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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워 인 터 뷰 ‘자율∙창의교육 통한 인재양성’에 발 벗고 나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한 마디로 압축하면 창의적 인재육성을 통한‘인재 국’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율성, 다

양성, 수월성에 방점을 둔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사진 왼쪽)은 자율과 창의, 다양성, 인재양성이 정

부 교육정책의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안병만 장관은 이와 함께‘학교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 , 교육복지 확충 및 과학기술분야

와 연계한 세계수준의 인재양성’을 교육분야 국정전략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학력은 높이고 교육격차는 줄이는 등의 13개 국정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실에서‘정부 교육정책의 추진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과 인터뷰를 가진 안 장관은 현재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이명박정부의 교육복지 마스터플랜’을 마련 중이라

며“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은 유치원에서부터 학교까지 모든 학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교육투자우선지역도

폭 확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종합계획을 연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자율∙창의교육 통한 인재양성’에 발 벗고 나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담_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
dsjin@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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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섭 원장 : 장관께서는 한국행정학회장, 한

국외 총장, 한국 학총장협의회장, 바른정책

연구원 이사장, 통령 자문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치시면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겸

비한 교육분야의 표적 석학으로 꼽히고 계신

데요. 학교수에서 총장, 이사장 등을 거쳐 교

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으로 일 하시기

까지, 평소 가지고 계신 교육철학이랄까 소신

이 있으시면 말 해 주십시오.

안병만 장관 :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창의적인

인재를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가 국가의 운명

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창의

성을 기를 수 있으려면 교육기관, 교육체제가

자율성을 갖추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간, 우리 교육은 너무 규제적이고 획일적이었

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다른 어느 것보

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

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자율화정책, 분권화정

책, 고교다양화정책들은 꼭 실현되어야 합니

다. 세계가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인재들에

한 투자를 더 이상 미뤄선 안됩니다. 과학과

재 교육을 강화해 과학인재를 어려서부터

길러야 합니다. 물론, 뒤처지는 학생들에

해서도 이들을 조기에 찾아내 정부가 적극 지

원해 주는 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한마디

로‘잘하는 학생은 북돋워주고, 뒤떨어지는

학생은 더욱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어야 한

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진동섭 : 새 정부 출범 10개월을 맞고 있습니

다. 정부 출범이후 교육현장에 크고 작은 변화

를 가져올 새로운 교육정책들이 발표되었고 또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일련의 정책들이 지향하는 바(목표)는 무엇이며

기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요.    

안병만 : 앞에서 이미 말 드린 바 있지만, 교

육과학기술정책의 방향과 비전은 창의적 인

재육성을 통한‘인재 국’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율성(초∙중등교육정책의 지방이

양, 학교자율화, 입자율화, 학운 자율화

등)과 다양성(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등), 수월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

정부 출범이후 교육현장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교육정책들이 발표되었고 또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일련의 정책들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파 워 인 터 뷰 ‘자율∙창의교육 통한 인재양성’에 발 벗고 나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7 Educational Development 교육개발2008 겨울

성(과학∙수학교육 강화, 재교육 강화 등)

에 방점을 둔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진동섭 : 청와 가 최근 내놓은‘이명박정부의

100 국정과제’가운데 교육과 관련한 세부

실천과제가 82개가 있는데, 이들 과제 중 특

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병만 : 교육분야의 국정전략은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 , 교육복지 확충 및 과

학기술 분야와 연계한 세계수준의 인재양성

입니다. 이를 위해 13개 국정과제(△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학교, △학교의 자율

성과 책임감 제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 △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편, △학교와 지역사회

의 협력을 강화, △가난해서 학교 못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함, △학력은 높이고 교육격차는

줄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책임짐,  △유

아교육과 특수교육을 내실화, △평생교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학의 자율성 확 , △

학∙연구기관 역량 강화, △체계적인 재

교육시스템 구축)를 추진할 계획이며, 그 중

중요한 과제를 말 드리면,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 를 위한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학

교자율화 및 초∙중등교육 지방이양, 교원능

력개발평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

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장학지원 확 , 기초학력 미달학생 특별

지원, 어공교육 내실화와 함께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입시 및 운 의 자율화와 연구중심 학

육성을 토 로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재를

키우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진동섭 :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가운데 특

히 자율형 사립고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이

많은데요. 자율형 사립고의 선정과 운 등은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정할 계획인지요.

지난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4개안 중 어느

안이 유력한지요.

안병만 : 자율형 사립고란 학생의 학교선택

권,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과정 및 학사운 의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정책의 방향과 비전은

창의적 인재육성을 통한‘인재 국’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율성과 다양성, 수월성에

방점을 둔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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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을 확 한 사립고등학교로, 현

재 시범운 중인 6개의 자립형 사립

고의 성과는 확 하고, 높은 법인전

입금(등록금 수입의 25%), 사교육비

유발 등의 문제점은 최소화한 발전적

모형입니다(자립형 사립고 : 포항제

철고, 광양제철고, 해운 고, 민족사

관고, 상산고, 현 청운고). 자율형

사립고의 구체적 운 방안은 교육청

이 결정할 사항이나, 교과부에서는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학생의 창의력

과 인성계발에 힘쓰며,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의 혁신을 실천할 수 있

는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근거 법

령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율형 사

립고는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4개

모형 외에도 현재 시∙도교육청, 학

교,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율형 사립

고 운 모형에 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이며, 의견수렴 결

과를 반 하여, 연내 근거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

련할 예정입니다. 

진동섭 :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가 아

닌 일반학교를 질적으로 개선할 방안

은 가지고 계신지요. 

