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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에 성공…
‘자율과 경쟁’속도 내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Power Interview

파워인터뷰

대담_ 박효정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 연구기획실장
phj@kedi.re.kr

재선에 성공…
‘자율과 경쟁’속도 내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서울시 첫 직선 교육감에 공정택 현 교육감(74∙오른쪽)이 당선됐다.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그의 교
육정책에 대해 사교육비 증가 등 우려도 없지 않지만 다양한 학교를 많이 만들어 학생들에게 폭 넓은
기회를 부여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그의 공약에 기대를 걸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적지 않다.
지난 8일‘서울시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박효정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 연구기획실장과
인터뷰를 가진 공교육감은“앞으로 임기 내에 학력신장과 인성함양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며“특히
소외계층의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
이라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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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Development 교육개발 2008 가을

파워인터뷰

재선에 성공…
‘자율과 경쟁’속도 내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박효정 실장 : 재선에 성공하신 것을 축

들은‘진정한 교육자치의 실현으로 학

하드립니다. 우선 소감을 한 말씀 해주

생들을 위한 소신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십시오.

있기를 바란다.’
며 큰 기대감을 나타내
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과 소신, 원칙

공정택 교육감 : 먼저, 저를 지지해

을 가지고 서울교육의 지형을 그려나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서울시민 여

갈 생각입니까.

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들께
서 저에게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

공정택 : 평생을 지켜온 교육철학과

비 경감이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라고

소신은‘철저한 학생중심의 교육’
이

생각합니다. 50년 교육인생을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수

바쳐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요자인 학생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위

보답하겠습니다.

하는 교육이 실현되면 공교육도 정상
박 효 정 연구기획실장

난 4년 동안 교육감으로서 교육가족

박효정 : 승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공정택 : 교사로부터 출발하여 교육

화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

어떤 철학과 소신, 원칙을 가지고
서울교육의 지형을
그려나갈 생각입니까.

들에게 가장 강조해 온 내용이기도 합
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장, 중등교육국장, 교육위원, 대학총
장, 교육감에 이르기까지의 풍부한 경

는 물론, 교육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박효정 : 선거기간 내내‘세계일류 서

륜과 교육행정경험, 지난 4년 동안의

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울교육’
을 만들겠다고 강조하셨는데

노력과 성과를 평가받은 것으로 생각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넘어가는 과도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이며 어떤 로드

합니다. 학력신장과 교육격차 해소,

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

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선택권 확대 등 공약에 대한 평가

으로 교육감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도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홍보가 이루어지고 2010년 지방선

공정택 : 학생들이 행복하고 학부모들

거와 동시에 교육감선거가 이루어지

이 만족하며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

박효정 : 선거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면 이러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

는 학교현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덧붙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각합니다.

인다면 학교교육만으로 학생들이 세
계 어디에 가든 당당히 경쟁할 수 있

공정택 : 시민들의 선거에 대한 무관

박효정 : 사상 첫 직선제로 선출된 서

는 경쟁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구체

심이었습니다. 시민들이 교육감선거

울시교육감에 대해 교원단체와 학부모

적인 방안으로는 공약에 제시한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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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 절감 △학

세부추진계획은 어떤지요.

력신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성∙인재 교육 △교원

공정택 : 고교선택제는 2010년부터

능력 향상과 우수교원 지원 등을 통해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학교 간 선

이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학교교육의 질
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

박효정 : 이명박정부의 교육개혁이 당

습니다. 특목고 확대는 학생들의 소

초 계획과 기대와는 달리 지지부진하

질과 적성, 능력에 따라 다양한 교육

다고 할까, 선회하고 있는 느낌을 받고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추진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

계획입니다. 다만 외국어고의 추가설

는지요.

립은 없을 것이며 국제고와 과학고를
1~2개 정도 설립할 생각입니다. 학력

공정택 : 교육개혁 등 교육문제는 단

공 정 택 교육감

기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

평가 역시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교육활동에 환류시켜

평생을 지켜온 교육철학과 소신은
‘철저한 학생중심의 교육’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
나면 차츰 잘 해결될 것입니다. 이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교다양
화 300 프로젝트이고 이러한 문제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시
행할 생각입니다. 교원평가제는 시행
에 앞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데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또 일각에서

어선생님이 영어교육 장단기연수 등

에서는 교원평가 관련 법안을 제정하

영어몰입교육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준비를 잘해서 듣기와 말하기 등 영어

여 2009년도부터 전체 학교에 확대,

데 이명박대통령의 진의가 제대로 전

로 수업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

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육에 관

어몰입교육단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

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해 이명박대통령과 저의 생각이 일치

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교육과

의 정책방향이 결정되는대로 적극 협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립형사립고

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등 여러 기

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를 많이 만들겠다는 생각이 그 중 하

관이 상호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나입니다. 다양한 학교를 많이 만들어

박효정 : 2010학년도부터 학군에 상관

서 학생들에게 폭 넓은 학교선택권의

박효정 : 이번 선거에서 고교선택제 도

없이 학교를 선택하는 학교선택제가

기회를 부여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오

입, 특목고 확대, 교원평가제 실시, 학

도입되면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가 생

늘날 교육의 큰 흐름입니다. 영어 또

력평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앞

겨나고 학교가 도태되는 사태도 일어

한 이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우선 영

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방향과

날텐데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습니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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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에 성공…
‘자율과 경쟁’속도 내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공정택 : 학교선택권제의 기본 뜻은

박효정 : 경쟁을 강조하고 학력신장정

평준화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책을 펴다보면 교육양극화가 심화되고

평준화제도의 장점을 잘 살려서 보안

사교육비가 도리어 늘어날 것이라는

하는 방법은 다양한 학교를 많이 만들

우려와 전망이 적지 않은데 어떤 대안

어서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을 가지고 있습니까.

확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선호학교가 생기겠지만 비선호학교

공정택 :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가

는 왜 비선호학교가 되었는지 즉, 지

장 근본적인 대안은 공교육을 내실화,

리적 여건, 재정문제 등과 같은 원인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학교교육을 정

을 잘 살펴서 비선호학교가 되지 않도

상화하기 위해서는 교원에 대한 처우

통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

록 사전에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행∙

개선, 교원들의 자구노력, 효과적인

만으로 학력미달자를 줄여나가는 방

재정적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교육프로그램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법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학교교

중에서도 특히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육을 불신하여 외국으로 유학가는 학

박효정 ; 비선호학교 문제 중 교사변인

봉사정신을 가지고 좋은 교육프로그

생의 수를 줄여야 합니다. 국제고, 특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

램을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을 정성을

목고, 영재고, 자립형사립고 등 다양

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다해 교과지도를 해야 합니다.

한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이 보다 많
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공정택 : 교사의 변인은 매우 중요한

박효정 : 사교육비 경감방안에 대해서는

주어야 합니다. 일단 학교를 만들어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이런 저런 방안이

길을 열어준 후에 과도한 사교육에

우수교사를 각 지역에 고루 배치해야

나와도 선뜻 신뢰가 가지 않는데요.

대해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합니다. 공립학교는 변두리학교까지

있습니다. 이렇듯 사교육비를 줄이는

골고루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립학교

공정택 : 강남교육청 관내에 방과후

방법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방법

가 문제인데요. 사립학교는 재단과 협

학교를 활성화시켜 일부 강남지역의

외엔 달리 묘책이 없습니다. 즉, 자율

력하여 우수학교(선호학교)가 될 수

사교육비를 줄였습니다. 이같은 좋은

과 개방, 경쟁을 통해 공교육을 발전

있도록 학교와 교사 모두 열심히 할

사례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 분명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권장

히 신뢰를 얻게 되고 사교육비를 줄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학

이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

박효정 : 학교정보 공개는 어느 수준에

교가 선호학교가 될 수 있도록 자체적

한 초등학교의 경우 학력미달자에 대

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인 자구노력과 다양한 유인효과, 공격

해 교사들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십니까.

적인 홍보활동 등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생들이나 보조교사를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공정택 : 서울시교육청은 정부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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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인성과 실력을 함께 갖추지 않으
면 글로벌인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는 수준에서 공개할 방침입니다.

보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박효정 : 일각에서 정부의 평준화 해체

다만 외국은 이미 외부로도 학교별

급선무입니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

드라이브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

점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나갈 분야와 과제는 무엇입니까.

려와 함께 다양성이란 이름의 엘리트

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강화로 학력경쟁 심화와 사교육

공정택 :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비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대안

박효정 : 영어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책

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은데요.

과제들입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자 하는 것은 학력신장과 인성함양입

공정택 : 평준화제도를 유지하되 보

공정택 : 영어는 사교육비가 가장 많

니다. 바른 인성과 실력을 함께 갖추

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평소의 지론입

이 들어가는 과목입니다. 먼저 3-4년

지 않으면 글로벌인재가 될 수 없습

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학교선택

후에 영어로 영어수업을 할 수 있는

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계 어디에 나

권 확대 △수월성교육 강화 △고교다

공교육의 기반을 갖추도록 하겠습니

가든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학력

양화 프로젝트 등이 평준화 보완책이

다. 그리고 영어전용교실을 하루빨

신장과 인성함양을 통해 경쟁력을 길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만을

리 만들고 전체 학교에서 원어민교사

러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순위

위한 엘리트교육이 아닙니다. 잘 하는

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원하겠

를 따지기에 앞서 다양한 정책을 추

학생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습니다.

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소외 계층

주고 뒤처진 학생들에게는 노력과 지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열심히 공부

원을 집중하여 기초학력을 길러주는

박효정 : 평준화정책의 보완, 강∙남북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모든 노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 학생인권침해 해소,

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여 말씀드리

의 학력을 높여 경쟁력을 길러주자는

교육복지 개선 등이 시급합니다. 무엇

고 싶습니다.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교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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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데 최선
을 다할 생각입니다.

박효정 : 서울시교육청이 국가청렴위원
회 청렴도 측정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를 차지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
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공정택 : 청렴도 측정분야 중 교육과
정 운영,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우수
한 평가를 받았으나 학교급식, 운동
부, 수련활동 분야에서 평균보다 낮
게 측정되어 저조한 결과가 나왔습니
다. 앞으로 자율적인 자정풍토 조성
육의 질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사교

과 취약분야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육비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으로 비리를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

박효정 : 앞으로 전교조 등 비판세력과

기 바랍니다.

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까.

박효정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법
적기구가 되었는데 조직이나 활동면에

공정택 : 전교조는 함께 가야 할 교육

서 실체가 미약합니다. 협의회장으로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동료입니다. 선거과정에서 대립과 갈
등이 있었지만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21세기의 주역을 길러내고

공정택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자 하는 목표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지난 1월 25일 법적기구로 공식 출

생각합니다. 다만 방법상의 차이가

범하였지만, 사무국 설치, 인력 및

있을 뿐인데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

예산 지원 등 조직구성상 먼저 해결

대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선거과정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국이

에서 빚어진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설치될 때까지는 실무협의회를 활성

갈라졌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서울교

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

10

다. 출범 이후 6개월의 짧은 기간이

책연구∙개발 및 정책 추진을 적극

오직 아이들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최

지만 4월 정기회, 5월과 6월 간담회

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선을 다해 일할 각오입니다. 지난 50

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에 6건의 정

년 간 쌓아 온 경륜과 열정을 바탕으

책조정을 건의하는 등 나름대로 성

박효정 : 이번 교육감선거는 투표율이

로 학생에게 행복을, 학부모에게 감

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5.4%로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앞으로

동을, 교사에게 보람을 주는 세계일

협의회 회장 소속 교육청의 업무담

정책을 펴 나감에 있어서 교육문제에

류 서울교육을 반드시 실현할 것입니

당자가 행정사항을 처리하고 있기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야 할

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

때문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위

텐데 그 만큼 더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낼 수 없습니다. 모든 교원, 학부모님

상에 걸 맞는 운영을 하기에 어려움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각오, 그리고 교

그리고 시민들께서 함께 해 주셔야

이 있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

사와 학부모 등을 비롯한 서울시민들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무국 설치, 인력 및 예산 지원 등 법

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받드는 가운데 성공한 교육감이 되어

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겠습니다. 사무국 등 협의회 실무조
직이 정비되는 대로 시∙도 공동 정

공정택 : 선거기간 중 약속드린 대로

를 부탁드립니다.

공정택은 누구…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1957년부터 중∙고교에서 교편을 잡기 시작해 51년간 교직생활을 하면서 전북 이리동중 교사, 덕수상
고 교장, 잠실고 교장, 서울시 강동교육청 교육장,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국장,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남서울대 총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04년 7월 서울시 민선 제4대 교육감으로 선출돼 4년 임기를 마치고 이번에 재선에 성공했다. 공교육감은 그동안
일제고사 실시, 학교선택제 확대 등 초중고생 학력신장과 수월성, 학생∙학교 간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을 펼쳐왔다. 공교육
감은 경쟁을 통한 학력신장을 강조하는 교육철학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고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매우 꼼꼼한 스타일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교육대통령이라 불리는 서울시교육감은 6조원에 이르는 예산집행권과 5만여명의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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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한
교육분권화 추진방향과 향후계획
글_ 김병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분권화추진팀장
kbk182@mest.go.kr

Ⅰ. 추진배경과 목적
초∙중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누가 담당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역사적으로나 국가별로도 항
상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이것은 교육의 편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공
공책임론과 사적책임론으로 갈리고, 또한 공공책임이라고 할지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중앙집권론자와 지방분권론자들간의 논
쟁이 있어 왔다.
보통교육인 초∙중등교육은 역사적으로 볼 때 개별 가정의 책임이었다. 그러나 19세기 근대
국가의 탄생과 산업혁명으로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국가체제하에서 기본적 소양을 갖춘 시민계
층의 양성이 필요하였다는 점과 경제적으로는 공장제 대량 생산방식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공급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공공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근대 공교육제도가 탄생하였고, 이것은

12

오늘날까지 기본 골격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곧 교육대책과 정책수단이 달라야

그러나 21세기 정보화 및 세계화 시대 그리고 지식기반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의 교육정책은 일부

사회로 대변되고 있는 오늘날 전통적인 초∙중등교육제도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는 다방면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으며, 선진국보다 획일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정책수단을 적용해왔으며, 많

성이 강한 우리나라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홈 스

은 교육정책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을

쿨링(Home Schooling), 대안학교 운동 등은 이러한 추세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지도 모르겠다.

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산업화시대의 요구를

또한 90년대 이후 급격히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민

반영한 전통적인 공교육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통일성과

사회세력이 각 분야에서 우후죽순처럼 등장하여 주요 사

표준성을 바탕으로 한 대량교육체제이다. 즉, 전 학령아동

회적 문제와 정부정책들을 정치이슈화하고, 교육정책 현

을 동일한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산업화시대

안들에 대하여 사회계층 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이 오늘날에 비해 단순하고 변

또한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화에 대한 적응력을 크게 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러

상황에서 전국적 수준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합의하는 교

한 획일적인 교육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었다.

육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제도는 국경 없는‘승자독식’
의 무한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쟁시대에 다양성, 개성, 창의력, 상상력과 유연성이 무

학교에게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

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하는 오늘날에는 심각한 결함을 드

구를 적극 수용하여 현실성과 적시성 있게 교육시책을 펼

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지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민주성과 효

적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efler)의 지적은 우리

율성을 높이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교육문제의 해결력도 높

의 상황인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교육제도는 공장의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
면

지역과 학교에 교육에 대한 결정권을 적절하게 부여하

서“미래에 필요한 것은 다양성이 있는 교육기관이며, 이

는 것은 교육의 기본 속성과도 부합된다. 인간은 개인에

를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제도를 개편하거나 개혁하는 데

따라 능력과 적성, 흥미 그리고 발달속도 등에 많은 차이

그쳐서는 안되고 완전히 대체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가 난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교육은 이러한 개인차를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분권화는 우리의 핵심 미래대응전략

고려한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교육분권화를 조속히

현실적으로 공교육제도에서 이러한 개인별 교육을 실시한

정착시켜야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결정권이 지역

나아가, 우리는 교육분권화 및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

과 학교에 최대한 주어지게 되면 지역단위에서 학생들의

를 통해 난마처럼 얽힌 우리 교육문제에 대한 해결력을 높

개성과 적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를 가진 국가이지만 교

기대할 수 있어 이러한 공교육제도의 한계를 어느 정도는

육여건은 지역별로 차이가 많다. 농촌과 도시가 다르고 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시라 하더라도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또 다르다. 교육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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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현황과 쟁점

고하기 위한「학교자율화 추진계획」
을 수립∙발표하였다.

교육정책사 측면에서 교육분권화와 관련하여 분수령이 되

이번‘학교자율화 추진계획’
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줄이

는 사건이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의 도입이었다. 그 이후

기 위해 3단계로 구분되어 추진된다. 먼저 1단계로, 교육

권위주의적인 정부시절이 지나가고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

의 다양성과 시∙도교육청의 자치역량을 저해하고 있다고

라 본격적으로 규제완화를 포함한 지방분권화 정책이 범

판단된 불요불급한 교육과학기술부 29개 지침을 폐지하면

정부적 정책과제로 등장하였다. 초∙중등교육분야도 이러

서 시∙도교육청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그 존폐 여부를 결

한 정부정책의 큰 방향에 맞춰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

정하도록 하였다. 폐지된 주요 지침들은 1) 수준별 이동수

진하였는 바,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문민정부 시

업 내실화 계획, 종교교육 내실화 방안, 계기교육수업 지

절 교육규제 일몰제 도입으로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추진

도 지침, 학교체육 기본방향 등 국가교육과정 고시를 상세

하였고,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교육부가 부총리부서인 교

화한 지침, 2)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처리지침, 초∙중∙고

육인적자원부로 격상됨에 따라 전면적인 사무 재검토를

재량휴업 활성화 방안, 학습부교재 선정지침, 촌지 안주고

통하여 교육자율화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

안받기 운동 계획 등 기존 법령 관련규정을 재정리하거나

다. 또한 참여정부 때에도 지방교육행정체제 혁신과 단위

세부내용을 정한 지침 그리고 3) 방과후 학교 운영지침, 사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였다.

설모의고사 금지지침, 학생봉사활동 운영지침, 학업성적
관리 종합대책 등 포괄적 장학지도권에 의해 시달된 지침

1. 추진현황

들로 구분된다.

민간영역과 현장의 자율성 확대를 국정철학의 기조로 삼

우리 부의 1단계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16개 시∙도교

아 출범한 새 정부는「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
와 비효율적

육청은 4월 24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자체 추진계획을

인 교육규제의 혁파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발표하였는바, 일부 논란이 있었던 주요 과제들의 추진상

우리 부는 지난 4월 15일 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제

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모든 교육청이 이른바 정규수업 전

14

여건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추진여부 및 개선방안 등을 검
토할 예정이다.
지역과 학교에 교육에 대한 결정권을 적절하게 부여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속성과도 부합된다. 인간은 개인에 따라 능력과
적성, 흥미 그리고 발달속도 등에 많은 차이가 난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교육은 이러한 개인차를 고려한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학교자율화 추진계획’
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번‘학교자율화 추진계획’
에 대해서는 당연한 조치라
는 반응이 많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른바 0교시 부활, 우열
반 편성 및 영리학원의 방과후 교육 허용 등으로 입시경쟁
이 과열되고 학교가 학원화될 것이라며 철회하라고 주장
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은 이번 계획의 일면을 과장했거
나 정부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쟁

강제적 수업인 이른바 0교시와 우열반 편성을 금지하였고,

점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대상과목 등 세부적인 사항을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의 영리단체 전면 위탁 또한 모두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가. 0교시, 우열반 편성, 영리기관의 방과후 교육 등
과열경쟁의 문제

그리고 현재 우리 부는 그 동안 수년간에 걸쳐 생산되어 시

이번 학교자율화 조치의 기본취지는 우리 부의 관련 지

달된 각종 지시공문 및 회의자료 등 아직까지도 1단계 학교

침을 폐지하였다고 해서 모든 학교가 0교시를 부활하고 우

자율화계획에서 누락된 불합리한 규제성 지침을 정리하기 위

열반을 편성하며 영리기관이 방과후 교육을 하라는 것이

하여「학교규제지침 일괄정비 계획」
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아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결정해 왔지

있으며 늦어도 금년 10월까지 필수적인 최소지침을 제외하

만, 이제는 학교와 교육청이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게 판

고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하라는 것이다.

다음 2단계는 법령에 규정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

또한 우려하고 있는 속칭‘0교시’
나‘우열반’
(총점에 의

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 또는 위임하는 작업으로 각

한 학급 편성) 편성은 시∙도교육청별 학교자율화 세부추

급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권, 학교급별 보직교사 및 교원

진계획에서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교육문제에 대해

배치기준, 시∙도교육청 국장 이상의 장학관 임용 및 시∙

시∙도교육청이나 중앙정부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으

도교육청 소속 연수기관 설폐권 등 실질적으로 지방교육

며,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의 자율역량을 믿어도 좋다는

자치를 내실화 할 수 있는 13건 사무를 규정한 9개 법령을

증거이기도 하다.

개정하고 있다.

이번 자율화조치는‘학원이 아니라 학교에서’
,‘사교육

마지막 3단계로는 초∙중학생 자비유학에 관한 규정, 자

이 아니라 공교육에서’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

율학교 및 특목고 지정 시 사전협의제 등 공교육에 미치는

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

효과가 커서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국민의견 수렴이 필

다. 일선학교에서는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요구에 따

요한 법령∙지침들이 검토대상이며, 이들 과제들은 정책

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이 확대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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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내로 흡수하여 사교육비 경

해에 불과하다.

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Ⅲ. 향후방향과 과제
나. 교육감∙학교장에게 권한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

한편에서는 또 중앙정부의 규제가 줄어들면 대신, 시∙

학교자율화 및 교육분권화 조치는 지방교육자치제를 실시

도교육감의 권한이 막강해 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 지 17년,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한지 11년이 지난 지금,

그러나‘학교’자율화라는 단어에서 보듯 자율의 종착점은

우리 학교 및 지역사회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을 만큼

학교현장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권한 중 학교에서 처리하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는 믿음에 바탕하고 있다.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학교로 이양 또는 위
임될 것이다.

우리 부는 이번 계획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시∙도교육
청과 학교의 의견을 들어 중앙정부에서 이양해야 할 사무

그렇다고 해서 학교장에게 권한을 집중시키자는 것이

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지침

아니라 학부모∙지역사회의 참여하에 학교의 자치역량을

을 일괄 정비하는 등 학교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기

이다. 또한 그 과정에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

능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기제를 보완할 예정이다.

도록 사전예고와 준비기간도 충분히 부여할 것이다.

초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단위학교에서 스스로

이와 더불어 자율화가 방임으로 흐르지 않고 그에 걸맞

결정해야 한다는 자율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

은 책무성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학교정보공시제의 도입, 학

감하고 있는 만큼,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

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 강화 등을 통해 학교현장

하고, 학교장도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운영의 동반자로서

의 자율통제 기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법령위반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도록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행정지도∙감사, 국가의

것이다. 정부와 교육청도 이 점을 인식하고 학교운영위원

감사 등 사후규제도 뒤따를 것이다.

회 위원 연수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학교자율화가 성공하려면 지역주민, 학생, 학부모 등 관

을 더 강화할 것이다. 인내를 가지고 문제점들은 함께 풀

련 당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학교운영에 참여해야 한다.

어 나가야 한다.

물론 그간 학교들이 규제에 익숙해왔기 때문에 아무런 어
려움 없이 자율화가 정착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학교

다. 기타 촌지, 부교재 관련 지침의 폐지에 따른 문제

가 교육의 중심이 되어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실현하

우리 부에서 촌지 또는 부교재 선정 지침을 폐지한 것은

기 위해서는 자율화과정에서의 일시적 부작용을 걱정하기

이 지침들의 내용이 관련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거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함께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가야

나 강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촌지 수수 및 부교재

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지향하는 지방교육자치의 기본

선정 등과 관련한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법,

정신에 충실한 단위학교 중심의 책임경영체제가 실현되

공무원 행동강령 등 법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므로 중앙

고, 우리 학교들은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력을 가진

정부가 학교부조리를 방치한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와 곡

인간을 길러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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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의 교육자치,
성공을 위한 제언

글_ 우승구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kny0904@nate.com

Ⅰ. 머리말
인적자원개발과 이를 위한 교육과 평생학습의 문제는 21세기 국가생존과 지속적인 국가발전
(Sustainable Growth of Nation)의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변화하는 시대
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기술혁신과
제와 더불어 인간에 대한 관심과 투자, 즉 학교교육의 개혁과 평생교육 및 총체적인 인적자원개
발과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결국‘인적자본(Human Capital)이 국가발전의 열쇠’
(도이
치 방크 연구보고서, 2005)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인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인적자원개발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의 출발점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가 튼실해야 모름지기 발전의 동력이 확보된다. 그러나 현 상황을 보면, 기초부터
무너지고 있는 형상이다. 본격적인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와 지식정보화시대의 진입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와 국가 간 생존전략이 가정과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공할 정도로 커지고 있
다. A. 토플러 교수는‘미래의 부’
라는 책에서 앞으로 시간, 공간, 지식이라는 심층기반에 발생
하는 변화와 개인, 사회와 국가 간 양극화 및 격차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교육의 혁신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또한‘저 출산 고령화’
, 기러기 아빠와 맞벌이가정의 증대,‘사오정’
등 명퇴와 비정규직과 계약직의 증대에 따른 고용불안 등의 영향은 가정해체와 가정 불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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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면서 사실상 가정교육이 실종되거나 부실화되고 있

실태를 바탕으로, 교육분권화와 지방교육자치와의 관점에

는 실정이다.

서 국가교육행정체제의 현황과 과제를 먼저 짚어본 후에

이러한 사회∙경제적 현상으로 인해 학교교육에 대한

교육분권화 및 교육자치와 관련된 현황과 쟁점사항들,

역할기대에 비해 공교육의 경쟁력과 부모들의 교육열과

4.15 학교자율화조치의 추진현황과 향후의 과제들을 제시

요구 간의 갭이 심화됨으로써 사교육비는 천문학적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성공을 위한 기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팽창되고 대안교육기관이나 홈 스쿨 등은 증가일로에 있

보편성과 객관성이 부족한 내용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다. 급기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학교의 소멸까지

서는 독자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며 다음 기회에 좋은

내다보고 있고 미래학자들도 신기술 등의 영향에 따른 다

고견을 주시기를 희망한다.

