회의주민, 교원, 학생, 청소

년 및 사회교육단체 활동가 등을 안전 관

리원 또는 활동 자문가로서 배치하고 있

다. 이를 통해 주로 초∙중학생을 상으

로 하는 방과후 교육활동 혹은 주말 교육

활동을실시하고있다. 

이와같은지역아동교실사업을추진하

기위해책정한정부예산은2004년현재

약 70억 엔(한화 약 600억 원)이며, 일본

전국의약5,400개활동거점에서이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약 절반 정도는

초∙중학교에서실시하고있으며, 이외에

도공민관, 아동관, 지역회관등여러장소

에서 지역아동교실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역아동교실은전래동화듣고말하기, 장

기바둑, 딱지치기, 공기놀이등의전통놀

이교실, 어회화, 과학교실, 그리고 야구

축구 등의 스포츠 교실을 주로 운 하고

있다. 현재지역아동교실을실시하고있는

지역사회는학교별로약간다르지만, 초등

학교 및 중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놀이 혹

은스포츠활동, 학습활동을주로하고있

음을알수있다.

원칙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

역아동교실의방과후활동시간은하교이

후 오후 6시까지 정하고 있다. 그리고 휴

무토요일과봄, 여름, 겨울방학의경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고 있

다. 참가 상아동은등록제방식으로누

구나자유롭게참가할수있으며, 수강신

청을 할 때 학부모가 부담하는 안전 보험

료(약500엔)를반드시내야한다.  

현재 지역아동교실 사업은 서로 다른

학년의학생들끼리어울리고, 지역사회주

민과학생이함께참여해가르치고배우는

과정에서지역공동체의식이높아진것으

로평가하고있다. 이와함께학교와지역

사회, 가정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아동

의 안전과 교육을 보장하며, 방과후 아동

보호에 해지역사회가관심을가지는활

동을통해자녀양육과교육복지에기여하

고있는사실도높이평가하고있다. 

2) 위성통신을이용한‘아동방송국’

‘아동방송국’은 위성통신 방식으로 교

육정보위성통신 네트워크(통칭 L네트)를

56 Educational Development

World Education JAPAN



활용하여학교휴무토요일에아동을 상

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이

방송국은 전국의 도서관, 공민관, 박물관

등을 중요한 수신처로 해서 유명 스포츠

선수혹은과학자등이직접방송현장에서

쌍방 화 방식으로 아동 학생과 만나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한다. 이를 통해 아

동은휴무토요일의체험활동기회를충실

하게보장받을수있으며, 아동중심의체

험활동을 확산∙보급하는데 크게 기여하

고있다. 

이사업은1999년7월31일(토)에첫방

송을시작한후, 같은해8월에특별프로

그램으로제작되었다. 이후1999년9월부

터는 학교가 휴업을 하는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토요일에본격적으로방송을시작

했다. 또한 2002년 4월부터는 완전 학교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함에 따라 매월 (8월

과연말연시를제외하고는) 첫째주부터넷

째주까지토요일마다오전10시30분부터

오전 12시까지 방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그다음주수요일오후3시부

터 오후 4시 30분까지 재방송을 하고 있

다. 

이방송국 사업은여러 가지다양한방

식의프로그램을운 하고있다. 즉, 유명

과학자 및 스포츠 선수 등 명사들과 직접

TV 전화로 화를하거나, 팩스혹은전자

메일 등으로 질문을 하는 프로그램, 공민

관 박물관 등의 과학교실에서 TV 내용을

보면서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전국 아

동들의체험활동을소개하는프로그램, 도

서 소개 프로그램, 그리고 과학 프로그램

등이있다. 또한프로그램편성과사업운

에 해서는청소년교육관계자와방과

후 교육 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시로 모니

터링 하는 등 아동의 의견을 적극 반 하

고있다. 2005년3월현재일본전국에서

‘아동방송국’프로그램 수신 장치를 설치

하여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공민관∙박물

관들이약2,000여개에이르고있다.  

학의 개방추진사업( 학 주니어사이

언스사업)

학개방추진사업은최근일본의청소

년들이과학기술과수공예, 공작활동등을

기피하는것에 해적극 응하는평생학

습 차원의 교육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초∙중학교의초기단계부터 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과학기술

이나 기계 제작활동 등에 깊은 관심과 흥

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

에교육적인의미를두고있다. 또한학생

자신이 무엇인가를 만들고 완성시켰다는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고, 수행 과정의 중

요성과기술기능에 한체험을이해하는

것에중점을두고있다. 

이사업은고등교육기관이가진기능을

활용하여, 여러가지과학기술과수공활동

에 한아동의흥미와관심을높일수있

는프로그램을개발하기위한시범사업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

지역 사회의 우수한 기술 기능을 보유한

전문가를객원강사로 학에초빙하기도

한다. 이들은주로기술시범등직접적인

체험활동을통해아동에게장인기질을전

수소개하고있다. 일본정부도이사업을

학의 지역사회개방 특별사업의 일환으

로 적극 활용해 매년 약 2,400만 엔(한화

약2억원) 이상의예산을지원하고있다.  

방과후학교의중점- 체험중심교육의

변화

일본의 방과후학교는 주로 주5일제 수

업에따른휴무토요일과방학, 그리고방

과후시간을활용하는프로그램개발교육

과 관련되어 있다. 당초 방과후학교 교육

을 추진할 때는 주로 교육과정별 학습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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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경량화위주의‘여유’있는학교교육

을적극적으로실천하는체험강조교육에

서출발했다고볼수있다. 그러나현재로

서는방과후학교의교육달성목표가약간

전술적인변경시기를겪는것으로이해할

수있다. 일본정부가아직공식적으로‘여

유’있는 교육활동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

만, 교육의‘여유’이외에‘교육력’으로서

의학업성취도달성을재차강조하고있는

것이이의반증이라고할수있다. 

일본의 방과후학교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혹은담론은주로‘체험학습혹은체

험활동’을강조하는점, 그리고일본의사

회 격차가 초래한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교육력’을 제고한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지금일본의교육이성공할수있는

가여부를판가름하는정책적경계선은바

로 치열한 입 경쟁에 따른 사교육 열기

를 체할 수 있는‘교육복지’차원의 방

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가하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체험교육중심의방과후학교프로

그램이 점차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앞의방과후학교에 한실제사례에

서잘나타난것이지만, 기존의체험중심

교육활동은고등학교수준에서는잘보이

지않는다. 이는여전히 입경쟁체제가

일본의방과후교육까지위협하고있는것

을반증한다고볼수있다. 

사실 이와 같은 미결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일본의방과후학교프로그

램 운 이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여

전히크다고볼수있다. 이를다음과같은

세가지측면에서수용할수있을것이다.

첫째, 일본의 방과후학교 활동은 지역 사

회와상당히 접하게연결된평생학습의

잠재성이발휘된성과라고할수있다. 이

미일본은지역사회에근거한평생학습사

회가 정착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한 지역

교육활동이 자연스럽게 방과후학교 운

까지 주관할 수 있는 역량으로 표현된 것

이다. 둘째, 일본의방과후학교활동은장

기적인플랜속에서사회적네트워크를최

한 활용하는 장점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1980년 후반부터주5일제수업을

준비하는과정에서그에부수적인교육사

업(‘아동방송국’, ‘지역전통문화추진사

업’등)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적극

활용하는것에서이를짐작할수있다. 셋

째, 방과후학교운 을‘교육복지및학교

안전망’차원의 사업 방식으로 적극 운

하는것에있다. 달리말하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주로 생활체험, 자연체험, 사

회체험 등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체로

‘자원봉사’형식의코디네이터운 등저

렴한비용부담을원칙으로하고있다. 이

는지역사회에서교육복지에 해적극적

인 관심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함으로써

달성할수있는사례라고할수있다. 

결국일본의방과후학교운 은저출산

사회를극복하기위한전략차원에서많은

성과를거둘것으로전망된다. 즉, 자녀양

육 및 보호 부담을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

께감수하는방식으로방과후학교를운

하는것에서이를볼수있다. 그러나고등

학교이상수준에서방과후학교에 한뚜

렷한 비전과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일본사회의 입경쟁체제등교육의부

정적측면을제 로해소하지못한탓이라

고볼수있다. 이는우리사회에서도유사

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

런 문제에 한 적극적인 해결 책은 국

민 의식의 근본적인 전환과 함께 정부가

해야할책무라고볼수있으며, 이와관련

하여한일양국이공통적으로해결해야할

과제가 유사하다는 점도 흥미로운 일이

다.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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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에서온종일학교로

일반적 의미에서“방과후학교”는 정규

수업을마치고학교시설을이용하여이루

어지는다양한교육활동을의미한다. 그리

고기본적으로이방과후학교는정규수업

에서다루어지지못했던다양한교육의기

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른바

“전인교육”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있을것같다. 

독일에서 방과후학교(Tagesheim schu

le)는역사가아주긴편에속한다. 독일에

서는제2차세계 전이끝난후독일이패

전국으로서 전후 복구에 골몰하고 있던

1947년에 이미 그에 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그리고 경제가 급속히 부흥하여

사회에서여성의사회활동이더욱활발해

지고 또 사회적으로도 더 많은 여성 인력

이 요청되는 상황, 그리고 노동현장에서

주5일 근무제의 요구가 등장하기 시작하

는상황과연관되어있다.  

1950년 말부터1960년 에독일에서

는주5일수업제도입을둘러싸고찬반논

쟁이 시작된 바 있다. 당시 노동현장에서

주5일근무제가확산되면서주5일수업제

의도입여부가교육을비롯하여정치, 경

제, 사회문제로서토론되기시작했다. 그

런데 주5일 수업제의 도입여부는 무엇보

다 노동현장에서의 주5일 근무제의 정착

과 연관되어 있다. 이 주5일 수업제 도입

을둘러싸고많은찬반토론이있었고, 이

후각주는주5일수업제및주6일수업제

의결정권한이궁극적으로학교운 위원

회(Schulkon ferenz)에 있는 것으로 학교

법을정비했다. 독일의학교운 위원회는

교장, 교사, 학부모, 그리고학생이기본구

성원이다. 학교운 위원회가 주5일 수업

제의 결정권한을 위임받음으로써 토요일

에근무하는부모가적은학교부터주5일

수업제가도입되기시작했다. 

그런데 주5일 수업제는 수업시간의 측

GERMANY 

방과후학교와온종일학교

권미연｜할레 학교박사과정, 삼락중학교교사(유학휴직중),

miyun65@hanmail.net

방과후학교는 단순히 학생들을 돌보아 주

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교과 보충

수업까지 제공될 수 있는 형태이다. 특히

이방과후학교는부모가모두직장을다니

는 가정을 위해 부모가 직장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

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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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일정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

그것은토요일에수업을하지않게됨으로

써발생하는수업결손의문제를어떻게해

결할 것인가의 문제 다. 그 해결방안 중

하나가 방과후학교를 도입하자는 안이었

다. 당시이안을제시한측에서는방과후

학교가주5일수업제를도입할때예상될

수있는수업결손의문제와학업성과하락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안에 따르면 학

생들은오전에정규수업을마치고점심식

사 후 16시 또는 17시까지 학교에서 교사

의감독하에숙제하기, 스포츠, 다양한방

과후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함으로써부모가오후시간에아이

를돌보아야하는부담으로부터벗어나며,

숙제하는것을도와주어야하는부담도줄

어들기때문에맞벌이부부의아이돌보기

문제가동시에해결될수있는 안이라고

주장한바있다. 

독일의방과후학교는이렇게여성의사

회활동과여성노동력을필요로하는사회

적 요구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이 방과후학교가 현재 독일의

온종일학교(Ganztagsschule)의전신이다.

따라서독일의방과후학교는그출발점에

서보면사교육수요를공교육으로흡수하

여학부모의사교육부담을덜어주고자하

는현재한국의방과후학교확 방침과는

그근본적인방향이다르다. 

그리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출신배경으

로부터발생하는학생들의성적격차및교

육기회의불평등을줄이고, 공교육의서비

스강화를통해사회계층의통합을꾀하고

자 하는 이념적 지향의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독일정부의초∙중등학교핵심개혁

사업으로진행되고있는독일의온종일학

교가현재한국의참여정부가지향하는방

과후학교와유사하다고할수있다.    

오후시간운용의여러형태와방식

현재독일의 다수학교는반나절학교

다. 반나절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점심을먹지않고하교하며김나지움고학

년까지도오후2시30분가량이면수업이

끝난다. 이러한 반나절 학교에 해서 독

일에서는 오래 전부터 그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오

후 시간에 돌보지 않음으로 해서 부모가

지게될부담이당연히가중된다. 특히맞

벌이부부일경우아이들을돌보는문제는

여성의사회적활동과도긴 히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각 주와 국가는 불충분하지만 여러 가

지 안을 마련했다. 그것은 학교 주변에

서구가운 하는호르트(Hort), 학교부설

호르트, 구에서 허가를 받은 사설 어린이

방 (Schuelerladen), 베 이 비 시 터

(Tagesmutter) 등이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학교와 직접 연결되

어학교에서오후에도학생들을돌보아주

는 제도 및 시설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열린학교(Offene Schu

le), 둘째, 방과후학교, 마지막으로온종일

학교가 그것이다. 열린 학교는 수업의 측

면에서보자면반나절학교에해당한다. 열

GERMANY 



교육개발│2006 Winter 61

World Education 

린학교에서는오전의정규수업이끝난후

점심식사가제공되며오후에는숙제를도

와준다. 또한 부모나 사회교육사 또는 보

조인력을 통해 다양한 특별활동 및 취미

강좌가 제공된다. 이 열린 학교는 오후에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하겠다. 그리고열린학교의프로그

램에참가하는것은자발적의사에맡겨져

있다. 또학교에서학교운 위원회를통해

특별활동이나취미강좌의개설여부를결

정할수있다. 그리고강좌참가비는강좌

내용과 학교 상황에 따라 유료 또는 무료

일수있다. 

방과후학교는 단순히 학생들을 돌보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교과 보

충수업까지 제공될 수 있는 형태이다. 특

히 이 방과후학교는 부모가 모두 직장을

다니는 가정을 위해 부모가 직장에 더 전

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

을 가지고 있다. 어떤 학교가 방과후학교

로 운 될 경우 그 학교는 오전 7시 30분

이나 그 이전부터 문을 열며 18시까지 학

교를개방하여아이들을돌보아준다. 여기

서도점심식사가제공되며초등학교에서

는점심시간에수면시간을주기도한다.

정규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은 특별활동으

로서 취미 활동을 하거나 또는 다른 강좌

에참여한다. 예를들어학교정원꾸미기,

책읽기, 놀이등이그것이며, 또한경오토

바이, 응급처치, 컴퓨터등오랜기간참가

가 요구되는 강좌가 제공되기도 한다. 어

떠한강좌가개설되는가는각학교실정에

달려 있다. 이러한 방과후학교는 개 전

일제로운 되는형태이다. 그런데방과후

학교에서는부모의요구에따라월요일에

서금요일까지일주일내내학생들을돌보

61 Educat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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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13시30분까지정규수업

/ 교사

학교 오전시간/담당자 점심시간운용/담당자 오후시간/담당자 지향목표

점심식사제공(원하는학생만-

자비) 

/부모, 자원봉사자, 사회교육

사, 또는교사

숙제, 강좌, 특별활동, 스포츠,

놀이(원하는학생만)

/부모, 자원봉사자, 사회교육

사또는교사

배우기와돌보기

정규수업 및 비정규수업(비정

규수업유무는학교에따라다

름: 비정규수업은 숙제, 강좌,

특별활동

/ 교사, 사회교육사, 자원봉사

자, 부모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점심식사제공-자비

/ 교사, 사회교육사, 자원봉사

자, 부모

비정규수업 및 정규수업(정규

수업여부는 학교에 따라 다

름)/ 교사, 사회교육사, 자원봉

사자, 부모

학교에서생활과배움의통합

8시에12:30 분까지정규수업

및비정규수업/ 교사

점심시간, 식사제공-자비

/위탁급식업체또는자원봉사자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및 오

후4시30분까지정규수업및

비정규수업/ 교사

효율적인배움

열린학교

방과후학교

온종일학교

<표1> 열린학교, 방과후학교, 온종일학교의개괄적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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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줄수도있고합의에따라일주일에며

칠만학생들을돌보아줄수도있다. 그리

고 이 방과후학교에서는 정규수업이 8시

부터오후2시30분까지이루어지며그이

후오후의시간은비정규수업으로이루어

진다. 또한방과후학교에서이루어지는오

후의 비정규수업은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수업이 아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

유의사에따라오후의비정규수업에참가

할지않을지를결정할수있다. 이방과후

학교가현재독일초∙중등학교의핵심적

개혁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온종일학교의

이전형태라고볼수있다. 그런데온종일

학교가정부차원에서추진되기전에일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방과후학교는

실제로그운 형태는현재의온종일학교

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곳도 있었

다. 즉오전수업에도비정규수업, 즉특별

활동이나숙제시간이배정되기도했다. 방

과후학교가이러한방식으로운 될경우

에는운 상의형태는지금의온종일학교

와큰차이가없다. 단지비정규수업에부

모, 사회교육사, 자원봉사자 등이 참가한

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1) 또한 방과후학교

의 오후 비정규 수업에는 학교 실정과 제

공되는프로그램에따라학생들이참가비

를부담하는경우도있다.   