안병만 : 국정과제로‘학교특색 살리

기 플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고등학교에 해 고교별로 다양

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전반적인 학

교의 다양화∙특성화를 유도할 계획

입니다.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인근학교 연계 교육과정 운 , 리더

십 키우기, 아토피 및 비만 프로그램,

스포츠교육 등 학교교육 역 전체를

상으로 학교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선정∙운 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학교특색 살리기 선도학교’를

지정∙운 할 계획입니다. ‘08년

100개교 지정을 시작으로 연차적으

로 지속 확 할 예정이며, 학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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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교당 2천~7천만원을 지원하

고, 각 교육청에서도 별도의 지원을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동섭 : 학자율화 1, 2단계 조치를

내놓았는데요. 추가로 어떤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자율화가 학의 자율역량을 높이

게 하고 학이 교육수요자들의 상황

에 맞춰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변

화할 수 있도록 한 측면에서는 긍정적

으로 평가하지만 발표된 내용들을 보

면 학의 편의나 이익에 초점이 맞춰

져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런 의견

에 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병만 : 지난 4월 4일 학자율화 1

단계 12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고, 보

다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하여 추

진하기 위해 학∙ 학협의체 등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9월 16일 2단계

45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추

가로 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타

부처 소관 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자율화 과제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학자율화 1, 2단계 추진과제에

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교육

공급자인 학의 입장만을 배려한 것

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요조사

를 통해 학의 체감도 높은 자율화

를 추진한 결과이며, 자율화 과제 확

정 이전에 시안을 발표하여 교원, 학

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의견수

렴을 충분히 거쳐, 학의 자율성과

함께 책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율화정책

을 추진할 계획이며, 학정보공시제

의 내실 있는 운 과 학의 자체 평

가 등을 통해 학의 책무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진동섭 :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가 시범

운 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범운 결과를 바탕으로 정착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교과부는 어떤

준비랄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안병만 :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를 시

범운 한 결과, 수업개선 등 전문성

신장에 거는 기 에 해 교원의

54.2%가 긍정적이라고(그렇지 않다

10.1%) 답했으며 자신의 수업활동에

한 장단점을 파악하는 기회가 되었

다고 답한 교사가 58.5%(그렇지 않다

7.6%) 고, “평가로인해학생의수업

에 한 요구사항 이해가 증가되었

다”고 응답한 교사도 61.9%(그렇지

않다 8.3%)나 되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 노력 및 학생∙학부모∙교원간

상호 의사소통 증가 등에 긍정적인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약 82%가

새로운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원능력개발평

가제 도입이 교원에 한 신뢰를 높이

고 학교교육에 한 국민적 기 에 부

응할 것으로 기 하고 있습니다. 교원

9 Educational Development 교육개발2008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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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평가 도입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

정안이 지난 11월 6일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의 표발의로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되

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의 2010년 전면 도입과 함께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를 교원 연수 및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는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09년 상반기에

시행령 제정 및 관련 법령 개정, 평가지표 개

선등을추진할계획입니다.

진동섭 : 지난 9월 정부의 국가공무원 동결방

침에 따라 교원정원도 동결되었는데요, 교원정

원이 동결되면서 교육계에서는 수업의 질 저하

와 양성기관 운 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

려가 높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해 어떻게 생

각하시는지요.

안병만 : 새정부 들어‘작은 정부’방침으로

국가공무원 총정원이 동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정원도 동결되면서 교육계에서 많

은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원의 경우 판교∙동탄 등 수도권 신도시에

신설되는 학교에 상당수의 전일제 강사를 쓸

수밖에 없어 교육과정의 정상운 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

는 특수교육, 유치원교육, 보건교육, 상담교

육 분야에서도 교원 부족이 예상됩니다. 경기

도의 경우 정원부족으로 전일제 강사를

1,800명이나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

수한 인재가 교직을 선호하는 추세 또한 점차

감소하여 장차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

성도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는 향후‘작은 정

부’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

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원정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동섭 :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06

년을 교육격차 해소의 원년으로 정하고 여러

파 워 인 터 뷰 ‘자율∙창의교육 통한 인재양성’에 발 벗고 나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원정원이 동결되면서 교육계에서는

수업의 질 저하와 양성기관 운 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1 Educational Development 교육개발2008 겨울

가지 정책과 지원을 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가 상존하고 있는데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책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병만 :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교

과부에서는‘이명박정부의 교육복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 수

립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들도 함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원

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내에 종합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책은 크게 세가지로 말 드릴 수 있습

니다. 첫째는 저소득층과 기초학력미달학생

에 한 지원입니다.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와 같은 저소득층은 유치원에서부터 학교

까지 모든 학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통해 파악된 기

초학력미달학생에 해서도 특별한 지원을

통해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

다. 둘째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에

한 교육지원입니다. 기숙형공립고 같은 우수

학교를 만들어 농산어촌에도 가고 싶은 학교

가 많이 생겨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치

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으로 구성된 소규모 학교

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는 도시저소

득층 집지역에 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온 교육투자우선

지역사업을 폭 확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투자우선지역을 확 하고, 교

육투자우선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일선학교

중에도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학교는 개별적

으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진동섭 : 좌편향된 근∙현 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 근∙현 사 교과서 중 일부가 한민국

의 정통성을 해치고 있어 고쳐야 될 것으로 판

명되면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요. 교과서 수정과 관련, 어떤 원칙과 기준을

교과부에서는 향후‘작은 정부’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원정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지고 계신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고 언제, 어떻게 고칠 계획인

지요.