양한 형태의 학교를 예측하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말이 있듯이, 새 시대의 교육

Ⅱ. 국가교육행정의 현황과 과제

정책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어프로치로써 모든 국
민들의 신뢰를 갖고 출발해야 한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지금까지의 교육행정체제는 행∙재정적 권한이 중앙에 집

못지않게 교육과 현장의 특수성도 잘 파악하고 감안하여

중된 피라미드식 중앙집권적체제로서, 정책개발과 관리

추진되어야 한다.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여 안하느니만 못

및 평가, 재정분배, 감사 등을 통해, 또한 부서별, 기능별

해서도 안 된다. 과거에 추진했던 것이라고 도외시해서도

로 수직적으로 관리되는 구조로 진행되어 왔다. 이는 교육

또 과신해서도 안 될 것이다. 아무튼 여러가지 요구와 다

본질을 추구하거나 현장위주의 정책이 되기보다는 지시나

양성 및 특수성을 감안하려다 보니 정책의 종류가 다양해

명령, 통제와‘지도∙감독’일변도의 정책, 관료 위주의

지거나 이념에 따라 자주 바뀌는 현상도 생김으로써 교육

‘행정을 위한 교육행정’
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잦은 충돌이 생기고 교육의

구조적 문제점을 잉태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효과성을 둘러싼 논쟁도 자주 벌어지곤 한다. 이러는 과정

‘쇄신∙혁신’또는‘창의’
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노력해봐

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교육당국자들이 모두 힘들어하
는 결과만 낳게 된다.

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피라미드형 관료체제의 문제 외에도, 글로벌사

그동안 많은 교육정책과 교육연구가 시도되었지만 교육

회와 지식정보화사회 등 교육환경 변화와 이념 스펙트럼

문제는 더욱 꼬이기만 해왔다. 오죽하면 하느님(또는 하나

의 양극화 및 복잡다양화 문제와, OECD가입 등에 따른

님)도 교육의 문제는 풀지 못한다는 말이 나왔을까? 솔로

각종 기준 준수 문제, 교육복지,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및

몬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과연 국가교육행정

평생교육과 인적자원 개발문제까지 교육의 과제와 영역이

체제와 지방교육행정체제와의 관계는 어떤 상태이고 어떻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우수인재 양성 및 일자리 마련정

게 변화해야 하는지? 현재 추진 중인 정책현황과 과제들을

책에 따라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도 만만치 않은

살펴봄으로써 공동인식과 해결방안 모색의 출발점으로 삼

과제로 등장했다. 이는 결국 교육재정의 획기적인 확충을

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전제로 하는데 정부재정의 한계와‘톱 다운제’
로의 재정시

이하에서는 이론적 접근보다는 지방교육청 및 현장의

스템 변화로 교육재정 확충의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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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재원을 둘러싼 교육현안들 간 내부전쟁은 날로 치

(don'ts)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며, “어떤 교육기관과 학

열해지고 있다.

교나 교육체제의 수업 교육과정 프로그램, 행정, 인사에

행∙재정적 문제와 함께, 교육수장의 잦은 교체에 따른

관하여 어떤 지시나 감독, 통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규

교육정책의 신뢰도 저하, 이념논쟁의 심화, 시대적 요구와

정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도 교육행정기관 간 역할분담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시에 교육과정에 수용하지 못하거나

과 교육분권화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실과 동떨어지게 너무 앞서가는 문제 등도 교육력 저하
와 혼란의 주요인으로 지적된다. 결과적으로 교육주체 간
에 교육의 본질과 방향에서부터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합

3. 정책관리 및 홍보제도의 개선과
종합조정기능의 강화

의를 도출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어 왔다.

정책의 생산과 집행, 점검 및 평가, 환류 및 각 과정별

이러다보니‘교육부 폐지론’
이 일상적으로 제기되고 교

홍보에 이르기까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제와 이를

육수장 임명 때마다 통과의례라기에는 과할 정도로 도덕

위한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정책 생산과 감

성이나 능력, 이념문제 등이 이슈화되어 진통을 겪고 그나

사와 사후평가에만 관심이 있고 후속관리는 부실한 경우

마 재임 1년을 넘기기가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어 왔다. 이

가 많았다. 이제는 각 과정마다 거버넌스 시스템이 작동되

런 상황에서‘백년지대계’
를 책임지는 교육의 신뢰성과 경

고 유관 부서 간 및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와 협력이 강화

쟁력을 유지하고 교육자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

되도록 종합조정기능의 강화가 절실하다. 전반적인 정책

능에 가깝다.

역량의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부처에 비해 양적∙수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지방분
권화와 지방교육자치의 문제는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제

열악한 외곽의 교육연구 싱크탱크들이 보완되고 확충되어
야 한다.

가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 전면적인 시스템 정비가 선행 또
는 병행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과

4. 국가교육과정의 신중한 개편

개선과제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교육정책 중에서도 핵심에 해당되고 다른
정책들과 달리‘정책의 패키지’
라고 할 수 있어 교육관계

1.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와 거버넌스체제로의 변화

자들에게 장기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제7차 교육과정

최근 전통적 권력의존방식이나 정부주도방식에서 벗어

에서 경험했듯이 충분한 연구와 준비가 부족한 채 시행함

나 자율성, 상호의존성, 네트워크, 파트너십을 기본요소로

으로써 정책당국과 교육현장에 막대한 부담과 부작용을

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참여적 또는 네트워크형 국

끼친 것은 물론 교육에 대한 불신감도 높이는 결과를 가져

정관리)체제를 교육행정 및 정책 전반에 지속적으로 적용

왔다. 향후 교육과정의 개편 시에는 지식정보화시대의 특

한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을 반영하고 정책담당자들과 교육수요자들 등 교육이해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조율과 검토 및 연구과정을 거친 후

2. 중앙교육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명확화

에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평성 운영권한도 자율취

예를 들면, 미연방교육부는 하는 일(do)과 하지 않는 일

지에 맞춰 위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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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재정의 획기적인 확충과
재정구조 및 배분방식의 개편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
요가 있다.

교육의 영역과 비중의 확대에 따라 교육에 투입되는 재
정이 늘어나야 함은 물론, 교육기관 간의 역할 변화를 반

8.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제화 추진

영하는 재정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일반 및 특별교부금

학교자율화의 핵심 중 하나인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

의 사업목적과 사용방안이 적절히 재구조화되어 교육자치

될 수 있도록 기능 및 학운위원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를 구현토록 지원해야 한다.‘매칭사업’
의 추진 시 사전협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하여야 한다.

의에 의한 신중한 추진으로 지방교육자치의 정신과 조화
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6. 정책평가제도의 개선

Ⅲ. 교육분권화와 지방교육자치의
현황과 과제

과거 국가정책 또는 국정과제의 구현수단이었던 평가제

자율과 창의, 소통과 협력, 다양성 등이 새로운 시대의 패

도가 순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나 자율을 저해하고

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떠

경쟁의 심화와 업무부담이 필요 이상으로 크다는 부작용

한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가지 이유로 아직도

과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평가제도도 새

지방교육자치가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에

로운 시대의 패러다임과 국정방향에 따라 국정과제 위주

는 장애물과 과제들이 많다. 지방교육자치의 문제는 지금

로 하되 시도 간 우수사례와 정보의 공유와 협력을 촉진하

까지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교육패러다임 변화와

고 지원하도록, 또한 상시 평가와 평가전담기관을 설치하

교육 행∙재정체제 등의 개편에 따른 종속변수 성격이 강

는 방안 등으로 전면 재편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평가제와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점점 지방교육환경의 변화와 일반자

정보공시제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치단체와의 관계 변화, 지방교육수장인 교육감과 교육장
및 교장들의 리더십, 교육단체 및 노조, 의회 등에 의해서

7. 인사∙조직 관련 제도의 개선

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과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현재 가장 민감하고도 중요한 사항은 교육자치의 전문

‘순환보직제’
를 완화시켜 2년 이상으로 하고 대국∙대과

성과 독립성 확보문제이다. 2010년부터 교육위원회가 일

제에 걸맞게 전문성을 높이는‘전문직위제’확대와‘경력

반의회로 통합되고 교육감선거도 직선제(일부에서는 광의

관리제’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교

의 교육관계자들만의 제한적 직선제 주장)와 런닝 메이트

육의 다양성 확보와 다른 정부부처와 부문과의 협력 활성

제 등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어떤 제도가

화를 위해 현재 교육직렬에 의한 사범대 인문계 위주의 충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되면서 교육

원구조를 교육직렬 외에 일반 계열학과들이 포함되도록

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이다. 혹자들은 재정운영의 효율

제한적 개방시스템으로 변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성과 일반자치와의 연계 등을 거론하거나 선진국 사례들

중앙과 지방과의 전문직 및 일반직 인사교류 확대방안과

을 들면서 일반자치에 통합시키거나 부속시키려는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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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이는 동전의 한 면만 보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이 다른 부문과 다른 본

정당 추천을 배경으로 하는 직선제 자치단체장 산하로 종

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다른 부문의 경우처럼

속시키게 되면 정치경제적 논리에 따라 지역현안의 우선

정책이나 행정 위주로 다뤄질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학

순위에서 교육이 더욱 밀리게 될 뿐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

교의 역할이나 교육의 영역도 시대변화에 따라 많이 변화

과 중립성은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다. 지금도 일반자치단

되고 있다. 교육복지, 성폭력, 성희롱, 폭력, 보건, 급식,

체에서는 교육청을 하급기관 취급하거나 협조를 부탁하는

‘방과 후 학교’
, 다문화가정, 영어공교육 등 가정과 사회와

것은 많은 반면 교육에 대한 투자와 협조에는 인색한 사례

연결된 많은 새로운 요구들이 발생됨으로써 학교의 책무

도 자주 발생한다. 자치단체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심

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여교사들의 비중이

지어 지역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소요 증대에 따른 법정 전

70% 이상을 상회함으로써 가정과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입금조차 제 때에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자치단체

부담을 진 상태에서 복잡 다양한 교육수요를 감당하기가

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교육청입장에서는 사업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도 교육정책에서 감안되어야 한

제 때에 시행하기에 애로가 많다.

다.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부모들은 다른 선택의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문제도 실질적인 지방교

여지가 없이 자녀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

육자치의 발전에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재정자립도의

른바‘한 자녀 올 인’상황으로 몰리고 일부 학부모들은 학

격차는 교육격차 및 교육 불균형으로 바로 연결될 수밖에

교교육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없고 교육격차는 결국 사회경제적 격차로 이어진다. 따라

커지고 있다. 이런 여러 여건들을 종합해볼 때 공교육이

서 지방교육자치의 위상과 방향은 국가 재정배분방식과

재능, 적성, 능력에 따른 교육과 인성교육 등 정상적인 교

국세∙지방세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여부에 영향을 받게

육역량을 발휘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난제라고 할 수 밖

된다. 국가는 교육문제가 국가의 지속적 발전과 지방의 균

에 없다.

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방교육자치가 기반을 구축할

교육의 특수성은 교육자치단체와 일반자치단체를 좀 더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 세계 각국도 교

구체적으로 비교할 때 그 차이점이 더 잘 드러난다. 정책

육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삼아 범정부적으로 지원해주고

이 입안 및 시행 과정에서 볼 때, 일반자치단체는 구성원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들이 주로 일반 행정직과 기술적 위주로 구성되어 일체감

흔히 말하는‘교육부문의 특수성’
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

이 높고 읍∙면∙동 등 최종 행정구현기관까지도 명령∙

갈 필요가 있다. 일반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대학과 교

복종의 지휘체계나 위계질서가 비교적 엄격하여 정책이나

육청 등을 두루 경험한 입장에서 보면 의외로 교육부문에

지침의 시달 및 전파시간이 짧으며 행정력이 발휘되는 정

서 종사하는 사람들과 비 교육부문 종사들 간에 교육을 바

도가 높다. 반면에, 교육자치단체는 교사출신인 장학사(장

라보는 인식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느껴 왔다. 비 교육부

학관)∙연구사(연구관)등의 전문직과 교육행정직(기술직

문의 사람들이 볼 때, 교육계 관계자들은 폐쇄적이고 융통

포함)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행정이나 정책이 구현되는

성이 없으며 시대적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적

최종(행정)기관이 학교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학교는

시각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일부 사실적인 측면도

공립의 경우에는 그나마 교육행정직이 있어 서무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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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공립의 경우에는 그나마 교육행정직이 있어 서무나 회계 등 행정적 사무를 처리한
다지만 조직의 장인 교장과 나머지 교사들은 전문직으로서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과 학
생지도를 주 임무로 하고 있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거의 행정력이
나 정책이 작동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특수성들이 교육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
거나 행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감사, 평가, 예산배정이나 예산집행에 있어 충분히 감
안되어야만 한다.

등 행정적 사무를 처리한다지만 조직의 장인 교장과 나머

시도별 모델 연구 등 선행작업이 필요하다.

지 교사들은 전문직으로서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과 학
생지도를 주 임무로 하고 있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다. 사립

2. 교육감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의 활성화

학교의 경우에는 거의 행정력이나 정책이 작동되기가 매우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법정기구로 인정된 것을 계기로 시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특수성들이 교육에 대한 정책을 입

도간 협력과 협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교육자치를 강화

안하거나 행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감사, 평가, 예산

하는 방안과 함께 경쟁과 협력하는 사례와 모델을 지속적

배정이나 예산집행에 있어 충분히 감안되어야만 한다.

으로 발굴하고 일반화시키는 작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이상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여러 상황들과 문제점들

있다. 열악한 교육재정과 시도간 상호 상생적 교육발전 측

외에,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도 개선되어야할

면을 고려할 때 협의회 중심으로 공동사업을 더욱 활성화

과제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하고 필요한 경우 KEDI 등 전문연구기관과 협력하는 방
안도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대학교

1. 지방교육자치 거버넌스체제의 도입

육협의회의 모델을 따라 사무국 또는 사무처를 두고 정책

지방행정에도 교육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시

연구부와 지원부 등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자치와 주민에 의한 통제가 이
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도 어느 정도

3. 정책기획 및 자체평가 역량의 강화

정책자문위원회나 각종 협의회 등을 통하여 참여형체제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오랫동안 중앙의존적인 행정에 익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형식적이거나 파트너십이 부족한

숙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정책 및 기획역량이 부족한 것

상태이다. 지역특성의 고려와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강화

이 사실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평가도 중앙의 눈치를 보거

하고 교육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공유하는 차원에서도 조

나 지침을 그대로 따름으로써 자율과 창의성이 결여된 채

속히 추진해야 하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사례조사와

답습형태 내지는 관료적 경직성을 띌 수밖에 없었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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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거버넌스체제의 도입과 더

직 인사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성과제의 확대와 지방교

불어 지방차원의 교육정책을 입안, 집행, 평가 및 환류하

육고시제의 도입, 중앙과 지방 간 인사교류 확대 등 다양

는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노력을

한 인사쇄신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만 한다. 조직운영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정책연구를 전담하는 기관도 현재보

탄력적 운영과 팀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 담당제와 공동협

다 보강하고 외부의 전문교육연구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

력 시스템이 함께 작동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도 강화해야 한다.

7. 지방재정배분구조의 개선
4. 지역교육청의 역할과 기능 재편

지방재정자립도와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한 재정배분방식

현재 본청행정의 일부를 수행하는 행정중심의 기능에서

의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내지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종합지원하는 기관으로 획기적인 개

전출금 제도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선이 필요하다. 즉, 장학기능과 컨설팅 및 연수 지원의 강

국정과제나 국가시범사업에 따른‘매칭 펀드’
사업은 지방

화, 종합 민원해결 및 순회지원기능 등 실질적 지원중심으

교육자치의 발전과 지방교육재정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교육청의 통폐∙합 결정은

수도 있으므로 총괄조정 및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광역 및 직할시 간에 지역별로 여건이 다르므로 정확한 실
태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때

8. 학교장의 리더십과 역량 강화

거론되었던‘지역교육지원센터’
로의 명칭 변경이나 일반

학교자율화가 확대되고 단위학교책임경영제로 전환됨

자치단체로의 기능 이관 등은 지방교육자치의 발전 측면

에 따라 학교장의 마인드와 리더십 변화, 총체적인 역량

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본다.

제고가 필수적이므로 학교장 임용제도의 개선과 함께, 역
량 강화 및 우수사례 공유 및 일반화 차원에서의 보수교육

5. 장학 기능과 장학사 역할의 재검토 및 보완

이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로, 광주교육청은

현재의 장학제도나 그 역할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회의

금년 가을부터 현장의 의견수렴과 사례조사를 통하여‘교

적인 의견들도 많이 제기하고 있다. 여러가지 노력들은 많

장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다.

이 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는데 비해 현장의 반응은 여전
히 차갑다 못해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학교단위책임경영

9. 학부모지원센터 운영과 학부모교육의 강화

의 취지에 맞춰 전면적인 개편이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학부모가 살아야 자녀가 산다”
는 말이 있다. 격변하는

다. 사회일반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컨설팅이나 코칭, 상담

시대환경과 자녀교육 올인 시대를 맞아‘프로부모’
‘부모

등이 보강된 형태로 기능 및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신중

코칭’
이 새로운 경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교육복지

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차원에서도 부모들에 대한 자녀양육법, 학습지도와 진로
지도법, 성 지식, 건강문제, 대화법 등 다양한 지식을 습득

6. 인사 및 조직제도의 쇄신

하도록 지원하고 상담하는 것이 필요해지고 있다. 현재 부

전문성을 비롯한 정책 및 기획역량 제고를 위해 순환보

산교육청은‘학부모교육원’
을 설립하고 전담직원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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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중 교육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사

고 있으며(광주의 경우 63개 지침을 추가로 협의 중), 법령

례로 인정받고 있다. 광주교육청도 현재의‘학부모 아카데

과 관계되거나 전면 재정비가 필요한 사항들은 2단계와 3

미’
를 확대 개편하여 가을부터 두 군데 평생교육기관에 학

단계로 구분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부모 지원센터를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연중 교육을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에 관한 지침들이 폐지 또는 위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학교자율화시대를 맞아 가정과 학

됨으로써 실질적인 학교자율화와 학교단위책임경영

교, 학부모와 교사는 긴밀한 파트너십이 절대적으로 필요

(School Based Management: SBM)의 기반을 마련하는

하다.

계기가 된 것이다.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고, 교원
인사권도 지방으로 위임함으로써 교육자치 수준이 한 단계

10.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게 되었다. 또한 이런 자율화조치

학교자율화와 단위학교책임경영의 성공 여부는 교장제

가 가시화되고 자리를 잡게 되면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도의 개선과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고 해

이나 행정 위주의 교육자치가 지원∙협조 위주의 교육행정

도 과언이 아니다. 학운위제도는 도입초기부터 운영위원

으로 탈바꿈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적이

의 전문성 부족, 학부모와 교원의 관심부족 등 기본적인

고 자율적인 학교운영과 창의적이고 다양한 학교교육을 활

사항조차 해결되지 않은 채 출발하였으나 10여년이 지난

성화시키는데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도 크게 변했다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선출과정의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시각도 적지 않은 것

개선을 통한 대표성 확보, 학운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이 사실이다. 우열반 편성이나 이른바‘0교시 수업’
, 방과

다양한 유인책 마련, 학운위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

후수업, 사설학원 모의고사 등 일부 반대를 위한 반대나

안 등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오해의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학교자율화로 인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론

Ⅳ. 학교자율화 추진상황과 향후
정책추진과제

수렴 및 설득, 교육과 홍보, 적응기간을 감안할 필요가 있
다. 아울러 인적∙물적 여건 조성이나 지원조치 등을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합한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그동안 보통교육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교육감에게 위

한다. 교육청별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모니터링 및 지원

임되거나 이양되어 왔으나 금번‘4.15 학교자율화조치’
는

체제 강화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첫 술

그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학교자

에 배부를 수 없다’
는 점을 명심하여 무엇보다 교육현장과

율화계획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율

정책부서와의 간격을 좁혀‘현장중심’
의 마인드로 무장하

화 내용과 규제들을 발굴하여 향후 실질적인 교육분권화

고, 교육현장과 교육청 및 교과부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

와 지방교육자치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단

계를 유지함으로써 학교자율화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가는

계로 법령사항이 아닌 1차로 모든 교육청이 29개 지침을

것이 중요하다.

폐지 또는 위임한데 이어,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조직과

가로 지침들을 폐지 또는 학교로 위임하는 작업들을 진행하

기능이 거버넌스체제와 지원 중심체제로 전환되고 학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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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작업들이 병행되어야할 것이며

교육행정체제도 조속히 새 시대에 걸맞게‘거버넌스’
체제

그럴 경우‘4.15 학교자율화조치’
와 후속조치들은 지방교

로 전환하여야 한다. 교육전문기관들도 지방교육행정체제

육자치의 기념비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에 적합한 거버넌스체제 모형 연구 및 성공적인 적용을 지
원하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에

Ⅴ. 성공을 위한 제언

서 언급한 여러가지 과제들을 원활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
새로운 정부 하의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교육자치와 학교

록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하고, 특히 시

자율화를 위한 모험 대장정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도교육감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지역간 상생적 발전

러나 시작 초기 충분한 공감대를 얻는 협의 및 대화부족으

을 견인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청의 정책기획 및

로 다소 삐걱거리는 가운데 출발했고 아직도 암초가 곳곳

평가기능 보강 등 역량제고를 위해서는 KEDI와 같은 교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배는 떠났고 목적지를

육전문기관들이 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체

향해 성공적인 항해를 해야만 한다. 이제부터라도 항해사

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를 예방하고 유익한 항해가 될 수 있도록 팀웍을 다지고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교육입국’
‘교육강국’
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교육주체 간에 긍정적 마음으로 소통하

지방교육자치호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목적과 방
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립된 가운데 교육주체 간

며 협력하기를 소망하며 교육공무원들은 사명감과 팀 스
피릿으로 새롭게 무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의 역할 재정립과 파트너십 구축노력에 진력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자치호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새로운 패
러다임이 확립된 가운데 교육주체 간의 역할 재정립과 파트너십 구축노력에
진력하여야 한다. 교육행정체제도 조속히 새 시대에 걸맞게‘거버넌스’
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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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청의 교육자치,
성공을 위한 제언

글_ 성기옥 서울시중부교육청 교육장
sko1@paran.com

Ⅰ. 서 론
‘누가 먼저 세계의 중심이 되는가!’
21세기를 향한 힘찬 발걸음은 이미 무한경쟁의 시대에 들어섰고, 세계 각국은 이러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교육이 지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새 정부가 탄생되면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단위학교 개선방
향을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에 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율과 책임은 단
위학교가 능동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라 볼 수 있고, 학교
단위의 자율과 책무를 높이는 일은 오래전부터 연구한 내용으로 생소하지 않았으나 막상 글을
쓰려고 보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솔직히 막막하고 정답이
없다. 그러나 가장 분명한 학교의 공통적 문제는 구성원이 지닌 잠재역량을 최대로 발휘하지 못
하고 있는 시스템적 모순으로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
분을 말하려 한다.
또 이 부분은 학교운영 구성원들의 책임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점을 전제하고 싶다. 왜냐하면
60여년간 교육개혁을 해왔지만, 기본시스템을 존속 시키면서 정책적 대안만을 제시했기 때문에
학교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책임감을 지니고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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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지금도 중앙집권적

와 노하우의 축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립학교는 비교

인 관료제적 통제에 익숙해진 학교는 여전히 학교자율화

적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과제추진 상에서도 전시주의, 형식주의와 같은 관료제의

있으며, 일관된 변화 노력으로 교육성과를 축적하여 학부

병폐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교육현실에 대

모들이 신뢰하고 선호하는 학교들 중에 사립학교가 많다

한 실망을 가져오게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제위주 시

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스템 속에서 학교는 상급기관에 대한 책무성을 우선시 할

따라서 공립학교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직원의

수밖에 없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원이 상급기

임용, 전보 등에 대한 단위학교의 인사권을 확대하고 순환

관으로부터 조달되고, 평가자도 상급기관이며, 상급기관

근무제의 개선을 통하여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에서 학교 책무성을 인정받는 한, 학교와 구성원의 신분

안정되고 응집력 있는 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학교의 주

안전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학부모 및

인의식 고취와 학교 자율책임경영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지역사회에 대한 책무성은 경시될 수밖에 없는 생존구조

줄 수 있는 참여자를 늘려 나가야 한다.

속에서 학교는 수동적, 폐쇄적으로 되어가기 마련이다.

또 이번 학교자율화 계획은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조

학교가 이와 같은 뿌리 깊은 상후하박의 굴레에서 벗어

건이지 그 자체가 궁극적 목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할

나 주체적, 창의적인 노력으로 교육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 현 자율화 조치는 궁극적으로 모든 학교가

서는 학교단위의 자율과 책무성 확보, 학교 내의 권한위임

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준비된 자율학교 수를 늘리는 것으

(empowerment), 구성원간의 비전과 가치 공유, 공동체

로 큰 의의를 두고 있는 점도 매우 전략적인 방법이라 할

적 협동과 참여,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수 있으나, 자율이 부여된 학교가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할

협력, 내부규범과 장치에 의한 엄정한 자율 통제를 바탕으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문제인식, 실천전략의 공유가 없다

로 하는 권위와 신뢰의 회복 등이 실현되어야 하고 이러한

면 자율은 자칫 혼란과 갈등, 무질서를 초래하는 악재로

일들이 가능해지도록 학교운영체제가 재구조화되어야 한

작용할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자율화된 학교를 성공적

다. 교육과학기술부나 시∙도교육청은 무엇보다도 이를

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장이 CEO로서의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주어야 하며,

리더십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보다 효과적이

학교평가도 같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

고 체계적인 교장양성 및 선발, 연수제도가 마련되어야 한

가 없다. 향후 힘 있는 학교공동체가 형성되어 교육의 변

다. 또한, 학교장에 대한 교원인사권 부여 등 실질적 권한

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학교 교직원조직이 우선 안정

강화와 함께 교장과 교직원의 과업수행에 대한 체계적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한 학교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

고 실효성 있는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며, 보다 정확한 문

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현재 공립학교의 학교장은 1-2

제를 소상히 알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자발적 노력이 가장

년이 멀다하고 자주 바뀌며, 교사도 매년 4분의 1 정도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바뀌는 상황에서 연속성 있고 안정적인 과업의 수행이 이

이에 발맞추어 2007년부터 실시한 중부교육청 단위학

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응집력 있는 공동체 형

교 책임경영을 위한 교육청 사례를 하나의 방향으로 소개

성과 유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생지도에 필요한 자료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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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교자율책임경영을 위한
지역교육청 지원 사례

중부교육발전포럼은 우리 중부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
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들을 토대로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스타스쿨로 도약∙발전하기 위한 자율적인 학교개선

우리청의 관내 학교들은 유구한 역사와 함께 서울중심부

운동인 것이다.