온종일학교는 하루종일 아이들을 가르

치고돌보아준다는점에서는방과후학교

와동일하다. 그런데온종일학교에서는월

요일에서금요일까지모든학생이오전8

시부터 오후 4시나 5시(또는 4시 30분)까

지의무적으로남아서학교의활동에참여

해야한다. 그리고온종일학교에서는비정

규수업 즉 숙제시간이나 특별활동시간이

오전에 운 될 수 있다. 이 숙제시간이나

특별활동시간에도모든학생은의무적으

로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온종일학교는

학생들을오후에단순히돌보는차원을넘

어학생들에게실질적으로학업성적의향

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더 많이 후원하고

자하는데그주된목적이있다. 무엇보다

온종일학교는 독일이 두 번의 PISA(국제

학생학업성취도평가)에서 중위의 성적을

기록한이후, 독일의초∙중등학교의경쟁

력을높이기위해도입되고있는초∙중등

학교 핵심 개혁 사업이다. 따라서 온종일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오후까지 돌보아주

는것뿐아니라, 학업이부진한학생이나

도움이필요한학생들을개별적으로후원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온종일학교의모든수업은그것이

정규수업이든 비정규수업이든 학교 수업

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참가비가있을수없다. 단지학교

에서주관하는비정규수업이외의다른보

충과목(예를 들어, 컴퓨터 심화강좌, 악기

배우기 등)은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학교

가외부의전문가를초청하여수요자부담

으로진행하기도한다.  

온종일학교의구체적운 현황

앞에서 잠시 언급된 바와 같이 독일

초∙중등학교의오후시간운용형태에서

현재한국의방과후학교의이념적지향과

가장 부합하는 것은 온종일학교이다. 즉

온종일학교는공교육의서비스기능을강

화하여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와무관하

게 모든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더 나은

학습의기회를제공하고자한다. 그럼으로

써학교를부모의경제적능력으로야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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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gesheimschule(방과후학교)는이러한측면에서그자체로우리말로번역하자면온종일학교(전일제학교)로번역할수도있을것

이다. 그러나그수업내용과운용의측면에서는한국의방과후학교와더유사하다. 그리고말그 로의온종일학교는비정규특별활

동이나보충교과가오후에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오전에도이루어지고오후4시에서5시까지모든학생들이학교에서의무적으로

학교활동에참여해야한다는점에서한국의방과후학교와다르다. 따라서내용상방과후학교를개방형온종일학교로부르고온종일

학교를결합형온종일학교로부르기도한다.



학습기회의불균등으로인해사회적불평

등이 고착되는 곳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

게 더 나은 미래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배

움의장으로정착되게끔하는것이온종일

학교의 지향점이다. 온종일학교에 해서

는 이“세계의 교육”난을 통해서 소개된

바가 있다. 따라서 내용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민당/녹색당 연립정권 때부터

현재의 기민련∙기사련/사민당 연립정

권때까지지속되고있는온종일학교의목

표를베를린주를중심으로간략하게제시

해보자. 

1. 교육의 질 향상(교수 및 학습 형태의

개선, 학업기회및경험가능성의확 , 학

업성과향상, 교육과돌보기의결합) 

2. 기회의 평등과 통합(강화된 개인적

후원, 학생들의격차에따른상이한접근,

포괄적인언어능력후원)

3. 사회적 학습 및 간문화적(間文化的)

학습(자유시간프로그램및프로젝트, 참

여, 사회공간에 한학교개방)

4. 직업과 가족의 합치(믿음을 주는 돌

보기, 숙제및돌보아주기를넘어선학업

후원, 가정을 보완하고 후원하는 교육 프

로그램)

5. 확장된교육프로그램(교육관련전문

역및학교와연관된사회활동의협력을

통한학교와사회교육의결합, 사회및문

화 역에서 학교 바깥의 협력 파트너와

공동작업)      

온종일학교는 제1차 PISA(PISA 2000)

발표(2001년12월) 이후, 독일학생들의학

력향상을위해사회적으로합의된교육개

혁안의하나로서본격적으로도입되기시

작했다. 무엇보다온종일학교는교육을통

해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있다. 따라서온종일학교의프로그

램은 학습부진아 및 재 후원 프로그램,

외국이주민학생들의부모에 한독일어

교육 및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 의무교

육이끝난청소년에 한후원프로그램까

지내용적으로포괄하고있다. 2002년당

시 사민당/녹색당 연방정부는 40억 유로

의재원을통해전체약3만700개가량의

학교중약1만개의학교를온종일학교로

전환하고자 계획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기민련∙기사련/사민당 연방정부 하에서

2006년까지 온종일학교로 전환하기로 예

정된학교까지합쳐서그수는9,000개학

교로증가했다. 

이번호에서는무엇보다그간의온종일

학교의성과를점검하는의미에서연방교

육부가선정한모범온종일학교를하나소

개해보자. 먼저연방교육부는각주에공

통되는온종일학교의목표를중심으로모

범사례선정기준을다음과같이정했다.

개별적후원및학습기회의제공, 수업및

학습 문화 개선, 사회적 학습 능력 제고,

부모및학생의공동책임및공동결정, 학

교의개방, 학교외시설과의창의적자유

시간활동협력, 교장및교사그리고보조

인력의 연수 및 재교육을 통한 교원능력

향상등이그것이다.

여기서는그가운데에서괴팅엔의게오

르크-크리스토프-리히텐베르크(Georg-

Christoph-Lichtenberg) 종합학교의 교

육방식을살펴보자. 

후원과학업기회

성적이 부진한 학생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자기확신을발전시킬수있도록

여러 역에서제공되는다양한프로그램

을 통해 후원을 받는다. 학업집단을 섞어

성적이우수한학생은능력에맞는심화된

후원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또한 성적이

우수한학생은성적인부진한학생을도와

주는 책임을 맡는다. 이때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설명해 주는 자가 됨으로써 자기

지식을 더 단단하게 한다. 그리고 학습능

력향상과문제해결능력향상이숙제도와

주기를 체하며교사는수업시간중에학

생들의학습을돌보아준다. 

수업과학습문화

학생들은 스스로 배우도록 유도되며,

학습기획은 교사가 스스로 불필요하게끔

만들 때에만 성과가 있다. 수업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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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동능력을향상시켜야하며, 학습문화

는개별그룹내에서확정되어야한다. 선

택과목 역, 학교클럽 역, 휴식 시간 변

경등을통해학급수업을넘어서는프로젝

트를 수행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학생들

은이미방법적인지식을지닐수있으며,

자신들의학습결과를스스로제시할수있

게된다. 배운지식은(예를들어, 학생회사

와 같은) 실제와 가까운 프로젝트를 통해

적용될수있다.

공동체와사회학습

사회학습은수업시간뿐아니라학교의

모든활동으로확 된다. 교사, 학생, 부모

는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일하고 배운다.

학생들은 다른 조의 학생들과 함께 배운

다. 자유시간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학습

은학교수업이아닌다른 역까지확 된

다. 같은조의학생들과부모는한학기에

두 번 해당학기 담당교사와 함께 해당 조

의 구성원들과 집에서 학업 과정과 전체

전략에 해논의하기위해만난다.

참여

- 학교의 여러 의사 결정 과정에 학생

과학부모를참여시키며, 특히온종일학교

운 , 식사프로그램및학교바깥 역의

문제에 해 함께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

림.  

- 학생들은 다툼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을받음.

- 동료애적인학교경 과협력경

학교의개방

- 시립도서관, 괴팅엔차이스(광학렌즈)

작업장, 독일 음악가연맹, 스포츠동호회,

전문학교, 괴팅엔 학교관련학부등다

양한조직및기업과의구속력있는협력

- 학교 서커스단의 독일 및 스웨덴의

다른학교방문공연

- 학생들의기업에서의실습을통한기

업과의연계

게오르크-크리스토프-리히텐베르크

종합학교의사례에서알수있듯이독일의

온종일학교는학생들개인에 한교사의

개별적 후원의 강화, 학생들의 상호협력

등을통해학생들의실질적학업성과를향

상시키고, 모든학생이스스로에게자긍심

을 느낄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인도하는 데

방향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학부모와 학

교및교사의협력을강화할뿐아니라, 외

부기관과의실질적인협력관계의확 강

화를통해학생들의미래에 한가능성을

더많이제공하고자하고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온종일학교가 완전히

뿌리를내리고, 학교가실질적으로교육을

통한사회통합, 사회의양극화현상의해

소, 궁극적으로학생들의학업능력향상이

라는많은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아직

해소해야할문제가많이남아있는것같

다. 무엇보다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게 더

욱 착하여실질적으로후원하기위해서

는더많은인력과시설및경비가소요되

지만현재의한정된예산으로는그것을모

두충당하기가쉽지않다는것이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현재 독일의 연방 및

주 교육부 그리고 교사 단체 등은 온종일

학교의 모범 사례를 계속 발굴하고 지원

장려하고자노력하고있다.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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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학생들은초등학교1학년수업

의경우, 12시에종료된다. 그후집으로바

로귀가하여점심을먹은후집에머무르기

보다는다시학원을돌고도는순례를시작

한다. 피아노 학원은 기본이고, 태권도나

검도학원, 어학원, 수학학원은초등학교

1학년생을위한기본프로그램이다. 

2001년프랑스에처음살게되면서너무

놀라웠던일중하나가거리에울긋불긋한

입간판이하나도보이지않는다는점이다.

프랑스사회는건물에간판하나세우는것

도시청의허가를받아야되는엄격한규정

을적용하면서고유한프랑스파리의도시

이미지를지켜나가려는문화적노력을기

울이고있다. 그와더불어우리나라주택가

곳곳에있는피아노학원, 수학학원, 어학

원간판등을전혀찾아볼수가없다. 그렇

다고해서프랑스아이들이피아노를배우

지않는것은아니다. 

이아이들은피아노를배우기위해학원

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 운 하는

콩세르바도아르(Conservatoire)를 이용하

는것이다. 그것도자신의소득과자녀수에

비례하여아주저렴한비용으로이용할수

있어서재불유학생들사이에서는아주인

기가높은프로그램이다. 미술을배우기위

한아뜰리에(Atelier)의이용, 책을읽고

화를볼수있는도서관, 수업이없는수요

일과방학기간동안운 되는성트르루와

지르(Centre de loisirs) 등이프랑스방과후

교육을담당하고있는주요기관들이다. 

결국, 프랑스방과후교육의특징은선진

화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절묘한 결합

이낳은결과물로볼수있다. 즉, 방과후교

육의 모든 프로그램운 이 지방자치 기구

인시청의주도하에교사채용에서부터프

로그램의 운 까지 이루어진다. 파리시의

경우유치원아동들은보육과교육의양면

을‘가르드리(gardere)’2)프로그램에 모두

담고 있다. 초등생의 경우, 학교에서 행하

는‘에튀드디리제(etude direge)’와시에서

시행하는‘수티엉스 스콜레르(soutience

scolaire)’가학업지도측면이라면, 학교밖

의 콩세르바도아르나 아뜰리에 활동은 주

로학생개인의특기적성교육에해당한다.

수요일과토요일에학교에가지않는유치

원, 초등생을 위한 지역사회의 배려는 음

악∙무용 교육의 중심지인 콩세르바도아

프랑스방과후1) 활동

배수옥｜경기도의회교육전문위원,  sobae67@hanafos.com

교육을 담당하는 콩세르바도아르는 르발

로와 시의 경우 현재 63명의 교사에

1,300명의 학생이 등록하여 다니고 있는

데학생중에는어른도있다. 이기관의목

표는 교육, 확산, 창조로 다양한 프로그램

이 있다. 여기서는 피아노나 악기를 배우

려면 무조건 1년 정도의 솔베이지, 음악이

론과정을거쳐야한다. 

1) 방과후교육, 방과후수업, 방과후활동등다양한용어가혼재되어있다. 프랑스의경우, 방과후활동이유치원이나초등학교저학년

의경우보육의성격도강하고, 그프로그램을교육활동으로채우고있어광범위하게방과후활동으로사용하 다. 그리고문맥상교

육이나수업이더적합한경우는특정용어를채택하여사용하 다.  

2) 가르드리는불어의'가르데(garder)' 동사에서나온말로돌보다는뜻이다. 보통정규일과후오후에아이가학교에남아수업이외

의활동에참여하는것을지칭한다. 학기시작하면서정규적으로가르데를신청할수도있고부모가특별한일이있는경우하루전이

나당일날아침쿠폰을구입하여신청할수있다. 이비용역시공립은소득별로세배까지차이가난다.



르, 미술교육을담당하는아뜰리에, 화와

연극 관람도 가능한 도서관, 수 장 등이

학생들의 방과후활동을 위해 모두 제공되

는교육과체험의장이다. 

방과후활동에관한법적∙현실적고찰

<표1> 프랑스교육법L551-1 

Article L551-1

Des activit s p riscolaires prolongeant

le service public  de l' ducation peuvent

tre organis es avec le concours notamm

ent des administrations, des collectivit s

territoriales, des associations et des

fondations, sans toutefois se substituer aux

activit s d'enseignement et de formation

fix es par l'Etat.

Elles visent notamment favoriser,

pendant le temps libre des l ves, leur

gal acc s aux pratiques culturelles et

sportives et aux nouvell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Les

tablissements scolaires veillent, dans

l'organisation des activit s p riscolaires

caract re facultatif,  ce que les ressourc

es des familles ne constituent pas un

facteur discriminant entre les l ves.

프랑스 교육법 L551-1에 의하면“방과

후활동은교육의공공분야의일환으로, 기

관, 지방자치, 협회, 재단등의콩쿠르에의

해서조직될수있고, 이는국가가정한교

육과정을 체할 수 없다. 이활동은 특히

학생이 자유 시간 동안 문화와 체육 활동,

새로운정보통신분야에공평하게접근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둔다. 학교 기관은 방과

후활동 조직에 관리자적인 성격으로 관여

하며가정의원조가학생들사이에불평등

한요소로구성되는지를살펴본다.”

프랑스에서 방과후교육은 주로 아동들

에게점심시간(11시30분~13시30분), 저녁

시간(16시30분~18시30분), 수요일하루

종일과방학기간에실시되는정규학업과

정 외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듯

프랑스의 방과후교육은 오후 시간뿐만 아

니라 점심시간과 방학 기간까지 연장되며

시간은학교마다조정이가능하다. 

방과후 교육자들은 자격증을 지닌 정규

혹은 계약직 사회교육자들로 지방자치(파

리시의경우파리시청)에의해서고용된다.

방과후교육장소로는지방자치에서허가한

센터가있기도하지만 부분학교에서공

교육의연장선으로진행된다.

파리시의 유치원와 초등학교 방과후 활

동 지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www.

paris.fr). 점심시간의초점은평형성, 안정

성, 즐거움( quilibre, s curit et plaisir)을

원칙으로파리시는특히음식의질과안정

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파리시에서는약5,500명의정규혹은

비정규 사회교육전문요원들이

(animateurs) 11시30분에서13시30분사

이에10만명의아동을담당한다. 유치원에

서는사회교육전문요원1명에15명의아동,

초등학교에서는교사1명에32명의아동을

상한선으로한다. 이들은점심식사이전과

이후의아동의놀이와활동을지도하며, 식

사시간에아동이식사를원활히위생적으

로 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 시간 동안

또한 아동들은 도서실이나 정보센터를 이

용할 수 있으며 사회교육전문요원들이 지

도하는놀이와활동에참여할수있다. 

이와같이정규교사외의보조교사를고

용함으로써과외시간의교육적질을강화

하는데목적을둔다. 2002년부터는유치원

특별기관(ASEM, agents sp cialis s des  

coles maternelles)이점심식사시간동안의

지도에참가, 담당하고있으며각사회교육

전문요원들은학교별로조직된다.

프랑스의 방과후활동은 현실적으로 학

생들의수업시간및요일과긴 하게연관

되어있다. 방과후활동의 상은단지유치

원생과초등생에국한되지않고, 중고생까

지확 된다고볼수있다. 특히, 아뜰리에

의악기클래스는청소년들에게인기가높

다. 유럽내에서주5일혹은주4일수업을

하는 프랑스는 특징적인 교육과정 운 을

하는나라인셈이다. 프랑스는공립의경우

유치원부터중학교저학년까지원칙적으로

수요일 수업이 없고, 토요일 오전 수업은

지역에따라다르지만시행하는횟수가많

지않다. 유치원의경우사립은주5일수업

에토요일휴업을택하고, 공립유치원은수

요일과토요일2일휴업을택해주4일수업

을 한다. 이렇게 학교가 휴업하는 날을 위

해방과후활동이준비된다. 