안병만 : 교과서는 학생들이 배우고 익히

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므로 교과서에

한민국의 정통성을 저해하는 내용이 담

겨서는 안 되며 특히 한민국 건국 전∙

후의 역사를 가르치는 교과서는 자라나는

미래세 의 국가에 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크게 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과서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민국의 정통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

는 표적인 사례로, 8∙15광복과 연합군

의 승리에 하여 부정적으로 기술한“연

합군이 승리한 결과로 광복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장애가 되었

다.(금성, 253쪽)”와“광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은 자주독립을 위한

시련의 출발점이기도 하 다.(금성, 256

쪽)”등이 있는데, 이는 8∙15광복은 연합

군의 승리와 우리 민족이 줄기차게 전개

한 독립운동의 결실로 이루어진 결과(교

육과정에 서술)이므로 분단의 원인을 외

인론으로만 해석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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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분단의 책임을 한민국에 전가한

부분으로, “남한에서 정부가 세워진다면

이는 북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 다. 이제 남과 북은 분단의 길로

치닫게 되었다.(금성, 261쪽)”라고 기술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북한에서‘북조선 임

시인민위원회’(1946.2)를 수립한 이후 이

승만의 정읍발언(1946.6)이 있었기 때문

에 분단의 책임을 한민국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일파 청

산 부진에 한 과도한 비판에 해서도

“민족정신에 토 를 둔 새로운 나라의 출

발은 수포로 돌아갔다.(금성, 266쪽)”,

“친일파를 제 로 청산하지 못한 과오는

우리 현 사를 옥죄는 굴레가 되었다.(금

성, 266쪽)”라고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친일파를 프랑스처럼 량으

로 처형하지 못했던 것에 하여 지나치

게 주관적인 견해를 서술한 것이며, 남∙

북한 농지개혁을 단순 비교하여 학습자를

오도한“듣자하니 북에서는 농민들에게

농사 지을 땅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 값을 다 주고 사야한다

지요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농토를 살 수

있으면 아직까지 소작농으로 살아왔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땅을 무상으로

주시오(금성, 323쪽)”라는 내용도 북한의

토지개혁은 매매나 소작을 금지하는 등

소유권에 제한이 있었고, 현물세를 부과

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음에도 토지의‘무

상분배’만을 강조한 것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과부는 향후

한민국 수립 의의 및 정통성, 우리 역사에

한 자긍심 등이 교과서에 올바르게 기

술될 수 있도록 해당 집필진을 지속적으

로 설득하여 11월 말까지 교과서 수정∙

보완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진동섭 : 2000년 이후 취임한 시∙도교육

감 5명 중 1명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중

도하차했고 최근에도 일부 시∙도교육감이

비리혐의로 잇따라 사퇴하면서 학교현장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정부차원에서 어떤

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안병만 : 교육감은지역교육계의수장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

다. 학생들에게모범이되어야하는교육계

의 수장이 개인 비리혐의로 사임함에 따라

큰충격을받았습니다. 이러한불행한일이

되풀이되지않도록후원회허용등선거비

용의투명성확보를위한제도적장치도입

13 Educational Development 교육개발2008 겨울

건
국

전
∙
후
의

역
사
를

가
르
치
는

교
과
서
는

자
라
나
는

미
래
세

의
국
가
에

한
올
바
른

가
치
관
을

형
성
하
는

데
크
게

향
을

미
치
기

때
문
에

한
민
국
의

정
통
성
을

지
키
고
, 

한
민
국

국
민
으
로
서
의

자
긍
심
이

훼
손
되
지

않
도
록

교
과
서
를

수
정
∙
보
완
할

필
요
가

있
습
니
다
.



14

등다양한 책을검토하고있습니다.

진동섭 :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이슈가 되고 있

습니다. 학생, 학점, 학위, 교육과정 등의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외국

유학생 유치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수준을 높

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외국유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의 학습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

는지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고등교육의 국제

화 수준 제고를 위해 교과부가 가지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요.

안병만 : 연차별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 ,

’12년까지 10만명을 유치(’08년 6만4천명,

→’09년 7만5천명→ ’12년 10만명)할 계획이

며, 이같은 양적 확 와 더불어 우수 유학생

유치 등 질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

다. 이를 위해 어전용강좌 운 내실화 등

외국인 유학생 수학∙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취업지원 등 졸업 이후 관리도 강화하며, 정

부초청장학생 규모를 ’12년까지 3,000명 수

준으로 확 (’08년 1천5백명 → ’10년 2천4

백50명 → ’12년 3천명)할 계획입니다.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확 되면 국제교육 경

험 및 연구역량 강화로 학의 국제화가 촉

진되고, 교육∙연구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학

과 외국 학 간의 교육과정 공동운 과 해외

학의 국내 분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동섭 : 장관으로 오시기 전, 통령 자문 미

래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실 때, 사회가치관

및 국민의식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인프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

하신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사회의식 및 가치 제고를 위해 어떠한 정책적

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안병만 :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명한 자

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발전에 걸

맞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갖춰져야 합니

다. 특히,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올바른 사

회관,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학교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

존의 교과위주의 학교교육에서 문화, 예술,

인성을 강조하는 학교교육으로 변화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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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에 해 자부심

을 가질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역사교육도 중

요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 개편은 좌편향적인 교과서를 우편향

으로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한

민국의 정통성에 해 자부심을 갖고, 그에

걸맞는 사회관, 국가관을 갖도록 하자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끝으로, 평생동안 공부

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갖추는 것도 국민들

의 사회의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

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평

생학습 참여율이 높지 않은데, 정부는‘평생

학습계좌제’, ‘평생학습중심 학’등과 같이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책을

추진 중입니다.

진동섭 : 국정지표 중 하나로 인재 국이 강조

되면서 창의적 인재양성에 한 관심이 증 되

고 있습니다. 인재 국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

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창

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과 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

고 보시는지요.   