에 위치해 있고, 예로부터 한국교육의 근원지이자 발전의

교육적인 열정으로 참여하는 선생님, 즐겁게 학습에 참

원천이었으며,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 자부심이 대

여하는 학생들, 신뢰와 참여로 하나 되는 학부모, 이 모두

단한 학교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활주거지의 이동 등 도

가 삼위일체가 되어 살아 숨쉬는 교육의 오아시스, 스타스

심 공동화현상으로 인해 학생수가 급감하여 학교 폐쇄 내

쿨(Star School)을 만들고 있고 지속적으로 나가게 될 것

지는 통합, 이전해야 할 상황이 생기고 있으며 시설이 노후

이다. 중부교육의 특색 사업은 이처럼 풀뿌리운동으로 시

되어 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인 학교가 많아 교육공동체의

작하여 교육여건을 첨단화하고 효과적인 학교교육 지원시

협력적 관계형성이 매우 시급함을 공감하게 되었다.

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교육의 변화를 선도하는 주체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중부교육발전포럼 설

‘수업혁신’
의 중심부로 자리매김 함에 최선을 다한다면 서

립을 위한 33인의 준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다. 수차에

울중심 중부 학교교육이 세계의 중심으로 나갈 것이며, 지

걸친 토론으로‘스타스쿨 프로젝트’
라는 공동 일거리를 만

역교육청은 단위학교 과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

들었고 각 구청별 포럼을 설립하고 위원장 3인이 공동위원

록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요소를 제거하며 지역의 자율교

장이 되어, 보다 교육현장 중심적인 학교교육 지원을 이끌

육체제 인프라 구축 등 단위학교 수준에서 달성하기 어려

고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을 열어 시대변화에 따

운 과제들을 수행하여야 한다.

른 교육공동체의 역할을 추진하려 한 것은 우리나라 교육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다행히도 우리 중부교육청 관내는

1. 추진배경

소속행정구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립 및 명문 사립고들이

가. 오늘날 평생학습사회, 열린 교육체제에서의 교육은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스타스쿨로의 도약∙발전할 가능성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역사회의 협력

이 높으며 지역 평생학습센터를 활용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적인 관계가 대두됨

의 조화로운 교육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나. 우리 중부교육청 학교들은 서울 중앙에 위치하고 유

따라서 중부교육발전포럼을 통해 학교교육 내실화를 통

구한 역사를 자랑하지만 도심공동화현상으로 학생

한 학교의 재구조화,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단위학교

수가 급감하여 학교 폐쇄 내지는 통합, 이전해야 할

교육활동의 효율적인 홍보 등의 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

상황이 예견됨

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일회적이

다. 단위학교 문제점을 인식하고, 단위학교별 중∙장기 학

던 학교프로그램이 연속적으로 발전하고, 획일적이고 타

교발전계획의 지속 추진과 인근 학교간 공동의 노력

율적이었던 교육활동을 다양하고 자율적인 운동으로 풀어

을 통하여 명문학교(Star School)로의 발전방안 마련

내기 위한 노력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개별학교의 부분적
노력에서 지역학교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평생교
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내 평생교육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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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구축 및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

2. 추진목적

Ⅲ. 학교자율화 단계별 추진안
1. 프로젝트 1 : 지방행정자치와 교육자치 동급 지배
구조(Governance) 유치

가. 학교와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교육공동체 건설을 통
해 내실 있는 학교운영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단위학
교를 지원하고 글로벌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가. 현황 및 문제점

인재를 육성

- 지방중심의 교육정책 운영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

나. 조화로운 교육공동체 건설로 학교교육 지원의 효율

추지 못함

성을 통하여 단위학교 밀착형 학교개선정책 및 서울

- 단위학교 교육에 대한 주인의식 결여

중심, 세계중심 명문학교로 재구조화

- 교육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임기제의 지방기초자치
단체장과 협조미흡

3. 추진방향

- 시∙도교육청 집행기관으로 주민요구, 지역특성 미반영

가. 학교교육 프로그램이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으로 운
영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학교교육 지원

나. 추진방안

사업의 다양화

1) 기초단위 교육자치 도입을 통한 지역 특성화 전략

나. 단위학교의 부분적 노력에서 지역별 학교간의 협력
적 노력으로 발전시키고, 제반 교육문제를 미시적
접근에서 거시적 접근으로 전환
다. 학교 발전∙개선을 위해 타율에 의한 강제에서 탈피
하여 자율적 풀뿌리 운동의 변화를 통한 자발적 참
여기회 확대
라. 단위학교 스타스쿨 지원활동, 홍보, 교육발전 세미
나, 교육공동체 동아리활동 지원, 교육프로그램 지
원 등 중부교육발전을 위한 역할수행
마.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평생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내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바. 지역별∙학교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
원하여 학교와 지역사회를 상호∙협력적인 교육공
동체로 형성하여 중부교육의 세계화 지향

- 교육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 지역교육발전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함.
- 기초단위 교육위원회 구성 필요
- 광역교육청과의 역할분담으로 현장에 적합한 정책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예산 중복 투자 방지
2) 지역교육발전 협의체 운영
- 지역 각계각층의 교육적요구과제 대안모색 및 실천
기구로 운영
- 학교의 대외협력기능 강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개선
- 지역교육청에 학교권한 배분 및 의사결정컨설팅 체
제 확립
- 학교평가 및 학교경영, 학급운영, 수업컨설팅 체제
구축
- 자원봉사자의 지원활동 확대, 시설사용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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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Project

특 별 기 획

교육분권화와 지방교육자치

- 학교교육 발전에 지역인사 참여 확대

으로 선행연구학교 및 지역교육청 필요
- 학교에 대한 규제 및 간섭을 최소화 하고 교장의 권

2. 프로젝트 2 : 교육행정기관별 자율역량 제고후
단계적 분권화

한과 책임을 강화
- 학교단위 교사 선발 추천권 ○○% 보장 및 교사 장
기근무제 실시

가. 현황 및 문제점

- 교장, 교감, 교사 초빙제 실시 확대

- 중앙집권적인 교육행정과 평준화로 인해 수동적인 교

- 자율경영책임제 실시를 위한 지역별 정책수립 및

육과정 운영
- 학교교육의 자율성 결여로 교직의 전문적 능력 발휘
기회 미흡
- Top-down 과제의 획일적 지시로 관료주의적 형식주
의 확산됨
- 공립학교의 잦은 교원 이동으로 학교의 주인의식 결여
- 학업성취도 미공개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
운 구조임
- 교사순환근무로 교육철학을 공유하는 응집력 있는 공
동체 형성 어려움

지원체제 구축
3) 시도교육청 평가, 지역교육청 평가, 학교평가 및 교원
평가의 혁신(08년 9월)
- 학교평가를 양적 평가에서 내용, 과정(process)에
대한 질적 평가로 전환
- 교사평가는 전문성 개발을 위한 능력개발평가와 학
교평가에 연계한 책무성 평가로 구성함.
- 학교평가는 재정지원과 연계하고 교원의 평가결과
는 인사 및 성과급에 반영
- 현장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현장방문 중심의 컨설팅
평가

나. 추진방안

- 핵심적인 기본지표와 교육과정 운영의 과정평가 중시

1)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기능 재구조화(08년)

- 국가차원의 초∙중∙등 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성

- 시∙도교육청 : 교육정책 기획 운영. 재정지원, 국가
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리. 지역교육청 평가
- 지역교육청 : 고등학교를 포함한 초∙중등 지역교육
청 지원 및 감사

취도 관리
- 평가 후 지나친 재정 인센티브로 인한 과열 및 부작
용 지양
- 시∙도차원의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피드백하고, 지

학교단위 자율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 전환

역 주민에 대한 책무성 차원에서 교육청의 노력을

기초단위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른 시스템 구축

유인하는 방향으로 전환.

학교평가 및 장학 지원체제 구축
지역 교육발전 협의체 운영
2) 공모를 통한 학교 및 지역교육청 자율책임경영제 시
범실시(08년 9월)
- 08년 3월부터 자율책임경영제 전면도입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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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학교(교육청)/지원체제하 정비/학교의

(방학 중)

이양 사항 타결 단계

가. 단위학교 자율책임경영제 확대 실시

Ⅳ. 학교자율화 성공전략

- 자발적인 교육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실시로 자율경
영 마인드 조성
- 교원정책 및 저해요인 등 전제조건 구축
- 성과분석 및 경영모델연구 도입

1. 학교경영책임자의 자율성 및 전문성 제고
가. 교원인사에 있어서 교장의 의견이 보다 존중되어
야함
나. 학교재정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권이 확대되어야 함

나. 교장 양성프로그램 강화
- 학교단위 자율책임경영, 인간중심 교육경영, 변화
지향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교장자격 프로그램
및 계속교육 프로그램 수립
- 1년간의 교장자격취득 과정 이수

다. 단위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상의 자율권을 보다
확대해야 함
∙지역사회 및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권 재량권 부여
라. 학교장의 전문성이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현직교장을 대상으로 work to school, school to
work 방식의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현행 교장자격연수 프로그램을 장기과정 전환 및 교

2. 참여 제고를 통한 학교경영
가. 교사 참여의 제고

육방법 혁신하여 on-the-job, on-campus, cyber

∙교내 인사의 과정에 자문할 수 있는 기회 확대

program 등 e-러닝으로 구성

∙학교교육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 확대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 등에‘校長學’전공의 전
문박사과정(ED.D)을 설치 운영하고, 이슈 중심의
비학위과정 개설(전문대학원으로 전환)

∙학교예산 운용계획 수립과정에 참여 확대
∙교내 장학에 적극적인 참여
나. 학부모 참여의 제고
∙기능 및 특기지도, 학생 생활지도에 참여

다. 성공적 학교자율책임경영 실시를 위한 지역교육청
의 지원체제 운영
- 전문적 학교경영컨설팅 팀 및 학교평가 팀 운영(연간)
- 쉽고 편리한 교사연수 예약시스템 가동(On-line 예약)
- 교내 분규 등 여건 조성 미흡학교 분위기 조성 지원
- 학교특성화프로그램계획에 따른 특별지원예산 조정
(방학중)
- 지역별/지구별 단위학교 자율책임경영 세미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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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에 대한 자문, 학교(재정)지원자
∙교통안전요원, 급식, 도서실 명예교사
다. 지역사회 참여의 제고
∙학교발전기금 및 기부금 모금 등으로 교육기자재
제공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보다 확대하기 평생교육센
터로 활용
∙애향심고취를 위한 행사를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

Project
Project

특 별 기 획

교육분권화와 지방교육자치

동으로 운영

이 아닌 지속적이고 학생의 변화를 꾸준히 이끌
수 있는 내용으로 단위학교 특성화과제 운영협의

3.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의사결정의 민주화
가. 단위학교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를 위한 전문 자
문위원회 구성

체에서 결정
마.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민주적 학교
풍토 마련

나. 각종 위원회는 행정가의 의사 결정에 심의 역할
담당
∙인사자문위원회: 각종 교내 인사를 위한 자문
∙자율장학위원회 : 교과별 학년별 교내 장학 협의

6. 학교경영평가의 실시
가. 학교경영 자율권 확대와 더불어 경영상의 책무성
증진을 위해 학교경영 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

∙교육평가위원회 : 학생성적 평가, 학교경영 평가

나. 단위학교별로 자체평가단을 설치∙운영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경영방침에 대해 그 내용

다. 학교경영 평가의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을 사전에 심의

4. 단위학교 교육의 철학 확립 및

Ⅴ. 기대효과

본연을 중시하는 학교경영
가. 경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확
고한 교육철학에 근거한 교육경영이 이루어져야 함
나. 교육이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강조되는 것이 아니
라 그 자체가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목표요 본
질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본질적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 학교 경영이어야 함

1. 학교단위 스타스쿨교육공동체를 구성하여 행정지역
별 공동협력체제로 발전시킨다.
2. 모든 학생에게 교육의 평등성을 바탕으로 수월성 교
육을 강화하여 학생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한다.
3. 인격교육과 리더십 교육을 중시하여 국제사회를 선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4. 단위학교별, 지역별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활동으
로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며 학교교육참여

5.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학교별 특성화 경영

풀뿌리운동으로 전개한다.

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기초로 한 단위학교의 교
육과정을 편성∙운영
나. 지역사회 여건, 교사 여건, 학생들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교육과정 계획
다. 계획 단계에서 학교 특성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설계
라. 학교별 특성화 계획은 1회성이거나 단순 행사성

32

Project
Project

특 별 기 획

교육분권화와 지방교육자치

단위학교의 교육자치,
성공을 위한 제언

글_ 이상호 대전하기중학교 교장
leethoven@hanmail.net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미군정 시기부터 교육자치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1952년 처음 교육자
치를 실시한 바가 있다. 그러나 5.16을 계기로 교육자치가 중단되고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중앙
집권적 행정을 추진하였다. 중앙집권적 행정은 지시와 통제를 통하여 획일화된 성과를 거두었
지만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들이 벽에 부딪혀서 그 효율이
약화되었다.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강해지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실현하기 위
하여 지방교육자치의 시대가 1991년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후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각종 법률이 보완되었고, 단위학교 교육자치를 위한 학교운영위
원회가 탄생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기구로 출발하여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그 위상이 매우 높았었다.
그동안 지방교육자치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그 변화의 방향은 지방분권화와 지역주민
의 참여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이 주민 직선으로 개선되었고, 교육
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교육위원회가 효율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위
원회와 지방의회가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일견 제도 개선이 타당해 보이지만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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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의 저조한 주민의 참여율, 지방의회와의 통합으

위임시켰다. 단위학교에서는 위임받은 권한에 대한 자율

로 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다는 주장이 지금

경영으로 교육적 효과가 더욱 증대된다면 앞으로 중앙정

도 제기되고 있다.

부의 더 많은 규제와 지침은 폐지되고 단위학교에서는 자

교육자치 정착을 위해 정부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

율경영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위학교

울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교육에 대한 자율

에서의 자율경영이 성공하지 못하고 학교 구성원간의 첨

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대폭 이양한다고 발표하였다. 또

예한 갈등을 유발한다면 이는 중앙정부로 하여금 또 다른

한 시∙도 교육감들도 학교장 중심의 자율∙책임 경영을

규제와 지침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이루어 학교자치에 의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
겠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발표하곤 하였다.
그러나 교육자치가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쟁점 사항들은

따라서 이번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발표를 계기로 교육
자치의 성공은 단위학교의 자율경영 능력에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학교 현장에서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였고, 이는 중앙정부의 지침
과 규제들을 양산하게 만들었다. 중앙정부의 지침과 규제
들은 교육자치를 어렵게 하는 등 악순환은 계속되었다. 국

Ⅱ. 교육자치 성공을 위한 단위학교 과제1 :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의 역할 강화

민들은 중앙정부의 지나친 규제를 비난하면서 교육부가
없어져야 우리나라 교육이 제대로 된다는 말까지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말이 씨가 되었는지 교육인적자원부는 새 정부 등장과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이 발표되면서 교육관련 단체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반응이 나온 것은“학교 자율화를
추진하는 주체가 누구냐?”인 것이다.

함께 사라지고 과학기술부와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교

현행대로라면 학교장에게 막중한 권한이 부여되고 이를

과부)가 탄생하였다. 교과부는 4월 15일 현장의 자율성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원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29개 항목의 규제와 지

로 학교장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학교는 학교

침을 폐지하는‘학교자율화 추진계획’
을 발표하게 되었다.

장 중심의 자율경영이 이루어져야하므로 당연히 학교장에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의 발표 후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

게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되었지만 학교로서는 시∙도교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감으로 위임받은 권한이 학교로

육감의 통제와 지시∙감독을 계속 받게 되므로 장관의 업무

이양되었을 때 그 권한을 학교 실정에 맞게 누가 어떻게

가 교육감의 업무로만 바뀌었을 뿐 학교로서는 그전과 마찬

결정하여 추진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교육자치가 단위학교

가지로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또

에서의 성공여부의 관건이 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권한이 시∙도 교육감을 통하여 학교로

현재에도 학교장의 일방적 의사 결정을 견제하고 학교

위임되므로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기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만들어졌다고 긍정적으로 반기는 이들도 있다.

있다. 이 위원회의 기능을 이해하고 위원회가 역할에 충실

1단계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서는 29개 항목의 지침과
규제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시∙도 교육감을 통해 학교에

한다면 학교장 중심의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본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통합을 통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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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미만의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본교의 경우도

이와 같은 법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있는 학교운영위원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여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교육

법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

감과 교육위원 선거를 위한 선거꾼의 학교운영위원회 진

육과정위원회, 교무위원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학생지

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도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장 거수기 역할 이상은 없다는 비난이 있었다. 그러나 지

교육과정위원회는 과거의 교육과정위원회, 교과목이수

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인정평가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교육기자재선정위

선출이 주민 직선으로 바뀌면서 선거꾼의 학교운영위원회

원회, 기초학습부진학생지도위원회, 학력신장추진위원회,

등장은 사라졌다. 이제는 학교운영윈원회 본래의 기능에

도서선정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

교무위원회는 홈페이지관리위원회, 학교정보화추진위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자율경영의 중심에 있으려면 위

원회, 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 학교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합

원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교직원 위원이 아닌 학부모, 지

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기존의 교원

역 위원인 경우 심의 안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 밖

인사자문위원회,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하였고,

에 없다. 이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시∙도 교육청 차원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선도위원회, 학생흡연예방추진위

또는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내용에

원회, 봉사활동추진위원회, 학생복지위원회, 성희롱∙성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하여 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의 기회

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는 법정

이제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다른 어느 때 보다도 학교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직원,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중요시 되고 있다. 교사, 학부모들이

학부모, 지역인사를 포함하고 있어 학교구성원의 대표성

우려하는 학교 자율 결정 문제를 선별하여 학교운영위원

을 갖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을 학교운영위원회에

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함으로써 교육자치를 실현 할 수 있

포함시키자는 주장도 있지만 현재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명

학생과 직접 관련있는 사안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시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를 보완하여 학교운영

학생의 참고 발언을 듣고 있다.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면 중앙정부에서 단위학교로 위임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기본법 제5조의 교육의 자주성을
근거로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제32조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34조 학교운영위원

단위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위원회를 구

회의 구성∙운영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성∙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역할에 관심을 갖고 중앙

시행령 제58조 학교운영위운회의 구성, 제59조 학교운영

정부로 위임된 사안에 대하여 각종 위원회를 통하여 다양

위원회 위원의 선출, 제60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한 의견이 수렴된다면 학교장 중심의 권한이 분산되고 학

명시하고 있고 각 시∙도조례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

교 자율경영이 가능할 것이다.

항 및 소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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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육자치 성공을 위한 단위학교 과제2 :
학교구성원의 자율적 참여와 회의문화 조성

단축할 수 있는 효과와 구성원의 자율적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본교는 회의가 참 많다. 그러나 회의시간은 짧다. 대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나

분 20분을 넘지 않는다. 그리고 주로 일과 전 아니면 점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회의형식을 통한 의견 수렴이다. 회

시간을 이용하여 회의를 갖는다. 회의의 종류도 교육과정

의는 안건 상정 이유와 회의 참석자의 의견이 현장에서 즉

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실 구성에 관한 사항, 도서관 구성

시 제시될 수 있으므로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추진하는

에 관한 사항, 학교 조경 구성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편이

데 필요한 과정이다. 영국 속담에도 Ten heads are

다. 특히 각종 행사를 앞두곤 사전 협의회를 갖고 예상되

better than one 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는 문제점을 사전에 논의한다. 행사 후 평가∙반성 회의를

그동안 학교 회의 문화는 지시와 전달로 이루어져 온

반드시 갖고 차후 개선할 사항을 진솔하게 토의한다.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일부학교에서 자율 토론으로 회의

처음에는 회의가 많아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지금은 선

를 진행하면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하

생님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해서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있

였으나 회의 참석자 간의 의견 대립과 설전은 회의 시간을

다. 쉬는 시간을 빼앗긴다는 생각보다는 학교의 구성원으

지연 시키고, 이를 지켜보는 이들의 불편한 심사로 인하여

로서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는 의식이 선생님들의 자율 참

회의 증후군이 발생할 정도였다. 결국 회의를 축소하거나

여를 유도한 것으로 본다.

회의를 생략하는 일들이 일부 학교에서 일어났다. 또한 바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는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 참여와

쁜 교육과정 운영으로 일과 중 회의시간을 확보하기 어렵

토론을 통하여 가능하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회의 방식을

다는 이유로 각종 회의를 줄이거나 생략하고 있다.

검토해 보고 보다 효율적인 회의 문화 조성의 토대를 마련

잘못된 회의 문화로 인하여 회의를 기피하고 자율적 참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가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더구나 미디어시
대를 맞아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지시와 전달로 회의를
대신하는 학교도 있다.

Ⅳ. 교육자치 성공을 위한 단위학교 과제3 :
학교장의 자율경영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업무와 행정 간소화를 위하여 회의를 축소하거나 생략
하기 보다는 자율적 참여와 민주적인 토론 문화를 통하여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이 발표된 직후 우려의 목소리는 중

구성원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여야 진정한 교육자

앙정부의 권한이 시∙도교육감을 거쳐 학교로 위임되면

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학교장의 권한이 교육적 목적보다는 성과 위주를 지향하

자율적 참여를 위해서는 회의 단위를 축소하는 것이 필
요하다. 전체회의 보다는 업무주무부서가 주관이 되어 충

는 방향으로 행사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교육적 부작용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축소된

교육자치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통제 형식에서 학교 중

몇 개의 안을 상정하여 전체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

심의 자율경영 체제로의 전환은 환영받을 일이다. 그러나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 회의시간을

이번‘학교자율화 추진계획’9개 항목 중 0교시 운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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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반 편성, 영리 기관의 방과후교육활동 참여와 같이 민감
한 쟁점사항들을 학교장이 비교육적인 방향으로 결정하여
추진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과거에는 학교장이 비교육적 사안에 대한 일방적 지시
와 명령이 가능한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일방적인
학교장의 비교육적 결정 사항에 대하여 학교 구성원이 따
르는 시대가 아니다.
학교자율경영 결과의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다. 아무리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에 의한 교육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구성원의 다수
의견에 의한 결정도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이라면 학
교장은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자율권의 행사는

건들을 살펴보았다. 학교운영위원회와 각종 위원회 기능

엄연히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강화,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 참여와 회의문화 조성, 학교

‘학교자율화 추진계획’발표 이후 다른 어느 시기보다
학교장의 자율경영에 대한 책임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장의 학교자율경영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등이었다.
이 과제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학교자율화추진계획’

학교 자율경영 추진과정에서 학교장이 책임을 외면하려고

발표 이전에도 있었던 사항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규제

한다면 또 다시 중앙정부의 규제와 지침은 부활할 수 밖에

와 지침으로 인하여 자율 경영의 기회를 갖지 못했을 뿐이

없다.

다.
‘학교자율화 추진계획'발표를 계기로 단위학교에서는

학교 자율경영의 중심은 학교장이 되어야하고, 사회가

학교경영에 대한 자율역량을 강화하여 교육 수요자의 요

학교장의 소신과 책임있는 결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구를 수용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해야 교육자치가

격려할 때 올바른 학교자치가 가능하다.

완성될 수 있다.
학교자치로 표현될 수 있는 학교 자율경영, 이를 위하여

Ⅴ. 맺으며

학교 구성원 뿐만아니라 지역주민, 시민 단체가 함께 힘을
보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

‘학교자율화 추진계획’발표를 계기로 진정한 교육자치의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 분권에 맞춰 중앙

의 이기심과 사회단체 입장만으로 학교를 바라본다면 학
교교육은 표류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권한들이 시∙도 교육청에 위임되고, 시∙도 교육

지금은 학교가 자율역량을 강화하여 자율경영이 성공할

청은 다시 단위학교에 일부의 권한을 위임하는 과정을 통

수 있도록 지켜보고 격려하는 것이 다른 어느 시기 보다

하여 단위학교의 학교자율경영에 대한 책무성이 요구되고

절실하다.

있다.
이를 계기로 단위학교의 교육자치 성공을 위한 선행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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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사가 바라 본 교육자치,
성공을 위한 제언
글_ 강기원 인천동수초등학교 교사
kiwkang@hanmail.net

Ⅰ. 학교자율화 추진현황
2008년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으로 29개의 지침을 폐지한다고 발
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수
렴과정을 거쳐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학교자율화 1단계 추진계획’
을 통해 각 시∙도
의 여건에 따라 지침을 폐지 또는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단계별 추진
내용에 따르면 이번 1단계 조치에 이어 2단계로 교과부에서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한 권한 중
단위학교로 재위임할 필요가 있는 비효율적인 규제성 조례∙교육규칙을 정비하게 되며, 3단계
로 교육감 권한행사 중심의 조례∙교육규칙을 학교장,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재정비하게 된다.
앞으로 교육청은 교육적 목적과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장학지도와 감사기능만 유지된다.
학교자율화 정책의 기본취지는 그 동안 학교운영을 규제하여 왔던 각종 지침을 폐지하여 학교
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단위학교가 학생,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운영의 폭을 넓히는 데 있다. 이는 그 동안 중앙정부가 지침 등을 통하
여 포괄적으로 행사하던 결정권을 시∙도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하여 궁극적으로 학교장 등 단위
학교의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자치의 실
현이자 공교육 내실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교과부가 교육분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유초중등 학교의 운영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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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업무는 교육현장과 보다 가까이 있는 시∙도교육청과

화, 미시적으로는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의 부재에서 찾아

학교에서 처리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때문이다. 그렇게 해야 현장실정에 맞게 교육활동을 지원

또한 학교자율화로 학교운영 권한을 학교장 등 학교구성

할 수 있고 지역여건과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수요자

원에게 최대한 이양한다고 하는데, 과연 학교운영에 있어

들의 의사를 반영한 현장친화적 교육을 실현할 수 있기 때

민주적 의견수렴을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될 것인

문이다.