유치원의방과후활동

방과후보육의성격이강하다. 주35시간

근무하는프랑스사회의특성상설령부모

가맞벌이를한다하더라도어느한쪽부

모가 아이를 3시 30분에 찾으러 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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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지못할경우는‘가르드리’프로그

램을신청하면된다. 이가르드리프로그램

은한학기별로, 한달단위로, 하루전에신

청할수있으며일정비용을수업료와상관

없이부담해야한다. 프랑스의사립유치원

이나공립유치원에서모두존재하는프로

그램이다. 

프랑스는1789년 혁명이후공화정을

운 하면서사회적약자에 한배려가정

치적이슈에서제도로고착된문화를가지

고 있다. 따라서 사회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사회민주주의

의전통을교육제도에서도찾아볼수있다.

따라서 동일한 유치원에 다니면서도 부모

의 소득과 집세 등에 따라 상이한, 크게는

세배까지차이나는보육료와점심값을낸

다. 프랑스 유치원 교육은 무상이지만, 점

심값은개인부담이다. 따라서공립유치원

에다니는아동들은모두상이한점심값과

오후에‘가르데’를 시키는 비용이 차이가

있지만, 사립의경우는모든아동이동일한

비용을낸다. 

유치원에서 저녁시간은 놀이와 간식시

간으로구성되며특히어린아동들을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들에게15시30분부터18

시30분까지는놀이와교육활동을통한휴

식시간이다. 유치원에서15시30분부터세

시간동안실시되는저녁시간은“놀이와간

식시간”으로정의된다. 점심시간과평형성

을 이룬 간식을 제공하며, 휴식을 동반한

놀이와 교육활동을 조직한다. 사회교육전

문요원들에 의해 진행되는 교육활동으로

동화읽기, 노래하기, 신체활동하기등이있

는데하루를마치는시간이므로아동이휴

식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유치원 방과

후활동은매달학교에신청하며등록비는

선택한활동과학부모의월급에따라정해

진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수요일이나

토요일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수요일이다.

프랑스는일찍이주5일근무가보편화되어

있어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이 시작되므로

토요일의아동보육은별문제가되지않는

다. 그러나 주중인 수요일의 경우, 유치원

과 초등학교 모두 학교가 문을 닫지만, 부

모가 모두 맞벌이를 하는 경우, 학생을 맡

길수있는'가르데프로그램'이있다. 공립

학교의경우평일오후3시30분이후부터

6시30분까지3시간, 수요일오전, 오후, 종

일, 토요일 오전에 아동을 학교에 맡길 수

있다. 이경우 학생을 돌보는 정교사와 보

조교사가 있으며 가르데 프로그램은 주로

학교의 정교사와 담당자들이 책임을 맡는

다. 이때 비용은 따로 시간별로 계산해서

내야 하는데, 공립의 경우, 점심값과 마찬

가지로가정의경제적상황과자녀수에따

라 다른 비용을 내지만, 사립은 모든 학생

들이동일한학비를내듯이동일한비용을

낸다.

“성트르 루와지르(Centre de loisirs)”

운

프랑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방과후 수

업은수요일과방학기간의성트르루와지

르 운 을 주요 특색으로 한다. 수요일과

짧은2주일정도의방학, 방과후,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학생들을 보호하면서 특별활

동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는 학교(유치

원, 초등학교) 내에서실시하는여가프로그

램인 '성트르 루와지르(Centre de loisir des

cole)'와 지역사회, 메리(시청)에서 실시하

는‘성트르 루와지르(Centre de loisir de la

ville)’가있다. 

긴방학의경우교사들도바캉스를떠나

기때문에임시아르바이트학생이나, 메리

에서 파견한 사회전문요원을 이용하는데,

이에 한학생이나학부모들의반응은아

주우호적이지않다. 이프로그램은단순히

보호하고 공부를 돌봐주는 수준의 가르데

프로그램과는달리, 미술, 체육의한종목,

미술관 방문, 공연 관람 등과 같은 구체적

인프로그램을가지고학생들의시간을조

직하는것이다. 식사는학교식당에서준비

하고학생들이내는비용은공립의경우가

정형편에따라차등적으로지불하고, 사립

의경우역시동일한비용을낸다.

프랑스는현재모든업종에주35시간근

무가원칙적으로고수된다. 지금이문제의

수정보완을위해각종논의들이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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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실업감소와여가시간을보장하는

이제도에 해많은프랑스인들이찬성하

고있어쉽게변경될수있을것같지는않

다. 이제도때문에공공기관인도서관조차

도수요일을제외하고는보통오후에문을

연다. 따라서 학교의 교사들 역시 이 제도

의 혜택을 당연히 누릴 수 있으므로 보통

교사들은수업이끝나면퇴근한다. 간혹교

사들의 근무시간에 맞추느라 중학교 학생

들의시간표에공강이생겨학생들이학교

에서시간을낭비하는허점도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담임제가 있지

만, 중∙고등학교의경우행정적담임을맡

아보는직원만있을뿐이다. 그런데유치원

이나초등학교의경우, 가르데프로그램이

나 성트르 루와지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교사들을활용한다. 그러나 바캉스인

여름방학의경우임시교사나아르바이트생

을 고용하는 방식을 택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바캉스를포기하지않는프랑스문

화에서긴여름방학동안교사들을붙잡아

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들

인력을성인교육에활용할수있도록교육

법에 천명함으로써 교사인력 활용의 다른

가능성은열어놓고있다.

방학동안학생들을담당하는성트르루

와지르는외부사회교육전문요원들을고용

하여운 된다. 이들은8시20분부터학생

들을맞이하여교육과지도를담당한다. 주

요 프로그램으로는 그림그리기, 찰흙으로

만들기, 구슬놀이, 연극놀이, 비디오보기,

노래하기, 동화읽기, 집단놀이, 자전거 타

기 등이 있다. 파리시의 교육 방침에 따른

놀이센터프로그램은다음과같은주제로

구성된다.

<표2> 파리시성트르루와지르프로그램개요

학생들은종종파리시에있는미술관, 과

학관, 박물관, 문화재, 식물원, 동물원, 공원

등을방문하고가끔파리시근처의시골로

소풍을떠나기도한다. 실제로프랑스의유

명한박물관에가서보면유치원학생에서

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인솔 교사와

함께견학와서설명을듣고작품을감상하

고필기하는모습을쉽게볼수있다. 어린

유치원학생들의방문은사뭇신선해보이

기까지한다. 

프랑스정부가문화수업강조정책을시

행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교육부는‘견학’

과‘프로젝트’중심의현장수업을만든것

도학생들의방과후활동과중요한연계성

을 갖는다. 이수업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

해박물관과도서관, 아뜰리에를찾아자기

학습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88년 12월 5일 오르세 미술관에서 교육

부장관, 체육청소년부장관, 문화부장관,

통신부 장관들이 모여 예술교육과 문화예

술 활동을 개선∙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

강화에관한강한의지를천명한사건이있

었다. 이의사를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에‘문화 수업’의 형태로 반 시

키게되었다. 

프랑스교육부는1998년“학기리듬과교

육체제 시행”이란 조약을 통해 방과후, 수

요일, 방학, 주말의활동을조직할수

있는각지역시청인메리(mairie)의

역할을강조하 다. 그결과각지역

시청에의해선발되고관리되는사회

교육전문요원들의진행에따라학생

들은 중교통을이용하거나센터가

준비한차를이용하여사회탐험학습을한

다. 놀이센터는3세에서13세까지의파리

거주학생들이등록할수있으며놀이센터

운 장에게직접등록한다. 

다음은 파리 10구에 위치한 생로랑

(Saint Laurent) 학교의 파르파데 놀이 센

터사례를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비

르지니 포르트(Virginie Portes) 센터장이

운 하는 생로랑 학교의 파르파데

(Farfadets) 놀이센터는3세에서11세아동

이등록할수있다. 센터의교육지침은매

년바뀔수있으며, 2005~2006년교육지

침은“인간과 환경의 환상적인 진화(La

fantastiaue evolution de l’homme et de

son environnement)”라는 주제로 프로그

램들이진행된다. 학생들은환경, 동물, 관

습, 특이한구성, 역사와지리등에중점을

두어세계의일부분을학습한다. 정규수업

이없는수요일에진행하는이과정의교육

적 목표에는 아동의 신체와 정신, 도덕,건

강에 특히 초점을 둔다. 생로랑 학교의 파

르파데놀이센터의주요프로그램은크게

놀이, 무 놀이, 보물찾기, 올림픽놀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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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세부활동

읽기와표현하기 연극놀이, 회화, 동화읽기...

과학과기술문화교육

문화학습 미술관견학, 아뜰리에참가...

시각교육 사진, 화...

환경교육과스포츠



나누어져있으며, 그안에조작활동, 운동,

지적 놀이, 예술 놀이(노래, 무용, 흉내 내

기), 감각놀이가있다. 수요일의구체적시

간표는다음과같다. 

<표 3> 생로랑 학교의 파르파데(Farfa

dets) 놀이센터프로그램

초등학교의방과후활동

초등생을위한방과후활동은오전과오

후로나눌수있고오전프로그램은오전7

시부터 9시까지 일찍 출근하는 부모들을

위해 아이들을 보호하는‘가르드리’프로

그램이 있다. 오후 방과후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학업지도”를위한것과자신의“특

기적성”을살리기위한프로그램이다. 학업

지도프로그램은학교에서운 하는“에튀

드 디리제”, 말 그 로 학업지도에 해당하

는것으로부모가일찍찾아가지못하는학

생들을 돌보면서 공부와 숙제를 검토해주

는것이다. 이프로그램은교사들이지도한

다. 초등학교는유치원과달리간식을집에

서준비해와야한다. 또다른학업지도프

로그램으로는“수티엉스 스콜레르”가 있

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가 아닌 시에서 지

정한특정협회(assosiasion)가운 하는장

소로 학생들이 직접 찾아가서 은퇴노인으

로구성된교수진에게학교숙제도검토받

고, 학업지도를받도록되어있다. 

초등학교의저녁방과후활동은16시30

분에서 18시까지 진행되며“학업지도”와

“아뜰리에”가 있다. 먼저 초등학교에서의

방과후 활동은“학업지도”로 정의되며 파

리시가 진행하는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업

지도에 참가하는 학생은 약 2만

3,000명이다. 방과후 간식과 휴식의

시간을 가진 후 학생들은 25명 정원

으로 각 반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신청은학교에서하고등록비는학부

모의월급에따라차별적으로정해진

다. “아뜰리에 블루”DASCO(la Direction

des Affaires Scolaires)에서진행하는프로

그램으로“문화와 과학 아뜰리에”가 있고

DJS(La Direction de la Jeunesse et des

Sport)에서진행하는“스포츠아뜰리에블

루”가있다.

아뜰리에 블루는“학업지도”와 교 로

진행되며1년에30시퀀스로이루어지고12

명에서 15명 정원이며 월요일, 화요일, 목

요일, 금요일방과후에진행된다. 아뜰리에

블루는정규학업과정에서정기적으로행

해지지않는분야를탐험하는것을목적으

로한다. DASCO가진행하는“문화와과학

아뜰리에”에서는 스펙터클 예술, 음악, 

어, 미술과 문화유산탐험, 과학 문화와 이

미지세계등이있다. 

DJS에서진행하는“스포츠아뜰리에블

루”는 6개 그룹으로 나뉜다. 협동 스포츠

(축구배구등), 라켓스포츠(테니스, 배드민

턴, 탁구등), 격투스포츠(유도, 카라테, 태

권도등), 개인스포츠(롤러, 수 , 양궁, 육

상 등), 서커스와 각종 무용(서커스, 무용,

아프리카무용, 힙합등), 정신수양운동(서

양장기등). 아뜰리에진행은1901년협회

에 관한 법에 의하여, 파리시가 운 하고

있으며 345개 공립초등학교에서 800여개

의문화아뜰리에블루와1,460여개의스포

츠아뜰리에블루가진행되고있다.

콩세르바도아르(Conservatoire)와 아

뜰리에(Atelier)

프랑스는일찍이주5일수업이전통적으

로뿌리내리고있어사회의모든체제와제

도가이에병행하여발전하여왔다. 수요일

과토요일학생들의보육과특별활동을학

교에서도 담당하지만, 각 지역사회에서도

이에 관련된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수요일에학교에가지않는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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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의수도파리시청의경우, 20개구에260개의성트

르루와지르가있고3세부터16세아동이이용할수있다. 

시간 주요활동

8시30분 센터의지도활동

11시45분~2시30분 점심식사

12시30분~16시 센터의지도활동

16시 간식과(학교에서제공) 활동

17시30분 하교



가장많이이용하는기관은각지역시청에

서독자적인건물과예산을가지고운 하

는음악, 무용교육을담당하는콩세르바도

아르(Conservatoire)와미술교육을담당하

는아뜰리에(Atelier)이다. 

또걸어서갈수있는도서관이세곳이

상이고수 장역시학생들의휴일과학교

수업시간 종료에 맞추어 운 하는 방식을

택한다. 

예를들어, 내가3년이상거주했던프랑

스 중산층이 살고 있는 르발로와 푀레

(levallois perret)3)지역시청의경우, 문화교

실이라는이름하에 화, 콩세르바도아르,

미술, 도서관네 역을운 하고있다. 

먼저 화에 관하여 설명하자면 3.35유

로(한화로약5,000원정도)를내고 화를

감상하고설명을듣고간식을먹으면서토

론하는프로그램으로구성된다. 예를들어,

‘곰이되기를원하는아이’같은 화는7

세 이상 아동을 위한 것이다. 음악교육과

무용 교육을 담당하는 콩세르바도아르는

르발로와 시의 경우 현재 63명의 교사에

1,300명의학생이등록하여다니고있는데

학생 중에는 어른도 있다. 이기관의 목표

는 교육, 확산, 창조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여기서는피아노나악기를배우려면

무조건 1년 정도의 솔베이지, 음악이론 과

정을거쳐야한다. 

어린이반에는음악에의입문, 음악교실,

악기기초반등이있고무용부분에는초보

수준과 중고급 수준의 클래식 댄스, 재즈

댄스 등이 있다. 악기반에는 피아노, 바이

올린, 첼로, 클라리넷등과같은각종악기

반과성악, 작곡, 전자음악반이있다. 연주

반에는어린이합창단, 실내악, 기타, 아코

디언, 재즈, 오케스트라 심포니, 실내악반

등이있다. 

음악학교인 콩세르바도아르의 운 을

좀 더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파리

시는각구마다운 하는음악학교와문화

센터에서노래와악기연주를통한자율적

인음악실습을목표로학생들에게음악교

육을 실시한다. 음악학교 과정은 3단계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음악적 감각

을일깨우는시기이며마지막세번째단계

는학생의전문화단계인2단계를거쳐, 프

로로음악을전공하려고하는학생들을위

한단계이다. 첫번째단계는6세에서7세

아동부터입학할수있으며각단계는평균

4년으로구성된다. 음악교육과정은기본

적으로 악기 연주와 성악, 음악 이론과 합

창, 오케스트라 등의 집단 훈련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무용강좌는신체에적합한점진적인운

동을 목표로 하며, 무용을 통해 학생은 리

듬과예술적표현, 조화로운신체움직임을

일깨우는학습목표를갖는다. 한편아동의

방향감각등신체적불균형발달이나취약

성을개선하는강좌도있다. 무용학교에서

는 고전 무용, 현 무용, 특별 무용, 재즈

등을배울수있으며, 한반정원은18명정

도이며, 5세부터 22세까지 학생들이 등록

할수있다. 수업시간은수준에따라일주

일에 한 시간 혹은 세 시간까지 가능하다.

모든과정4)을순차적으로수료하면시험을

거쳐 학위를(Dipl me de fin d' tude) 취득

할 수 있어 콩세르바도아르가 단순한 음

악∙무용 학원 이상임은 물론이고 이곳이

곧훌륭한예능교육의산실이다. 

콩세르바도아르가 독자적인 건물을 갖

고운 하는것과마찬가지로미술분야를

교육하는아틀리에에는꽃꽂이, 데코, 도자

기, 데생, 수채화, 유화, 플라스틱공예, 수

예, 모자이크 등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이프로그램중에는청소년을위한프로그

램이나, 엄마와아동을위한꽃꽂이와같이

특화된프로그램도있다. 그리고이결과물

들을전시할수있는갤러리에250여점의

사진, 조각, 그림, 플라스틱공예품들을전

시하고있다. 

콩세르바도아르나아뜰리에를이용하는

비용 산출 역시, 아동을 보육하는 기관인

클레쉬나알트가르드리의보육비, 또는공

립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가르드리 비용

이나껑띤(점심값) 비용과같은산출방식에

근거한다. 부모의소득, 집소유여부, 집세,

자녀수를근거로'가족지수'를산출하여소

득이낮을수록, 자녀가많을수록동일한기

관을이용하더라도세배이상차이나는비

용5)을내도록되어있다. 그러나이런산출

방식이중산층이상사람들이사립유치원

이나 초등학교를 선호하는 이유가 되기도

70 Educational Development

World Education FRANCE

4) 초기공통과정인입문단계( veil et initiation), 기초과정2년(Cours  d butant), 준비과정2년(Cours pr paratoire), 기본과정2

년(Cours  l mentaire), 중간과정2년(Cours moyen), 학위과정(Dipl me de fin d' tude)까지총6단계가있다. 