안병만 : 한마디로 세계는 지금 창의적인 인

재확보를 위한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

습니다. 교육부와 과기부를‘교육과학기술

부’로 통합한 이유도 교육과학기술을 실질적

으로 융합하여 로벌사회를 주도하는 창의

적 인재육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현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선, 획일화되고 통제위주의

교육체제에 폭 자율성을 불어넣는 것입니

다. 둘째, 학교에서의 수학∙과학교육을 강

화하고 재교육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특

히, 이 부분은 교육부와 과기부의 통합으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

니다. 셋째, 학부분에서 세계수준의 학

과 연구기관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

련하여 올해 추진 중인 세계수준 연구중심

학 육성사업에 향후 5년간 8,250억원을 투자

하는 등 학의 경쟁력을 세계수준으로 높여

가겠습니다. 넷째, 미래녹색 동력을 창출하

고 선진과학기술을 개발∙확보하는 일입니

다. 앞으로의 창의적 인재는 과학기술 발전

없이는 공허한 얘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교

과부가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한 정책

추진을 충실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종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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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창의적인 인재확보를 위한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과기부를‘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한 이유도 교육과학기술을 실질적으로 융합하여 로벌

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육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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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되어 있던 교육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출

연연구기관간의 교류협력도 보다 활성화해

야 합니다. 오늘날 인재정책에서는 교육과

과학기술을 따로 분리해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동섭 : 한국교육개발원에 해 교과부가 가

지고 있는 바람과 기 가 있다면 말 해 주십

시오.

안병만 : 한국교육개발원은 그간 초∙중등교

육에 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정책개발

전문연구기관으로 역할을 하 습니다. 우리

나라의 초∙중등교육은 세계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교육과 평

생교육에서는 아직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등교육과 평생

교육 분야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다양한 정

책을 개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어 교육과학기술부로

출범되었기 때문에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기

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정책개발을 통해

연구기관 간 시너지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정책분야를 개척해 주시길 바랍

니다.

1941년 충북 괴산 출생. 경기고와 서울 법 (행정학사)를 졸업한 후 서울 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미

국 플로리다 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8년 명지 행정학과 교수로 출발해 1975년부터 2006년

까지 한국외 행정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재직기간 동안 학생처장, 학원장, 부총장 등을 거쳐 총장(1994-

1998년, 2002-2006년)을 두 차례 역임했다.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용인에 한국외 부속 외국어고를 세우고

중국 베이징외 , 일본 도쿄외 와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등 한국외 의 로벌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을 받

고 있다. 2005년 3월에는 임기 1년의 한국 학총장협의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해외활동도 활발해 풀로리다

강사, 미국 델라웨어 특임교수, 미국 하버드 초빙교수 등을 지내면서 세계적인 석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

다. 한국행정학회장(1994년)과 한국정치학회 교육위원장(1995년)을 지낼 만큼 교육행정부문에서 표적인 석학

으로 꼽힌다. 2006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과 한미교육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원만한 성품에 민주적 리더십을 겸비하고 있으며 인간관계가 좋아 따르는 후학들이 많다는 게 주위

의 평가다. 이명박 통령과는 당선 전부터 외곽자문기구인 바른정책연구원 이사장직을 맡아 정책자문 역할을

해왔다. 올 초 통령 자문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 초 위원장을 맡을 만큼 통령과 가깝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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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위한교육복지정책1)

추진방향과향후과제

Project 
Project 특 별 기 획 1 교육복지정책 추진방향과 향후과제

_ 김정원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garden@kedi.re.kr

Ⅰ. 들어가며

1990년 중반 이후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 수준 악화를 나타내는 다양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소득 5분위

배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10년 후의 전

망을 보도하는 자료들은 지니계수의 상승추세가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관련 연구들은 지난 10년

간 중산층 비중이 10% 감소하 으며,2) 이 중 약 3%만이 상층으로 이동하고 약 7%가 빈곤층으로 유입되어 우리

사회 중산층 규모는 줄어들고 빈곤층 비중은 확 되고 있다고 한다(유경준∙최바울, 2008). 또 다른 연구는 빈곤

계층이 차상위 계층 이상으로 탈출하는 경우는 전체의 6%에 정도에 불과하다고 추정하고 있다(김 일, 2004).

이와 맞물려 교육이 계층 물림 기제로 작동한다는 논의들도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2000년 이후 부모의 배경

에 따른 교육의 기회나 결과에서의 격차 문제, 교육을 통한 빈곤(혹은 부)의 물림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학문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매년 분기별로 보고되는 통계청 자료는 2007년을 기준으로 하여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

상 계층은 100만원 미만 계층의 8.8배에 해당하는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

도 높다고 한다(통계청, 2008). 한국의 경우, 사교육 수준이 학교에서의 학업성취도와 접히 관련되는 몇 안되는

1) 이 은 김정원(2008). 「교육복지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발표 내용, 김정원 외(2008). 「교육복지사업 발전방안 연구」, 김정

원 외(2007).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운 모델 개발 연구」의 주요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이다.

2)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처분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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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속한다고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김성식 외,

2007) 부모의 배경이 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물림된

다는 결론을 제시하는 많은 실증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즉,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으며,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 가

능성이 높고, 학진학률이 높으며, 졸자가 그 이하

학력소지자에 비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한다

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이 이전에는 몇몇 학자들 사이의 학

문적 관심에 의해 공유되곤 하 으나 이제는 언론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들이 관련 정보를 생산해 내고 쉽

게 중에 확산시킨다. 또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

시제 실시에 따라 모든 초, 중, 고교와 학들이 학교

운 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취업률 등의 정보들을 공시해야 하는 상황은 향후 이

와 관련된 정보들이 보다 극명하게 드러나고 또한 사

회적으로 통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한

정책적 응을 재촉하고 있다.   