지, 즉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지는 시간

학교자율화시대의 도래는 교장과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을 갖고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구성원들이 기꺼이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을 공유하려

위와 같은 상황은 교육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단위학교

는 자세를 그 어느 때보다 요구한다. 이는 곧 학교 자율화

중심의 자율적인 학교운영이라는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이

가 교사들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를 교사들 스스로

현장교사들로부터 충분한 공감과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지

판단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못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그러나 지금까지는 단위학교가 자율성을 충분히 만끽하

그 이유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곰곰이 되새겨볼 필요가

지 못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자율적 역량을 발휘하라는

있다. 그리고 그 실마리는 현재 교과부-교육청-단위학교

상황이다. 만약 학교자율화추진계획이 중앙정부를 중심으

를 거치는 교육정책 추진 체계를 둘러싼 학교의 상황적 맥

로 시∙도교육청을 거쳐 단위학교에 파급되는 타율적 추

락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를

진이라는 종래의 중앙집중식 하향식 방식을 고집한다면

통해 교사들의 능동적 참여를 가로막는 구체적인 이유가

학교자율화 역시 이제껏 수없이 목격되어 왔던 교육정책

더 잘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들처럼 학교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다양한 얼굴로
왜곡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앙정부의 상당수 교육정책들은 최신의 이론으로 무장

Ⅱ. 교사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학교문화

하고 막대한 예산과 인원이 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방식으
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논리적 완결성과 대규모 자원투

일련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들은 교사들이 지금까지 교육

입은 이를 추진하는 교육당국에게 정당성을 부여했으며,

의 본질에 충실해 왔는지, 만약 이를 어렵게 한 부정적 상

이를 적용하는 학교현장에는 당위성을 가져 왔다. 그러나

황들이 존재했다면 그 장애물들이 무엇이었는지 되짚어볼

수많은 교육정책들이 학교에 적용되어 왔지만 만족스러운

기회를 제공한다. 학교자율화의 성공키워드는 교육주체들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교육정책이 학교

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조장하기 위해 각 주체들

현장에 정착하지 못한 원인은 학교의 부족한 시설과 미흡

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장에서는 교

한 환경, 교사들의 비협조적이고 소극적인 자세 등 겉으로

사의 입장에서 그 동안 학교자율화를 가로막은 장벽들이

드러나는 현상적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라고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있을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경직된 행정 위주의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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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있어 학교자율화는 교육 본연의 목적에 맞게
‘신바람나는 교육활동’
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
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교육
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학교자율화를 피부
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1. 수직적 위계화 : 수평적 관계 지향의 자율성 확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 동안 교육당국은 주요 정책은 물론 현안사항에까지

현실적으로 교사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조적으로 고립

수많은 지침을 단위학교에 시달하여 교사의 판단과 행동

되어 있으며 행정위계상 가장 낮은 위치에 머물러 있기 때

의 기준으로 삼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의 획일화 현상으

문에, 수업 자체에 내재된 역학적 관계를 잘 알고 있는 교

로 심화시켜 왔다. 겉으로는 학교가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사들의 목소리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제한되어 왔다.
‘정답

통하여 특성화, 다양화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의 문화’
의 연장선상에서 수직적 위계화는 이를 무비판적

로 학교는 교과부에서 시달한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실천

으로 수용하는 것이 미덕이 되며, 이와 다른 생각은 허용

했는가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획일화

되기 힘들다. 정답은 곧 상부기관의 지침이다. 이를 수행

현상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학교는 부지불식간에 타율적 판단을 수동적으로 수

교사에게 있어 학교자율화는 교육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용하는 위치로 전락한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제

‘신바람나는 교육활동’
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약하는 교육행정기관의 우위 풍토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교육당국

할 사안이다.

의 기대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학교자율화를 피부로 느끼

일반적으로 위계화가 심화되면 될 수록 말단에 위치한

지 못하고 있다. 늘 그렇듯
‘학교자율화’
라는 새로운 지침

단위학교와 학급을 경영하는 교사들의 행동의 폭은 그만

(?)이 내려와 시행 중일 뿐이다. 교사 입장에서 학교자율화

큼 좁아진다. 현장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충분히 해

는 관련 정보를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학교 내에 담론조차

결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해결책을 놓고 그 가운데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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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실천전략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지만, 교사가 수

다. 이는 학교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할 학교장

직적 위계화를 거친 상부기관의 명을 부당하게 수행하면

에게도 적용된다.

결국에는 실천전략에서 학교구성원들이 분담할 책임을 포
기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학교운영을 책임진 관리자 입장에서는 학교를 통제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에 관여하고 싶은 욕구가 가득할 것이다.

학교자율화가 학교현장에 정착되면 교육공동체의 의견

어느 정도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용인하는 것, 즉 학급운영

수렴이 필요한 사안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생각이 반

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완

영될 것이다. 따라서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

벽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학급

은 지금보다 제고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는 기대 또한

교육활동의 다양성과 창발성을 목격할 것이다. 이런 학교

높아질 것이다. 교사는 학교교육활동의 핵심당사자이다.

에 속한 교사들은 더 적극적이고 의욕에 차 있을 수밖에

따라서 학교장의 권한을 교원들에게 적절히 재분배하고

없다.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인식과 자세가 단위
학교 자율성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

3. 공문행정과 행사교육의 강조 : 교실수업 우선의
지원행정

에서 교육활동 전개에 있어 교사는 교육에 대한 전문적 판

획일적 통제 중심의 교육행정체계는 단위학교의 자율성

단에 따라 자율성을 충분히 제공받되 균형 잡힌 시각을 유

을 제약하고 교사의 실질적 교육 활동을 저해하는 현상을

지하고 학교장의 간섭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심화시켜 왔다. 특히 공문중심의 상명하달체계는 그것이
갖는 권위적 폐쇄성 때문에 끊임없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

2. 교육정책의 패혈증적 요소 : 전략적 사고의 필요성

왔다. 공문처리 시한이 긴급을 요구할 경우, 교실수업은

그동안 실패해 왔던 교육정책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만약 교사가 수업이 먼저이니

두드러지는데 어떤 문제를 학교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적

수업종료 후 공문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학교관리

맥락에서 떼어놓고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였다는 점이다.

자와 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할까? 공문을 포함한 각종 잡무

이러한 교육정책의 패혈증적 증상은 정책실패의 진정한

처리를 끝나고 시간이 나면 교육활동을 전개한다는 이른

원인을 정확히 찾지 못한 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경우,

바‘틈새 교육과정’
이 작동되는 순간이다.

학교현장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키곤 했다. 정책의 초점에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학교입장에서는 수업을 잘

맞추어진 것이 가장 중요시 되고 다른 교육적 측면들은 부

하는 교사보다 공문서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교사를 우대

차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학교교육 동의 획일화 현상은 피

할 가능성이 높다. 수업보다는 업무우선이라는 암묵적인

하기 어려웠다.

학교문화는 학급경영에 대한 왜곡과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하나만을 유일한 정답으로 인정하기보다는 학교가 처한

가중시킨다. 특히 교육청의 실적제출 요구는 이른바 일회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B, C 등도 가능하도록 여건을 허

성 행사 치중이라는 부정적 상황을 노출시켜 왔다. 이런

용하는 것이 자율화의 참뜻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의미에서 공문행정 우선의 학교문화는 학급교육활동의 왜

당국의 정책추진 관계자들에게 전략적 사고능력이 요구된

곡을 심화시키는 데 있어 일조했다고 봐야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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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교사들이 행정업무에 대해 부담을 많이 느끼는 원
인 중의 하나는 행정업무가 교실 수업과는 별도의 시간과

Ⅲ. 학교자율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교
사의 실천적 노력

노력을 요구한다는 데 있다. 더구나 교사양성과정에서 학
교행정 업무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과 현장실습 경험도 거

학교에 대한 신뢰, 보다 구체적으로는 교사에 대한 신뢰는

의 없는 상황이다. 수업과 업무라는 이중적 부담은 교사가

결국 교사의 교육활동 개선과 직결된다. 이 장에서는 이와

부장이라는 보직을 맡은 경우 더욱 심화되며, 교무부장은

관련하여 교사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인지, 그리

그 정점에 위치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

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장과 교육청의 노력은 무엇인

떤 형태로든 실질적인 업무경감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지 알아보고자 한다. 학교자율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교

할 것이다.

사의 실천적 노력은 이에 부합하는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자유롭게 그리고 즐겁게 교육활

지원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동을 하는 곳이다. 교사의 우선적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잘 가르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교육청의 역할
은 학교에 대한 통제보다는 지원과 조장에 초점을 맞추어

1.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운영 : 학급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을 갖춰야

야 한다.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학교이기

지금까지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는 주로 교사의 교

때문이다. 특히 학교교육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최소

육활동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에 따라 현장교사

단위는 학급이다. 학생들이 지적으로 우수하고 인성이 바

는 전통적인 교사중심의 강의식 교과서 설명 수업에서 벗

른 학생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면, 교육당국은 교육이 실제

어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과 활동을 하도록 권장받았다.

로 일어나는 학급에서 좋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

그러나 과거 교육현장에 광풍을 불어왔던 열린 교육처럼

요한 행정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수업방법의 혁신을 위한 실천적 노력들은 학교에서 일시

만약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건 학교 자체 계획에 따른
행사이건 간에 꼭 추진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단순히

적 유행으로 끝났고, 그 이후에는 전통적인 교육방법으로
의 회귀가 학교교육을 압도하는 풍경이 목격되곤 했다.

교육청의 지시사항에 수동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주요 행

이제까지 학교교육과정은‘만들어져 가는 교육과정’
이

사를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키고 이를 학생들

라는 현장중심의 학교교육 실천이라기보다는 교사가 교과

의 수준과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하여 교과수업과 연계하

서 지식을 설명하고 학생이 이를 암기∙이해하려는‘주어

여 추진해 봄직하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학생

진 교육과정’
의 단순 적용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강하였던

들 누구나 흥미를 갖고 참여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안할 것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은 문서상의 교육과정

인지 학교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즐거운 교육적 상상

과 실제 교육과정이 괴리를 낳았으며, 학교교육과정을 실

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는 주어진 행사

질적으로 운영하는 교사들에게는 심리적 부담감을 주는

를 학교 특색에 맞게 전개하고, 교사는 교과수업 이외의

과정으로 인식되어 왔다.

별도 행사 추진이라는 이중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기존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교육과정 운영의 본질적 의미를 제고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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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교육과정의 실질적 운

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아끼지 않기

영이 정착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국가교육과정 관련

위해서는 전문가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연구물이 국가 문서상으로만 존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수업에 대한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교과

실질적으로 구현되거나 활용되지 못하는 부정적 상황이

서와 보조교재 활용에 대한 재량권 확대, 교육내용과 교수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이 처한 교육활

방법의 구성, 수업시간표 구안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동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숙의와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

데까지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다.
오늘날 학교는 국가에서 제공한 교육과정을 무의식적으

2. 연구하는 학교문화 : 프로슈머로서의 교사가 되어야

로 수용하는 수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학교가 처한 다양한

교사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믿음은 교사가 가진 전문성

상황과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에 비례한다. 양질의 교육은 교사들의 손에 달려 있기 때

교육과정을 구안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를 요구받고 있

문이다. 과연 학교에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풍

다. 학교교육과정은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 실정 및 실태를

토가 조성되어 있는가? 교사가 주어진 교육과정에 따라 단

고려한 의도적인 교육실천계획이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은

순히 교과서의 지식을 전달하는 위치에 머물러 있거나, 학

결국 교과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생들이 교과서 지식만을 앵무새처럼 암기하고 재현하는

요구가 다양하게 수용되어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 실천을

모습에 만족한다면, 질문에 대한 답은‘아니다’
일 수밖에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없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경영자인 교장과 수업실천가인 교사

교사의 교육활동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장교사

가 함께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담아낼 수 있는 전문성이 전

들이 연구와 수업을 병행하면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것

제되어야 한다. 이는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의 전문가로서

이 전제되어야 한다. 교사에게 있어 수업은 교사 개인의

교사의 권위가 존중되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수업경험과 수업의 실제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업

야 함을 말한다. 현재 교사들은 과거보다 다양한 교육활동

의 의미를 찾는 능동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가

을 시도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학교마다 동일

교육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

학교 내의 각 교실마다 학부모, 학생의 요구에 부합하는

이다. 그것은 교사의 노력과 외부 환경, 그리고 그러한 것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교사

들이 학생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 등 예기치 못한 상황들

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이 실질적

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으로 주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교사의 개인적 수업 지식은 수업 실천상

비록 교사가 위계 조직상 말단에 위치해 있어 학교, 더

의 핵심이며 개별 교사의 독특한 수업 실제가 수업 이론을

나아가 우리 교육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상당

구성하는 단초가 된다. 지금까지 수업 지식은 수업연구가

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급 안에서는 무한한 다양성과 가

들만이 만들 수 있을 뿐 현장교사는 기껏해야 이론지식의

능성이 열려 있다. 학생들이 가진 능력과 소질이 각기 다

최종소비자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그러나 교사의 전문성

르다는 점에서, 교사가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 없이 잠재능

이 실천을 전제로 했을 때 실효성과 지속적인 신장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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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한다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현장교사의 입
장에서 수업을 이해하고 공유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3. 교원연수의 방향 : 현장 위주의 맞춤식 연수로
개편되어야
이제까지 교사연수는 교사의 필요와 요구를 수용하여

교사의 현장수업 노하우는 여러가지 수업상황이 복합적

교사들이 교실수업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맥락적 상황을

으로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교사들마다 서로 비슷한 경우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매우 강하였다. 연수개설 및

도 있지만 전혀 상이한 모습을 띠기도 한다. 따라서 교사

참여방식 역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교사들 스스

의 일상적 수업 실천을 담은 수업 사례와 비평을 담은 수

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수

업 공개와 장학자료 발간이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에 참여하기보다는 교육경력 등의 기준으로 한 비자발적

오히려 이렇게 공유된 현장교사의 수업지식을 근거로 수

참여가 공공연히 이루어지다 보니 참여교사의 동기부여는

업이론이 만들어질 때 수업이론의 현장적합성과 수업개선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는 연수 프로그램의

을 유도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미리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요

구체적으로, 교사는 현장경험에 기초한 의미 있는 수업
지식을 생산하고,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교사들이 생산

자인 교사들의 요구가 연수내용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다.

한 수업지식을 토대로 교실현상을 분석하고 이론화하는

연수내용 역시 이론중심으로 현장적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교사와 연구가 사이의 이러한 협력과정은 수업이

지적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구체적인 연수사례들을

론의 현장적합성을 높인다. 현장교사들의 수업 지식에 근

봤을 때,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강사가 이론지식을 설

거한 수업이론은 궁극적으로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

명하면 연수참여자인 교사들이 수동적인 청중의 위치에서

도할 것이며 이는 곧 현장 수업개선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

경청하는 이론전달중심의 강의수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문이다. 수업연구자 역시 일반화가능성과 구체적 적용성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교사의 고민과

을 담은 지식을 자신들만이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

수업 실천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발표하고 연수 참여 교사

어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사와 수업 연구자들 간의 협력

들이 이를 토대로 현장수업 실천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와

관계가 보다 수평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토론 기회를 갖는 등 연수 내용 및 진행 방식의 변화가 절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치는 일 이외에 연구자로서

실히 요구된다. 토의, 사례발표, 세미나, 현장체험 등 참여

의 자질과 능력이다. 창조적 모험을 감수하려는 자세가 교

식 연수기회 확대 등 연수방법의 다양화가 하루빨리 이루

사에게는 필요하며 학교장은 이를 기꺼이 지원할 자세가

어져야 할 것이다.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교사가 자부심을 갖고, 전문가

이 밖에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교과별 또는 테마별

로서의 책무성을 느끼면서 교육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로 해외연수 기회를 교사들에게 확대 제공하고, 수업역량

기꺼이 감수하려는 자세를 보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

제고를 위한 자칭‘우리 연수, 우리가 설계한다’
와 같이 현

하여 교사는 학교교육활동 변화를 유도하는 주체로 거듭

장교사들의 수업노하우를 공유하는 자생적 학습동아리를

나는 것이다.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교사가 국내∙외 대
학,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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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연구년제를 도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경영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한

요가 있다.

다. 이는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청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교

Ⅳ. 학교자율화 성공의 시작과 끝은
교사에게 있다.

육을 실천하려는 학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합
의와 실천적 행동을 담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에 도달하
기 위한 첩경이 학급단위의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교사에

지금 교사들은 공교육 불신,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으로

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점점 무기력증에 빠지고 있다. 교과수업은 사교육에 맡기

우리나라 교사들의 자질과 능력은 뛰어나다. 중요한 것

고 인성교육은 대중매체가 대신하는 오늘날 학교의 소외

은 교사들의 태도와 사기다. 지금 이 순간 교육당국, 그리

된 모습 속에서 교사들은 더욱 위축되어간다. 교사가 빠르

고 학교장에게 필요한 것은 교사들에게 무한한 신뢰와 믿

게 변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로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물론 학생, 학부모, 지

부터 소외당한 측면은 없지 않은지 생각해 본다. 세상이

역사회가 교사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보일 때 교사들은 더

변한만큼 교사가 변화된 세상 속의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욱 열의를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것이다. 교사의 열성은

이들에게 적응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이젠 교사들

교육활동의 성공을 낳고, 교육활동의 성공적 사례들은 교

이 학생들이 가진 자유로운 사고방식과 학교를 둘러싼 지

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릴 것이다. 일단 이러한 일련의 과정

역사회의 분위기까지 수용하여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

이 긍정적인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양하고 특색 있는 학급을 운영하려는 적극적이고 창조적

비춰졌던 수많은 교육문제들은 모두 제자리를 잡게 될 것

인 모험을 즐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다.

지금까지 새로운 교육정책이 시달되면 교사들은 이에
비판적 자세를 취하는 동시에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곤 했
다. 이는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기 위한 교사들 나름의 적
응방식일 것이다. 이런 경우 교사들은 무언가 이의를 제기
하기보다는 적당히 평범하게 지내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
게 된다. 과거 학교현장에서 호응을 얻지 못했던 정책들을
보면, 교육당국이 교사들을 다그치고, 행정적 시달을 내보
내는 등 직접적인 방법을 취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으로 교사들의 인식과 행동을 바꾸려는
노력은 그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교사들로부터 거부감
만 더 해질 뿐이다. 바로 교사를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학교자율화는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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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단성교육

글_ 이상복 강남대학교 상담학교수
brainwork28@hanmail.net

미국의 교육제도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연방정부는 단성교육에
대하여 지역교육위원회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여러 학교들이 새 법안에 따르고 있으며, 일반의 상당수가 남녀 분리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공교육 시스템에 일대 변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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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10월24일 연방교육부에서 남녀 분리교육에 대하여 보다
자유롭게 하는 법안이 공표되어 같은 해 11월 24일부터 효

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전통의 잔재로 남녀 단성교

교육제도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책임 하

육이 주종을 이루다가 1960년 이후 남녀공학 학교 수가 계

에 이루어지므로 연방정부는 단성교육에 대하여 지역교육

속 증가하여 현재 남녀공학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다. 요즈

위원회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결정

음 이러한 남녀공학이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여러 학교들이 새 법안에 따

고, 내신성적 문제 등을 이유로 남녀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

르고 있으며, 일반의 상당수가 남녀 분리교육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 남학생들은 남녀공학에 가면 내

인식을 하고 있어 공교육 시스템에 일대 변혁을 불러일으키

신에 불리하다고 하여 남녀공학을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고 있다(www.cnnnews.go.com & www.abcnews.com).
미국 전국단성공립교육협회(NASSPE1))의 최근 통계에

을 선호하는 현상이 공공연하게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 실

의하면 현재 392개 학교에서 단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 대구의 덕성고등학교 사례가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이

이중 97개 학교는 완전 남녀 단성교육을, 나머지 학교는 남

학교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들이 내신성적에 불만을 느껴

녀공학 체제하에서 남녀를 분리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한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 운영에 따른 어려

다. 그러나 미국 내에 공립학교가 대략 93,000개가 있으므

움 등을 이유로 교사와 학부모, 동창회 중심으로‘남고복귀

로 이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미 법무부에서

추진준비 위원회’
를 구성하고 남고로 복귀하겠다는 신청서

도 단성교육이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여 새

를 교육청에 제출한 상태이다(www.donga.com).

학기가 시작되는 올가을에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교육선진국들에서도 단성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

다(www.singlesexschools.org).

다. 여러 나라에서 단성교육의 효과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

물론 이러한 새 법안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고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전국여성연합회(NOW2))와 전국민권연맹(The American

30년 이상‘남녀공학’
제도가 기본원칙이었는데 2006년

Civil Liberties)에서는 단성교육이 양성평등에 기초한 미

1) NASSPE: National Association Single Sex Public Education의 준말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단성 공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영리단체를 일
컫는다. 가정의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레너드 삭스가 설립해서 남학교와 여학교의 분리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NOW: 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의 약어로 전국여성연합회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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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공립교육의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

(www.ed.gov).

다. 또한 단성교육이 틀에 박힌 교육을 고착하고 불균등하

단성교육에 대한 많은 연구들 중 대표적인 연구 몇 가지

고 차별적인 학습경험을 줄 수 있어 비교육적이라며, 교과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심도 있고 구조적인

성적의 향상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고른 발달을 목

연구라고 할 수 있는 1980년대에 3년에 걸쳐 100개가 넘는

적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합당한 관대한 시민을 기르는 것도

클래스를 직접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면서 관찰 조사한

중요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www.now.org &

것으로 교사들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초점을 맞추어

www.feminist.org).

교육하고 있으며, 여학생이 질문을 덜 받고, 질문답변 시
남학생이 교사에게 더 주목을 받는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2. 단성교육에 관한 새 법안

(Myra & Sadker, 1994). 그리고 다른 연구는 여학생과 남
학생은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 등이 서로 다르게 태어나기

가. 새 법안 출현의 배경

때문에 다른 환경에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새 법안은 1972년 제정된 교육 수정헌법인‘타이틀 Ⅸ’

다. 구체적으로 AAUW3) 는 9~15세 여학생들이 남녀공학

를 대변혁한 것으로 원래 이 법안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

에서 교사에게 주목을 덜 받고, 과학이나 수학에 대한 관심

는 교육프로그램에서 양성평등원칙에 따라 남녀를 근거로

이 낮으며, 자발성이 부족하고, 낮은 자존감을 제공하는 등

한 차별대우를 불법화했었다. 2002년 연방의회의 승인을

여학생들에게 부당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며 수업에서 여학

받아 법 개정을 추진하여 2004년 의무화되어 연방 교육부

생의 불리함을 강하게 제기했다(AAUW, 1991; 1992).

에서 단성교육에 관한 자체연구를 시작해서 검토한 후

GAO4)는 여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연구들에서 수학

2006년 훨씬 자유롭게 재량권을 인정하여 특별한 허가 없

과 과학을 더 나아지게 하려면 단성교육을 실시하여 남녀

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합반에서 남학생들이 유예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즉,

(www.ed.gov). 이처럼 연방교육부가 남녀공학에 대폭 수

단성교육이 수학과 과학에서 여학생의 학업 흥미도와 태도

정을 가하게 된 밑바탕은 그동안 단성교육이 남녀공학보다

를 향상시킨다고 결론지었다(GAO, 1996).

학업성취도에서 상당한 효과가 높으며, 출석률 등도 높다

실제 2004년부터 2년 동안 미 교육성에서는 자체연구를

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시작하였는데 그동안 단성교육과 관련하여 저널에 실린

3) AAUW(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미 여대생협회
4) GAO(U.S. General Accounting Office: 회계 감사원): 연방의회 산하의 회계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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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와야 함을 지적하면서 미래연구에 대한 제안도 함께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연구들을 통계학적 연구 88개와

하고 있다(www.ed.gov).
결론적으로 교육부가 단성교육을 지원하려는 이유는

로 압축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이 단성교육의 효

2001년 부시행정부에 의해 발표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해

과로 모든 과목 성취테스트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소하기 위한 교육정책안인‘NCLB(No Child Left Behind

고 지적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결과의 3분의 1이 단

Act):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교육’
에 따라 학교운영에 보다

성교육을 선호한다는 결론이었고, 나머지 연구들은 중간입

유연성을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교육환경을

장으로 찬성과 반대의 혼합된 입장이었다. 특히 1개의 연구

제공하여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

는 단성교육이 학업과 성취도에 있어 더 높고 물질적인 것

할 수 있다. 즉 상당수의 미국 학생들의 학업수준이 미달수

과 외모에 덜 관심을 보인다고 했으며, 동시에 남녀공학에

준에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결국 학업성취

서보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고무된다고 하여 장단점이 있음

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연방교육부는 이러한 다수의 연구들을 근거로 총체적으

나. 새 법안의 개요

로 정리하여 단성교육을 선호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

앞서 설명한대로 새 법안 이전에는 연방기금을 받는 공

명했다; (1) 더 높은 교육적 열망을 가져오게 하며, (2) 더

립학교에서는 남녀를 분리해서 교육하는 것을 금지해 왔었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는데 흥미를 갖게 하고, (3) 여학생들

다. 따라서 남녀 분리교육은 따로 행해지지 않았고, 방과

에게 보다 교육적이고 직업에 대한 열망을 고양시키며, (4)

후 특별활동에서조차도 남녀가 구분되는 것을 꺼려왔었다.

남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직업열망도에서 더 긍정적인 효과

물론 사립학교는 여자와 남자학교를 분리해서 설립하는 것

를 가져왔다.

이 오래전부터 허용되었고 공립학교라고 해도 육체적인 접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촉이 예상되는 체육시간이나 성교육은 남녀를 분리해서 교

학교환경과 문화에 대한 수업과정에 관한 평가들, 즉 교육

육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특별한 허가 없이도 단성교육

의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한 태도나 행위, 결과, 직업에 대한

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새 법안은 공립학교들에

열망도, 가치관 형성 등의 정서적 평가를 함께 고려해야 함

게 아래의 3가지 조건 하에서만 남녀분리 수업을 허용하고

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십대 임신율과 집단 따돌림에 대한

있다. 우선 첫 번째는 단성교육을 개설하기 위한 타당성으

연구들도 더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직장생활은

로 반드시 학업성취도를 향상시켜야 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어느 쪽이 더 잘하는지, 직장생활에서의 팀웍과 조직 헌신

경험과 특별한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 등은 어떠한지 등의 주관적인 만족도에 대한 연구들도

컴퓨터 수업을 꺼려하는 여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이를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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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따로 여학생반을 개설한다면 이것은 합당하다는 것

- 질서와 통제가 수월해진다.

이다. 두 번째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남녀학생들을 차별하

- 보다 성공적인 역할 모델들을 공급할 수 있다.

지 않고 똑같은 과목을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 커리큘럼과 기회들에서 성차별이 축소된다.

것이다. 즉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 교사와 학생간의 교류에 있어서 성차별이 축소된다.

학교에서는 남녀공학 설치와 수업운영도 함께 해야만 한

- 학생들 간의 교류에서 성 고정관념들이 축소된다.