5) 예를들어, 피아노의경우1년(36주)을레슨(일주일에한번) 받는다고할때, 1년에260유로를내는저소득층자녀와달리고소득

층의경우, 약세배에해당하는700유로정도를내야한다. 동일한소득을가졌다해도자녀수가많을수록비용이낮아지는것은

다자녀가정에 한사회적배려때문이다. 또피아노하나만신청하면1년에260유로인데무용과피아노를같이신청하는경우각

각일주일에한번씩레슨을받고총300유로만내면된다. 따라서학생들, 특히여자애의경우, 무용과피아노를같이병행하는경

향이있다.



하고콩세르바도아르 신개인레슨을찾

는원인이된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을 위해 개인이나 그

룹이연습가능한방음시설이갖추어진연

습실을유료로 여하기도한다. 또한가족

들을위한겨울방학일요일오후에는콩세

르바도아르 내 오디토리엄에서 프랑스 전

통인형극인마리오네뜨나오페레타, 연극

등을상연하기도한다. 

도서관의경우, 수요일에점심시간을제

외하고10시부터6시까지개관하여학생들

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배려한다.

수요일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을 위한

문화공연도짧게준비하기도한다. 도서나

잡지이외에각종 화나다큐멘터리를담

은비디오테이프나CD롬을 여해주기도

하며학생들은성인의절반비용(24유로)으

로1년을이용할수있다. 물론기본적으로

한시청에도서관이두세개이상있어누

구든걸어서도서관에접근할수있다. 

수요일에학교를가지않는학생들을배

려하여각지역의수 장은학기중에는수

요일에 하루 종일 개장을 한다. 평일에는

강습과같은프로그램때문에점심시간두

시간과저녁시간두시간만자유수 시

간으로허용하는데반해, 수요일이나, 짧은

방학, 혹은여름방학이되면학생들을위해

자유수 시간을 폭확 한다. 

마치면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기 중 또는

방학 중 학생을 위한 보호와 교육 각각의

프로그램을잘갖춘프랑스라해도아동의

방과후활동에허점이있다. 프랑스인들의

자유로운 성의식과 결혼 양식은 결과적으

로많은수의외부모가정을양산하 고이

경우 아동 보육의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파리의 경우, 초등학생 94,200명 중

20,200명의 학생이 외부모 가정의 아동이

다. 부모가같이사는경우, 방과후아동을

찾는일6)부터시작하여수요일이나토요일

아이를돌볼때서로의근무시간을조절하

는것이가능하다. 실제로주35시간을근무

하면수요일하루를비번으로빼도충분히

근무시간확보가가능하다. 그런데외부모

가정의아동이나, 혹은부모가아동을방치

할경우, 극단적으로주4일수업을하는아

동은주3일동안어른들, 혹은사회적인보

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치될 수도 있다. 특

히경제적인여력이있는중산층이상에서

는유모나베이비시터를구하지만, 그렇지

못한저소득층빈민층자녀들이이문제에

노출되어있다. 우리나라도이런문제로부

터자유롭지못한점은다를바없다. 

프랑스는오랜전통을통해축적된콩세

르바도아르나아뜰리에같은사회교육프로

그램이공적으로운 되고있어실제, 수요

일이나 토요일에 학교에서 담당하지 못하

는각종특기교육, 예능교육까지지역사회

에서담당하는사회적능력을보여주고있

다. 또한이곳에서강의하는교수진의수준

도국가에의해검증되었기때문에평균이

상이라고 한다. 물론 중∙상류층의 경우,

개인레슨과 같은 형태를 선호하기도 하지

만, 보통평균의삶을사는프랑스인들에게

이러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자녀양육과

교육의중요한축을이루고있다. 

이는특히사교육시장과경비가공교육

을압도하는기형적현실에처한한국교육

에 함의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사회 제도

형성과정착은절 한번의제도개혁으로

가능할수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

라공교육의나아갈방향을잡고방과후보

육과 교육을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교육적지향과제도를탐색하기위해

프랑스사회의방과후활동은의미를가진

다. 실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엄마의출퇴근시간만큼유치원과초

등학교저학년아동을잘보호해주는교육

적∙사회적인프라구축은필수적이다. 이

점에서 유럽 내에서 출산율 1, 2위를 다투

는프랑스의아동보육정책의일환으로유

치원과초등학교의보육프로그램과“사교

육의공교육화”를기본적인사회인프라로

구축한 프랑스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과조화는우리사회에시사하는바가

크다고본다. 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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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랑스유치원과초등학교에서는방과후학부모나그가지정한 리인(유모나아르바이트학생)이아동을찾는것이원칙이다. 간혹

고학년의경우예외가있지만, 교사는확인되지않은사람에게절 아동을인수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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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방과후학교에 아이

를보낸다는것이사설학원에보낼여유

가없는것으로해석되는경향이있다고

일선초등학교교사로부터들은적이있

다. 초등학교학생들조차사설학원을여

러개씩다니는것은보통이고, 음악, 미

술, 체육 등 특별 과외활동에 참여하는

데에서비롯되는비용차이로부익부빈

익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가 이

에 한 안으로 운 되는데, 이 역시

학부모들의 요구를 따라가기에는 역부

족이라는것이필자가간략하게들은방

과후학교의실정이었다.

학교일정이외의과외활동을배우거

나여가활동을즐길수있는교과외특

별활동및학교를‘방과후학교’라한다

면, 스웨덴에 비슷한 예를 굳이 들자면

‘프리티즈스콜’이나‘프리티즈헴’을꼽

을 수 있을 것이다. 안교육이나 문화

예술교육의 역사가 다르게 발전되어 왔

고, 교육환경이 경쟁적이며, 사교육이

활성화된 환경 등 우리나라의 방과후학

교를이들교육시설과제도를맞 면서

직접비교할수는없을것이다. 또한유

교문화와직계혈통을중시하는전통이

강한우리나라의사회와이와는또다른

전통 아래 발전한 스웨덴 사회 간에 자

녀와 자녀의 교육 및 직업에 한 일반

적인생각은문화적으로다를수밖에없

다. 

어느특정문화가우월하다고주장하

는시 가비판을받고있듯, 어쩌면이

러한여가활동학교제도도상 적이고

다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스웨덴의 방과후학교

는탁아의공공책임, 평생교육, 그리고

문화다양성등다각도로지역사회가사

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

공하는사회서비스의예라는점에서우

리사회에시사하는바가적지않다. 

이 에서는스웨덴학령기어린이들

의방과후과외활동현주소를스웨덴모

델, 여성사회참여율, 질적수준면에서

조명해 보고, 제도에 한 비판의 목소

리는어떤지를살펴보려고한다. 자료로

스웨덴의방과후학교와사회복지

고민정｜예테보리 학Centre for Global Studies 강사,

smilla.ko@gmail.com

스웨덴의방과후학교는탁아의공공책임,

평생 교육, 그리고 문화다양성 등 다각도

로 지역 사회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위해제공하는사회서비스의예라

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

지않다. 



는 스웨덴 인스티튜트(Svenska

Institute), 스웨덴 정부의 교육부, 예테

보리시자료및OECD 평가보고서, 현지

일간지등을참고했다. 

방과후학교의스웨덴모델

스웨덴의 학령기 어린이들의 방과후

과외활동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발전해

온 스웨덴 탁아 시스템과 그 맥락을 같

이한다. 스웨덴 탁아 시스템은 국가 및

지역사회가가정, 부모와어린이의복지

를 책임진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이시스템아래부모가어린이를맡기려

고시에지원을하면시당국은보통서

너달안에집에서가장가까운곳에위

치한 탁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학

교를 고르는 데에도 자율권이 보장되어

어린이의 요구와 환경에 맞추어 자율적

으로 선택할 수 있다. 세금으로 운 되

는 이 시스템은 어린이를 맡기는 데 드

는추가부담금이적은반면, 교육및활

동 서비스를 높은 수준으로 하고, 빈부

의격차없이양질의서비스를고르게받

는것을기본으로한다. 

즉전체탁아비용의9% 정도만을부

모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역

사회가부담하는복지체제이다. 1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들을 위해 쓰이는 예

산은 2004년 기준으로 스웨덴 총 GDP

의 1.9%, 지방자치정

부예산의평균13%를

차지한다.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

웨덴은 이 분야에 덴

마크에이어세계에서

두 번째로 예산을 쓰

는나라이다. 

사는지방마다정도의차이가조금씩

있지만, 보통부모의소득정도의1~2%

정도를 비용으로 내며, 여기에 최 금

액이정해져있어월간840크로나(약11

만4,000원)를초과하지않는다. 둘째아

이부터는 420크로나(약 5만 6,000원)를

넘지않는다. 또한아침시간3시간은무

료로아이를맡길수있다. 이러한부모

부담금의 정도는 예산 책임 및 집행 책

임주체인지방자치정부가결정한다. 부

담금의상한선이도입된것은사실최근

의일이다. 

90년 초에 스웨덴에도 우리나라의

IMF사태같은경제위기가있었다. 이러

한사회변화의와중에탁아시설의부모

부담금이 점점 비싸지고 아이가 탁아시

설에 있는 시간이나 부모 소득에 따라

부담금 차이가 있어 결국 부모가 돈을

많이벌수록손해를보는사태가벌어졌

다. 차라리 부모가 일자리가 없어 사회

보장금을 받는 편이 이익처럼 여겨지는

극단적인 예도 예상되곤 했다. 이런 복

지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2002년1월1일자로부담금상한제를

도입하여 스웨덴 사회는 불평등을 해소

하려고노력하고있다.  

풔스콜라(f rskola)는 학교에 가기 전

1세부터 6세까지의 유아들을 하루종일

맡길수있는탁아시설인반면, 6세부터

12세까지의 학령기 어린이들은 방과후

에 프리티즈헴 (fritidshem 혹은 fritids

skola)에서 각종 과외활동을 할 수가 있

고, 또한 열린 풔스콜라( ppen f

rskola)에서역시어린이들을위해활동

을마련하기도한다. 프리티즈헴은특히

부모가일하거나학업에집중할수있도

록학교정규시간전후인아침, 오후, 공

휴일에 집중해서 탁아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중 무휴로 운

되고경우에따라운 시간이탄력적으

로달라지곤한다. 

프리티즈헴에서는 정규 학교 교육에

서 부족한 점을 보충하거나, 발달이 다

른 어린이보다 뒤처진 어린이들을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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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지만,주로흥미로운여가활동을제

공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교육부의 정

책은정규학교와프리티즈헴을같은장

소에두거나가까운거리에두어양자간

의협력이이루어지도록권장하고있다. 

스웨덴 국가교육위원회(Skolverket)

의최근자료에따르면2003년가을기

준으로 6세에서 9세의 어린이 74% 정

도, 10�12세의10% 정도가프리티즈헴

에 가고 있으며, 전체 34만 2,000명 어

린이에 달한다. 단기 특별행사 식으로

운 되는 열린 과외활동( ppen fritids

verksamhet)은 교육법에 프리티즈헴의

또 다른 형태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형태는프리티즈헴에비해그다지활

성화되지않아10~12세의어린이중5%

만이여기에참여하고있는것으로보고

되고있다. 

어떻게발전되어왔는가?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 격차지수 2006’에서 스웨덴은 1위

를 차지해 세계에서 가장 남녀 평등한

나라, 여성의사회참여가뒷받침되는나

라로손꼽혔다. 탁아시스템은스웨덴의

다른 복지 모델과 마찬가지로 수년만에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다른 사회,

문화적 향도있겠지만, 무엇보다여성

의 노동 참여와 노동자들의 가정생활을

위해 백년 여에 걸쳐 발달된 표적인

제도라고할수있다. 

스웨덴 인스티튜트(Svenska Institu

te)의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탁아 시스

템은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한

다. 1854년에‘바안크루바(barnkr

ubba)’로불리는공동육아공간이일을

해서생계를꾸려나가야하는싱 맘의

아이들을 위해 준비되었다. 또한‘아베

츠스투가(arbetsstuga)’라고 불리는 집

이비슷한시기에나타나기시작했는데,

이 집들은 가난한 집 아이들을 한데 모

아윤리와공예기술등을가르쳤다. 후

자가 오늘의 학령기 어린이들의 프리티

즈헴의전신으로일컬어지고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교회나 지역의 유

지에의해운 되었다. 애초부터지역사

회에기반해서어려운집아이들에게도

움을주는식으로공적인부조에기인한

제도 던것을알수있다. 그후독일의

교육자프뢰벨의사상에기인한‘바안트

래드고드(barntr dg rd)’라고 불리는

유치원이 등장했는데, 유치원은 가난한

집아이들이아니라엄마가일하지않아

도 되는 부유한 집의 아이들이 주로 다

니는곳이었다. 

본격적으로 1930년 에서 1940년

에 스웨덴 사회민주당 정부가 어린이와

노동자계층을위해사회적인제도를마

련하는시기로들어가기전에, 스웨덴의

한시민이기억하는부모이야기를잠깐

들어보도록하자. 19세기말에서20세기

초에 걸쳐 스웨덴의 한 작은 마을에 건

설된 방직 공장과 노동자들, 그들의 아

이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벵트할아버지(72세)는스웨덴서남부

지역에 있는 톨레레드(Tollered) 마을의

노동자계층출신으로평생을외국어담

당교사로재직하다가정년퇴직하여현

재 연금을 받으며 산다. 벵트는 아버지

가남긴책에있는사진을보여준다. 19

세기 말의 사진을 담은 이 책은 20세기

초에 회사 창립 기념으로 제작되었다.

벵트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어머니, 고

모, 삼촌, 동네사람들모두가이방직공

장에다니는노동자층이었다. 이들은공

장을위해열심히일했고, 공장측은이

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힘썼다. 노동

자들의 가족들도 돌보아주어야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자

녀들의교육에도신경을많이썼다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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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여성근로자의경우에자녀문

제는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다. 벵

트의 아버지 때부터 벵트가 어린이 던

1930년 무렵까지도 학교는 근로자들

이탁아를할수있도록배려되었고, 다

채로운 문화 활동이 제공되었다고 전한

다.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는 공동 이익

을위한일종의상호신뢰가형성되었다

고한다. 

벵트할아버지의이야기는아마20세

기초상황을잘묘사해준다. 이처럼노

동자계층의권익과복지는1930년 에

서40년 에이르러사회민주당정부가

집권하면서 공적인 제도로 뒷받침되기

시작한다. 초기 공동 육아 공간들은 정

부의 지원 아래 다그헴 (데이케어센터,

daghem), 혹은 여가 문화 교육을 다루

는 프리티즈헴 등으로 제도가 정비되었

다. 그러나이들시설들은주로도시지

역이나공장지역에 집되었고, 여전히

소수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

었다. 

1960년 말에여성노동인력이급격

히 증가하면서 탁아시설은 양적으로 크

게팽창했다. 1968년에정부는국가탁아

위원회를 결성하여 탁아 시스템을 제안

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정책 제안서는

스웨덴 모델에 큰 틀을 형성한 셈으로

그의의가크다. 이제안서에는교육목

표와배경, 사상등스웨덴탁아시스템

모델이 되는 기본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에도계속이어지고있는학교의종

류들을제안했다. 프리티즈헴역시중요

하게 다루어졌는데, 학과목 외의 여가

활동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제안했다.

이후1970년 에서80년 에걸쳐정

책은 시도가 되었지만, 지방 정부들은

요구만큼 그 서비스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여론의비판을받았다. 베이비

붐과이혼, 동거, 싱 맘등이사회적으

로 널리 용인되는 등 가족 형태의 변화

와더불어여성의사회참여가남성과거

의동등하게이루어지는등사회적변화

가많은시기 다. 1995년에이르러서야

지방정부의책임을확실히규정하는보

다강력한법이제정되었다. 

최근의개혁작업

앞서잠깐언급한것처럼최근의개혁

은 제도를 보다 더 공평하게 하기 위해

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하기에 이르 다.

또한1996년에탁아시스템을교육제도

로편입시켜어린이들을위한모든교육

활동이따로따로존재하는것이아니라

평생교육으로연결된것임을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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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트 할아버지가 책에 실린 사진을 보여주면서

공장 노동자 던 부모와 학교 생활에 해서 이

야기해주고있다.



또한학령기직전의어린이들이가는풔

스콜라, 방과후학교인 프리티즈헴과 학

교교육간에협력이이루어지도록제안

했다. 그 방법은 교육부가 국가 커리큘

럼을 방과후학교 등에까지 확 적용하

여 다른 학교 간이라도 공통의 목표를

따를것을권장하기에이르 다. 