여기서는‘적어도 한 사회에서 설정하고 있는 교육

에서의 최소 기준에 모든 국민이 도달할 수 있도록 보

장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처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각자 필요한 교육을 받아 그 잠재력을 최 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적 지원’으로 교육복지 개념을

이해하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수준 의 교육복지정책 추진방향과 향후계획을 간

략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저소득층의 범위

‘빈곤층’과 혼용되는‘저소득(low income)층’이라

는 용어는 체로 절 빈곤층과 상 빈곤층을 아우

르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이현주 외,

2005). 절 빈곤층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

위계층이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우리 사회의

최저빈곤층으로서 사회보장의 1차 상이다. 국민기

초생활보장법 제5조 ① 항에서는 이들을“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

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

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들지 않으면서 절 빈곤층으

로 규정되는 집단이 차상위계층이다.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제5조 2항에는“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 기

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차상위계

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6조 (차상위계층)에

서는‘법 제24조에서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의 자’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상 빈곤층에 한 논의는 절 적 빈곤의‘최저생

계비’와 같은‘절 기준’이 사실은 시 와 사회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는 기준이라는 문제제기에서부터 출

발한다. 절 적 빈곤 수준이 결정되는 데에는 한 시

와 사회의 특징이 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

적 빈곤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흔히 사용되는 것은 사

회의 평균소득(mean income), 혹은 중위소득

(median income) 보다 작거나 이들 소득의 일정 비

율보다 작은 경우를 상 적 빈곤으로 규정하는 접근

이다. 예를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중

위가구 소득의 40, 50, 60%를 상 적 빈곤선으로 규

정하고,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평균가구 소득의

40, 50, 60%를 상 적 빈곤선으로 규정한다(김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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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00). 

흔히 특정사회에서 빈곤문제에 한 응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에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의 빈곤선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이른바 절 빈곤선이다

(이현주 외, 2005). 한정된 자원 하에서 사회적 합의가 쉽

게 가능한 것은 체로 절 적 빈곤 개념에 의한 정책이

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이 기준에 의해 관련 정책을 구

안해 왔으며, 특히 절 빈곤층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수

급자 중심의 정책이 저소득층 지원 정책의 부분을 차지

한다.  

그러나 한 국가의 복지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빈곤층의 범위는 절 빈곤층 이상으로 더욱 확

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수준의 저소득층에 한 통계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절 빈곤층에 한

정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Ⅲ. 저소득층 학생의 규모와 분포

2007년 12월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55만명(85만2천가구)으로 전 인구 비 3.2% 정도(보건

복지가족부, 2008)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최근 저소득층에 한

지원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그 범위

가 확 되어가고 있음에도 차상위계층에 한 확인이 쉽

지 않다는 점에 의해 이 규모에 한 통계가 확보되어 있

지 않다. 이현주 외(2005)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

급자가 1,376,524명(비율 2.9%)이던 2003년 경상소득 기

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이면서 수급 상이 아닌 차상

위계층 규모는 전 인구의 12.1%, 약 578만명으로 추정하

고 있다. 결국 2003년 기준 절 빈곤층에 속하는 인구는

전 인구의 15.0%, 약 716만명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기준 교육통계에 의하면, 전국 초, 중, 고등학교

에 재학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생 수는 총

294,677명이다. 중식지원 상 학생은 617,303명으로 산

출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학생 수의 약 8.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중식지원 상 학생 규

모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범위로

추정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국가정책의 초점 상이 되는

절 빈곤층으로서의 저소득층 학생 규모라 할 수 있다. 

현재 60만명이 넘는 절 빈곤 학생의 지역별, 학교별 분

포 양상은 계층 간 거주지 분화, 계층분리 현상과 맞물려

나타난다. 계층 간 거주지 분화 양상은 도시와 농촌, 수도

권과 지방, 도시 내 개발지역과 구도심 지역, 개발지역 내

중 형 아파트 지역과 구임 아파트 지역 사이에서 나

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가속화되고 있고 저소득층 아동들

도 도시에 집해 있어 학생수 측면에서 보면 농촌에 비해

도시에 저소득층 학생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비율

면에서 보면 농촌의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도시에 비해 훨

씬 높다. 2007년 기준, 전체 학생 중 85%가 도시에 거주

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학생의 76.8%만 도시에 거주한다.3) 

도시 학생 중 저소득층(중식지원학생) 비율은 7.3%이나

농촌의 경우는 12.6%에 달한다. 시∙도별 분포를 보아도

3) 이하 저소득층 학생 수치는 2007년도 기준 중식지원자 전국 현황 자료에 기초한 것이다. 



20

서울(96,518명, 6.9%)과 경기도(112,541명, 6.2%)에 많은

수의 저소득층 학생이 몰려 있으나 수로는 서울의 반에도

미치지 않는 전북(44,217명)의 경우, 그 비율은 14.8%에

이른다. 같은 농촌이라도 읍지역보다 면지역 학교 저소득

층 학생 비율이 매우 높으며 도서지역의 경우, 상황은 더

욱 열악하여 학교 학생의 절반 가량(40% 이상)이 기초생

활수급가정 학생인 학교도 있다. 

중산층이 모이는 서울의 경우에도 지역별 편차가 커서

예를 들어 서울시 동부교육청 관내에는 강남교육청 관내

에 비해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3배 이상 높다. 저소득층 비

율이 상 적으로 매우 낮은 강남교육청 관내 학교 중에도

저소득층 학생이 특정 학교에 집해 있어 같은 행정동에

속한 학교 가운데 어떤 학교는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38%

에 이르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1% 수준이다. 