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은 학교가 단성교육의 필요성

- 더욱 많은 지도력 기회들을 제공한다.

을 수시로 관찰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는 2년

- 학부모와 학생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마다 자체평가를 해서 교육목표를 충족시키는지를 증명해
야만 한다(www.ed.gov).

호주정부에서도 중∙고교학생 27만명을 대상으로 6년간

이러한 3가지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허가를 받

에 걸쳐 남녀공학과 단성학교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

아야만 했던 과거와는 달리 단성교육이 훨씬 더 용이해졌

를 실시하였는데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2~16세의 남녀

다. 특히 새 법안은 남녀공학내의 단성교육보다는 단성학

간에는 인지적 사회적 성장 및 발달속도에 차이가 나기 때

교를 세우는 것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단성학교는 위의 세

문에 남녀공학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가지 조건들 중 두 가지로부터 면제가 되기 때문이다.

한다(www.donga.com).
실제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부 학생은 단성교육이

3. 단성교육의 장단점

이루어진 상황에서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취약과목의 경우 단성교육을 실시하면 집중강

가. 단성교육의 장점들

화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면

단성교육에 대하여 이미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장점으

여학생의 경우 취약과목으로 알려진 수학과 과학에서, 남

로는 청소년들이 이성에 대한 지나친 의식에서 벗어나 수

학생의 경우 어학과 문학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 학업성취도가 높으며, 생활지도도

(Riordan, 1994; 1998). 즉, 남학생과 여학생은 인지적 발

쉽다는 점이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뇌구

달속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학습방식에도 차이가 있기

조부터 시각체계, 청력체계 등이 다르게 태어나므로 특히

때문에 당연히 관심사도 다르고 욕구와 능력도 다르며, 정

성장기에 그 차이는 더욱 커지기 때문에 남녀를 분리해서

서나 감성의 차이도 있는데 한 교실에서 같은 과목을 같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은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이다.

Riordan(1994; 2000)의 연구에 의하면 단성교육이 실시
될 때의 장점들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따로 분리해서 각 성에 맞는 교육방법을 적용해야
만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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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 예를 들면 여자 단성학교의 경우 남학생의 역할까

학교생활에서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공부도 열심히

지도 모두 해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녀에 대한 고정관

하고 태도도 많이 좋아진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남녀공

념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이다. 리더십도 남녀공학과 비

학에서 여학생은 활발해지고 남학생은 온순해지게 되어 단

교해볼 때 단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이 더 뛰어나다는 연

성학교에 비해 불량학생도 감소시켜 학교폭력도 예방하는

구결과도 있고, 여학생들이 남학생이 없는 경우 좀 더 적극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 필요이상 커지기 쉬

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발표하며 더욱 자유롭게

운 이성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이나 신비감을 줄일 수 있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Lee &

상대방의 성에 대해 배울 기회가 제공되어 이성의 특징이

Mark, 1990).

나 성격에 대하여 잘 알게 되어 장차 사회생활이나결혼생

또한 도시사회교육학 관점에서도 도시의 저소득층 학생

활에도 여러가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여성운동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단성교육이 남녀차별화

되었다. 그러면서 흑인과 라틴계가 많이 몰려 있는 뉴욕 할

를 더욱 부추기는 근원이라고 주장하며 단성교육이 성차별

렘가와 시카고지역의 단성교육이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그

주의적인 태도를 증가시키고 반대성에 대한 우월감을 격화

이유는 이 지역들은 빈민가로 가정환경이 취약하고 마약이

시킨다고 주장하며 단성교육에 반대한다. 즉, 단성교육이

나 알코올, 갱과 같은 취약요소에 노출되어 있어 특히 남학

동성 및 이성의 역할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성차별 편견을

생들의 고교졸업률이 현저하게 낮고, 학생들에 대한 교사

심어준다는 것이다(www.now.org). 그러면서 단성교육의

들의 기대치도 낮으며, 여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히는 학업성적은 남녀공학인지 분리

문이라고 설명한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교육인지 하는 학교의 형태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994).

의 자질, 새로운 교수기법, 교육재정, 부모의 역할 등에 훨

이 외에도 단성교육이 청소년 이탈률을 줄이고 10대 임

씬 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남녀의 학습방법이나 속

신율이 줄었다는 보고도 있으며, 학습흥미도를 높이고, 자

도의 차이는 교사의 역할이나 커리큘럼 등으로 충분히 극

퇴율도 줄어들고, 경쟁심이 줄어 정신적인 압박을 줄이며,

복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즉 남녀의 차이는 태생적이 아

정서적인 자기통제력과 자아상, 미래에 대한 계획을 더 잘

니라 환경적이라고 주장한다(www.feminist.org). 실제 한

하게 한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www.abc.go.com).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표준화테스트인 SAT 점수를 조사해
본 결과, 학업성적이 성과 상관없이 가족의 수입, 경쟁심,

나. 단성교육의 단점들 (남녀공학의 장점들)

민족성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

흔히 잘 알려져 있는 남녀공학의 장점으로는 인성교육에

표했다. 일반적으로 남학생들은 수학과 과학과목에서 여학

Educational Development 교육개발 2008 가을

JAPAN

들을 반대의 성과 분리했을 때 더 잘 배운다는 결과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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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하며, 양성평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U.S.A

그리고 단성교육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무너뜨린다고 주

World Education

세 계 의

교 육

생보다 뛰어나고, 여학생의 경우 어학과 문학에서 남학생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보다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성과는 무

(www.feminist.org). 미국여대생협회(AAUW)의 캐서린

관하게 저소득층 소수민족 학생들 특히 빈민가의 흑인학생

힐 조사국장도 단성교육이 효과적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

들의 경우 이러한 사실이 해당되지 않음이 밝혀졌다

다면서 충분한 재정지원과 보다 집중된 학습지도, 유능한

(www.nytimes.com).

교사, 과밀학급 해소 등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

그리고 요즈음은 자녀가 하나 또는 둘이다보니 상대방의

만, 남녀공학에 숨겨져 있는 남녀의 불평등한 요인들 또한

성에 대해 배울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단성교육에서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단성교육을 찬성하는 입장

힘들다고 반박한다. 세상이란 남녀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

과 반대하는 입장 모두 나름대로 타당한 논리들을 펴고 있

야 하는 곳으로 가정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남녀 서로

으며, 물론 각기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또 학생에 따라 상

의 의견을 나누어 상호이해와 자제심도 필요하고 협동하고

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양하

파트너십을 이루어 보완하면서 생활해야 하므로 서로의 차

게 여러가지 관점들을 고려하여 오랜 기간 동안 자료를 연

이를 인정하면서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

구하고 비교분석해서 보다 깊이 있는 고찰이 있어야만 하

녀공학을 통해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서로의 성

겠다.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

차이를 인정하면서 상대방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고

한 발휘하며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어야 할 것

함께 사는데 필요한 덕목들을 익힐 수 있다는 것이다. 단성

이다.

교육에서는 반대의 성에 대하여 배울 수 없고 육체적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단성교육에 대한 목소리가 미국과는 다

감정적인 배려 등을 배우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른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주로 대학입시의 주요 요소인 내

(www.koreatimes.com & www.koreadaily.com).

신에서 남학생이 불리하다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
다. 현행 고등학교 제도가 인성교육보다는 대학입시에 치

4. 나가는 말

중하다보니 내신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수행평
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리해 남학생들의 피해가 커

최근 단성교육의 이득점들에 대해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

질 수밖에 없다고 거론되고 있다(www.donga.com). 미국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성교육에 대해선 여전히 많은

은 학생들의 실력이 국제적인 수준에 미달되고, 고등학교

논란이 일고있다. 이 교육이 틀에 박힌 교육을 강요할 우려

졸업률이 떨어지다 보니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데 학부모

가 있어 오히려 교육정책을 후퇴시키며, 서로 일정하지 않

와 교육자 그리고 교육정책가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봐서

은 불균등한 학습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여성

결정되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단성교육을

운동단체들은 남녀분리교육은 결국 2등 시민을 양산하는

현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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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dker, M & Sadker, D. (1994). Failing at Fairness: How America's

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Schools Cheat Girl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MacMillan

사실 현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

Publish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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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ing: Proponents Speak. Washington, DC: Office of Educational

단성교육을 실시한다면 당연히 성공할 수 없다. 성공의 열

Research andImprovement, U.S. Department of Education.
Riordan, C. (2000). Single-Gender Classes: Are They Better?, Emotion
World.

친 준비과정이 꼭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은

Riordan, H. (1998). The Future of Single-sex School, Separated by
Sex: a Critical Look at Single-Sex Education for Girls.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Women Educational Foundation, 53.

많은 구체적인 연구사례들을 분석하여 교육개혁의 일부분

Washington, DC.

으로 제시하였고 학교의 다양성을 제공하여 학생과 학부모

Riordan, H. (1994). A Case for Boy's Schools, Single-Sex Schooling:

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따라 자발

Proponents Speak. U.S. Department of Education, 13. Washington, DC:
Offic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
U.S. Department of Education. (1994). Single-Sex Schooling:

나라도 획일적으로 어느 한 쪽으로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Perspective fromPractice and Research. 35. Washington, DC: 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집단따돌림 문제, 청소년 이탈문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2). Single Sex Classes and School:

제 등 다양한 각도에서 구체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져야

Guidelines on Title IX Requirements. Washington, DC.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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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d.gov (Check legislation: 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 SEC.5131 under Local Innovative Programs.
http://www.ed.gov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Non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 in Education Program and
ActivitiesReceiving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34 C.F. R 106.1.)

<참고 문헌>

http://www.feminist.org (Check Title IX Defined and Sex Segregation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1991). Shortchanging

pages.)

Girls,Shortchanging America. Washington, DC: AAUW

http://www.koreatimes.com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1992). How Schols

http://www.koreadaily.com

Shortchange Girls:A Study of Major Findings on Girls and Education.

http://www.nytimes.com

Wellesly College, MA:Center for Research on Women.

http://abcnews.go.com

General Accounting Office. (1996). Public Education: Issues Involving

http://www.now.org

Single-GenderSchool and Programs. Washington, DC: GAO.

http://cnnnews.go.com

Lee, V. E., & Marks, H. M. (1990). Sustained Effects of the Single-Sex

http://donga.com

Secondary School Experience on Attitudes, Behaviors, and Values in
College. Journal ofEducational Psychology, 82(3), 579-584.

53

Educational Development 교육개발 2008 가을

JAPAN

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하고 객관적인 자료들이 나와서 이것들을 근거로 새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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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교육평가시스템
글_ 김차진 주 프랑스 한국교육원장
smilekim@mest.go.kr

바깔로레아가 200년이나 지속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파리에서 2년간 살면서
필자의 걱정이 기우였음을 새삼 깨닫고 있다. 그 까닭은 바깔로레아 문제의 질적 수준, 평가방식, 학부모의
객관적인 지적 성숙도, 교사의 직업적 권위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배우는 학생들도 저절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동화되는 선순환적 구조를 통해 사회적 신뢰가 생활 속에서 체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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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차원적으로 구성한 것이 철학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바깔로레아는 최초 시행 당시에는 인간의 인문, 문학적

는 주저 없이‘프랑스의 교육평가시스템’
이라고 답할 것이

지식과 소양을 평가하는 기재였다. 따라서 평가과목도 모

다. 왜 그러냐고 다시 물으면“철학이 뒷받침된, 인간적인

국어, 철학, 라틴어(라틴 문학) 등이었다. 차차 사회가 발

냄새가 풍기는 사회풍토가 고스란히 평가 시스템 속에 들

달하고 학문이 발전해 나감에 따라 경제, 지리∙역사, 수

어앉아 있기 때문”
이라고 답할 것이다.

학, 과학 등 실용적인 학문이 추가되어 왔다.
바깔로레아는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쓰

두되고 있는 바깔로레아제도(프랑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기활동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주관식 평가이기 때문

의 개혁여론에 대해 바깔로레아는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

에 기-승-전-결의 완결된 형식을 갖추었는지, 내용이 논

이며, 개혁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또한“금

리적으로 잘 전개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

년이 시행한 지 200년이 되는 바깔로레아는 우리의 문화

반된다. 필자는 바깔로레아가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면서

유산이며,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랑스러

사회적 불신이나 학부모의 항의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운 문화유산을 소중히 간직할 것”
이라고 밝혔다.

않고 어떻게 200년이나 지속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늘 심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어떤 근거로 그들은 바깔로레아

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를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생각하는지, 바깔로레아의 본질

하지만 파리에서 2년간 살아보면서 필자의 걱정이 기우

은 무엇인지, 그 바탕에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함의되어

였음을 새삼 깨닫고 있다. 그 까닭은 바깔로레아 문제의

있는지, 그들은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

질적 수준, 평가방식, 학부모의 객관적인 지적 성숙도, 교

울이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어떤 것인

사의 직업적 권위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배우는 학생

지 등을 중심으로 기술해 보고자 한다.

들도 저절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동화되는 선순환적 구
조를 통해 사회적 신뢰가 생활 속에서 체화되어 있기 때문

1. 바깔로레아의 성격 및 역사

이라고 보았다.
한 나라의 제도와 전통은 그 나라 국민들이 오랜 세월에

바깔로레아는 계열 구분 없이 4시간에 걸쳐 철학시험을

걸쳐 쌓아온 삶의 자양분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재국의 제

필두(筆頭)로 시험이 시작된다. 이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로

도를 파악할 때는 그들이 지녀온 문화와 전통을 바탕으로

서, 프랑스 국민들은‘철학’
이야말로 모국어 활동의 최고

속내를 들어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평가자의 주관적인

경지라고 여긴다. 모국어로 이루어지는 사상체계를 좀 더

판단을 신뢰하는 사회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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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깔로레아의 평가방법

운다. 교사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의 텍스트를 관찰하
되 여러 각도에서 조망하는 관전포인트를 제시한다. 여러

바깔로레아는 작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고 중심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는데, 다만 각자가 조망한 관전포인

교육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논지를 더 넓혀 나가자면 우

트에 따라서 자기만의 출구가 있음을 암시한다. 그런 연후

리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대수능)을 작문 중심으로 바

에 학생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해

꾸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

들어가도록 유도한다.

게 된다. 대수능이 바뀌지 않으면 중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학생은 어느 하나의 출구로 들어간 다음에, 어떤 과정을

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자주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따

거쳐,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논리적인 글로 서

라서 대수능을 작문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면서 사고력을

술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수학적 사고를 바탕에 깔고 있

신장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개선책도 심심찮게 나온다.

는 셈이다. 참고로, 프랑스의 철학교사로 재직 중인 분에

하지만, 주재국 교육계에서는 배움의 정도와 관계없이

게 바깔로레아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1차적인 감정표현은 철저히 배제한

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진 결과 이와 비슷한 답변을 얻은

다. 그들은 감상으로 바깔로레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 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벌써 문제분석, 장면분석, 논술기법 등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점은 주재국 교육연구자

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운다. 모든 작문은 이론적, 논리적

들은 이미 논술을 준비하는 교육, 논술을 실제적으로 평가

으로 무장된 가운데 기-승-전-결 의 체제를 갖추고 논리

하는 방법을 부단히 연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적으로 서술되어야만 높은 점수를 얻게 된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은 문장을 주해(註解)하는 방법을 배

‘Docimologie’
라는 단어에서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1)
주관식 평가에서 개입될 수 있는 여러가지 요소와 교사

1) 어원 그대로 풀이하자면, Docimo + logie: 그리스어로‘시험’
과‘학문’을 의미(Larousse, 2008)하며, 교육학에서 평가방법에 관한 체계적인 연
구, 특히 시험채점을 결정짓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의미함. 이 용어는 H. Pieron에 의해 제안되었고 당시‘시험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를 의미하였
고 프랑스에서 1920년 이후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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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깔로레아의 신뢰확보 노력

U.S.A

의 환경적, 정서적, 물리적 요인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한 교사에게 학생의 신상이 가려진 답안지 20개를 주고

주관식은 평가자의 주관을 당연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

순서만 바꾸어서 같은 교사에게 주고 평가하게 하면 채점

에 학생과 학부모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

점수가 1개월 전의 것과 달라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서 교사의 전문지식과 전문성 계발이 요구된다. 교육정책

이러한 실험을 여러 교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후, 도출되는

또한 교사양성과정에서 직전교육(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대

공통적인 문제점을 통해 주관성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

학, 사범대학, 기타), 계속교육(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을 사용한다.

재교육)을 통해 이러한 믿음을 뒷받침 해 주어야만 신뢰성
이 지속적으로 담보된다. 결국 이러한‘믿음’
이 바탕에 깔

틀, 주위에서 쉽게 회자되는 소재를 중심으로 반복해서 글

려있어야만 국가교육체제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사회공익

쓰기 기법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에 비해 주재국의

실현이 이루어진다.

2008년도 철학문제는“지각(知覺)은 교육될 수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신뢰성이 저

였다. 얼마나 신선한 문제인가를 보시는 분은 저절로 느끼

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 제도적으로 늘 대비를 하고

게 될 것이다.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주재국 교육부

주재국의 학생들은 이러한 철학문제의 답을 학교에서

는 학부모와 학교의 관계 및 학부모와 교사와의 관계방향

이미 배운 논술기법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설정을 위한 지침을 교육부 홈페이지에2) 상세하게 실어놓

진술하고자 노력할 뿐이지, 정형화된 틀 속에서 답을 찾으

고 있다. 학부모대표단이 교육부 및 교육청, 나아가서 각

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바깔로레아의 철학문제에서 정

지방교육청 및 학교단위들까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

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밝혀 놓고 있다.3)

2) http://www.education.gouv.fr/cid2664/les-relations-parents-enseignants.html
3) http://www.education.gouv.fr/pid313/representation-parentale-aux-differents-echelons-du-systeme-educati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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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평소에도 학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의 학교생활

특히 철학, 불어, 라틴어 시험에서 더욱 뚜렷하게 증명

이나 학교의 흐름을 알고 있으며 학부모의 교육에 관한 간

되었으며 과학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처럼 채점자들

접적인 참여와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말하므로, 학부모

에 따라서 변동가능성이 많은 점수 폭을 줄이고 우연성을

들은 교육자체에 대한 신뢰를 평소에도 자신의 참여를 통

줄이기 위해 장학관들은 채점지침을 주되, 문서보다는 흔

해 쌓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히 말로서 전달한다고 한다. 나중에 공식적으로 책임을 지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학문적으로나 교육내용 행정 차

지 않으려고 함이며 면죄부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원에서 평가방법에 신뢰를 얻고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

이 기사에는 채점을 했던 교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장학

력하고, 학부모와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육에 대한

관들이‘50개 시험채점 중에서 반 이상은 20점 만점에서

신뢰를 축적해 나가고는 있지만 200주년을 맞은 바깔로레

12점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좋겠다’또는‘생물과목이

아의 채점문제에 있어서 잡음이 전혀 없지는 않다. 프랑스

성공을 거두도록 국가 또는 교육청 전체 평균에 맞게 하

일간지‘르피가로’2008년 6월 16일자에‘바깔로레아 시

라’등의 지침을 공공연하게 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험 채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

철학과목도 미래의 바깔로레아를 치를 학생들이 점수비중

기사는 바깔로레아 시험채점의 부정적인 면을, 한마디로

이 높은 철학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게 최대

시험점수를 무난하게‘손질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로 점수를 올리라는 지침을 받기도 한다고 채점교사들은

장학관이나 관계당국은 소위 공평한 평가를 위해서는

고백하기도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1930년 이

사실 동일한 학생의 시험점수가 채점교사들에 따라서

후 평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에서 언급해 왔듯이,

10점 이상의 차이가 나오기도 한다는 보도는 이미 여러 차

시험채점에서 우연성이 너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4)

례 있어 왔다. 이처럼 교육청과 국가 차원에서 이미 성적

4) Il s'agit de �lisser les notes�, ou encore de preparer une �evaluation equitable�, explique un haut fonctionnaire dans le
langage maison, car toutes les etudes de �docimologie� le montrent depuis 1930: l'alea de la correction des copies peut etre
considerable. Une conclusion particulierement verifiee lors de la correction des epreuves ecrites de philosophie, de francais et
de version latine, selon Pierre Merle, specialiste de l'evaluation. Mais qui n'est pas non plus absente des corrections des
epreuves scientifiques, a tort reputees f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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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있어 학교자율화는 교육 본연의 목적에 맞게‘신바람나
는 교육활동’
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교육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이라는 논리다. 그들은 학생과 학부모는 전문적인 식견이

생, 학부모와 같은 외부관계자로부터 본인이나 자녀의 점

없으므로 교사를 평가할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아니 되는 일

수를 왜 적게 주느냐고 항의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

이라고 항변한다. 그럴 바에는 사표를 내겠다는 태도다.

로 생각된다.

교육부의 정책입안자들도 같은 태도다. 프랑스 교육부

만약, 주관식 평가와 관련하여 학부모 항의가 발생하면

는 교사들을 먼저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교사를 지원하

담당 교과목 교사가 평가준거를 통해 채점을 실시했다는

는 정부 부처에서 교사를 학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내맡기

설명이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장도 사실에 근거

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해서 학부모와 학생에게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해준다. 그
래도 학부모가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청에 재심을

4. 맺음말

청구한다. 교육청에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분쟁조정기
구」
를 가동시켜 객관적으로 심의에 착수한다. 이런 단계를
거쳐 당사자가 객관성을 받아들이면 분쟁은 일단락된다.
하지만 프랑스의 교사들은 소위 전문직으로서의‘교사’

우리나라에서도 시험채점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단기, 장기 계획을 세워 평가학문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
다. 서술식 문제를 주고 평가자의 주관을 100% 배제한다

에 대한 평가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맡긴다는 것은 신자유

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사 개인에게

주의 논리라고 보고 있다. 고객만족도를 학교에까지 들이

너무나 무거운 책임을 지워놓고 혼자 책임지게 해 온 것은

대면 교사를 수익자인 학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내맡기는 꼴

아닌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교사 개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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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만 주관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무리하게 강요한 적은 없
었는지 반문해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평가문항 개발은 정부와 학계의 몫이다. 학습자가
평소에 자기 경험과 지식의 범위 내에서 우러나오는 글쓰

한국의 교사들은 평가에 앞서 단위별 교과협의회에서

기가 가능한 문항을 개발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지속적인

평가기준을 공동으로 만들어 놓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이 문제 또한 정부가 교

소위‘보험’
에 가입한다. 지금과 같은 풍토에서라면 예컨

사들을 신뢰하고 격려하면서 평가기법을 꾸준히 축적해

대, 철자법이 5개 틀리면 1점 감점, 10개 틀리면 2점 감점

나간다면 200년의 역사가 흐른 다음에는 바깔로레아처럼

식으로 채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생산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학생이 쓴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

끝으로 우리가 바깔로레아로 대표되는 주재국의 교육평

있다. 학생이 쓴 내용에 대해 평가자가 찬성하거나 찬성하

가시스템을 바라보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

지 않거나 관계없이 사후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

이 정리해 본다. 바깔로레아의 시험 주제 및 내용이 무엇

하여 본인이 채점한 점수, 동료교사가 채점한 점수(그래도

인지(시험 내용), 주제에 대해 분석하는 기법은 어떤 것이

믿음이 가지 않으면 제 3의 교사가 채점한 점수)를 합하여

있는지, 어떻게 학습자들을 대비시키고 있는지(현장교육

두(세) 사람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환산

방법), 어떻게 주관식 답안을 평가하고 있는지(평가 방법)

해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등이다.

이제 이런 척박한 환경은 벗어나야 할 것이다. 주관식이

교육학계에서도 이에 대해 면밀한 연구를 통해 우리 실

필요한 교과목에서 수행평가를 통해 교사들이 평가기법을

정에 맞는 주관식 평가기법을 창출하여 교사들을 진정한

먼저 축적하고, 교사 간 협력체제를 통해 공동으로 평가기

평가의 주체로 내세우려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한 시대이

법을 공유한 가운데 보다 나은 대안을 개발하여 서로 간에

다.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신의 벽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을 걷어내고 학부모-학교, 학생-교사, 학부모-학생 간에

단위학교에서 이러한 작문형 평가방법을 실천해보고 단

신뢰를 확보하는 부단한 노력이다.

위학교 차원에서 차차 신뢰를 확보한 다음에 지역단위로,
나아가서는 전국단위로 확대해 나가는 상향식 방식도 도입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교자
율성 신장이라고 본다. 학교교육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제
대로 평가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

60

World Education

세 계 의

교 육

일본의 비평준화 고교입시제도
글_ 이만희 일본 풀대학 교수
leekorea@poole.ac.jp

한국학생은 학교교육보다는 사교육(학원교육)을 중시하는 반면, 중국학생은 오후 늦게까지 주로 학교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학생들은 주로 학교교육에 의존하나 우수한 학생은 입시를 앞두고 사교육으로
보완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만큼, 한국의 사교육비 부담이 큰 것은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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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준화 입시제도는‘투기적’사교육
수요를 부추긴다

느낌이다. 또한 교수가 그 정도라면 일반 서민들의 가계야
말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한국과 일본은 똑같이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로 알려져 있는데, 왜 유독 한국교육은 사교

일본에 처음 발을 들여 놓는 한국인이라면 한국에서는

육에 집착하는 것일까.

즐비한 학원이나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학원으로 실어

제도권교육이건, 비제도권교육이건, 예로부터 교육은

나르고, 또 귀가를 돕는 학원버스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백년대계를 실천할 인재를 양성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

의아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물론 일본에도 한국과는 비교

즘으로 인식되어 왔다. 한국교육이 이러한 메커니즘의 기

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학원이나 버스가 가끔 눈에 띠기는

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원인은 사교육을

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공부를 끝내고 바로 학원으로

중시하는 왜곡된 교육 현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향할 만큼 사교육이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다. 한∙중∙일

미 사교육은‘투기’
의 수준으로까지 고질화되고 있다. 과

학생들의 고교시절의 하루 일과를 들으면 뚜렷히 구분되

다한 학원의존현상, 과잉학력구조가 낳은 청년(15-29세)

는 점이 있다. 한국학생은 학교교육보다는 사교육(학원 교

실업의 급증(2008년 5월 기준, 실업률은 3.0%, 청년실업

육)을 중시하는 반면, 중국학생은 오후 늦게까지 주로 학

률은 6.9%), 인력배분의 불균형 등은 이러한 왜곡된 교육

교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학생들은 주로 학교

현상이 낳은 커다란 사회적 비용이다.