질적수준

이들 학교들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감

독을 받는다. 학교들은 연간 감사를 받

고, 국가 커리큘럼을 따르고 서비스 교

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법은 이들 프리

티즈헴등탁아시설의질적수준에 해

서도 명시하고 있다. 즉 선생님들은 탁

아와교육활동이라는두가지부문에서

어린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특정

교육을 받은 자라야만 한다. 시설에서

보살피는 어린이들의 수는 적정선이어

야 하며, 시설도 반드시 기준에 따라야

한다. 

풔스콜라인경우, 50% 정도가 학에

서 유아교육 전공의 선생님, 50% 정도

가 3년 과정의 직업훈련 이수자인 도우

미선생님으로충원된다. 한편프리티즈

헴의선생님은여가활동페다고어로3.5

년 과정의 학 학위가 필수조건이다.

2002년에 풔스콜라, 정규 초등학교(그

룬트 스쿨), 그리고 프리티즈헴 선생님

들을위한교원양성프로그램개혁이도

입되었다. 주된 내용은 정규 학교 선생

님들과여가활동선생님들의과정을하

나로 통합한 것이다. 학생들은 아동 심

리 교육을 강조하는 공통 과목 이수 후

에유아교육, 일반학교교육, 여가활동,

세분야중에서전공분야를택한다. 이

로써세분야의교육이따로동떨어지지

않고유기적으로팀을이루어협력할수

있게 바탕을 마련한 셈이다. 이 개혁에

한 평가는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교육 학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학령기 전 어린이들을 위한

풔스콜라 교육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고한다. 그이유는일하는시간은많은

반면사회적인인식이나임금은다른학

교보다낮은편이기때문이다.

기타 음악학교 및 문화학교 (Musi ks

kole, Kulturskole)

기타음악학교나문화학교도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음악이나 미술, 취미 활

동 등 다양한 과외활동을 제공한다. 이

역시 국가 및 지역 사회가 보조하는 학

교들이다. 입학 전형 같은 절차는 없으

며, 학생들이 스스로 다채로운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교 정규

과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분야에서 더

심도있는예능교육을제공한다. 지역에

따라차이가있지만, 보통미술, 악기연

주, 댄스, 연극, 웅변등의프로그램을예

술 교육 전공자 및 예술인들이 학기 단

위로 지도한다. 때로는 일반 학교나 풔

스콜라, 프리티즈헴등과연계하여프로

그램을활성화시키기도한다. 수강학생

을모집할때수강가능한학년및연령

을 제시하여 수준을 맞추며, 수강료는

과목에따라차이가나지만, 학기당250

크로나 전후로 그럼에도 학생이나 학부

모의 부담은 무척 적은 편이다. 고가의

악기인 경우에는 학기당 여료를 받고

빌려준다. 예를 들면, 예테보리 시의 악

기 여소(Instrumentf rr det)에서는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같은 고가

의악기도학기당400크로나에빌려이

용할수가있다. 

모데스몰(Modersm l, 모국어) 선생

님

현재스웨덴의전체인구약900만중

12%가외국에서태어난이민자다. 통계

에의하면10명중의1명이외국태생에,

이들은 203개의 다양한 국적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스웨덴에서 태어난 80만

명 역시 부모가 외국 출신임을 감안하

면, 두문화를동시에가진사람들의퍼

센트는상당한편인셈이다. 

이미 1970년 부터 스웨덴 교육부는

이민자 가족의 자녀들을 위해 모국어를

배울수있는기회를마련하고있다. 이

제도는 핀란드에서 거 스웨덴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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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을오는사람들의요구로시작되었다.

그러나 이후에 동유럽, 아프리카, 발칸

지역, 최근에는 이라크, 이란에서 난민

자격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서 이들의 문화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정책으로자리잡게되었다. 한국어같은

소수언어인경우도최소학생인원이5

명만되면시에서한국어선생을고용해

과외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

을수있게되는식으로운 된다. 

비판적인목소리

이렇듯스웨덴사회에인종이다양해

지고, 문화적요구가다양해지면서자녀

들의교육에 한시각도다양해지고있

다. 소득 격차에 상관없이 만인 평등과

자유에기본을둔제도이기때문에스웨

덴교육은학교에서는1, 2등우열을가

리는방법을배제하고, 아이들뿐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창조적인 재능이 있다고

가르치며, 모든 아이들이 최고 스타이

며, 각자의 재능이 있다고 격려하는 언

어를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

만 보다 경쟁적인 사회 출신인 일부 부

모는 비형식적이고 자유로운 교육 분위

기보다 좀 더 재식 교육을 시키고자

할 것이고, 보다 훈육이 강조되고 윗사

람에 한공경을미덕으로여기는문화

권출신인부모는아이들이너무방만하

게교육되는것은아닌가염려한다. 

스웨덴 내의 자신문지 <더 로컬

(The Local)>의2006년6월9일자기사

에 의하면, 국에 비해 스웨덴의 어린

이교육분위기가너무비형식적이고규

율이 없어 국 출신 부모들이 혼란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 국 출신

의 스웨덴 시민은‘스웨덴 학교는 어린

이에게자유를주는만큼책임도강조하

며 일률적인 방식이 아닌 여러 가지 방

법에서창조적일수있다는것을격려하

며, 국 학교가 학업 성취도에서는 조

금나을지는모르지만, 전인적인측면에

서스웨덴방식이더낫다고말한다. 아

울러 프리티즈헴 등의 방과후교실도

국보다 스웨덴의 경우에 느슨하고 자유

로우며, 각각의어린이의개인적관심을

중요시한다는 증거이며, 야외활동이 훨

씬더많다’는의견을보 다. 

스웨덴식 교육분위기, 교육의질, 그

리고 다양한 교육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가에 한토론이벌어지면서, 지방

정부및시가사립학교설립을허락하게

되었다. 지방 정부와 시는 부모 부담금

이너무비싸지않고, 안전과질적인부

분에서국가기준을따르는지를평가후

에인가를내주며, 활동상황에 해평

가와감독에 한책임이있다. 

맺음말

지금까지 스웨덴 방과후학교를 주로

국가책임의탁아시스템관점에서정리

해 보았다. 교육 분위기에 한 비판적

인목소리도존재하지만, 스웨덴에서어

린 자녀를 둔 엄마들은 적어도 육아 문

제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경제적인 문제

로 고민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스웨덴

에서어린이들이열성부모의성화에의

해서하기싫은공부를하거나, 각종학

원을다니는모습을찾아보기가어렵다.

자녀에게 어떤 특별한 사교육을 시키느

냐에따라위화감이생기는경우도찾아

보기 힘들다. 물론 이 모델이 세계화를

맞으면서 경쟁력 문제에서 비판의 목소

리가 늘어나고, 변화를 맞는 것도 사실

이다. 그러나장기적으로사회의합의에

의해 형성된 제도인 만큼, 운 의 다양

성은 도입될지언정 근본적인 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과후

교육에 해서도 지나치게 경쟁적인 방

향으로가는것은아닌지우리나라의학

부모들과선생님들, 그리고정부가협력

해서어떤방법이진정어린이들과우리

사회전체를위한길인지진지하게고민

을해봐야할것이다. 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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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칼럼에 소개된 사진들은 방과 후 어

린이들에게다양한활동이준비되는프리티즈헴

사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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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숙｜공근초등학교교사, bptpes@hanmail.net

최근급속한사회변화와도시집중화는농∙어촌지역의이농현상과고령화를가속화시켜소규모학교가증가하고있는실정이

다. 이러한상황에서소규모학교학생들이겪는여러가지교육적인문제중 집단을필요로하는학습활동이나다양한특별활

동, 학교행사등의추진에많은애로점이있다. 

특히강원도는지역의특수성으로인하여 부분의학교가 도시를제외하고는소규모학교로구성되어있으며, 횡성의외곽

에위치한공근면내2개초등학교와1개분교장도학생수20명미만의소규모학교로서교육과정운 에많은문제점을안고있

는실정이다. 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고해결하기위하여공근초등학교를중심으로공동교육과정을편성∙운 함으로써교육여

건과학습방법을개선하고, 다양한교육활동과폭넓은학습경험을제공했다.

운 과제

공동교육과정을운 했다.

가. 공동연수및협의활동전개

나. 공동교육과정편성∙운 을위한교육과정분석

다. 지역실정및여건에맞는교수∙학습과정안적용

다양한교수∙학습활동을전개했다.

가. 복식수업의해소를위한협동학습전개

나. 교류및공동학습전개

다. 협력교사를활용한능력별학습지도

더불어함께하는특별활동을전개했다.

가. 함께하는학교행사

나. 함께하는현장체험학습

다. 함께하는계발활동

과제1

과제2

과제3

소규모학교공동교육과정
운 을통한다양한학습경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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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상및기간

가. 상

나. 기간: 2006. 3. 1 �2007. 2. 28 (1년간)

연간일정

학급수(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공근초등학교 7 107 12 중심학교

광덕분교장 3 11 3 2복식

상창초등학교 3 16 4 〃

수백초등학교 4 30 5 〃�

학교명 교원수 비고

월일 요일 역 활동내역 주관학교 비고

3. 8 수 협의 운 계획수립 공근 교무

3. 22 수 수업(계발) 3�6학년 공근 교무

3. 22 수 신문원고 공동체신문원고모집 광덕 문예담당

4. 10 월 신문발송 공동체신문아동발송(학교별발송) 광덕 교무

4. 12 수 수업(교과) 1�6학년 공근 교무

4. 26 수 현장학습 현장학습(1학기) 상창 교무

5. 4 목 체육 회 어린이날기념체육 회 공근 체육

5. 10 수 수업(교과) 1�6학년 공근 교무

5. 24 수 수업(계발) { 3�6학년 공근 교무

5. 24 수 신문원고 공동체신문원고모집 광덕 문예담당

6. 12 수 신문발송 공동체신문아동발송(학교별발송) 광덕 교무

6. 14 수 수업(교과) 1�6학년 공근 교무

6. 28 수 수업(계발) 3�6학년 공근 교무

7.  5 수 야 수련회 야 수련회 공근 체육

7.  6 목 야 수련회 야 수련회 공근 체육

7.  7 금 야 수련회 야 수련회 공근 체육

7. 12 수 수업(교과) 1�6학년 공근 교무

7. 12 수 평가환류 수업후협의회(15:30분부터) 공근 교무

9. 13 수 수업(교과) 1�6학년 공근 교무

9. 20 수 신문원고 공동체신문원고모집 상창 문예담당

9. 27 수 수업(계발) 3�6학년 공근 교무

10.11 수 신문발송 공동체신문아동발송(학교별발송) 상창 교무

10.11 수 수업(교과) 1�6학년 공근 교무

10.11 수 운 협의 운 위원협의(현장학습) 15:00부터 공근 교무

10.25 수 현장학습 현장학습(2학기) 수백 교무

1. 8 수 수업(교과) 1�6학년 공근 교무

11. 8 수 신문원고 공동체신문원고모집 상창 문예담당

11.22 수 수업(계발) 3�6학년 공근 교무

12. 4 월 신문발송 공동체신문아동발송(학교별발송) 상창 교무

12.13 수 수업(교과) 1�6학년 공근 연구

12.13 수 평가환류 수업후협의회(15:30분부터) 상창 교무

12월 보고서작성 협동체제 공근 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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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운 의실제

[과제1 : 공동교육과정운 ]

가. 공동연수및협의활동전개

�추진내용

가) 동학년연수를실시하며, 사전∙후협의로교육정보를교환했다.

나) 수업은매월해당일3일전에동학년협의에의해실시했다.

다) 수업협의는교수∙학습기술을익히는데주안점을두고, 소규모학교협동학습활동여건조성을위한기회로활용했다.

나. 공동교육과정편성∙운 을위한교육과정분석

� 추진내용

가) 1,2학년은국어, 수학, 슬기로운생활, 3�6학년은국어, 수학, 사회, 과학교과에한하여분석했다.

다) 동학년교사가협의하여협동학습을실시했다.

다) 학년∙별단원∙주제를추출하여교육과정분석표를작성했다. 

라) 교과및단원, 주제에적합한교수∙학습과정안을작성했다.

다. 지역실정및학습여건에맞는교수∙학습과정안적용

� 추진내용

가) 교과및단원주제에적합한교수∙학습과정안을적용했다.

나) 단일교과혹은교과통합운 으로시간의낭비를최소화하고, 학습의효과를극 화할수있는계획을수립했다.

다) 교육과정분석표에의거하여 집단협동학습이필요한제재나차시에는팀티칭모형의교수∙학습과정안을작성했다.

[과제2 : 다양한교수∙학습활동전개] 

가. 복식수업의해소를위한협동학습전개

12.31 토 협동체보고 소규모학교협동체제 공근 교무

12.10 월 문집원고 문집원고모집 수백 문예담당

2월 문집발행 졸업전문집발행 수백 교무

학년 수업자 시간운 수업일시 비고

1학년 이해자, 이순희 4월12일, 5월10일

2학년 박은숙, 이인자, 엄순종 6월14일, 7월12일

3학년 최연숙, 김주옥, 이문호 동학년협의에 9월13일, 10월11일

4학년 남궁은미, 문미숙, 김종호 의거실시함 11월8일, 12월13일

5학년 이주현, 심선희 계8일

6학년 손상달, 이인 , 백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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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류및협동학습실시

�추진내용

가) 매월둘째주수요일에학년별협의된계획에따라해당학교의시정표에의거학습활동을실시했다.

나) 등∙하교는공근초등학교통학차량을이용했다.

다) 교류및협동학습을하는학년은주간학습안내를통하여교육과정운 계획을조정했다.

라) 학년별매월2주수요일에중심학교에서협동학습을실시했다.

다. 협력교사를활용한능력별학습지도

�추진내용

가) 학년별로교육과정운 계획에따라3회에걸쳐교수∙학습과정안사전협의및수업후협의를실시했다.

나) 교수∙학습과정안, 학습자료, 학습지제작등치 한계획으로다양한학습활동이이루어지도록했다.

다) 협동학습속에서능력별지도를위한수업계획을실천했다.

[과제3 : 더불어함께하는특별활동전개]

가. 함께하는학교행사

학교명 공근초등학교 상창초등학교 수백초등학교 광덕분교

학 년

학급수

학생수

비 고

1 2 3 4 5 6 1 2 3 4 5 6 1 5 3 4 2 6 1 2 3 6 4 5

복식 복식 복식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8 15 24 13 16 21 ∙ 4 3 3 3 3 2 3 9 2 2 2 1 2 4 1 2 1

복식 복식 복식 복식 복식 복식

교육과정협의회 협동제협동학습(6학년) 가야금수업 (3, 4학년)

협동체협동학습 (1학년) 협동체전시회 협동체야 수련활동

학교별학급편성실태



�추진내용

가) 3개교, 1개분교장및병설유치원이합동으로운 했다.

나) 사후교과관련지도를병행하고학습지를제작활용했다.

다) 야 수련활동은강원도자연학습원에서실시했으며, 사전협의를통하여협동체제운 의취지에부합하도록운 했다.

�행사의종류

어린이날기념체육 회, 혀낭체험학습, 야 수련 회, 공근협동체신문발간(4회), 공근어린이무닙발간

나. 함께하는현장체험학습

�추진내용

가) 단일학년, 인근학년합동, 전체활동등으로구분하여실시한다.

나) 고장, 도, 나라등체험학습범위를학년에알맞게선정했다.

다) 보고서작성, 사전, 사후지도로효과를높이도록했다.

다. 함께하는계발활동

�추진내용

가) 상은3개교, 1개분교장의3�6학년을 상으로했다.

나) 매월4주수요일에전일제로운 하며, 5회실시했다.

다) 지도교사는연간계획안과일일지도안을작성하여활용했다.

라) 다양한경험을위하여월별로활동부서를바꾸어참여했다.

마) 집단으로활동으로국악, 종이접기, 단소(리코더), 배드민턴, (탁구)로나누어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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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체육 회 협동체현장체험학습 협동체야 수련활동

협동체민속예술잔치마당 협동체연극관람(똥벼락) 협동체도자연구원 실습



학교에찾아온변화

가. 공동교육과정운

1) 소규모학교의실태및여건이비슷하여공동교육과정운 의필요성을공감하고있으며, 교직원들의이해도가높아지역및

협동체제학교실정에맞추어다양한학습경험을제공할수있었다.

2) 공동교육과정운 으로교사들의업무가경감되고, 행사및제반 업무추진에효율성을제고할수있었다.

3) 각종연수활동을통하여소규모학교직원들간의이해가증진되고, 교육정보교환으로자기장학의기회를가지게되며, 교

수∙학습의질향상과아울러교육현장에활기찬분위기를가져오게되었다.

4) 사전협의활동을통하여목적이나취지를이해하고, 서로의의견을교환하여교수∙학습과행사의질을향상시키고, 사후

협의활동을통하여개선점을찾음으로서발전지향적활동이지속되었다.

나. 다양한교수∙학습활동전개

1) 협동으로수업을진행하므로소규모집단수업의한계를극복하고학업성취도를높이는데기여했다.

2) 학습에서의협의중요성을깨달으며, 사회속에서의나를발견하여자아가형성되는데도움이되었다.