이는 끊임없이 나타나는 농촌에서부터 도시로의 탈출,

수도권으로의 진입과 중산층 집 개발 지역으로의 진입,

중산층이 집한 학교 진학 시도와 긴 하게 맞물려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 간, 학교 간 계층분화 양상은 현재 진행

형이다. 앞에서 지적한 강남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집 학

교의 경우, 한 해 취학예정자의 25%가 다른 학교로 입학

하고 한 해 15%의 학생이 전학을 가고 있어 학교 규모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저소득층 집도는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다(김정원 외, 2008). 

이는 저소득층 학생에 한 지원 정책이 빈곤 학생 개인

에 한 지원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간, 학교 간 계층

이 분화되는 양상에 한 응 차원에서도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Ⅳ. 기존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외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저소득

층 아동∙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지원정책들을 개발하여

시행해 왔다. 이 중에는‘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드림스타트’(구 희망스타트)처럼 학교 안팎에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 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정책

이 있는가 하면,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지역단위 센터를

설립하여 지원하는 정책들도 있다. 그 밖에 아동학 예방

사업, 청소년 직업교육체험프로그램처럼 특정 프로그램

차원의 지원이 있는가 하면, 급식 지원, 정보화 지원, 수업

료지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등과 같은 저소득층 교육

경비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다. 이 중 교육과학기술부

중심 정책 몇 가지에 한정하여 그 성과와 한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장 표적인 것이

급식 지원일 것이다. 현재 학교 내 중식 지원은 교육과학기

술부 관할 소관으로 학교장 책임 하에 시행되고 있으며 학

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급식 지원, 예를 들어 평일 조식과

석식 지원, 방학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3식 지원, 미취학아

동의 3식 지원 등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으로 자치단체

(읍∙면∙동) 책임 하에 시행되고 있다. 학교급식지원 상

자만보면1989년에는전체학생의1.1%인9천명에불과하

으나 2008년 현재 그 지원범위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학생의 8.1%에 달하는 61만7천여명의 저소득층 학생

이 중식지원을 받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전액 무

상으로 지원되는 저소득층 학생 중식지원 이외에 농산어촌

지역학생에게급식비일부를지원하고있기도하다. 

또 다른 표적인 교육경비지원정책으로 저소득층 학

생 학비지원사업이 있다.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이 그

중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중고생 학교운 비 및 수업료 지

원이다. 농어촌 만5세아 저소득층 유치원 학비 지원사업으

로 시작된 유아학비지원 정책은 2000년에 만5세아 학비

지원사업으로 전국으로 확 되었고, 2001년에는 만5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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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비 지원으로 그 지원범위를 확 하 다. 2004년

에는 만3, 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을 시작하 고 이후 그

지원범위를 계속 확 하다가 2007년에는 유아학비 지원

상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까지 확 하 다. 중등

의 경우, 2004년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

으나 학교운 비가 학생부담으로 남게 되어 중학교의 경

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 학교운 비를 지원하다가

2008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확 를 계획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8).4) 

방과후 바우처 제도(자유수강권 제도)는 저소득층 학생

들에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수강권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06년부터 실시되

어 온 이 제도의 수혜 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는데 2008년에는 연차적으로 그 상을 확 하여 차상위

계층의 50%까지 확 , 지원할 계획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또한 교육정보화지원사업으로 2000년부터 2007

년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자녀 15

만명에게 PC를 지원하고 62만명에게 인터넷 통신비를 지

원하 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저소득층 집지역에 한 지원으로 표적인 정책은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학교를 중심

으로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통

합지원체제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지닌 이 사업은 2003년

에 8개 지역에서 시범 운 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 되어

왔다. 2005년에 15개, 2006년에 30개, 2007년에 60개 지

역으로 확 되어 2008년 현재 전국 60개 지역 322개 초,

중, 고등학교가 이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치원을 포함하면

사업 상 학교가 517개 학교에 이른다. 학생수로 보면

2008년 현재 307,490명의 초, 중, 고등학생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이 중 집중적으로 지원받는 저소득층 학생

은 6만 명 이상이다.  

이들 제반 정책들은 형식적인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

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모든 국민이 처한 배경과 관계없

이 주어진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하는 주요 교육복지정책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짧은 기

간 동안 이러한 교육복지정책 상의 범위는 매우 빠르게

확 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교육복지정책들은 여러 차원에

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기존의 정책들은 개별 프로

그램이나 개별 사업 단위로 개발, 시행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이 지닐 수 있는 다차원적 취약성에 한 총체적 응

이 가능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의 정책들은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개발된 개별 프로그램

을 저소득층으로 입증된 집단을 상으로 시행하는 형식

이었다. 빈곤은 단순히 교육받을 수 있는 경비가 없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심리∙정서적 지지망의 결핍, 부모-자녀

관계의 부재 등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한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학

생들에게 지원한 PC가 이들의 교육적 성취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둘째, 부분의 지원이 법적으로 확인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정되어 왔으며 정책 상 범위를 차상위계층

이상으로 확 하기로 한 경우에도 이들에 한 체계적인

발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아 그 지원 상을 결정하

21 Educational Development 교육개발2008 겨울

4) 전액 무상으로 지원되는 저소득층 학생 중식지원 이외에 농산어촌 지역 학생에게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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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 차상위계층에 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아직 미흡한 상황이며, 차상위계층 입증제도

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 일선학교에서 급식비 지원 상자

를 선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부처 간, 그리고 같은 부처 내의 부서 간 정책 시행

기준이 달라 저소득층 학생을 중심으로 볼 때 특정 역에

서의지원은가능한데다른 역의지원은불가능한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급식비 지원의 경우, 차상위계층

에 한 지원기준이“건강보험료(지역, 직장) 27,000원 이

하”인 반면, 교육정보화지원비는“최저생계비의 120% 미

만”이라는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충남교육청, 2008). 이러한 정책 간 시행 기준의 상이함은

정책에 한신뢰도를떨어뜨리는효과를낳고있다.  