교육에 의존하나 우수한 학생은 입시를 앞두고 사교육으

사교육의 팽창은 상당 부분 1974년부터 실시된 평준화

로 보완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만큼, 한국의 사교육비 부

고입제도에서 비롯되었다. 평준화의 틀 속에서는 학부모

담이 큰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가 선택권을 갖지 못하고, 학교도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지난 5월, 한국에서 대학교수인 친구 두 명이 이 곳(오사

권리가 없다. 이른바‘소비자선택권’
이 절대로 보장되지

카)을 방문하여 오랜 시간 한국의 교육열에 대하여 얘기를

않는다. 이러한 메커니즘에서는 개별적 수학능력이 고려

나누던 중, 사교육비 부담이 이미 가계 건성성을 무너뜨리

되지 못한 채, 수학능력이 높건, 낮건, 한 교실에서 똑 같

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 친구는 부부

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가 교수인데, 세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삶의 질 향상

는 중간수준에 눈높이를 맞출 수밖에 없다. 각종 규제로

은 기대할 수 없다고 한다. 다른 친구는 아이의 교육비 부

분반 수업마져 금지의 대상이 되어버리니, 학교의 의욕마

담 때문에 은행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쯤되면

저 꺾이고 있는 것이 한국 중등교육의 자화상이다.

한국의 사교육은‘투자’
의 한계선을 넘어‘투기’
로 변질된

결국 수학능력이 높은 학생이나 낮은 학생은 학교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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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수업료가 4배(월 60만원 정도, 기타비용을 포함하면

이 소비자가 선택권을 갖지 못하는 경직된 입시 제도에서

연간1,000만원 정도)정도 비싸지만 대입에서는 공립보다

는 사교육에 대한 수요 또는 가수요(기대수요)가 폭발할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명문 국립에 진

수밖에 없다. 평준화 고교입시제도는 기대와는 전혀 달리,

학하기 위해서는 사립의 서비스를 선호한다는 의미이다.

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지방자치체가 철저하게 실
행되고 있다. 교육자치도 마찬가지로 철저한 분권형을 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47개 都道府縣)로 다소 차이

사하고 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교육기회의‘절대

가 있을 수 있으나,‘교육 기회의 능력별 평등+교육 성과

적’평등을 추구하는 한국과는 달리, 교육 기회의‘비례적

의 차별화’
를 추구하는 데는 이의가 없어 보인다. 여기에

(차등화된)’평등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한국도 외국어고

서는 오사카(大阪)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교육 수요를 완화

나 과학고, 국제고와 같이 교육 기회를 능력별로 부여하려

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일본의 고입제도를 살펴보고자

는 제도를 부분적으로는 갖추고는 있으나, 그것이 주류라

한다.

고는 할 수 없다. 여전히 학군내에서 추첨으로 배정되는
제도가 주류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다양한’형태의 고
교들은‘다양한’서비스를 제시하고, 소비자(학부모)들은

2. 학교선택권(비평준화)의 보장은‘투
기적’교육수요를 억제한다

그것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선택의 기회도 원 샷이 아
닌 2-4회 최대한 보장하기 때문에 수험생은 수학 능력에
맞는 고교를 찾아갈 수 있다. 각 고교로서도 학업성취 능

가.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는 폭 넓은 합리적 선택을
보장한다

력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학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사교육

2007년 현재, 일본의 고교수(5,385개교)는 설립 주체별

열기를 학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는

로 국공립이 75.4%, 사립이 24.6%, 학생수는 국공립이

것이다.

70.3%, 사립이 29.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한국교육이

이것이 교육서비스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교육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일본의‘중고일관교육제도’
이다. 이

에 대한‘가수요’
를 완화시키는 완충적 기능을 하고 있다.

제도에 의하여 162개교(사립 103개교)에서 중고일관 교육

이를 반영하여 일본 사회에서는‘고교는 사립, 대학은 국

이 이루어지고 있다.‘중고일관교육’
이란 초등학교 졸업

립’
이라는 공식이 유행하고 있다. 즉 사립이 공립에 비해

후, 입시를 거쳐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별도의 입시

63

Educational Development 교육개발 2008 가을

JAPAN

일본의 고입제도는 한국의 사교육 팽창에 많은 것을 시

FRANCE

오히려 교육기회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

U.S.A

에 흥미를 잃게 되고, 대안적 서비스를 찾게 된다. 이와 같

World Education

세 계 의

교 육

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 고교로 진학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여 중학교의 내신성적의 반영비율이 높다. 그 반면, 사립

사교육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학교교육으로

은 국가의 기본 가이드 라인을 지키면서 철저히 자신의 건

교육열을 흡수할 수 있다. 또한 6년간 일관성있게 대입을

학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입시제도에서도 내신을 반영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

지 않고, 주요 5개 과목을 중심으로 선발을 한다. 철저하게

가받고 있다.

자율적‘학생 선발권’
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사

고교생 수는 저출산율의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립은 한국에서 거론되고 있는‘자립형 사립’
에 가깝다. 수

서 아래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격하게 감소하

업료는 국공립에 비하여 4배나 비싼 반면, 지자체로부터

고 있다. 예컨대, 2007년 현재, 고교의 입학정원 대비 중3

받는 사학조성금(私學助成�) (보조금)의 비중은 크지 않

의 학생수는 96% 정도에 머물고 있으나 앞으로는 더욱 감

다. 일반적으로 대입에서는 사립의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

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공급 초과 현상’
이 지속되고

로 알려져 중학교에서의 고입진학 지도에서는 사립을 권

있는 것이다.

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일본의 고교는 대체로 세 가지의 유형으로 다양화되어
있다. ① 한국의 인문계 고교에 해당하는 대입 진학형의
‘일반과(보통과)’중심 고교, ② 한국의 실업계 고교(취업
지향형)와 특성화 고교(진학형)에 해당하는‘전문학과’중
심 고교, ③ 그리고 진로를 분명히 선택하지 못한 채, 앞의
두 가지 유형을 혼합한‘종합학과’중심 고교 등이 그것이
다. 한 학교에 이러한 유형을 복수로 갖춘 경우도 있다. 아
래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통과가 총 학생수의
<그림 1> 일본의 고교생 수 추이

72.3%, 종합학과가 4.5%, 그리고 전문과가 23.2%를 각각

자료:. http://www.mext.go.jp/b_menu/toukei/main_b8.htm

차지하고 있다. 취업 지향형의 전문학과 졸업자를 중심으
로 하는 고교 졸업자의 취업 희망율은 2008년 3월 현재
10.2%, 그 중 취업이 결정된 졸업자 비율은 91.6%를 차지

학교의 경영에 있어서 설립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하고 있다.

있다. 국공립은 철저하게 국가의 교육방침을 수용하여 실
천하고 있다. 예컨대 입시제도에서는 전인교육을 지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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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기회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U.S.A

성과 수학능력에 맞는 학교를 찾아가야 하고, 제도적으로

설립별로 사립은 별도로 학구(學區)가 지정되어 있지 않
고, 수험생은 전국 어느 곳의 사립고교에 지원할 수 있는,
이른바‘전국구’
를 선발단위로 한다. 그 반면, 공립은 학구

지원을 하는, 이른바‘지역구’
를 선발단위로 한다. 일본에

FRANCE

가 지정되어 반드시 출신 중학교 또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서는 대입 진학지도에 있어서 사립의 비교우위가 널리 알
려져 있다.
수험과목도 국공사립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접(학부모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음)을 전형의 주요
<그림 2> 일본의 학과별 고교생 수
자료: http://www.mext.go.jp/b_menu/toukei/main_b8.htm

자료로 활용하는 데 비하여, 국공립은 국가의 교육이념을
실현해야 하는 현장으로서 중학교의‘내신성적’
의 비중을
비교적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성적 상위 우수자

이와 같이 일본의 고교유형은 다양하다. 그 만큼 학부모

의 경우, 주요 5개 과목의 성적이 우수하더라고 내신성적

가 소비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폭이 넓다고 평가

이 우수하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국공립보다는 사립으

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와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 소

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

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갖추어질 때, 투기와 가수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수험의 시기도 수험생이 가능한 한, 복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사립고교가 일제
히 실시하고(1차), 국공립 전기(2차), 국공립 후기(3차) 등

나. 수학능력별 학교선택(비평준화)제도는 가수요를
억제한다

의 순서대로 실시된다. 사립고교 시험과 국공립 전기의 사
이에는 사립 1.5차라고 불리는 수험제도가 있다. 특수목적

일본의 고입은 다양한 서비스를 갖추고, 소비자들이 능

고를 제외하고 한번에 끝나는 한국의 제도와는 전혀 다르

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철저하게“비평준

다. 일본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비평준화의 틀 속에서 여러

화”
를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학부모)로서는 적

번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의 수학능력과 적성에 맞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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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위권 성적의 학생은

신성적의 중요성, 나아가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고교 단계

국공립을 선호하더라고, 실패의 리스크를 낮추고자 일단

의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 2 학년 때 50% 가까운 학

사립고교(1차)를 지원하여 합격을 해두는 경우가 많다. 이

생들이 학원에 다닌다고 한다. 3학년이 되면 7-80%가 학

것을‘미끄럼방지’수험이라고 한다.

원에 다닌다고 한다. 일단 비평준화 수험제도를 통하여 고

이 경우, 학교 측에서는 허수 합격자가 다수 발생할 가

교에 진학한 후에는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이 결정되

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염두에 두고, 지원서

어 있어서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감소시키는 현상이 나타

제출시 수험생에게 만일 합격하면 반드시 입학을 하겠는

난다. 고교시절 1, 2학년 때는 부(서클)활동이나 아르바이

가(專願), 아니면 그 이후에도 다른 학교에 지원할 것인가

트를 하면서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으나, 고 3년생

(倂願)를 묻는다. 전자의 경우에는 적지 않은 어드벤티지

이 되면 명문대를 지망하는 50% 가까운 학생이 학원에 다

가 적용되어 합격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계약을 위반

니기 시작한다고 한다.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학생도 지망

하면 절대 안된다.

하는 대학이 실시하는 입시과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

이러한 비평준화 수험제도를 통하여 수험생은 다양한

학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으로서는 학원을 다니건, 안 다

서비스를 갖춘 고교 중에서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고교

니건 진학 가능한 수준의 대학범위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

를 선택할 수 있다. 고교측으로서도 건학이념을 존중하면

에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한다. 또한 사정권의 대학에 진

서 능력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학교교육의 틀

학하는 데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충교육으로도 충분하기

속에서 교육열을 흡수할 수 있다. 즉 사교육에 대한 가수

때문이다. 비평준화의 고교 입시가 사교육에 대한 가수요,

요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

나아가 기대수요를 억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같은 논리

본의 교육제도가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폭과 기

에서 다양한 대입수험제도, 예컨대 과목선택제도 등도 사

회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이나 학원 버스를 보기가

교육에 대한 가수요를 크게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실제로 비평준화 고입제도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3. 학교선택권을 보장할 때 주의할 점은

살펴보기 위하여 필자가 재직중인 풀대학(Poole
University)의 일본인 재학생(보통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서비스의 다양성, 선택기회의 보장 등을 생명으로
하는 비평준화 고교입시 제도는 소비자의 능력별 선택권

흥미로운 것은 고교시절보다는 중학시절의 학원교육 의

을 확대함으로써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 교육만

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중학교 때는 고입에 요구되는 내

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한편, 이 제도는 학교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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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교사와 학생이 가까워질 수 있다면 학급붕괴를 충

과하기도 한다.

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경험이다. 학교붕괴, 학
급붕괴와는 다소 거리가 먼 한국의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

중국 학생은 학교 가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는데, 일본학생

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학급의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

들을 취미로 가는 것 같다”
라는 농담을 한다. 일본에 거주

다. 그러나 오사카는 재정재건을 위하여 긴축재정을 편성

하는 사람이라면 일본의 학교교육이 본래의 모습에서 크

하는 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 공립

게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라게 된다. 학교붕

의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오히려 40명 이상으로 늘려

괴, 학급붕괴, 장기결석(부등교), 집단 따돌림(이지메) 등이

시설 및 교원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바로 그런 풍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보조금 성격의 사학조성금을 삭감하려는 것이다.
교육투자의 성과는 일반적 투자와는 달리 장기적으로

결코 무관하게 보이지 않는다. 비평준화제도로 인하여 고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은 어떤 부작용도 감지할 수 없다.

교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수직형으로 그룹화되어 하위 그

부작용을 감지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치유가 가능한 시점

룹의 고교에서는, 이른바 비평준화 입시제도의 외부불효

을 벗어났을 것이다. 교육서비스가 일반서비스와 다른 점

과(기대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 유형의

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만일 한국 교육이 사교육을 줄이려

고교출신의 학생들에 의하면 처음에는 한 학급이 40명 전

면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 그 과

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줄어든다고 한다. 하위그

정에서는 불가피하게 나타날 피라미스식의 학업성취도 차

룹의 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선택했다기보다는 더 이상의

이를 인식하고, 일률적 투자가 아닌 하위그룹의 학교를 중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선택 당한 학생일 것이다. 필자는 지

시하는, 이른바‘불균형적 중점형 투자’전략을 고려할 필

난 6월, 하위그룹에 속하는 인근의 한 고교를 방문하여 붕

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

괴된 학급을 목격할 수 있었다. 40명 규모의 학급에서 절

하는 길이 아닐까.

반의 학생은 이미 흥미를 잃고, 의욕마저 상실한 모습이었
다. 건전한 의욕을 가진 학생마져 그에 전염되는 것은 시
간 문제로 보였다.
대학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
급붕괴를 막는 데는 학급 규모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
인 대안 중 하나라고 확신하고 있다. 맨투맨식에 가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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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를 피라미드화하여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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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17대 결산 및 18대 전망
글_ 임해규 국회의원, 부천 원미구갑
limhk@na.go.kr

원고부탁을 받았을 때 망설였다. 사회 전

그런 표시가 없는 것은 논의만 했을 뿐 마무

반적으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교육도 예외

리되지 못한 것이다. 무얼했나 싶었는데 막

가 아닌 듯한데 무엇을 주장하기가 민망해서

상 나열해 보니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

다. 그러나 18대 국회에서도 교육이 좀 더 나
아질 것이란 희망이 있기에, 그 희망을 함께

1.
‘교육구조’
에 관련된 과제

나누고 싶어 컴퓨터 앞에 앉았다. 나름으로
교육과 관련하여 17대 국회를 간단히 돌아보
고 18대 국회의 과제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가. 사립학교법 개정과 재개정을 둘러싼
논란(법안개정)
17대 국회는 무엇보다 사립학교법 때문에

Ⅰ. 17대 국회 교육위원회 결산

시끄러웠다. 당시 노무현 열린우리당 정부는
사립학교법을 4대 개혁법의 하나로 삼았다.

17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다룬 많은 법안

그들은 사립학교 부패척결을 사회개혁의 주

과 정책 중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안들을

요한 지렛대로 보았다. 사학경영의 부패를

교육구조 관련,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 관

없애자는 주장은 옳은 것이기에 국회에서 여

련, 그리고 교육환경 관련 세 가지 영역으로

야가 함께 그 방법에 관해 논의하였다. 그런

분류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류는 다만 서

데 사학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술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논의될 각

즉 소위 개방이사 도입 여부와 도입 수준이

사안 중에 (법안개정)이라고 표시된 것은 법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안개정으로 논의가 마무리된 것을 의미한다.

노무현정부가 사학에 대해 너무 큰 불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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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교육감은 선거 때에만 잠깐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이 아니라, 늘 학교현장을 다니면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 주민들에
게 교육에 관한 애로를 듣고, 그 해결을 위해 뛰어 다닐 것이다. 또한 교육

등이 야기되었다. 사학법 갈등은 급기야 교

영위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 아니

육문제를 넘어 종교탄압문제로까지 비화되

라, 늘 학교현장을 다니면서 교사와 학생 그

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에 사립학교

리고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교육에 관한 애로

들이 기여한 바와 사학의 자율성을 정당하게

를 듣고, 그 해결을 위해 뛰어 다닐 것이다.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법개정이 논의되지 못

또한 교육위원을 광역의회에 통합한 것도 중

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절충을 통해 사학법

복기능을 통합한 행정개혁이었다. 교육의 자

은 재개정되어 일단락되었지만 여전히 불씨

주성에 관한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지

를 안고 있다.

방자치가 성숙한 현 단계에서는 꼭 정리되어
야 할 문제였다.

나. 교육감직선제와 교육위원회 광역의회
로 통합(법안개정)
교육자치법 개정도 성과였다. 그동안 여러

다. 인적자원개발법과 평생교육법 개정(법
안개정)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끝까지 마

인적자원개발법과 평생교육법은 교육양상

치지 못하는 사건이 있어서 교육계가 망신이

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교

었다. 이를 바로잡을 방법으로서 교육감직선

육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에 교육부만이 아니

제는 민심의 흐름이었다. 교육감직선제의 여

라 범정부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법

러 문제점이 예견되었지만 국민들의 뜻에 따

이 인적자원개발법이다.

르는 제도의 개선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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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에는 평생학습도시운동을 벌이

보았다.

다. 이제 교육감은 선거 때에만 잠깐 학교운

교법을 4대 개혁법의 하나로 삼았다. 그들은 사립학교 부패척결을 사회개혁의 주요한 지렛대로

깔고 있다는데 있었다. 당연히 큰 사회적 갈

17대 국회는 무엇보다 사립학교법 때문에 시끄러웠다. 당시 노무현 열린우리당 정부는 사립학

위원을 광역의회에 통합한 것도 중복기능을 통합한 행정개혁이었다.

초 대 석

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반영하여 평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에 관한 문제로 교

생교육 진흥의 권한과 책임을 교육감이 아니

육위원회는 회의가 열릴 때마다 여야 의원

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사회

간에 공방이 오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

전체가 교육에 나서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

당의원이야 그렇다지만 여당의원들이 교육

다. 단지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교

인적자원부장관(당시)을 공격하는 경우도 참

육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

많았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참 곤혹스러

생교육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웠을 것이다.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직도 글
자를 깨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성인문해

가. 방과후 학교 활성화 논란

교육에 국가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방과후 학교는 이전부터 해 왔던 방과후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실과 보충학습을 더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교육복지정책이었다. 돈이 없어 학원이나 과

라. 교원평가를 둘러싼 논란

외를 못하는 학생을 위해 방과 후에 학교에

교원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

서 그들의 학습요구를 충족해보겠다는 것이

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끝내 법안개

취지였다. 사교육을 공교육에 흡수하겠다는

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교원평가가 필요하

의도는 의도대로 되기가 참 어렵다. 원래 방

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학부모를 비롯한

과후 교실은 특기적성 위주로 초등학교와 중

국민의 공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시하였는데 방과후 학교가 되면

대학입시 때문에 공교육을 벗어나 사교육에

서 학과공부를 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게

서까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교사들은

되었다. 그래서 방과후에까지 학과공부를 과

안일하지 않나 하는 사회적 질책이 따가웠

중하게 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사회적

다. 그래서 교사의 교육력과 책무성을 높이

공감을 거스르는 꼴이 되었다. 또 여건상 수

기 위한 방편으로 교원평가제 도입이 적극적

업의 질도 보장되기가 어려웠다. 정부는 사

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교원승진체계로서

교육 흡수라는 명분을 걸고 많은 재정을 투

근무평정제도와 교원성과급을 위한 평가 등

자했지만 이 정책은 교육격차 해소라는 정치

과 새로 도입하려는 교원평가제가 중복되는

적 의도에 치우쳤다.

점 때문에 미뤄지고 말았다.
나. 외국어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입시명

2.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
에 관련된 과제

문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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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 의원들에게 비판

나누어 등급을 제공하였다. 아예 학업능력을

받았다. 그들은 외고는 외고답게 외국어교육

평가하는 시험을 보지 않고 면접으로 선발한

에 충실하고 그 졸업생은 외국어계열 대학으

다면 모를까 시험을 보고도 점수를 제공하지

로 진학해야 된다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

않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방식이었다. 차이를

다. 그런데 외국어고에 보내는 학생과 학부

차별로 생각하고 평등을 이념적으로 너무 강

모, 그리고 외고와 대학들은 그렇게 생각하

조한 탓에 비현실적인 정책이 반복되었다.

지 않고 입시전문고로 생각하니 그 의원들이
볼 때 참으로 잘못된 현실이었다. 나는 외고
나 자사고가 입시전문고인 것이 바람직하지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법
안개정)

않다는 데는 공감한다. 그러나 외고나 자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정한 것

고 열망은 바로 사립명문고에 대한 수요를 반

은 17대 국회의 큰 성과였다. 이는 교육기회

영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립명문고는 반

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조치였다.

드시 필요하고, 그들이 어떤 명문고가 될 지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는 학교마다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비슷한 소득수준의 다
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 뒤떨어져 있다.

다. 대입논술과 대입 수능등급제 논란

특수교육은 유아단계가 매우 중요한데 이제

대입논술과 대입 수능등급제를 둘러싸고

유아에게도 특수교육 지원을 하도록 법적 근

도 평등성과 수월성의 어느 편을 중시하는가

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치료도 교육이 실제

에 따라 이념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로 이루어지기 위한 지원으로 보아서 국가가

대학은 엄존하는 고교 간의 차이를 어떻게든

책임지도록 하였다. 이제 이 법이 잘 실현되

입학성적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학교

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큰 과제이다.

내의 상대평가에 기초한 내신성적의 반영비
중을 높이라는 교육부의 말을 잘 따르지 않

3.
‘교육환경’
에 관련된 과제

았다. 그래서 수능의 비중을 높이는 것에 한
계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변별도구로서

가. 학교급식법 개정(법안개정)

논술을 도입하였다. 그래서 온 학교와 학원

학교급식 때문에 집단식중독 사고가 벌어

이 논술강의 열풍에 휩싸였다. 또 수능점수

지자 온 나라가 들썩였다. 그 여파로 이루어

가 학생들에게 너무 압박감을 준다고 하여

진 학교급식법 개정 덕분에 이제 초∙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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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여당의원들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당시)을 공격하는 경우도 참 많았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참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수능점수를 대학에 제공하지 않고 등급으로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에 관한 문제로 교육위원회는 회의가 열릴 때마다 여야 의원 간에 공방이 오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당의원이야 그렇다

외국어고와 자립형 사립고는 17대 국회 내

초 대 석

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교장 책임아

것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과제다. 따라서 대

래 조리실을 운영하는 직영 급식체제로 전환

학교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강사의 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

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대학교육의

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영양사는 영

질 개선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시간

양교사로 승격되었다. 사회전체의 식품안전

강사를 법적 지위를 갖는 대학교원으로 승격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는 현실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다.
라. 학생인권 논란
나. 대학등록금 경감방안

중등학교 학생의 인권보장에 관한 초중등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진학률은 사실상

교육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

100%에 가깝고 대학 진학율은 85%를 넘는

졌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교육

고등교육 대중화시대를 맞이하였다. 서민의

현장에서는 아직도 두발에 대한 제한이 이루

자녀들도 대부분 대학에 가기 때문에 서민 가

어지고 있고 체벌도 근절되지 않았다. 그리

계는 늘 주름살이다. 그래서 대학등록금 경감

고 학생의 신변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에

방안을 당마다 다 내 놓았지만 깊이 있고 성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아

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등록금을

직 미숙한 상태에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문

경감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의 접근이 필요

제에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가 하

하다. 우선 무상 장학금을 받는 학생비율을

는 점에 대해 빨리 사회적 공감을 형성해야

높이고 저리의 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 이

한다.

와 더불어 대학재정이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
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대학재정을 지원하기

Ⅱ. 18대 국회 교육위원회 전망

위한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미
래소득연계 등록금 대출제도의 도입을 검토
하여야 한다.

18대 국회는 이명박정부가 주도하는 교육
정책에 대해 때로는 지원하고 때로는 견제하
게 될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노

다.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방안

무현정부의 교육정책을 어느 점에서는 계승

대학 시간강사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논

할 것이고 어느 점에서는 개혁할 것이다. 그

의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마무리되지 못했

러나 교육정책을 바꾸는 일에는 신중해야

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라는 사회적 요구

한다. 영어몰입교육정책을 내 놓았다가 혼

가 빗발치는 만큼 대학교원의 질을 높이는

이 난 경험을 늘 명심해야 한다. 국회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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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요구되고 현장에 적절한 교육정책

만들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 되도록 교육과학기술부를 채찍질하고 도

교육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와야 한다.

국가가 교육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나는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교

넷째, 대학입시의 과열경쟁을 해결하기 위

육에 관하여 다음의 몇 가지 방향에 관심을

해 대학이 나서야 한다. 대학이 중등교육을

기울이기를 바란다(여기서는 과학기술에 대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돕고 입시제도

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직 잘 알

를 바꾸어야 한다. 대학과 고등학교가 협력

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모델을 대학이 만들도록 정부는 지원해

첫째, 초∙중등교육의 교육과정을 점검하

야 한다.

고 개혁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유익

마지막으로, 18대 국회는 아이들에게 선진

한 내용을 즐겁게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

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과제를 해결

요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교육이 너무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1인당 학생

어렵고 유익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 18대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

국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삶에 더 관심을

이는 과제, 거대학교를 인간적인 교류가 가

갖기 바란다.

능하도록 작은 학교로 전환하는 과제, 지덕

둘째,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체의 전인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를 지역사

노력을 모아야 한다. 이제 교과부는 초∙중등

회와 함께 하는 복합문화공간(도서관, 스포

교육에 대한 세밀한 관심보다는 고등교육에

츠센터 등을 갖춘)으로 만드는 과제를 꼭 해

대한 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참여

결해야 한다.

정부 말에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1조

모든 대통령이 바랐던 소망 교육대통령,

원의 고등교육 지원예산을 만들어 낸 것은 큰

이명박대통령이 이루기를 진정으로 기원한

성과였다. 한나라당은 대학기부금 10만원까

다.

지 소득공제하는 법안도 마련하였다.
셋째, 평생교육체제를 더 강화하는데 관심
을 모아야 한다. 대학입시 경쟁이 극심한 것
은 학교교육체계가 너무 경직된 탓도 크다.
우리 사회가 학벌위주 사회가 아니라 능력위
주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인 고등교육체제
를 강화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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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어느 점에서는 계승할 것이고 어느 점에서는 개혁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정책을 바꾸는 일에는 신중해야 한다.