3) 교사자원을최 한활용한팀티칭학습모형적용으로교육의수월성추구에도움이되었으며, 능력별학습지도가가능했다.

다. 더불어함께하는특별활동전개

1) 역할을분담하여행사, 체험학습업무를기획하고추진했으므로업무의경감에도움이되었다.

2) 계발활동은사회집단의필요함과중요성을깨닫게해주었으며, 다양한활동경험으로즐거운학교생활의밑거름을마련해주

었다.

3) 소규모학교에서실시하기어려운현장체험학습이나계발활동을협동으로실시하여폭넓은사회성함양에도움이되었다.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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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부서 지도교사 교시 상 장소 비고

1-2교시 3학년, 

3-4교시 4학년

1-2교시, 4학년

3-4교시 3학년

1-2교시 5학년

3-4교시 6학년

1-2교시 6학년

3-4교시 5학년

1-2교시 5학년

3-4교시 6학년

1-2교시 6학년

3-4교시 5학년

1-2교시 3학년

3-4교시 4학년

1-2교시 4학년

3-4교시 3학년

3.22

6.28

11.22

5.24

9.27

국악 최연숙, 백승범 음악실

종이접기 남궁은미, 김주옥 4-교실

단소리코더 이주현, 심선희 5-교실

배드민턴탁구 손상달, 이문호, 이인 체육관

국악 최연숙, 백승범 음악실

종이접기 남궁은미, 김주옥 4-교실

단소 리코더 이주현, 심선희 5-교실

배드민턴리코더 손상달, 이문호, 이인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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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지역간교육격차는사회경제적인상황과맞물려서진행되고있다. 즉, 수도권

중심으로경제가성장함에따라서상 적으로수도권과도시지역의교육여건은개선

되고있는반면, 농촌지역과같은도서벽지는교육여건이좋지않은편이다. 한편지자체에서의

학교교육에 한지원도지역간차이가많이이루어지고있다. 이 에서는이러한지역간학교

교육여건의차이를개괄적으로보여주는지역교육여건지수를산출하기위한교육지표선정

방식을간략히논의하고, 선정된교육통계지표를통해간략히교육여건지수에 한논의를하

고자한다. 그리고여건지수를두개의재정지표를통해시범적으로산출해보고지수상으로교

육여건이어려운것으로나타난지자체가어느지역인지에 해간략히살펴보고자한다.

교육여건지수를산출하기위한교육통계지표선정방법

지역의교육여건지수를산출하기위해포함되어야할교육통계지표를선정하는방법은크게

세가지를꼽을수있다. 첫번째는전문가그룹의판단에의한지표선정방식이다. 이는한국의

교육여건과교육과정, 그리고교육산출의제반통계적지표에 한식견이있고, 그에관한연

구경험이많은모두가그전문가의의견을받아들일수있는전문성을갖춘연구자들이모여지표를선정하는것이다. 이때지표를선정하는것과

더불어지표의가중치부여량은모두전문가들의식견에맡긴다. 이경우전문가그룹은상당히권위와 향이있어야하며, 따라서상 적으로아

래두번째방법보다소수의인원으로구성된전문가그룹의판단에의해서지표가선정된다. 미국에서교육재정을지원하기위한기준을선정할

때이와같은전문가의판단에근거한다.

두번째방법은전문가그룹의판단을좀더과학적으로적용하는방법으로서AHP, Borda 기법등이있다. 이기법은예를들어전문가들이각

지표에순위를매기고그순위를종합해서지수산출에포함시키는지의여부를결정하고가중치를결정하는방법이다(송재복, 안병철, 2005). 이

때전문가그룹의범위가첫번째방법보다더확 될수있으며, 가중치또한해당기법의방법론에근거해서산출되게된다. 

세번째방법은통계학적방법을이용해서교육여건을향상시키기위한목적이결국교육의성과를향상시키는것으로보고교육의성과지표

와통계적으로상관관계가있는지표들을지역교육여건지수를구성하는지표들로서선정하는것이다. 예를들어교육여건을향상시켜서이루고

자하는성과지표를학생들의학업성취도라고본다면, 학업성취도와통계적으로유의하게상관관계를갖는지표들을지역교육여건지수를구성

하는지표들로서선정하는것이다. 혹은 학진학률이나졸업률등의성과지표를주요한교육성취지표라고본다면, 이들지표들과통계적으로유

의하게상관관계가있는여러여건지표들을교육여건지수를만들기위한항목으로선정할수있을것이다. 

│통계로본우리교육│

교육통계지표로본지역교육여건지수
산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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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경제적인이유로인구유입이늘어학급당학생수의증가

가학업성취도나여러성과지표들과교육학적인상식과는다르게통

계적으로유의하지않게나오거나역으로학업성취도에긍정적인

향을주는것으로나올수있다. 이럴경우학급당학생수지표를배

제하거나그역의값으로지역교육여건지수산출의 상지표로선정

할수있다. 따라서역값으로산출해서지수에포함시킬수도있다. 

통계학적인방법에있어서또하나의방법은경제적지표와상관

관계가있는교육지표를지역교육낙후도지수를구성하는지표로산

정할수있다. 이는앞에서의통계학적방법이교육여건을향상시키

는목적이학업성취도등의교육성과에있다고보는시각에근거한

반면, 이방법은지역의교육여건이해당지역의경제적상황과연관

이있다고보는시각에근거한다. 따라서동일한통계학적방법을이

용하긴하지만교육여건지수를산출하는시각에서차이가존재한다.

그러나 경제적 지표와 상관관계가 있는 교육지표를 산정하게 되면

경제적시각에편중될수도있다는지적을받을수도있다. 그러나이

방법역시교육여건지수에 한또하나의시각으로인정한다면의

미있는산출이될수가있다.1)

한편지역교육여건지수를산출함에있어서교육제도에존재하는

학교급이라는특수성이존재하기때문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

교세학교급별로나누어서교육여건지수를각각산출할수도있다.

한편학교급별로구분되지않는지표를이용해서혹은학교급을총

합한지표를이용해서전반적인교육여건개선지수를산출할수도있

을것이다. 이 에서는학교급별로구분되지않는지표를이용해서

통계적방법을이용해서경제적인지표와상관관계가있는두지표,

지자체학교당교육경비보조금(2001~2004 누적액)과학교발전기금

누적액(2003~2005)을교육여건개선지수를예시적으로산출해보도

록한다. 

교육여건지수산출을위한지표들과경제지표와의상관계수

앞서언급한 로학교당교육경비보조금과학교발전기금소계가

지역의경제적지표와상관관계가있는지를먼저살펴보았다. 표

적인경제적지표인기초생활수급자비율(2004)과의두재정지표들

간의상관계수를살펴보았다. 

위의<표1>을보면지자체의경제적인상황을보여주는기초생활

수급자비율과지방자치단체에서지원해주는학교당교육경비보조

금과학교발전기금소계간에통계적으로매우유의미하게상관관계

가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상관관계의계수는모두음의관계를

갖고있기때문에기초생활수급자의비율이적은지역이상 적으로

교육에 한지원이많이이루어지고있음을보여준다. 따라서이두

지표를이용해서교육여건지수를산출할수있을것이다. 

선정된교육통계지표를이용하여교육여건지수를산출사례2)

그렇다면위에제시한두지표에근거해서각지역에 한지역교

육여건지수산출해보도록한다. 지역교육여건지수를산출하는방법

으로는간략하게표준점수(z-score)로산출하여가중치를부여해서

합산하는방식이있다. 또다른방법으로는1에서0으로점수를표준

화하는방법이있을수있다. 이 에서는시범적으로많이쓰이는표

준점수로교육여건지수를산출하되가중치를부여하지않고단순합

산하는방식을선택해서234개지방자치단체의교육여건을간략히

살펴보는것으로한다. 이에따른지역교육여건지수가가장낮게산

출되는40개지역은다음과같다. 

하위40개지역에서수도권은전혀포함되어있지않다. 부분의

군단위의지자체임을알수있다. 그리고지역을보면경북에서17개

의지자체가하위40위권에속해있으며, 전남이4개의지자체가, 그

리고경남이7개, 전북이7개, 부산이1개, 충남이1개등이하위40위

에속해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여건지수값이가장낮은

40개지자체의 부분은군단위라는것을보면농촌지역이교육여건

이가장어려움을겪고있다는것을우리는알수있다.

1) 교육경제학에서는 지가격이높은지역에학급당학생수가많은것이더효율적이라고지적하고저소득층이나학업집중도가낮은학생들은학급당학생수를낮추는것이더욱효과적이라고보고있다.

즉, 집값이높은지역에사는상 적으로소득이높은학생들은학급당학생수가높아도학업성취도와연관해서는큰문제가없다고보고있다(이광현, 2005). 따라서이러한이론적시각에근거해도학급

당학생수지표는교육낙후도지표로사용하기는어려울수있다. 

2) 이지수는교육여건지수의한사례임을밝힘. 단지2개의지표만으로선정했으며추후에교육개발원에서의추가연구를통해종합적인지수를산출할예정임.

학교당교육경비보조금 학교발전기금소계

기초생활수급자 Pearson         
(2004)                  상관관계

<표1> 기초생활수급자비율과의상관관계 (단위:234개지자체)

-0.265                                -0.584 

유의도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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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지역교육여건지수값이높은40개지역을살펴보도록한

다. <표3>에서는교육여건지수가높은지자체지역들과그지수값을

보여주고있다. 그리고지수값이높은지역의 부분은수도권임을

알수있다. 경기도가14개의지자체, 서울이15개의지자체, 인천이4

개의지자체등수도권33개의지자체가교육여건지수값이높은40

개지역안에포함되어있다. 

결론

지금까지간략히학교급을떠나경제적지표와상관관계가있는

교육재정관련두지표를이용하여234개의지자체에 한지역교육

여건개선지수를산출하고 략적인상위40개의지자체와하위40

개의지자체에 해지수값을살펴보았다. 지수값의특징을보면상

위지역의지수값의크기가꽤크다는것이다. 앞의<표2>에서의하

위 40개지역의 교육여건지수값들은 -1점 에서 크게 퍼져 있지만,

<표3>에서보여지는교육여건지수값이높은지역의경우제일높은

지수값이8.7이며, 두번째로높은지역은5.9에이른다. 이는교육재

정에 한지원이많이이루어지는지자체는다른지역에비해서매

우그차이가크게이루어진다는것을의미한다. 

반면하위지역들은지원의금액이다비슷한규모로적게이루어

진다는것을의미한다. 이 에서산출해서제시한교육여건지수는

시범적으로시행해본것이며, 재정과관련된단두개의지표들만을

가지고산출했기때문에한계가많다. 향후좀더면 하게더많은

통계지표들을가지고종합적인교육여건지수를산출해서정부와사

회가지원해야할지역들을살펴보는것이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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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북##군 -1.3037 29 경북##시 -1.226

10 경북##군 -1.2959 30 경북##군 -1.2258

11 전남##군 -1.294 31 경북##시 -1.2229

12 부산##구 -1.2912 32 전남##군 -1.2212

13 경북##군 -1.2864 33 경남##군 -1.2191

14 경북##군 -1.2855 34 경남##군 -1.2092

15 경북##시 -1.285 35 전남##군 -1.1989

16 경북##시 -1.274 36 경남##군 -1.1913

17 전북##군 -1.2702 37 경남##군 -1.1881

18 경북##군 -1.2694 38 전북##시 -1.1854

19 충남##군 -1.2663 39 전북##군 -1.1795

20 경남##군 -1.2638 40 전북##군 -1.1754

<표2> 지역교육여건지수가낮은40개의지자체와지수값(하위순위)

주: 2개의지표만을이용한시범적인지수산출결과이기때문에지역명을밝히지않았음.

순위 지자체명 지수값 순위 지자체명 지수값

1 경기##시 8.701 21 경기##시 2.0512

2 경기##시 5.9046 22 구##구 2.0347

3 서울##구 4.7862 23 인천##구 1.9268

4 서울##구 4.1328 24 서울##구 1.8963

5 경기##시 4.106 25 서울##구 1.8765

6 경기##시 3.5701 26 서울##구 1.8308

7 경기##시 3.4282 27 서울##구 1.8153

8 경기##시 3.2666 28 전북##시 1.8073

9 충남##시 3.136 29 서울##구 1.7513

10 경기##시 3.1049 30 경기##시 1.5688

11 충북##시 3.0865 31 서울##구 1.4942

12 경기##시 3.056 32 서울##구 1.4741

13 경기##시 2.977 33 서울##구 1.4404

14 제주##시 2.9651 34 경기##시 1.3622

15 인천##구 2.5069 35 서울##구 1.3365

16 인천##구 2.329 36 경기##시 1.3206

17 서울##구 2.1626 37 광주##구 1.3078

18 인천##구 2.1226 38 서울##구 1.2863

19 인천##구 2.0916 39 경기##시 1.2516

20 서울##구 2.0787 40 서울##구 1.2289

<표3> 지역교육여건지수가높은40개의지자체와지수값(상위순위)

주: 2개의지표만을이용한시범적인지수산출결과이기때문에지역명을밝히지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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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여성에게희망을주는

『양원』주부학교

학교밖학교

이선재｜양원주부학교교장, yangwon7@yahoo.co.kr

설립배경과연혁

양원주부학교는1953년설립된일성고등공민학교(현초∙중등교육법에의한학교)의병설인일성주부학교를모태로하고있다. 양원주

부학교의전신인일성고등공민학교는6.25동란중함경남도북청에서피난나온분들이자신들의자녀와전쟁고아, 극빈아동을교육시킬

목적으로1952년에세운야학이그시작이다.

그후1953년11월13일이진수씨가종로구관수동에서같은고향출신인일성(一醒) 이준열사의구국정신을계승하기위해서울시장

의인가를받아일성고등공민학교를개교하고중학교미진학청소년들을교육했다(1953~1988년). 병설로근로여성을위한일성일요학교

(1978~1988년무상교육), 미진학성인여성을위한일성주부학교(1983~1988년현양원주부학교전신)를운 하다가1988년일성고등공

민학교의폐교로일성주부학교를양원주부학교로변경서울특별시교육청에등록했다. 또한고등학교미진학청소년을위한일성여자상

업학교(1985~1992년3년제학력인정학교로, 1993~2002년비인정2년6학기로운 )를개설운 했고, 2000년평생교육법의발효로서

울특별시교육감학력인정2년6학기제일성여자중고등학교(2000년~현재)를개교하여중∙고등학교미진학성인여성을위한교육하고

있으며, 2005년3월국내최초의성인을위한학력인정양원초등학교도개교했다. 2006년현재일성은개교한지54주년이되며, 일성과

양원을졸업한졸업생은4만여명에이르고있다.

교육목표

양원주부학교는교육의혜택을받지못한성인여성들에게기초학력을배양하고시민교양교육을실시함으로써건실한가정을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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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학교

갈주부의역할뿐아니라능동적인민주시민으로서의자질을향상시키기는것을교육목표로하고있다.

이러한“교육목표”를구현하기위하여다음사항에역점을두고교육활동을실시하고있다.

1.『양원』의주인이되자.      

2. 새로운지식의탐구에전력을기울이자.

3. 약속은꼭지키자.        

4. 가정의화목과급우간의친화에힘쓰자.

5. 봉사하는자세를갖자.      

6. 모든물자를아껴쓰자.

운 현황

학생현황을보면2006년11월현재양원주부학교에재학한학생은총2,232명에이른다. 초등학교졸업학력취득을위한검정고시과

정이1,173명으로가장많고, 중등과정444명, 고등과정302명, 전문과정이상757명이재학하고있다.

설립이래양원주부학교의교육 상은경제적어려움등여러가지이유로학업을중단해야했던성인여성이었다. 따라서재학생의

부분이40 이상의중년여성들이다. 2006년현재양원주부학교에재학한학생들의연령별분포를살펴보면, 50 가946명(42.4%)로가

장많고, 다음으로60 가674명(30.2%), 40 가491명(22.0%), 70세이상의고령자가92명(4.1%), 10 와20 는각각1명이재학하고있

다. 이렇게볼때양원주부학교의성격은중년이상의성인여성들에게제2의교육기회를제공하는성인여성교육기관이다. 교육과정은

총7개과정으로나누어개설∙운 하고있다. 2005년국내최초로학력인정을받은초등학교과정을비롯하여기초부, 중등부, 고등부,

전문부, 교양부, 연구부와평생부로모두학력비인정과정으로운 되고있으며, 초∙중∙고과정의지도과목은일반초∙중∙고등학교에

서배우는교과중7개교과를일반초∙중∙고등학교에서배우는교과서로공부한다. 전문∙교양∙연구∙평생부는학생들의요구와필

요를반 한교과목으로지도하고있다.

지도교사는초등교원자격, 중등교원자격, 평생교육사자격소지자및 학을졸업하고해당과목을전공한분들이지도하고있다. 학생

이부담하는학습비는월53,000원이다. 