Ⅴ.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정책

기존 정책들의 성과와 한계에 기초하여 향후 시행하여

야 할 저소득층 학생 지원 정책의 세부 추진 방향과 내용

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본 교육경비 지원 확

이제까지 추진해 온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기본 교육경

비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

고생 수업료, 학교운 비 등 기본교육비 지원, 중식비(급

식비) 지원 등 교육을 받기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

되는 경비에 한 지원이 지금보다 확 되어 적어도 우리

사회 모든 이들이 가정배경과 관계없이 초, 중등교육을 이

수할 수 있는 사회적 토 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

재 절 빈곤층인 차상위계층까지 부분의 교육경비 지원

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상 적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20% 정도를 차지한다는 보고(여유진 외, 2005)에

비추어 보면 교육경비 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 되어

야 하며 이는 향후 고교 무상 교육으로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다.   

2. 수익자부담 교육경비 학교단위 통합 지원

다양한 저소득층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지원받아야 할

상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른바 수익자 부담 교육경비 학교단위 통합지원이 그것이

다. 현재 기본 교육경비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정보화 지

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등의 교육프로그램 수혜를 위

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교육과정 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에 수요자부담 경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한 지원은 공식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일이 정책화하여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학교교육활동 차원에서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수익자부담 교육경비를 저소득

층 규모에 비추어 학교단위로 통합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학교가 저소득층 자녀 발굴과 선정의 주요 주체

가 되어 현장학습비, 특기적성교육활동비, 학생수련활동

비, 수준별보충학습비 등 수익자부담 교육경비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학교단위에서 발굴되

는저소득층자녀까지지원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의하여 차상위계층으로 입증되지 않았으

나 그 집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저소득층이 혹은 일시적인

가정환경의 변화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교육

을 받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정책이 실현된다면 저소득층이 많은 학

교에서도 교육과정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기획∙운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학교차원에

서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게 되면 사업 간 지원기

Project 
Project 특 별 기 획 1 교육복지정책 추진방향과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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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다른문제도동시에해결할수있게될것이다. 

3.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발전적 확

현재 운 되고 있는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해결

해야 할 과제가 많기는 하나 이 사업의 취지를 보다 넓게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지역을 단계적으로 확 해 나갈 필

요가 있다. 저소득층 학생이 집한 도시중심으로 시행되

고 있는 이 사업을 도농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확 해 나

가며, 지역별 상황에 따라 개별학교 단위사업도 시행해 나

가야 할 것이다. 

사실 다양한 종류의 교육경비 지원사업, 개별 프로그램

단위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행된 것이 교육투

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교육취약

아동∙청소년의 다차원적 필요를 학교현장에서 발굴하고

그에 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관련 자원을

연결시켜 이들의 교육적 성취를 제고해 나가기 위한 통합

지원체제 구축 사업이라 할 수 있다(김정원 외, 2008). 교

육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갖춘

다는 것, 그들의 요구에 기초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거나 지역의 프로그램을 아동에게 연결시킨다는 점, 학

교가 중심이 되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판단하고 다양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그에 응한다는 점 등과 같은

이 사업의 특징은 향후 전체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방향 설

정에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저소득층을 위한(나아가 모든

교육취약집단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은 이들이 교육의 장에

서 배제되지 않고 다양한 집단과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 가

운데 스스로 체화할 수 있고 활용 가능한 교육적 경험을 지

닐 수 있어 우리 사회의 능동적이고도 주체적인 한 시민으

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이어야할것이다. 

이하에 제시하는 정책은 교육복지정책이 이러한 방향으

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필수적인 조치들

이라 할 수 있다.   

4. 학교의 역할 확 :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총체적 지원

가정의교육적지원이취약한계층의자녀들을위해학교

가 학생의 지적, 정의적 발달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부

모역할을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확 해 나갈 필

저소득층 집지역에 한 지원으로 표적인 정책

은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학

교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하려는 목적

을 지닌 이 사업은 2003년에 8개 지역에서 시범

운 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 되어 왔다. 



요가 있다. 취약계층 가정에 하여 가정의 역할을 단순히

강조만 하기보다는 가정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부모역할을

학교가수행할수있어야할것이다. 이에학교와교사역할

의 초점이 국가교육과정 이행과 교과내용의‘교수’에서부

터학생개개인의성장에 한관심과지원으로확 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학생의 지적, 정의적 발달에 긍정적인 향

을 미치는 부모역할까지 학교가 담당할 수 있도록 총체적

교육지원프로그램운 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 

5. 저소득층 집학교와근무교사에 한집중지원

저소득층이 집한 학교와 여기에서 근무하는 교사에

한 우선 지원을 통해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이 집한 학

교에 중산층이 모일 수 있게 하여 계층이 통합된 학교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교에는 국가지원뿐만 아

니라 지역 내 모든 종류의 지원이 집중되도록 하여 중산층

에게도 매력적인 학교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집 학교로서 교육투자우선지역으로 선

정된 학교에는 각종 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우수교사를 유

치할 수 있는 조건들, 이를 테면 가산점 부여, 수업부담 경

감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공모제를 통

하여 우수한 교육장 및 학교장을 입하여 이들에게 교사

초빙권 등 교원인사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학교교육과정을

학교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 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하여 학교가 살아날 수 있는 기본 토 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교육복지 인력양성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 운