다.‘일-학습-여가’
가 순환하는 사회체제를

18대 국회는 이명박정부가 주도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때로는 지원하고 때로는 견제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노무현정부의 교육정

야를 막론하고 탁상의 교육행정이 아니라

이 슈 와

전 망

사교육비 절감,
대안은 없는가?
글_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제도연구실장

학습습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1. 사교육, 왜 문제인가?
사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누구도 시원한 해결책을 내기 힘든 난제 중의 난제이다. 남
보다 더 많이 더 잘 배우겠다는 사교육의 동기를 나무랄 수는 없지만 지나친 사교육은
공교육을 파행으로 이끌고, 학생들의 심신의 건강을 위협하며 자기주도적 학습습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사회경제적 측면에
서 보면 사교육의 팽창은 가계 부담을 가중시켜 소비의 왜곡을 가져오며 집단 간의 위
화감을 조성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고급 인재들이 사교육 시장에 둥지를
틀면서 국가차원의 인재배분을 왜곡할 수 있다.
일찍이 중학교무시험제 도입을 필두로 1980년의 과외금지조처와 같은 사교육 억제
정책을 펼쳐 왔음에도 사교육이 점점 늘어만 가는 현실을 보면서 사교육에 대한 정부
의 개입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중학교 무시험제와 고교 평준
화 정책의 도입은 한동안 입시 사교육을 크게 줄였지만 시간이 흘러 사회경제적 수준
의 향상과 명문대 프리미엄이 커지면서 사교육의 수요도 팽창해 왔다. 특히 중산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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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는 누구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학생들의 심신의 건강을 위협하며 자기주도적

을 제시해야 한다는 강박증을 안고 있다. 그러나 답을 찾아야 한다는 초조함에 비해 사교육의 실상과

지나친 사교육은 공교육을 파행으로 이끌고,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가 사교육을 줄일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정치권과 정부 또한 이 문제에 답

kyh@kedi.re.kr

지식인을 중심으로 과외금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80년대 후반부터 정부는 사교육 억제의
고삐를 조금씩 늦추어 왔으며, 2000년 봄에 내려진 과외금지위헌판결은 더 이상 사교육 문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정책근거를 없애 버렸다. 그럼에도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가 사교육을 줄일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정치권과 정부 또한 이 문제에 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강박증을 안고 있다. 그러나 답을 찾
아야 한다는 초조함에 비해 사교육의 실상과 원인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는 누구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우리사회 사교육의 실상은 어떠하며,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어떤 원칙과 논리를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사교육의 현주소
그간 우리사회에서 사교육의 실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충실한 조사체계는 없다시피 하였다. 간간
히 수행된 사교육비 조사 연구도 학부모 또는 학생들이 과외비 지출 내역을 기억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교육이 어떤 사람에게는 입시과외만을 의미하고 어떤 사람에게
는 특기적성 과외까지 포함하는 등 개념적 혼란이 있어 사교육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김미숙 외. 2007). 그리하여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각자가 접하고 경험한 사교육 현상을
중심으로 사교육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난무하였다.
통계수치로 볼 때 우리나라 사교육은 꾸준히 늘어났다. 1980년 당시에는 초등학생의 12.9%, 중학생
의 15.3%, 고등학생의 26.2%가 과외를 받았으나, 2000년에는 초등학생의 73.5%, 중학생의 50.7%,
고등학생의 39.8%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2006년 말 기준으로 초등학생의 88.2%, 중학생의 78.4%,
고등학생의 63.1%가 사교육에 참여하여 사교육은 학생들의 일상이 되었다(김미숙 외, 2007). 사교육
비 총규모 또한 1977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현재 사교육비는 18조 4120억원으로 추정
되며(최상근 외, 2003; 공은배 외 2001), 최근에는 20조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교육 공급자에 대한 정보부재는 더 심각하다.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입시보습학원
의 수는 2000년의 11,882개에서 2005년 24,592개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런데 2005년 학원총연
합회에 등록된 학원 강사 수는 23,997명으로 학원 당 1명의 강사도 채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난다(김미숙 외, 2007a). 학원 관계자들에 의하면 현재 학원 강사는 약 200만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
고 있는데 이처럼 공급자 통계가 부실한 것은 정부의 오랜 사교육 억압정책과 사교육경감을 강조 분위
기 때문에 사교육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 드러내기를 꺼려하여 지하경제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크다
(김미숙 외 2007).

가. 사교육의 범위, 규모와 참여 양상
사교육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먼저 사교육의 의미와 사교육비의 범위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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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규학교 교육과정에서 제공하는 공교육을 제외한 사적인 수요와 사적인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초∙중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과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모든 사적 교육서비스가 포함된다. 그러나 학부모나 교육당국이 관심을 기울이는 사교육의 의미로는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그룹지도, 학원수강, 학습지, 통신 및 인터
넷 강의 등”
(최상근 외, 2003)이 쓰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후자의 의미 위주로 사교육 문제를 다루고
자 한다.
2003년도에 수행된 사교육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연간 약 286만원
(월 평균 24만원)으로, 일반계 고등학생이 358.6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각각
331.4만원과 251.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가계 소비지출의 14.9%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그러

각 4조 7천억원과 2조 5천억원 이었다. 그러나 2007년에 이미 20조원을 넘었다는 주장이 사교육 시장
을 중심으로 제기된바 있다.
2006년말에 이루어진 조사에서, 학생 1인당 연간 사교육비를 보면, 초등학생의 64.0%가 300만원
이하였으며, 50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은 13.9%였다. 한편 중학생의 경우에는 64.7%가 300만원 이하
를 지출하였으며, 500만원 이상은 16.5%였고, 고등학생은 69.4%가 300만원 이하였으며, 500만원 이
상은 16.4%였다.

* 출처: 김미숙 외, 2007a.

[그림 1] 학교급별∙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연간 500만원 이상 비율

초∙중∙고 할 것 없이 사교육비는 가정의 소득수준에 비례하는데, 연간 500만 원 이상 고액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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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고등학교 11%로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줄었다.

총량은 약 15조 6천억원으로 추정되며,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약 8조 3천억원,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는 반면, 자신의 역량개발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22.1%, 중학교

2006년도의 사교육비 총량을 추정하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자녀의 사교육을 위해 지불한 사교육비

학생은 초등학교 50.6%, 중학교 54.1%, 고등학교는 58.5%로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학벌경쟁에서 살아남기

를 앞둔 고등학생 학부모의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최상근 외, 2003). 2003년도 자료를 토대로

학생들이 사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벌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것이다. 여러 선택지 가운데 이 항목을 고른

나 일반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전체 가계 소비의 약 20%에 달하여 대학입시

서 중상층 가정의 중학생 집단이 특이하게 높다. 이는 2000년대 들어 시∙도별로 특목고, 자사고 등 선
발형 고등학교가 늘어나면서 중학생들의 고입준비 과외가 크게 늘어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강영혜 외, 2007).

나. 사교육을 받는 이유
그러면 수요자들은 왜 사교육을 찾고 사교육에 관심을 갖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해 혹자는 학교교육
의 부실함과 불친절 때문에 사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즉, 학교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과정의 애로사항에
도움을 주지 않고, 학습부진아를 위한 책무성이 부족하여‘목마른 자 우물 파는’심정으로 사교육에 의
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학생들과 면담을 해 보면 많은 학생들이 학교수업에서는 진도 나가기 바빠서 몰
라도 수업 중에 질문할 수 없는데 비해 학원에서는 쉽게 물어볼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 걸 보면 이런 지
적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특목고 학생들이 입학 후에도 더 많
은 사교육비를 쓰고 있으며, 심지어 세계 수준의 명문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도 잠깐의 귀가주말이나 방
학을 이용하여 고액과외를 받는 현실을 감안하면 팽창일로에 있는 사교육의 원인을 학교 불만족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2006년 말에 수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사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벌경쟁에서 앞서
기 위한 것이다. 여러 선택지 가운데 이 항목을 고른 학생은 초등학교 50.6%, 중학교 54.1%, 고등학교
는 58.5%로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학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는 반면, 자신의 역량
개발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22.1%, 중학교 13.8%, 고등학교 11%로 학교 급이 올
라갈수록 줄었다. 이는 2003년도 조사에서도 입시준비와 직결되는 교과 과목 사교육이 대부분(80.3%)
을 차지한 것과 일맥상통하며, 학벌경쟁에 대한 인식은 사교육비 고액 지출 집단에서 더 강하게 표출된
다(김미숙 외, 2007a).
사교육의 주원인이 학벌주의 사회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억제중심의 사교육대책은 성공하기 어
렵다. 입시목적의 사교육은 단기적으로는‘내신성적의 향상’
, 중장기적으로는‘원하는 대학입학’
과
‘사회적 성공’
이라는 명확한 유인이 있으며 중상층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경쟁에는 교육적으로 설
명하기 힘든 경제학적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흔히‘죄수의 딜레마’
로 비유되는 게임이론이 한국
학부모들의 사교육 지출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성적이 비슷한 두 학생이 동일 대학에 합격할 가능
성은 각각 50%인 반면, 어느 한쪽만 사교육을 받을 경우 받은 쪽의 확률은 60%이고 받지 않은 쪽의 확
률은 40%라면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수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자 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둘 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각각 50%의 합격 확률을 만들므로, 합격가능성은 변하지 않은 채
사교육비만 지출하는 결과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 모두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
지만, 현실에서는 둘 다 지출할 뿐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지출경쟁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입시
사교육의 속성이다. 이런 경우 교육당국이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도 사교육을 근원적으로 통제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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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자녀를 위해 최소한의 교육적 지원도 해 줄 수 없는 소외계층이나 과외비 지
불능력의 부담을 크게 느끼는 중하위 계층의 사교육 걱정 줄이기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다. 사교육의 효과와 폐해
학생들은 사교육이 그들의 성적을 올리는데 얼마나 기여한다고 믿을까? 사교육을 받은 이후 성적 향
상여부를 묻는 질문에 초등학생의 69.8%, 중학교는 67.5%, 고등학교는 55.6%가 사교육을 받고서 성
적이 향상하였다고 답하였으며,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의 성적 향상효과를 더 긍정하
고 있었다. 한마디로 사교육의 성적향상효과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고액의 사교육을 지불할수록 효과
는 더 높아질 가능성 때문에 부모들은 힘 닿는 대로 사교육을 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
지나 사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인식이다. 실제로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가 학생들, 특히 고등
학생의 성적을 얼마나 올리는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그 효과는 확정적이지 않다

끄는 사교육의존성이다. 실태조사에서‘사교육 없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가’
라는 문항에 대하여 중학
생의 49.5%는 혼자 공부하기 불안하거나 사교육 없이는 공부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고등학
생은 43%가 그런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강남지역에서는 중학생의 62.0%, 고등학생의 69%가 혼자 공
부하기 어렵다는 응답을 함으로써 사교육을 더 많이 받을수록 사교육의존성도 더 심해짐을 알 수 있다.

3. 교육정책의 철학과 사교육
경제학자들 가운데는 사교육이 공교육을 보완하고, 학습자 능력에 맞는 맞춤식 교육 등으로 사회적
지식총량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면서 사교육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교육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는 별개로 사교육이 공교육을 포위하거
나 공교육이 무력해 지면서 발생하는 근본적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지금의 사교육 수요 중에는 학습부
진이나 영재성 계발을 학교가 제대로 해 주지 못해주는 현실과 더불어 남보다 유리한 입시경쟁의 발판
을 마련하려는 동기가 작용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능력에 따른 공정경쟁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
하여 공정한 경쟁으로 사회발전과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공교육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게 된다. 그런 점
에서 교육당국은 교육권의 실현과 사회정의라는 본질적 관점에서 사교육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
를 위해 먼저 학교가 수요자의 개별적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기혁신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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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3%가 그런 반응을 보였다.

교육적으로 더 위험한 것은 사교육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저해하고 수동적인 학습자로 이

의 49.5%는 혼자 공부하기 불안하거나 사교육 없이는 공부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고등학생

2002).

는 사교육의존성이다. 실태조사에서‘사교육 없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가’
라는 문항에 대하여 중학생

습이 일시적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종태,

교육적으로 더 위험한 것은 사교육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저해하고 수동적인 학습자로 이끄

(강창희;2006, 김양분; 2005). 심지어 선행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다룬 연구에 따르면, 선행(사교육)학

준비는 물론 특기적성과 교양, 외국어 구사능력 함양 등으로 학교의 책무성을 확장하도록 학교혁신을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사교육 팽창의 이면에는 우리사회 여론주도층과 정부정책을 관통하는 교육철학의 문제도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지도층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과거 명문고의 향수를 가지고 선발형 고등학
교를 늘릴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정부 또한 사교육의 실체적 진실과 동떨어진 인식으로 사교육
경감대책을 추진한 경우가 없지 않다. 단적인 예가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와 같은 선발형 학교의 확대
를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내 놓는 것이다. 외국어고 한 개가 생기면 주변에 전문학원이 10개 생긴다는
항간의 지적처럼, 선발형 학교는 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엄청난 사교육의 팽창을 초래하며, 비슷한
조건의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데서 오는 입학 후의 사교육부담 또한 매우 심각하다. 2006년 말의 조사
결과 초∙중∙고 단계 모두에서 사교육비 지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요인이 특목고 진학 여부
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물론 사교육비 지출 규모에서도, 연간 500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응답비율이 초
등 28.6%, 중학교 39.9%, 고등학교 34.8%로서 각각 초등 전체 14.0%, 중학생 전체 16.5%, 일반계고
재학생 18.7%보다 2 배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출처: 김미숙 외, 2007a

[그림 2] 특목고 희망(재학)생 및 일반학생의 사교육비: 연간 500만원 이상 지출 비율

특목고 준비 사교육비가 이처럼 높은 것은 중학교 교육만으로 입학시험에 대비할 수 없고, 학원에서
는 성적 상위 학생들을 특목고 반으로 배치 운영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의 지위상승 욕구를 자극하면
서 특목고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특목고 대비 사교육은 가장 사교육시장의 대표주자
로 자리 잡았으며 이제 초등학생으로 옮겨가고 있다(김미숙 외, 2007a).
이처럼 사교육 유발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사교육 경감대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교육의 실체를 보
지 않고 사교육 문제를 정치적으로‘해석’
하려 들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향후의 사교육 대책은 사교
육의 소비와 공급 양 측면에서 실태와 원인을 체계적으로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해야 할 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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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일을 가려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4.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안
앞서 본 것처럼 정부가 모든 계층의 사교육비 총량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모두 사람에게 균등
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변함없이 정부의 몫이 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몇 가지 과제와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공교육의 수준과 책무성을 높여 학교교육만으로도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게 해야 한다.
평범한 대다수 부모들 중에는 학교가 특기적성 계발을 포함한 전인교육과 더불어 입시지도에서도 책임
감과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학교 밖의 사교육도움을 덜 받겠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현행 체제 아래서도
대입준비과정에서 학교 의존도가 높은 몇몇 학교에서는 학교가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교사들의

관한 실증적 분석에 따르면 특목고 진학희망 여부는 학생의 사교육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특별한 학교를 따로 세워서 학교선택권을 만족시키기보다 일반 학교 안에서 적
성과 수준 및 진로계획에 맞는 특성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교육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통해 교육선
택권 문제를 풀어 가야 할 것이다.
셋째, 사교육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에서 대상별 차이가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소비자의 사교
육비 결정과정을 다룬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자녀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서열의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교육비 추가지출을 망설이지 않지만(김지하, 2005), 자녀의 적성에 맞는 합
리적 진로탐색에는 덜 민감하다. 그런 점에서 절제된 사교육 소비,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고민
하는 합리적 진로설계에 관심을 갖도록 지속적인 여론 환기가 필요하다. 반면 현재의 학교교육에 만족
하지 못하면서도 가정여건이나 주변의 열악한 사교육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방치하게 되는
집단을 위해 공공적 책임 하에 양질의 보충 교육 및 특기적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입학전형제도의 합리적 정비이다. 2000년대 들어 각 대학들은 모집시기와 전형방식의 다
양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특정 학생집단을 선점하려는 각종 특별전형 등으로 다원화된
입시전형에 발맞추어 다양한 입시 사교육과 입시컨설팅사업이 확대되어 왔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선발의 타당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발구조는 단순화하고, 전형요소
는 폭넓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핵심 전형요소는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진로지
향의 교육과정이어야 하며, 학교 밖 사교육의 영향력을 높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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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교육 유발효과가 큰 학생선발 제도와 교육과정 운영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사교육비 지출에

타당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발구조는 단순화하고, 전형요소는 폭넓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

천은 중상층 학부모위주로 구성되지 않은 일반학교에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과 입시컨설팅사업이 확대되어 왔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선발의

를 크게 낮추고 있다(김미숙 외, 2007b). 그런 점에서 학교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헌신적 실

특정 학생집단을 선점하려는 각종 특별전형 등으로 다원화된 입시전형에 발맞추어 다양한 입시 사교육

소명의식을 토대로 학생들의 학업지도와 진로지도에서 헌신과 열정, 맞춤식 지도에 힘써 사교육의존도

또한 대입 사교육 완화를 위해 대입제도의 안정화와 예측가능성을 높여 교육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3년 예고제의 준수는 물론, 입시의 큰 틀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믿음을 심어
주어 입시준비의 가수요를 막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교육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개입이 필요하다. 사교육 시장의 합리화를 위해
서 사교육 산업의 부당경제행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하며, 학원의 영업시간을 적
절히 통제하여 사교육공급여력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 때 영업시간 통제는 시장논리 보다 청소년의 건
강과 안전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여 국민과 사교육 공급자를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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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새로운 제도나 정책의 도입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다. 책임감이 높은 전문
가들이 장기간 연구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발전은 변화 속에서 이뤄
지며, 새로운 정책들은 대부분 기존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보다 향상된 것들이었다는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제도변화 자체가 문제의 해결이나 수준의 향상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 제도
도입의 목적이 추진과정에서 왜곡되어 적용된 경우, 문제의 진단과 분석이 잘못되거나 현실에 맞
지 않는 대안들을 탐색한 후 도출된 경우에는 아무리 새로운 제도일지라도 개악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다수
사람들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 기대와 함께 일말의 불안감을 갖게 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제도 개선 작업이 한창이다. 지난 4월 15일 발표된 학교자율화계획도 새
로운 교육제도의 하나로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단계 조치로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29개의 지침을 폐지하였다. 현재 2단계를 추진하는 과
정에서 교과부는 13개 법령과 82개 규제 지침들을 시∙도교육청에 제시하여 정비 또는 폐지 의견
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규제나 지침들을 최소화하는 것
이 학교교육을 발전시키는 첩경이라 여겨 최대한 많은 규제나 지침들을 발굴하여 폐지하고자 노
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제정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시행령 제정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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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학업성취도 공개방법 등에 대한 연구와 논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교원평가제와 교장공
모제는 지난 5월 29일 17대 국회종료와 더불어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지만 여전히 논란 속
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다. 이에 앞서 단위학교 기획활동과 자체적인 성과평가능력
중심의 19개 국가공통지표를 설정한 새로운 학교평가제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에 적용되고 있다.
학교자율화 계획을 비롯한 최근의 교육제도 개선방안들은 내용면에서 기초∙기본학력, 책무
성, 권한위임, 책임, 자율을, 그리고 대상면에서는 학교, 학교장, 교사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적 변화와 일치하고 있다. 즉,
학교교육 정책의 중심축이 공급자인 교육자에서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중심으로, 교육행정기
관 중심에서 학교단위 중심으로, 교육여건 등 교육과정(process) 중심에서 학업성취도 등 교육
의 결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새로운 제도들을 하나로 종합하면 학교교육의 책무성(accountability) 확보를 위한 단위
학교 자율경영제(school-based management) 정착이다. 기초∙기본 학력을 습득하지 못한
상태로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적지 않다는 비판에서 교육의 질에 대한 책무성이 교
육개혁의 중심어로 등장하였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업성취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연구결과에서 나온 결론이
라고 볼 수 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분권과 자율이라는 정치적∙경영적 관점을 강하게 드
러내 보이지만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여 교육효과, 즉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을 높
이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자율화 계획이나 교육책무성
논의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
책이 아니라 정치적∙경영적 측면의 형식변화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최근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은 확대된 자율권에 상응하는 학교의 학력증진 책임 확대라는 부
담을 겉으로 강조하지 않으면서 자율이라는 용어에 대비되는 규제나 지침의 폐지에 초점을 맞

학교교육정책의 중심축이 공급자인 교육자에서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중심으
로, 교육행정기관 중심에서 학교단위 중심으로, 교육여건 등 교육과정(process)
중심에서 학업성취도 등 교육의 결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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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고 있다. 학교가 수동적인 규제대상에서 능동적인 교육개선 주축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의미
가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모든 학교가 확대된 자율성 만큼 교육결과에 대한 책임을 더 능동적으
로 담당한다면 교육개선의 지속성과 가속성 면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자율화 계획이 발표된 지 100여일을 약간 넘긴 시점에서 정책의 목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단위학교의 현재 반응은 어떤가. 오랫동안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은 규제 위주의
상의하달식 교육행정시스템을 비판하면서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
나 진행되고 있는 학교자율화의 근본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규제철폐 이후 부여받을 책임과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더욱이 일부 교직
단체들은 학교에 대한 특정한 규제들을 폐지하는 것에 반발하여 학교자율화 계획 자체를 거부
하는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의외의 반응까지 나타나고 있다.
교육행정기관인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서 그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학교자율화 계획 추진에서 교과부-교육청-학교라는 교육행정의 다층적 구조 내의 조
직들이 단위학교의 학력증진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
다. 더욱이 교과부와 교육청은 행정 절차나 방법 면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권한의 위임과 규
제 완화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와 학력
증진 책임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부차적인 행정활동인 규제나 지침 등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부처인 교과부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지방교육 자치의 내실화를 위한 권한이양과 규
제철폐 실적에, 그리고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야 하는 시∙도교육청은 교과부에서 제시한 행정
사항을 추진하고 보고하는 일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자율화 계획 추진의 근본목적이 학교의 학력증진 지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
행정적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을 찾는 일은 수단에 해당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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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율화의 성패는 단위학교가 위임받은 자율권에 따른 책임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추진하느냐, 즉
학교의 자율운영능력 수준에 달려 있다. 아울러, 이제까지 교과부의 정책을 매개하고 집행하는 기능에
만 치중했던 시∙도교육청의 정책개발과 정책평가 기능 수행을 위한 준비와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다. 아울러,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보공시제, 교원평가제, 새로운 학교평가 등도 학교자
율화 계획과 마찬가지로 단위학교의 교육력 증진이라는 공통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개선방안들로 인식하여 추진된다면 그 시너지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행정혁신을 통한 행∙재정적 효율성이 중요한 과제인 교육행정기관과 행정보다는 교육
과정 중심의 학력증진을 주된 책임으로 인식하는 학교 간에는 조직의 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크
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간에는 권한위임과 규제철폐 등에 관한
연계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교육청과 학교 간에는 일종의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
다. 교육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학교구성원들은
수업과 수업준비에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기획이나 정책개발에 투자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교육행정기관은 학교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업
무매뉴얼이나 학습보조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는 현재 폐지
되어야 할 지침으로 분류되고 있는 업무추진 기본방향, 실무 지침 등은 업무추진 모델로서 또는
권장사항으로서 학교에 적극 제공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셋째, 학교자율화의 성패는 단위학교가 위임받은 자율권에 따른 책임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
로 추진하느냐, 즉 학교의 자율운영능력 수준에 달려 있다. 그동안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또는
자율경영제의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고, 이를 위해 교장 자격연수과정 시수 확대 등 학교장
의 경영능력 배양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학교운영체제 면에서 부장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바 이
들에게 교육기획방법 등 필요한 연수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자율화계획을 계기로 학
교장을 중심으로 부서 책임자인 부장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학교발전계획을 세우고,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환류하는 등 학교운영 책임도 함께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
다. 아울러, 이제까지 교과부의 정책을 매개하고 집행하는 기능에만 치중했던 시∙도교육청의
정책개발과 정책평가 기능 수행을 위한 준비와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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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자율학교 경기와부고등학교

무학년제 도입하는
‘한국형차터스쿨’
글_ 임지선 경향신문 기자
vision@kyunghyang.com

“이성적인 두뇌와 감성적인 마음을 지닌 학생으로 키우는 명품 학
교로 만들겠습니다.”
경기도 최초의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학교인 와부고등학교(교장 김
학일)가 지난 3월 문을 열었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위
와부고등학교가 위치한 경기 동북지역은 도농

치한 와부고는 9학급 332명(남학생 157명, 여학생 175명)으로 힘차

복합도시로 최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

게 출발했다. 무엇이든지 최초의 수식어가 붙는 와부고등학교를 들여

다. 그러나 특수목적고 또는 우수한 고교가 많

다봤다.

지 않아 고등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

‘개방형 자율학교’
는 교육과학기술부(옛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

다. 지역주민들 역시 지역사회를 대표할 고등

운영과 교육과정이 대폭 자율화한 공영형 혁신학교를 말한다. 지난

학교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학력

2006년 계획을 발표한 개방형 자율학교는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향상과 더불어 특기∙적성 계발 욕구 또한 강
한 곳이다.

미국의‘차터스쿨’
(Charter School)과 영국의‘아카데미 스쿨’
(Academy School)이 그 모델이다. 이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율화해
암기식∙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자기주도적 학습과 토론식 학습 및 인
성교육 등 사교육없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금 하기 위해 고안한
형태다.
경기도의 그 첫번째 학교는 앞서 말한 와부고등학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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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부고등학교가 위치한 경기 동북지역은 도농 복합도시로 최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
역이다. 그러나 특수목적고 또는 우수한 고교가 많지 않아 고등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지역주민들 역시 지역사회를 대표할 고등학교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학력향상과 더불어 특기∙적성 계발 욕구 또한 강한 곳이다.
와부고등학교는 바로 이 바람을 이어줄 학교로 꼽히고 있다. 김학일 교장은“우수 인재
의 대도시 유출을 막고 농촌 지역에서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
겠다”
는 포부를 밝혔다.