다양한교육활동

학생들이학교에 한소속감을높이고, 학생간유 관계를강화하여, 학업의지속성을높여주기위하여다양한특기적성활동을장려

하고있다. 양원주부학교에서운 하고있는특활활동은한문반, 문예반, 어회화반, 컴퓨터반등이있다.

1) 한문반에서는한중교류가활발한시 를맞이하여한자교육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고실생활에서도유용한한자교육을위하여한

자읽기능력급수시험, 한문활용시험, 사자성어∙고사성어경시 회, 중국에서사용하는간체자시험등을실시하여한자3,000자의훈음

을읽을수있는실력을갖는등큰성과를거두고있다.

2) 어회화반에서는전문반이상학생들에게 어암송교육을통해 어회화를실생활에활용할수있도록지도하고있다. 어암송

은1회에10여문장을외우게하고, 암송내용을 어교사가확인지도하는방법으로90회900여문장을외우는것을목표로실시하여 어

공부와여행할때자신감을갖게해주고있다. 



3) 문예반에서는시(詩)란나와관계없는것이라생각하고있던학생들에게시와문학이생활의일부가되도록하고자노력하고있다.

말로만듣던황금찬시인, 홍금자시인등많은시인들과문예창작반, 시낭송회등을정기적으로열어우리말과 의아름다움을새삼깨

닫게하고있다.

4) 컴퓨터반은2006년3월에는정통부지원문해정보화사업의일환으로문해정보화교육기관으로지정되어컴퓨터교육에박차를가

하고있어컴맹에서벗어나는기쁨을누릴수있게되었다.

5) 나누는기쁨을실천하는양원지역봉사회(1993.11창립) 활동에는현재1,263명의회원들이활동하고있는데, 그중560명이양원주부

학교학생, 교사들이다. 매달5,000원의회비를모아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장애인단체및꿈나무지원등도움을필요로하는이웃을

찾아나누고베푸는사랑을실천하고있다. 

6) 협력교육기관으로는중화인민공화국연변 학교인문사회과학학원(2001.3월), 연변민속박물관(2005.10월), 경북외국어테크노 학,

세민디지털 학(2001.10월)간의자매결연을체결하여인적교류및필요한정보와자료를교환함으로써상호발전을도모하게되었다.

7) 학생지원제도로는학교장장학금(성적, 한자, 펜 씨, 쓰기, 어암송등우수자), 양원지역봉사회장학금(경제적형편이어려운사

람) 등이지급된다. 또학업부진자를위해서는명예교사제도를활용하여1:1 지도및3, 4명의그룹지도를실시하여좋은성과를거두고

있다. 

교육성과

몇가지교육성과를들어보면, 첫째, 4만여명의일성과양원의졸업생을빼놓을수없다. 많은졸업생들이각분야에서또는가정에서

전보다훨씬발전된모습으로활동하고있는것이다.

졸업생중에는고등학교과정만마치고생업에종사하는사람, 학을졸업하고회사등직장에취업한사람, 사업가로변신한사람, 박

사가된사람등다양하다. 교육인적자원부가주최한제2회평생교육 상개인학습자부분의 상을받은김순진씨도양원주부학교출

신이다.

둘째, 검정고시를통한학력취득상황을보면<표-1>에서보는바와같이지난3년간3,325명의학생이합격의 광을안았다.

셋째, 문예반활동은배운실력을발휘하여학교생활과사회생활에서얻은여러체험들을순박하고솔직한 로써서‘빛을향하여’라

는이름으로1988년부터매년책을펴내고있다. 2006년11월에도19번째책인<꿈은해오름처럼>을발간했다. 이책속에서배우지못한

한을 로쓴몇편을소개해보면다음과같다.  

『일찍하고싶었지만상황이좋지않아이제야내가나를찾는다. 시작하기엔너무늦은감이있어많이망설 고, 넘어야할산과강

이너무많았지만어렵게등록을결정했다. 매일매일입학할날을기다리며, 나도이젠학생이된다고생각하니설레는마음에밤잠까지

설칠정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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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중검) 248명 259명 147명 297명 951명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고검) 462명 339명 302명 233명 1,336명

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 검) 186명 458명 206명 188명 1,038명

계 896 명 1,056명 655명 718명 3,325명

<표1> 검정고시합격자상황(2003~2006년도)



……(중략)

학교입구에들어서니, 곱고예쁜한복을입은선생님과선배님께서나를반갑게반겨주셨다. 선배님의안내를받으며식장안에들어

서는순간, 나도모르게벌어진입을다물지못했고가뜩이나큰두눈이휘둥그렇게커져서왕눈이가되어우뚝서버렸다. 

“어머! 이렇게많은사람이왔네, 와!”

그리고나는보았다. 80세가훨씬넘은백발의어머님께서지팡이에의지해앉아계신것을……. 순간, 나는나에게속삭 다.

“야, 정임아봤지? 저할머님. 너여기잘왔다. 잘왔어. 잘왔다구.”

나는또놀랐다. 마치흐드러진연분홍복사꽃처럼아름다운사람들이봄빛을가득담은반짝이는눈빛으로광장에가득앉아있었으

니말이다. 하지만나는기쁘기도하지만공부에자신이없어내심걱정이었는데, 교장선생님께서해주신훈화와위로의말 을듣는순

간근심이희망으로바뀌었고걱정이꿈으로변화되었다. 특히콩나물시루이야기(콩에물을주다보면어느새콩나물로자라나는것처

럼꾸준히포기하지않고하다보면언젠가는될수있다)와물컵이야기(가득차있으면새로운것을담을수없으니비워가면서새로운

것을넣어라)가내마음에쏙들었다. 나도콩나물시루주인공인선배님처럼하얀종이쟁반에초록색예쁜 을담아좋은생각으로키

우고싶다. 또한슬프고괴롭고힘든세상이야기를내마음속에감춰두지않고, 때묻지않은그릇에다기쁘고즐겁게담아보고싶다. 오

늘은나의삶중가장기쁜날이다.』

- 김정임

『“그래, 내가할일은못배운공부다. 그래, 배우자! 배움에지각생이긴하지만, 사람은죽을때까지배우면서사는것이다.”

학교로가는내발걸음은희망과기 에한층부풀었답니다. 모든접수를다마치고책을한보따리받아들었을때, 내마음은나의

어린시절로줄달음치며달려갔습니다. 나는무거운책보따리를들고아버지가입원해계시는일산의병원으로향했습니다. 오래전부

터치매로고생하시는아버지랑은 화가불가능했지만, 난아버지머리맡에책보따리를내려놓고아버지와마음속으로무언의 화를

나눴습니다.

“부모에게서받았어야할배움이지만, 시 를잘못타고태어나이제야배움을다시시작하려고오늘학교에등록하고왔습니다. 아버

지, 제나이쉰둘이지만못다한공부를하려합니다. 아버지, 제게힘과용기를주세요.”

그날나는마음속으로엄청울었답니다.』

- 박학선

『나는부모님이어려서돌아가셨다. 그래서친척집에서지내다가내나이열살때야초등학교에입학했다. 그러나일을하면서공부

를한다는것은내게는커다란사치 다. 눈치를보면서학교를다녔고, 집안일과농사일이바쁠때에는자주결석을해야했다. 3학년

때운동회를마치고, 가을벼타작할무렵나는농사일을하느라여러날을결석했다. 결석을하더라도계속학교를나갔어야했는데, 어

린마음에그만학교다니는것이싫어졌다. 그후로나는학교와는 인연이닿지않았다. 하지만젊은나이때는배우지못한것이너

무나부끄럽고창피했다. 그런데도지금스물여섯살인막내딸을키울때까지는공부할시간을낼수가없었다. 딸이3학년에올라가면

서부터도시락을싸가서늦게오게되자, 그때서야나는검정고시학원에다녀야겠다고마음먹었다. 그런데공부복이없어서그랬는지,

그때허리디스크로많이아파서눈물을흘리며또나의꿈을접어야만했다.』

- 방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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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이러한문집편찬은문학적재능을가진재학생들에게도자신의재능을발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주었고, 많은학생들이문

학에관심을갖고열심히공부한결과각종백일장과작품공모에서수상하는 예를안게되었고끝에는문단에등단하고, 자신의시집을

내고있다. 양원주부학교출신으로문단에등단한시인과작품집및수필가를살펴보면<표-2>와같다.

아쉬움

현장에있다보면눈에뻔히보이면서도하지못하는아쉬움이많이있다.  그중하나는교육기회확 와행∙재정지원이다. 2001년통

계청인구조사자료에의하면우리나라20세이상성인인구중, 초등학교를졸업하지못한사람이241만여명으로전체성인인구의7.41%

나된다고한다. 서울만해도31만여명이나된다. 하루빨리이들에게도교육의기회가주어질날이오기를기 해본다. 교육기본법(제8

조)을보면의무교육은6년의초등교육및3년의중등교육으로하고모든국민은의무교육을받을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으며, 헌법

제31조에는의무교육은무상으로한다고되었는데말이다. 양원주부학교는23년간운 했지만지원받은것이없다.

이들은시 의어려움을가장많이받은사람들이라고할수있으며, 국가의관심이절실히필요한계층이라고할수있다. 최근사회변

화에따라국민의실질적인교육을받을권리를보장하기위하여교육복지에 한요구와관심이증 되고있다. 특히사회계층간의교육

격차가심화되고있는등소외계층에 한교육문제가제기되고있다. 그중에서도비문해자의교육문제는 단히절실한문제이다. 이는

인권의문제이기도하다.

비문해자가자유롭게자신의세계를펼치고, 질높은삶을살수있도록공부할수있는기회가주어지기를간절히희망하면서정부의

지원과사회적관심이그들에게도있기를바란다. 하나더말하면우리나라에서성인들이초등학력을얻기가제일힘들다. 고작일년에한

번, 5월에치르는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가유일한방법이다. 고등학교입학자격, 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는연2회치러지며중∙

고학력은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에서도얻을수있고또방송통신고등학교도있다.

성인초등학교과정이이제시작되기는했지만, 몇년후에나졸업생을낼수있는형편이고전국에단3개교뿐이다. 중입검정고시도고

입∙고졸검정고시처럼연2회실시했으면하는희망을가져본다.KEDI

교육개발│2006 Winter 91

이름 등단지 시집

남상아 <뿌리>여름호로문단활동시작 『마주선것은아름답다』『푸르게앉는시의햇살』(공저)

우재정 <문학공간>신인상수상 『그리움의여백』 『푸르게앉는시의햇살』(공저)

김미하 <문학세계>신인문학상수상 『고운빛낮게퍼지면』(공저)

이종연 <문학세계>신인문학상수상 『고운빛낮게퍼지면』(공저)

신명숙 <한국문인>신인문학상수상 『고운빛낮게퍼지면』(공저)  『늘푸른나무가되어』『푸르게앉는시의햇살』(공저)

서명근 <시마을>신인문학상수상 『고운빛낮게퍼지면』(공저) 『푸르게앉는시의햇살』(공저)

신두업 <문학세계>신인문학상수상 『고운빛낮게퍼지면』(공저)

이양임 <시마을>신인문학상수상 『고운빛낮게퍼지면』(공저) 『푸르게앉는시의햇살』(공저)

허윤희 <시조생활사>신인문학상수상 『무릎이시리구나.』

김종숙 <월간문학>신인상수상

이경자 <시마을> 신인문학상수상

김정희 <순수문학>

김순자 <순수문학>

박경애 <에세이21> 수필가신인추천완료 추천작「변화속에서」

<표2> 양원주부학교출신으로문단에등단한학생및작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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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의성취수준이높은학교는어떤특성을가지고있

을까? 콜만보고서이래로끊임없이학교효과와효과적인

학교의특성에 해서연구했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최근에들

어서야학교효과에관한연구를수행하고있다(성기선, 1977; 강상

진, 2000; 김양분외, 2003; 김양분외, 2004, 임시혁, 1997; 김성식,

2006; 양현정, 2006). 그러나 이들은 부분 중등학교를 상으로

한연구이며, 초등학교를 상으로한연구는전무하다. 특히효과적

인초등학교의특성에관한연구는전무한형편이다. 이러한상황아

래서초등학교를 상으로효과적인학교의특성을분석한연구결

과를소개하고자한다.1)

연구방법

학교교육의수준을분석하는방법에는여러가지가있다. 가장

빈번하게사용하는방법은각학교의교육성과에 한학교별평균

값을구하여비교하는것이다. 이경우에학교별평균값은일반적으

로사회에서인식하는학교의상 적위치정보를제공한다. 그러나

이방법은일반인이체감하는학교간의차이에관한정보를제공하

는것이며, 학교간교육활동의수준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것은

아니다.

학교교육의수준을설명하는방법은연구자에따라서다양한접

근방법이있을수있다. 교육의성과변수를위주로교육수준을설

명할수도있으며, 교육활동의우수성을근거로학교간교육수준

을기술할수도있다. 다른한편에서교육의성과를평가기준으로

하든, 교육활동변수로서질관련요인의값을기준으로하는문제

는점수의성격이다. 즉원점수에기초할수도있으며, 표준점수에

기초할수도있다.

학교교육활동은학생들의지적성장과발달을1차적인목적으

로하므로, 학교의교육수준은교육활동의수준을반 하는것이

적절한방법이다. 따라서개인의행동발달에 향을미치는다양한

요인들중에서학교의교육활동관련변수의 향을분리하여추정

한학교효과점수를제공하는방법이요청된다. 

학교교육의교육수준을기술하기위하여사용하는측정치는다

음의특징을갖는다.

1) 학교교육의수준은학교교육의최종준거변수인성과변수이다.

2) 학교교육의성과변수는학생들의인지적, 정의적, 그리고심

동적발달이다.

3) 학교교육의수준에 한정보는학교의교육활동에의한교육

성과이다.

4) 학교의지리적, 사회적, 학교외적개인배경의 향에의한학

생의행동발달은학교의교육수준을반 하지않는다.

이중에서셋째와넷째의접근방법을택하여학교교육의수준은

학교의교육활동에의한교육성과이며, 학교의지리적, 사회적, 학

교외적개인배경의 향에의한학생의행동발달은학교의교육

수준을반 하지않는다고본다. 따라서효과적인초등학교를판별

함에있어서성과변수로서초등학교6학년용학업능력검사(현주외,

2005)의읽기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점수를사용하되학교의

교육활동에조건요인으로작용하는변수로학교가자율적으로통

제할수없는학생개인배경과학교의특성변수를제거한이후에

산출되는교정된능력점수, 즉학교효과점수를기준으로사용했

김양분｜한국교육개발원교육조사연구실장, vitamine@kedi.re.kr

효과적인초등학교의특성

1) 이 은『학교교육수준및실태분석연구: 초등학교』(김양분, 류한구, 남궁지 , 김정아, 2005)

의일부를발췌했다.



다. 이교정된능력점수를본 에서는학교성과변수의수준으로

서공정하고적절한측정량으로간주한다.

학교교육수준인학교효과점수즉교정점수는다음과같이계

산된다(노국향박정강상진, 2001, pp. 55~58 참고).

즉, 학교효과점수(δj)

= 학생의학업능력점수의학교별평균(Y j)

- 학생의교육외적특성(학생배경)에의한학업능력점수

- 학교의교육외적특성(학교배경)에의한학업능력점수

이 에서는학교교육의효과점수가높은학교들은어떤특성을

갖고있는지를분석하기위해서전국의176개의초등학교중에서학

교수준인학교효과점수에의해서상위10%와하위10%의학교의

특성을분석했다. 그결과는다음과같다.

효과적인초등학교와비효과적인초등학교의특성

효과적인 초등학교와 비효과적인 초등학교의 특성은 방과후 활

동, 학습∙심리적배경, 학습활동으로나누어진다.

1) 방과후활동

방과후활동중학생의독서향유정도에 한학교효과점수의

분포는비효과적인학교에비하여효과적인학교의경우에더높은

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읽기능력, 수학적능력, 과학적능력에서

모두동일하게나타나는결과이다.

[그림1] 독서향유정도의학교교육수준별분포

2) 학습심리적배경

학습∙심리적배경중학생의외재적동기는효과적인학교에비

하여비효과적인학교의점수분포가더높게나타나고있다. 반면,

내재적동기는효과적인학교의점수분포가비효과적인학교에비

하여더높게나타나, 외재적동기의경우와상반된결과를보여준

다. 즉, 효과적인학교의학생들은내재적동기가높은반면, 비효과

적인학교의학생들은외재적동기가더높은특성이있음을확인할

수있다.

[그림2] 외재적동기의학교교육수준별분포

[그림3] 내재적동기의학교교육수준별분포

3) 학습활동

학습활동중효과적인학교의학생들은학습을위하여컴퓨터나

인터넷을많이활용하고있다. 한편, 비효과적인학교의학생들은효

과적인학교의학생들에비하여학습을위한컴퓨터및인터넷의사

용이덜활성화되어있다.

[그림4] 학습관련컴퓨터및인터넷사용의학교교육수준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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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학교의학생들은학습전략으로서통제전략과단순암

기전략, 동화전략을골고루많이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비효과적인학교의학생들은효과적인학교의학생들에비

하여학습전략을잘사용하지못하는것으로보인다.