1. 인성교육에서 최고의 학교로 발돋움
와부고는 아침 등굣길부터가 다르다. 교감선생님과 선생님들이 학교앞에서 교통지도에
나선다. 학생들을 마중나와 등을 토닥거리며 격려를 해준다. 특히, 김경호 교감은 학교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들에게 매일 시를 한편씩 낭송해주기도 한다.
수업 시작 20분전 와부고 학생들은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국제뇌교육협회에서 파견한
뇌호흡 강사의 교육으로 뇌호흡을 통해 하루를 먼저 그려보는 시간이다. 뇌호흡 시간은 잠
재된 두뇌를 계발해 심신을 수련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시작됐
다. 지난 7월 2일에는 서울대의 서유현 교수를 모셔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건강한 두뇌
만들기’특강을 열기도 했다.
또 학급당 66㎡씩 텃밭도 가꾸고 있다. 보통 고등학생이라면 교과서와 참고서에만 매몰
돼 자연을 체험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와부고 학생들은 그러나 텃밭을 통해 각종 채
소류를 키우면서 자연에 대한 사랑과 생명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것. 학생들은
“농사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며“파티할 만큼 수확해야 하는데”
라며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웃음을 지어보였다.
한강줄기 주변의 국토 순례 및 환경보전 활동도 자연과 환경 속에서 인성을 키워야 한다
는 맥락에서 계획된 프로그램 중 하나다.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 환경지킴이로 나서겠다
는 다짐을 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에는‘한 학교 한 운동’
차원에서 전교생들이 1시간씩 남양주시청 검토팀 선
수들에게 검도를 배우고 있다. 검도를 통해서 학교생활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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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또 학생들의 희망조사를 바탕으로 오케스트라반, 마술반, 독서토론반, 과학탐구반, 애니
메이션영상반 등 10개 반으로 나눠 231명 학생들이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을 받고 있다.

2. 혁신적인 교육과정으로 명품학교 만들기
와부고는 개방형 자율시범학교라는 장점을 최대한 이용해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

우선, 교사간의‘담장’
을 허물었다. 방과후 수업을 단지 와부고 교사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학교의 우수교사도 초빙해‘수준별 이동수업’
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형 온
라인 학원 업체와도 계약을 맺어 전국적인 우수 강사의 강의를 학교 컴퓨터실에서 언제든
며“물을 싫어했던 하련이는 수영을 배우면서 자신감도 가진 것 같다”
고 만족해 했다.

“무엇보다도 두 아이 모두 사설학원에 보낼 때보다 외국어실력이 크게 늘었고 체력도 나아졌다”

고 있다.

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교육경쟁력도 높이고 동시에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2009학년도부터는 파격적으로 '무학년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희망 학생, 희
망 분야를 대상으로 학년 제한 없는 능력별 반 편성을 원칙으로 세워두고 있다. 학생선택
위주의 수준별, 과정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다. 특히, 무학년제는 앞으로 다른 지역의 학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습부진 학생의 경우도 학교가 철저히 책임을 지고 있다. 와부고는 한국외대∙경희대
대학생과의 멘토링 제도를 운여하고 있다. 대학생들과 함께 수학∙영어 등 각 2개반을 구
성해 80명의 학생이 방과후 수업을 받고 있다. 멘토링을 하는 와부고 학생들은 "대학생 과
외를 받는다는 생각에 기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커서 무엇을 할지 진로도 그려볼 수 있어서
더 좋다"고 입을 모았다.
교사 선발 역시 자율이다. 와부고는 앞으로 3년간 교장 공모제, 교사 초빙제를 자율적으
로 운영한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사를 직접 교단 앞에 세울 수 있다는 점도 커다란 장점
으로 꼽힌다.
와부고 초대 교장에는 교육부 연구관을 지낸 김학일 평촌고 교감이 공모를 통해 임명됐
다. 현재 교사 24명(교장포함) 가운데 18명이 공모를 통해 임용됐다. 교직 경력도 15년 이
상 가진 교사가 대부분이다. 이 학교 이현주 교사는“신생학교라 걱정도 많겠지만 교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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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일 교장은“공교육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
어진 학교인만큼 모델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며“창의적인 전인교육이 최대 목
표”
라고 강조했다.

부분이 교육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오신 분들이 많다”
며 의욕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강조했다.

3. 학교장 추천 선발과 내신∙면접 선발 전형
와부고에 대한 기대는 지난 3월 입학식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할아버지∙할머니를 비롯
해 아버지, 어머니 등 학부모 250여명이 와부고 입학식에 참석해 발디딜틈 없이 강당을 메
웠다. 보통 고교 입학식에는 학부모들이 그렇게 많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점과 전교생이
332명인 것을 고려해보면 이례적인 일이다. 교사들도 깜짝 놀랐을 정도다. 그만큼 학교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다는 뜻이다.
김학일 교장은“공교육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인만큼 모델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며“창의적인 전인교육이 최대 목표”
라고 강조했다. 김 교
장은 또“해보고 싶은 것은 많지만 급하게 진행하면 역효과가 날 것”
이라며“100% 만족보
다는 70~80% 만족한 공통 합의가 나오면 그에 맞춰가겠다”
면서 신중히 학교계획을 수립
해나겠다고 말했다.
와부고의 신입생 자격은 경기도내 중학교 졸업자 또는 경기도 거주자에 한한다. 입시 선
발 일정은 후기 일반계 학교보다는 다소 빨리 진행된다. 개방형 자율학교의 일반전형 일정
에 따라 오는 10월 22일부터 시작해 11월 1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중학교 내신 성적과
면접 등으로 선발이 이뤄지며 전형기간은 10월 29일~31일까지다. 학교장에 의한 추천 선
발제도도 있다. 최종 합격자는 11월 3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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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이화여대병설 미디어고등학교

영화감독∙웹디자이너
사관학교
글_ 황세원 국민일보 기자
hwsw@kmib.co.kr

1. 서울시 첫 지정 특성화고
날이 흐렸다. 그래서인지 학교 앞 마당 가득 펼쳐진 잔디의 초록이
유난히 도드라졌다. 팔짱을 끼고 앞서 걸어가는 여학생들의 노랑 분
이대병설미디어고가 찾은 특성화분야는‘미디
어’
다. 2004년 서울시의 첫 특성화고 공모 때
선정되면서 영란여자정보산업고라는 이전 명칭
은 연혁에만 남게 됐다. 영상미디어과, 인터넷미
디어과, 미디어디자인과 등 세 개의 학과에서 학
생들은 각각 영화감독과 웹다자이너, 미디어 관
련 전문 디자이너의 꿈을 키우고 있다.

홍 티셔츠도 은은하면서 선명했다. 학교라기보다는 한적한 외국 관광
지의 분위기가 전해져왔다. 여름 방학이 시작된 이틀째였던 7월 22
일, 서울 망우동의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등학교를 찾았을 때의 첫 인
상은 그랬다. 특성화 고등학교 중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고 있는 학교
로서 이곳을 한 차례 취재한 적이 있었지만 직접 찾아오지는 못했다.
이번 기사를 위해 탐방한 소감을 미리 밝히자면, 자료와 전화 취재를
통해서 그려봤던 것보다 훨씬 멋진 학교였다는 것이다.
ㄷ자로 펼쳐진 교사에 들어설 때는 조금 낯선 느낌도 들었다. 기자
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1990년대 중반만 해도 특성화고란 이름은 존재
하지 않았다. 외고 과학고 등의 특목고를 제외하면 인문계와 실업계가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실업계라고 하면 가정 형편이나 성적 등 특정
특면에서 제한이 있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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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미디어과, 인터넷미디어과, 미디어디자인과
등 세 개의 학과에서 학생들은 각각 영화감독과
웹다자이너, 미디어 관련 전문 디자이너의 꿈을
키우고 있다.

이 학교는 그런 인식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다. 들어서면서부터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불과 10
여년만에 많은 것이 바뀐 것이다. 지금은 실업계라는 명칭도 전문계로 바뀌었고 그 교육 분야 또
한 세분화됐다. 이전에 공고, 상고, 농고 등 구분 하에 천편일률적인 수업을 하던 전문계고들은
이제 제각각 유망한 분야를 찾아 학교를 차별화시키려고 노력중이다. 그리고 전체(702개)의
24%에 해당하는 170개의 특성화고는 대학 입시 공부보다는 구체적인 꿈을 위해 매진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 과감한 변신을 한 곳들이다. 로봇 제작, 골프, 뷰티 산업, 도예, 귀금속 공예,
관광 등 분야도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이대병설미디어고가 찾은 특성화분야는‘미디어’
다. 2004년 서울시의 첫 특성화
고 공모 때 선정되면서 영란여자정보산업고라는 이전 명칭은 연혁에만 남게 됐다. 영상미디어
과, 인터넷미디어과, 미디어디자인과 등 세 개의 학과에서 학생들은 각각 영화감독과 웹다자이
너, 미디어 관련 전문 디자이너의 꿈을 키우고 있다.

2. 미디어센터등 현대식 시설 갖춰
교육정보부장 배원석 교사의 도움을 받아 학교 안 시설을 둘러봤다. 학교 안은 보충수업이 한
창이었다. 그런데도 수업을 듣지 않고 학교 여기 저기서 뭔가 하고 있는 학생들이 눈에 띈다. 한
실습실 안을 들여다보니 교복인 회색 치마 위에 분홍 하늘 노랑 색깔의 티셔츠를 입은 여학생들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있다. 교사는 셔츠에 대해 여름에 간편복으로 입기 위해 학교에서 단체
로 구입한 옷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뭘 하는 중이냐는 교사의 질문에 디자인 공모전에 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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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위해 토의를 하고 있단다. 흥을 깨기 싫어‘수업 안들어도 되니’
라고 묻지 않았지만
당당하게 대답하는 품새를 보니‘땡땡이를 치는’중은 아닌 것 같다. 교사도“공모전 앞두
고는 보통 저렇게들 바쁩니다”
라면서 웃을 뿐이다.
학교 2층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미디어 센터’
는 영상미디어과 학생들의 실습 시설이었
다. 그 수준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널찍한 TV 녹화 스튜디오 안에는 카메라의 위치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지미짚까지 있었다. 대학 중에도 갖춘 곳이 많지 않을 고가의

동아리 활동 등을 위해 영상 편집을 하는 학생들은 항상 있지만 편집실이 세 곳이나 돼 순
서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어찌보면 지상파 방송국 PD들보다도 나은 환경
이다. 또 영상 촬영 장비가 13세트, 디지털 카메라가 26세트 갖춰져 있었는데 학생들은 대
여 일지만 언제든지 빌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미디어 센터 앞 복도에는 포스터를 걸어둔 액자들이 즐비하다.‘어느 저널리스트의 죽
음’
,‘명랑 운동회’
,‘활을 쏘다’
,‘머피와 샐리가 만났을 때’등 독특한 제목의, 각종 공모
전에서 입상한 학생 영상물을 소개하고 있었다.
모전에서 입상한 학생 영상물을 소개하고 있었다.

음’
,‘명랑운동회’
,‘활을 쏘다’
,‘머피와 샐리가 만났을 때’등 독특한 제목의, 각종 공

미디어센터 앞 복도에는 포스터를 걸어둔 액자들이 즐비하다.‘어느 저널리스트의 죽

장비다. 컴퓨터로 디지털 영상 편집이 가능한 편집실도 훌륭했다. 수업 중 실습이나 영상

그밖에도 3층과 지하는 미디어디자인과, 4�5층은 인터넷미디어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실습실이었다. 학교 전체로 볼 때 교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도 안될 정도로 실습 환경이
뛰어났다.
이같은 시설이 가능한 것은 이대병설미디어고가 서울시 교육청이 선정한 1세대 특성화
고여서 비교적 넉넉한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이다. 처음 예정됐던‘3년간 매년 5억씩’
이
라는 지원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지만 첫 해에 3억5000만원, 2005년 2억여원, 2006년 1억
7000여만원의 예산을 받아 필요한 설비를 거의 갖출 수 있었다.
또 2005년 9월에는 산학협력우수학교 공모에도 선정돼 연 2억씩 3년간 지원을 받았다.
이 예산은 특히 시설 투자보다는 교육활동비로 주로 사용하도록 지정돼 있어 전문 강사 초
빙, 현장 체험학습 등에 쓰여져 왔다. 그 덕에 학생들은 시나리오 작성 수업에 강우석 영화
감독, 방송과 관련해서 KBS 김은성 앵커, 디자인과 관련해 2008 서울 디자인 올림픽 총감
독인 미 휴스턴대 디자인과 권은숙 교수 등 쟁쟁한 인사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을 수 있었다.
현장학습도 활발한데 예를 들어 영상미디어과 학생들은 부산국제영화제에, 미디어디자인
과 학생들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인터넷미디어과 학생들은 경주문화엑스포에 참가하는
등 학생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곳이라면 비용 걱정 없이 찾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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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위권 학생 입학… 전문가 꿈 키워
그밖에도 학생들은 진로 탐색과 대학 입학 등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학교에 요청만 하면 된다. 디
자인 관련 대학 진학을 위해 미술 실기 수업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학교는 미술 전공 교사들을
채용해 방과후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어떤 현장학습을 가고 싶다, 어떤 강사의 특강을 듣고 싶다
는 것도 학생들의 요청으로 거의 결정된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은“대학에 견학가보니 시설이 우
리 학교만 못하다”
,“대학이나 사회에 나가서 환경이 여기만 못하면 적응을 못할 것 같다”
는 말도
한다고, 물론 아직까지는 특성화고를 과거 실업고의 하나로만 생각하고 자녀의 진학을 꺼리는 부
모들도 있다. 다만 인식이 점진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증거로 이미 이 학교에
는 중학 내신 상위 20%대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다. 영상미디어과의 커트라인은 특히
높은 편이다. 김병만 교감은“사실 정보산업고 시절에는 전문계고 중 커트라인이 가장 높은 축은
아니었다”
면서“그러나 전환 이후에는 특성화고 중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
고
자랑했다. 김 교감은 그 비결로“특성화분야를 정할 때 학생들의 관심 분야와 사회적 가능성을
잘 예측해 미디어 교육을 선정한 것”
이라고 평가했다.
자신의 구체적 꿈과 맞닿아 있는 만큼 학생들의 수업 참여 열의도 높다. 결석하는 학생을 찾아
보기 힘들 정도라고. 진학 및 취업 성적을 봐도 알 수 있다. 올해 2월 특성화고 학생으로서 첫 졸
업한 244명 중 203명은 4년제 대학에 입학했다. 연세대 2명, 이화여대 3명, 성균관대 4명 등 진
학 성과를 종합해봐도 여느 인문계고 못지 않다. 취업 희망자 34명도 전원 취업했다.
학생들이 택한 대학 전공과 직장은 다양해서‘미디어’
라는 특성과 단순하게 연관짓기는 어려
웠다. 배 교사는“미디어에 대한 꿈이 큰 학생일 수록 배우거나 일하고자 하는 분야가 다양해지
더라”
면서“고교에서 배운 미디어 지식을 바탕으로 더 크고 자유로운 생각을 쌓아가는 아이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학교를 거의 둘러봤을 때 점심시간 종이 울렸다. 급식을 위해 식당으로 줄지어 가는 학생들은
너나 할것 없이 당당해 보였다.“복 많은 학생들”
이라는 생각이 절로 떠올랐다. 학교를 둘러싼
녹음도 유달리 여유로워보였다. 청소년의 행복 지수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한국에, 그
것도 고교생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서울에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모르긴
몰라도 이런 학교들이 더 있을 것이고 앞으로 더 생겨나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많
은 학생들이 이곳 학생들처럼 꿈을 당당하게 이뤄가고 있으며 그런 학생들이 점점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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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2학년생들과 비교돼 더욱 빛나보였다.

는 최양의 얼굴은 같은 시간 모든 꿈을 대입 이후로 유예한 채 책상에만 앉아 있을

“좋은 감독이 되려면 아는 게 많아야 할 것 같아서 공부에도 의욕이 생겼다”
고 말하

현 장 르 포

●○ 인터뷰 (최유리 양_ 이화여대병설 미디어과)
교무실에서 만난 이대병설미디어고 영상미디어과 2학년 최유리(사진 뒷줄 가운데)양과 얘기를 나눠봤
다. 최양은 학내 UCC(사용자 제작 컨텐츠) 동아리를 이끌고 있다. 지금은 공모전에 출품할 UCC를
제작하기 위해 같은 학년 친구 한 명과 둘이서 5분 분량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내용을 묻자“알려
지면 안되는데…”
라면서도 자세히 말해준다. 일부만 공개하자면 여고생과 스파이가 등장하는 단편영
화다.
지난해에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열었던 영상 공모전에 참가했었다(포털에서‘이대병설미디어고’
를
쳐보면 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 올해도 곧 완성될 시나리오를 가지고 총 12명의 동아리 회원들이 비
지땀을 흘리며 영상을 찍을 예정. 배우는 1학년생들 중에서 오디션으로 뽑을 예정이란다. 이같은 일련
의 활동 계획을 설명하는 최양의 눈은 기대로 반짝반짝 빛났다. 더 좋은 것은 아마도 이렇게 재미있
는 활동을 몰래가 아니라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 학교에 진학한 계기를 물어봤다.“원래는 막연하게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다, PD 해보고 싶다는 허
술한(?) 꿈이 있었을 뿐이었어요. 마침 중3 때 여기 선배들이 학교 홍보를 나왔는데, 재미있을 것 같
고 집도 가깝고 해서 결정했죠. 그런데 막상 입학하고 보니까,‘와우’탄성이 나왔어요. 이렇게 시설이
좋을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의 장래희망을 묻자“편집 감독이 되고 싶다”
는 대답이 거침없이 나왔다.“영상에 관한 건 다 재
미있지만 그 중에서 내 마음대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편집 감독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구
체적인 꿈이 생기자 대학 진학에 대한 욕심도 커졌다.“좋은 감독이 되려면 아는 게 많아야 할 것 같
아서 공부에도 의욕이 생겼다”
고 말하는 최양의 얼굴은 같은 시간 모든 꿈을 대입 이후로 유예한 채
책상에만 앉아 있을 고교 2학년생들과 비교돼 더욱 빛나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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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마곡초등학교 외 5개교

“교육도 이제는 명품이다”
글_ 이경태 중도일보 기자
79ykt@hanmail.net

교과중심의 성적올리기에만 치중하지 않고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교육이 충남 일선학교에서 피어나고 있다. 학생들의 소질파악에서부
터 평소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명품과제’교육프로그램이 충남교육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
는 것이다. 충남도교육청은 최근 충남지역 일선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가운데 초등학교 2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
등 모두 6개 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을‘명품과제’
로 선정했다. 이들 학
교의 교육프로그램은 이제 프로그램을 뛰어넘어 학교의 얼굴이자 자
랑거리가 되고 있다.

1.‘작은 영화 큰 꿈, 마곡의 레디 액션’
: 공주마곡초등학교

금곡고 학생들은 다른 학교와 달리, 보충수업
때 자신이 부족한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서 듣
는다. 언어, 외국어, 수리, 탐구 영역에 걸쳐

“레디, 액션!”
. 마곡초등학교와 마곡사 주차장, 사곡면 일대을 휘집
고 다니는 마곡초 영화제작부 스텝들은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
지한 표정으로 연기자의 몸짓 하나하나에 눈을 떼지 않는다. 영화만
들기가 낯선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지만 완성된 영화장면을 그려보
면 벌써부터 뿌듯한 마음에 얼굴에 땀방울이 흐르고 있는 것도 모를
정도다. 촬영에서부터 연출, 연기, 조명, 녹음 등 어느 하나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게 없을 정도로 영화제작에 대한 마곡초 학생들의 애
정은 깊다. 학생들이 대견스러운지 지역주민들 역시 어색한 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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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총 53개 과목을 개설하면, 학생들은 `
단과학원처럼 희망대로 수강한다.

현 장 르 포

영화에 출연하겠다고 나서 마곡초 일대 주민들의 관심은 출연자명단에 모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마곡초 영화
제작부는 이제는 학생들에게 영화로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무대로 자
리잡았다. 지난 2006년도부터 이어진 영화제작은 인근 공주영상대학의 지원으로 미디어교육을
비롯해 영화기획 및 콘티개발, 영화제작 캠프 개최, 제8회 대한민국 청소년영화제 출품 등 마곡

2.‘우리는 인정받는 학생, 국제화시대가 두렵지 않아요.’
: 청양초등학교
강소천 작사, 박흥수 작곡의‘여름방학’
을 리코더로 연주해야만 인증받을 수 있는 악기연주품
인증제로 청양초등학교 학생들의 여름방학은 짧기만 하다. 게다가 줄넘기 회수에 따라 급수가
달라지는 줄넘기품 인증제 때문에라도 학생들의 건강관리는 저절로 이뤄진다. 영어능력품 인증
제에서 높은 급수를 받기 위해 영어대화문을 외우는 학생들의 눈망울 속에서는 미래의 국제무
역사, 외교관의 꿈이 맺혀 있다.
백제시대부터 지역을 감싸 안고 있는 우산성 밑에 자리잡은 청양초등학교는 우산성 꿈나무 5
품 인증제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돋구는 동시에 학업에 대한 싫증을 말끔히 씻어내 주고 있다.
2~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인증제에는 영어능력품 인증제를 비롯해 줄넘기품 인증제,
컴퓨터활용능력품 인증제, 독서품 인증제, 악기연주품 인증제 등 모두 5개의 인증분야가 있다.
각각의 인증제는 10개의 급수로 구분돼 학생들의 개별능력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 영어대화
한 선물로 자리잡았다.

영화제작부는 이제는 학생들에게 영화로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마곡초

초의 새로운 명물로 떠울랐다.

문을 익혀 말하는 것에서부터 한글타자검정능력, 읽은 도서 수, 악기연주 능력 등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다.
학생들의 의욕을 높이는 계기로 평가되고 있는 우산성 꿈나무 5품 인증제는 학생 스스로 노력
해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은 물론, 국제화시대에 자신감을 갖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촉매제로 이름
을 높이고 있다.

3.‘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공주사곡중학교
사곡중학교의 명품과제인 꿈틀공부방에서 공부를 해 지역 명문인 공주고등학교에 입학한 이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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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17)의 지난 5월 강의가 사곡중 학생들의 기억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선배가 제안한 공부
방 이용법을 통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게 학생들에게는 감사할 뿐이다.
공주사곡중학교는 통학여건이 나쁠 뿐더러 가정형편이 넉넉지 못한 학생들의 사정을 헤아려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꿈틀공부방’
을 운영하고 있다. 방과후학교로 운영되는
공부방에서 학생들은 혼자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 나간다. 책을 읽는 꿈틀 책방에서는
축적돼 있는 도서를 마음껏 읽어 사고의 틀을 깰 수 있는 계기를 찾을 수 있다. 학생들간의 수학,
독서 동아리를 통해서도 함께 도움을 주는 학습습관을 기르고 있기도 하다. 부족한 영어를 시청
각시설을 통해 익힐 수 있는‘노다지 잉글리쉬 공부’
로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게 해주는 것
역시 사곡중 꿈틀공부방의 자랑이다.
학생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근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학생 공부도우미제도를 통해 부족
한 실력을 보충하며 자신감도 키우고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계발해 나가고 있다.

4.
‘알바트로스처럼 더높이, 더멀리.’: 금산여자중학교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새로 알려진 전설의 새 알바트로스처럼 금산여자중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꿈과 희망을 부풀려 나가고 있다. 여기에‘알바트로스 둥지’
라는 학습결과물은 금산여중 학생들
의 보물과도 같은 존재로 알려져 있다. 미래를 향한 기대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닌, 뿌리를 알고
틀린 부분을 고쳐가는 오답노트는 스스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학업에도 도움이 되는 소중
한 재산이 되고 있다.
‘알바트로스 둥지’
는 알바트로스의 정신을 비롯해 나의 뿌리∙촌수와 호칭, 탐구과제 수행,
명예수첩, 학교폭력 추방 결의문, 오답노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교생에게 배부되는‘알바트
로스 둥지’
에서 오답노트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다. 평상시 공부를 하면서 틀리게 생각했던
부분을 적어 놓으면 다른 학생들도 함께 공감할 수도 있어 전교생의 오답도 함께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명예수첩과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학생들은 다시 한번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
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어‘알바트로스 둥지’
가 이제는 예절의 기본지침서로서도 손색이 없다.

5.‘도전하는 자가 성공의 참맛을 안다.’: 태안안면고등학교
도전하지 않는다면 성공의 참맛을 알지 못한다는 담임교사의 말에 안면고등학교 학생들의 눈

97

Educational Development 교육개발 2008 가을

현 장 르 포

에 힘이 들어간다. 높은 산을 정복하는 것 이상의 기쁨을 알기 위해 안면고 학생들은 사소한 것
이라도 자신의 도전과정이 뜻 깊게 여겨진다. 안면고는 농산어촌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특성상
낮은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성취감을 맛보지 못해 자신감을 잃은 학생들에게 도

믿음 때문이다.
도전이라고 해서 특별하지는 않다. 안면고 학생들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한다. 지난 3~6월 실
행에 옮겼던 100일간 목표에서는 국어, 한문, 영어, 수학, 컴퓨터, 건강 등의 항목이 학생들의
도전과제였다. 책을 50권 읽겠다는 목표에서부터 한자능력검정 자격증, ∙워드 자격증 획득, 영
어단어 외우기, 다이어트, 마라톤 등 도전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이미 지난해에는‘1010 백일작전’
,‘도전목표 100일작전’등의 도전에서 11명의 최종 목표 도
달자에게 도전목표 성취 인증패가 수여되는 등 학생들은 자신감을 얻어가며 하루하루를 맞이하
고 있다.
학급경영의 기틀도 구축해 놓았다.

학부모 의견청취, 학생반응 분석 등의 요소까지 세분화된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학급경영 자기평가 기준까지 마련해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전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을 통해 자신감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는

6.‘담임교사가 학급의 CEO다.’: 홍성고등학교
“저희 학급 CEO는 담임선생님이에요.”홍성고등학교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담임교사를 학
급의 최고경영자로 꼽았다. 학급의 특성에 맞게 자기경쟁력을 갖고 스스로 학습분위기를 조성
하고 인성까지 책임질 수 있는 자율적인 분위기가 홍성고에서 피어나고 있다.
홍성고등학교는 경쟁적인 입시교육의 환경 속에서 다양한 학급활동을 통한 기본적 인성교육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학급의 자체적인 활동으로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알토란 학급경영제’
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의 문화가 살아있는 학교, 교사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묻어나오는 학교
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초단위인 학급경영이 잘 이루어져한다는 데 착안한 아이디어다.
담임교사는 학년초 학급경영계획서를 제출한다. 계획서에는 자체 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까지
설정토록 해 책임있는 학급운영이 요구되는 것이다. 더구나 학급경영 자기평가 기준까지 마련
해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학부모 의견청취, 학생반응 분석 등의 요소까
지 세분화된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학급경영의 기틀도 구축해 놓았다.
자체적인 봉사활동, 체험활동 등 경영계획서가 학교장의 승인을 받게 되면 자율적인 활동이
보장돼 학생과 학부모, 담임교사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생활이 숨을 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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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엔‘자율’
과‘창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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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강국’한국교육개발원이 이루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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