[그림5] 통제전략의학교교육수준별분포

[그림6] 단순암기전략의학교교육수준별분포

[그림7] 동화전략의학교교육수준별분포

비효과적인학교에비하여효과적인학교의학생들이학교수업

태도가더좋은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읽기능력, 수학적능력, 과

학적능력에서모두동일하게나타나는결과이다.

[그림8] 학교수업태도의학교교육수준별분포

요약및결론

요약하면, 읽기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점수를기준으로효과

적인학교와비효과적인학교간에학교및학생의활동중에어떠한

차이가있는지를비교한결과, 방과후활동중독서향유정도가높

으며학습∙심리적배경중내재적동기가높고외재적동기가낮은

것으로나타났다. 학습활동중학습을위하여컴퓨터나인터넷을많

이활용하고있다. 효과적인학교의학생들은통제전략과단순암기

전략, 동화전략을골고루많이활용하고있으며학교수업태도도

우수했다.

결론적으로효과적인학교들은학교교육의과정변수중에서기

존의이론에서언급하고있는학업성취도에 향을주는변인에서

높은점수를보이며, 비효과적인학교들은이들변인에서낮은점수

를보이고있다.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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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광풍에 처하는우리들의자세

김경원｜서울정의여자고등학교3학년재학, kimkwz1@hanmail.net

올한해교육계를뒤흔들었던‘논술’이란정체불명의단

어는다음해에도그위력을더해갈것으로보인다. 교육부

와 학들이2008학년도입시에서논술이학생을선발하

는주요변수가될거라공언하고있기때문이다. 문제는이

논술이정체불명이라는데있다. 학생이나학부모, 혹은일

선교사들이논술의정체를알아야만 처를할텐데논술

이란것은쉽게그모습을드러내지않은채, 향력만키워

가고있으니말이다. 따라서, 이논술을어떻게준비해야하

느냐에 해의견이분분하다.

결과적으로이혼란한틈을타, 이익을보는곳은논술을

미끼로건, 사교육시장이다. 그리고웬만한서점의도서에

는‘논술 비용’이라는 선전문구가 들어가 있다. 논술에

한어떠한정의도내려져있지않고, 논술의표준모델도

구현되지않고있는상황에서논술시장만거 하게커지

고있는실정이다.

사실, 논술에 해정확한판단을내릴수없는학생과

학부모들이논술학원에의존하는것이당연한일인지도모

른다. 학생과학부모는 어, 수학을학원에서해결했듯, 논

술도학원에서해결하려할것이다. 그러나이러한선택은

학생과 학부모가 논술에 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보여줄

뿐이다. 논술의실체에 해정의내릴수없다고해도, 학

에서논술시험을통해학생에게요구하는것이있다. 그것

은바로논리적사고력과비판적시각, 창의적발상이다. 서

울시내유명 학들은위에언급한요소들을보여주는학

생을 선발하고자 논술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요소들이사교육을통해길러질지는미지수

다. 왜냐하면사교육은단기간에가시적인성과를내야, 수

요자인학부모와학생이만족하는공간이기때문이다. 결

국공급자인학원은가시적성과를위해암기식교육을들

고나올수밖에없는것이다. 결국 학에서요구되는논리

적사고력과비판적시각, 창의적발상은사교육에의해키

워질수없는것이다.

여기서잠깐내이야기를해보겠다. 나는올해고3 시절

을보낸, 평범한수험생이다. 또한, 2학기수시의논술전형

으로 학에합격한케이스이기도하다. 모든 한민국의

고3 학생들이그렇듯수능에 한불안감으로정신적으로

힘겨운고3 시절을보냈다. 솔직히말하자면내가목표하고

있었던 학에들어가기엔모의고사점수가턱없이부족했

다. 수리 역에서반도맞히지못하는상황이었기에그럴

수밖에없었다. 그야말로절망적인상황이었다. 그래도고3

초기 던3월과4월에는새싹과같은희망이있었다. 그러

나5월이꿈같이지나가고6월이다가오자마음은점점여

유를잃어가고지쳐갔다. 정말이지잔인한계절이었다. 의

욕도없어지고자신감도떨어졌다. 내가좋아했고자신있

어했던언어와외국어공부에도흥미가떨어졌고성적또

한떨어졌다. 수리점수도오를기미가보이지않았다. 

그러나이런상황에서필자에게한가닥희망을주었던

것은수시전형에 한기 다. 논술학원에서2, 3년동

안논술을준비한친구들이많다는것은알고있었다. 나는

논술학원을다녀본경험도전혀없었고, 논술을잘쓰기위

해의도적으로읽을거리를찾아읽어본적도없었다. 그러

나내가수시전형에 한막연한기 감을지닐수있었던

│ ~한민국고딩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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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국고딩칼럼│

것은단지어렸을때부터책을많이읽어왔고, 책읽는것을

좋아했다는치기어린자부심때문이었다. 그러나이알량

한자부심만으로는1학기수시의높은관문을뚫을수없다

는불안감으로고3의6월, 친구들이많이다니는논술학원

에다니게되었다. 일주일에한번씩가는평범한논술학원

이었다. 이곳의수업방식또한‘ 면첨삭’과‘배경지식키

우기’로나뉘어이루어졌다. 그런데내가논술학원에반감

을갖게된것은배경지식을키우는수업에서 다. 이곳선

생님께서는 학교논술시험에나올만한몇개의주제를

설정한후, 한개의주제에관해두시간동안강의를하셨

다. 예를들면, '미국의패권주의’가오늘다뤄야할주제라

면선생님께서는이것을쌀시장개방, 이라크전쟁에관련

지어설명을하셨고, 여기에 한학생들의의견을묻는식

이었다. 그러나학생들은선생님이설명하고판서한내용

을적기에바빴지, 선생님이던지는질문에답하지않았다.

여기에서사교육의붕어빵논술이나오는듯싶었다. 선생

님이정해준주제에 한수업, 선생님이이끄는강의, 그것

을받아적고암기하는아이들. 올해서강 2학기, 문과

수시지원자의논술답안3,700여장중2,000여장이판박

이 다는서강 교수의말이허황되지않아보 다. 

논술학원에서는학생들의배경지식을넓히는것에도중

점을두었지만, 학생들이유식한논술답안을작성하는것

에도신경을썼다. 학교논술제시문에‘예술이냐, 외설

이냐.’에 해물으면로렌스의채털리부인의사랑에 해

언급하고, ‘예술작품의복제’에 해물으면발터벤야민

의아우라라는개념을가져다쓰라는식이었다. 물론, 이러

한인용구는논술답안지의격을높아보이게는한다. 그러

나채털리부인의사랑을읽어보지않은학생의인용이무

슨소용이겠는가? 또한, 아우라에 한피상적인이해만을

가지고벤야민을들먹인다면무슨효과가있겠는가? 학생

들에게모이를물어다줘야하는학원강사도, 그것을그냥

받아먹는학생들도, 똑같은답안을채점해야하는 학교

수들도, 어수학학원비에도모자라논술학원비까지책

임져야하는학부모모두가논술광풍의희생자인셈이었

다. 어떻게보면, 학생들의논술답안지에자꾸만인용되는

철학자들도논술광풍의희생자처럼보 다. 그들의심오

한사상이단편적암기에의해자꾸만쓰여지니말이다.

학원은더나아가, 학생들이논술답안지에서결론을내

려야할방향까지제시해주었다. 환경과개발의딜레마에

한제시문이나오면‘지속가능한개발’을결론으로쓰라

는식이다. 논술에는정답이있을수없는데이미학원에서

는논술모범답안을가지고학생들을지도하고있었다. 여

기에서창의적발상이나올리만무하지않겠는가. 나는등

록한한달만채우고논술학원을나올수밖에없었다. 더이

상학원에서얻을것은없어보 다. 논술학원에서‘나’를

정해진틀안에가두느니, 학교수들앞에서나를자유롭

게보여주는것이좋겠다는생각에서 다.

학원에서논술을수년간준비해온친구들에 한불안

감이전혀없지는않았다. 그러나나에게는어렸을때부터

읽어왔던수많은책들이있었다. 많은학생과학부모들은

논술을잘쓰기위해선책을읽어야한다는나의지론을너

무나원론적인이야기라며반박할지모른다. 물론, 나도그

들의반박에일부수긍이간다. 다른공부로도바쁜우리나

라중∙고생들이언제책을볼수있을까? 그러나논술을

위해서라면꼭책을읽어야한다. 많은수험생들은여기서

내가말하는‘책’의범위가어느정도인지무척궁금할것

이다. 사실, 이‘책’의범위는넓으면넓을수록좋다. 꼭책

이라고불리지않는것도좋다. 잡다한광고지의읽을거리

- 논술광풍에 처하는우리들의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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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도논술실력향상에분명히도움이되니까말이다. 초

등학교저학년때부터‘읽는것’에흥미를가졌던나는, 논

술로 학을가겠다는목적의식으로책을읽은것이아니

었다.

십년전그때는논술에 한개념도없었을뿐더러, 그렇

기에‘논술에도움이되는책’이란구분도없었다. 나는자

연스럽게흥미위주의독서를할수밖에없었다. 결국내

가읽어온책은고전적인문학책과통속적인연애소설류

다. 논술광풍이몰아닥친요즘, 많은책들이‘논술시험

비용’이라는꼬리표를달고출판되고있다. 그러나논술

을위한목적적인 읽기는바람직하지못하다. 논술시험

비용책이주는메시지에이끌려갈수밖에없으며그렇

기에자유로운자기생각을펼치는데상당한제약을받을

수밖에없다. 이러한류의책은학생들에게논술시험에

한가이드만해줄뿐, 진정한논술실력을길러주지는않

는다. 

그렇다면문학책의어떤점이논술실력을길러주냐는

질문을할것이다. 이질문에답하기위해나는헤르만헤

세의‘지와사랑’이라는책을언급하고싶다. 나는이책을

중학교때읽었다. 물론논술 비로읽은것이아니었다.

여기에는 비적인두인물이나온다. 골드문트와나르치

스. 하나는감정을 표하며, 또다른하나는이성을 표

한다. 나는이책을읽기전엔이성이감정보다우월하며,

나역시이성적인사람이라자부했다. 그러나이책을읽

고나서는이성과감정간의우월을따질수없다는것을

직시하게되었다. 더나아가이성과감성으로의나뉨이숙

명적인것이며억지로그둘을조화시킬수없다는생각을

하게되었다. 이성과감성에관한고찰은 학논술시험에

등장하는단골메뉴다. 그만큼보편적이면서도난해한주

제인셈이다. 

그렇지만입시에찌든학생들이이성과감성에 해단

한번이라도생각해본적이있겠는가? 학에서이성과

감성에 해언급하면 다수의학생들은‘이성과감성의

적절한조화’를언급하기쉽다. 물론맞는말이다. 그러나

보통수준을뛰어넘지못하는답안이다. 지극히단편적이

고기계적인외침이기에외면받기쉽다. 책은우리가지닌

표준과보통을뛰어넘게해준다. 이것을뛰어넘는것이창

의적발상인것이다.

또, 잘알려진바와같이신문을읽는것도논술을준비

하는좋은방법이다. 그러나앞에서말했던책읽기와마찬

가지로‘논술시험을 위한 신문읽기’는 무의미하다. 많은

학생들은논술과구술을위해신문에나온시사이슈를암

기하고, 신문사설을스크랩한다. 그러나이것으로는부족

하다. 우선 시사 이슈를 묻는 문제가 학교 논술시험에

나오지않는다. 학교논술문제는단편적인지식을묻는

것이전혀아니기때문이다. 또한각신문마다각각의색

깔이있어서이들이어떤각도로세상을보느냐에따라취

하는입장이다르다. 내가편파적인보도를일삼는A신문

을보며시사이슈를공부한다고가정해보자. 나는이공

부를하며, 내가암기하고있는시사이슈가객관적인사

실이라믿어의심치않을것이다. 그러나이미‘나’는객관

적공부가아닌A신문의입장에선공부를하고있는것이

다. 시사이슈를암기하는것보다중요한것은각신문이

취하고있는입장차이를조명해보는것이다. 어느한사

건에 한보수적인B신문의언급과진보적인C신문의발

언을 비교해 보는 것이 논술실력 향상에 훨씬 도움이 된

다. B와C신문이서로를비판하는논리를잘살펴보면, 논

술시험에서예리한비판력을펼쳐보일수있다. 나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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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일간지와진보적일간지를함께구독하면서 을논

리적으로비판하는힘을키웠다. 그리고신문사설만스크

랩하고읽는것도논술시험에그리바람직한태도는아닌

것같다. 신문사설은그신문사의논조를 변하는 이다.

그렇기에상당히감정이격한 일수도있으며, 논리적비

약이심각할수가있다. 논술문은단순히연설문과같이청

자를선동하는 이아닌, 독자를논리적으로설득하는

이다. 이논리적기술을배우려면사설보다는칼럼을읽는

것이좋다. 그러나무엇보다중요한것은논술시험에 한

부담감을떨치고신문을읽는것이다. 정말신문에나온내

용이 궁금해서 신문을 들춰보는 사람이라면 논술에 한

자신감을갖아도된다고생각한다.

논술시험을준비할때간과하지말아야할것은공교육

의중요성이다. 많은학생들은공교육에불신감을표출하

며사교육을찾는다. 그러나논술만큼은사교육이공교육

의 안이될수없다. 이이유는앞에서도수차례밝힌적

있다. 고등학교때학교에서배우는‘윤리와사상’책은논

술시험을준비할수있는최고의교과서이다. 이것을간과

하고 학원에서 암기하라고 내주는 철학자 이름을 외우고

있는것이한심하지않은가? 또학교에계신선생님들께적

극적으로논술지도를받는것도현명한처사다. 학교에는

국어선생님들뿐만아니라다양한과목의선생님들이계시

기에내논술을여러가지관점에서확인해볼수있다. 학

원보다는여유가있기때문에자유로운분위기에서친구들

과토론도할수있고, 서로의 을돌려가며첨삭도받을

수있다. 나도9월한달동안학교선생님과함께논술을준

비했다. 수능이임박한시간이었기에따로논술준비는하

지못했다. 하지만학교선생님과함께방과후에논술준비

를할때에는누구보다열심히수업을들었고선생님께서

내주시는논술숙제는서울시교육청에서운 하는‘꿀맛닷

컴’에꼬박꼬박올려첨삭지도를받았다. 선생님께서도우

리들의논술을위해많은자료를준비하셨다. 학교에서의

논술공부가나에게 2학기수시에합격할수있는힘을가

져다주었다고확신한다.

많은 학부모들은 이러한 논술 광풍을 보고 논술교육도

어와수학처럼조기교육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 물론

논술조기교육은중요하다. 나역시논술조기교육에 해

찬성이다. 하지만초등학생의논술교육이고등학생의논

술교육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나는 여기에 해

더이상찬성메시지를보낼수없다. 이러한교육이낳을

부작용이뻔히보이기때문이다. 한예로초등학생들이메

고다니는논술학원가방에는십중팔구‘토론식수업’이라

는문구가적혀있다. 그러나아무리자유로운토론식수업

이라도여기에는선생님이정한주제가있게마련이며, 선

생님이의도한답이아이들에게서나오지않았을경우선

생님은답을내야한다는강박관념으로아이들에게유도심

문을실시하게된다. 여기서나온답이아이들생각이아님

은명백하다. 여기에논술조기교육의맹점이있다.

논술 광풍의 혼란함 속에서 나름 로의 타개책을 찾아

보고있는오늘, 중요한것은논술의본질을보진못하더라

도논술을과장하여생각하진않는것이다. 논술을잘하려

고하지말고, 머릿속에서논술에 한강박관념을지워버

려라. 의도적인 쓰기는상투적인 을낳을수밖에없다.

신길거리의전단지라도유심히읽고거기에 한어떤

생각이든지해보자. 이것이논술광풍에 처하는가장현

명한자세다. 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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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관련한정보및자료를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제공하는교육
정책포털사이트-교육정책정보센터! 
교육연구개발연계체제사업의하나로지금문을새롭게활짝엽니다. 
올바른교육정책을추구하는교육정책정보센터에서 한민국교육정책의
미래로들어오십시오.

한민국교육정책의
큰문이열립니다!

www.edpolicy.net

Center For Educational Policy Information  

다양하고엄선된정책정보를검색하고원문을보실수있도록연결해드립니다

교육정책과관련된자료들을통합검색시스템을통해누구나손쉽게활용할수있습니다.

∙ 교육현안에 한전문적분석정보를제공하고국내외동향들을소개합니다

교육현안및정책연구결과, 동향등에 한분석정보를제공함으로써교육문제, 

교육정책에 한이해∙판단∙연구∙결정에도움을드립니다.

교육쟁점에 한토론의장이펼쳐집니다

교육현안에 한각계전문가의견해와여론조사결과를소개합니다. 

또한교육쟁점에 해깊이있게토론할수있는장을제공함으로써

교육공동체적관심을유도하고 안적아이디어를찾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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