학생에 한 총체적 지원이라는 학교의 역할 확 가 가

능하도록 교사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혹은 연수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운 해야 할 것이다. 교육학,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청소년지도학, 일반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문 역의 관련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해 주기적인 직무연수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

다. 또한 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에 교육복지 관련 프로그

램을 포함시켜 교과지도뿐만 아니라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활동 및 학생에 한 총체적 지원업무가 가능한 교사

를 양성하도록 하며, 장기적으로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교

육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7. 법적 기반 확보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등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

한 교육복지정책에 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여 정책운

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본법’제3

조 및 제4조에 근거한 법령( 통령령)을 마련하는 것이 하

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가칭‘교육복

지지원법’을 제정하여 교육복지정책 차원에서 시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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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지적, 정의적 발달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부모역할까지 학교가 담당할 수 있도록 총체적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 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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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교육복지사업들에 한 법적 근

거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법령에는 중앙 및 지

방정부의 책무, 우선지원지역 선정 및 지원 기준, 추진 및

지원체제,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과 상호 지원, 정책수립

을 위한 정보축적, 정책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

치 등에 한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8. 행정지원체제 구축

학교, 지역, 시∙도, 중앙 단위에서 교육복지를 위한 행

정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교단위에는 실

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복지 전담부서를 설치

하고 담당부장과 담당교사를 배치하며 민간 실무인력을

배치하여 교육취약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축적하며 학교 내외의 여러 자원과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 하

는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

요가 있다. 상담교사, 사회복지사 등 한 두 사람의 전문인

력을 투입하여 몇몇 아이들을 보살피는 수준의 활동이 아

니라 학교차원의 활동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 전

담부서의 설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단계별로 모든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에 교육

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지역교육청, 시∙도

교육청에 만들어지는 전담부서에서는 기초단위 기관으로

부터 수집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그에 기초하

여 지역단위, 시∙도단위의 교육복지 장단기계획을 수립

하고 지역차원, 시∙도차원에서 수행되는 각종 지원사업

들의 내용과 상을 검토하여 수요에 적절히 응할 수 있

도록 이들 사업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전담부서에서는 지역자원을 지역 또는 시∙도 차

원에서 발굴하여 그 정보를 축적하여 단위기관에 제공하

는 역할과 함께 새롭게 요구되는 프로그램이나 시설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지역이나

시∙도 차원의 협의체를 운 함으로써 지자체와 민간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종 지원을 유도하고 지역, 시∙도,

중앙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할 관련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

혹은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중앙단위에서는 국가수준의 교육복지와 관련한 종합계

획을 수립하고 총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단위의 교육복

지 전담부서를 운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국가 수준

의 교육복지 수요에 기반하여 관련 사업을 중앙단위에서

조정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가운데 추진된 정책들을

모니터링, 평가하며 그 성과를 분석하여 그에 기반한 교육

복지정책을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상담교사, 사회복지사 등 한 두 사람의 전문인력을 투입하

여 몇몇 아이들을 보살피는 수준의 활동이 아니라 학교차원

의 활동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6

9. 과학적 정책 수립을 위한 토 구축

저소득층을 비롯한 각종 교육취약 아동∙청소년에 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에 근거한 체계적인 지원

기준 및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해 학교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식지원자, 외국인근

로자 자녀, 국제결혼가정 자녀, 기초학력미달집단 등 다양

한 수준의 교육취약 아동∙청소년에 한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이에 한 학교별, 지역별 관리체제가 작동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교육복지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

하고 그에 기초하여 정책을 개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단, 교육복지정책의 성과분석

은 1회적 연구로 진행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장단기적 연

구추진이 가능한 안정적 연구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수혜 상이 된 학생들이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어

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한 단기적 성과분석과 함께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성인이 되

어 초기직업을 획득하고 최종직업을 갖게 되기까지의 사

회이동과정과 삶의 질을 추적해 나가는 종단적 연구 또한

필요하다.

빈곤은 소득의 부족이나 자원의 결핍을 의미한다. ‘저소

득층’이란 소득이 상 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계층을 의미

하는 용어 이상은 아니다. 그러나 사실 빈곤문제는 자원

의 결핍 문제만은 아니다. 저소득(빈곤)층은 소득에서 빈

곤을 경험하는 것 이외에 교육, 문화, 정치 등 사회 각 부

분의 주류에서 배제되기 쉽다. 저소득층에 한 지원이

교육경비 지원을 넘어선 포괄적이고도 통합적인 전인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사회 각 부분의 네트워크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심리적 지지망을 갖게 되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향유할 수 있어 어떠한 배경의 학생이라도 학교교

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능동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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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농산어촌 교육의 문제는 무엇인가

농산어촌 학교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요인 등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형편이다. 농산

어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고령화 인구 비율이 높고, 정보화 여건이 열악하며, 도서관 보급률이 낮고,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가 낮아 사회문화적인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농림부, 2005). 또한 농산어촌 학교는 도시 학교에 비해 학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농산어촌지역은 결손가정이 증가하고 있어 부모의 교육적 지원이 결핍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교원의 근무의욕과 열의,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학생의 사회적 관계 부족 등 학

생의 교육활동을 풍부하게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도시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

그 동안 농산어촌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 하기 위하여 다양한 농산어촌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의 지원사업만 보더라도 시설 및 환경개선, 교육비 지원, 급식비

지원, 방과 후 학교 지원, 교육정보화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로 학교의 통폐합과 학교

군 사업과 같은 학교 재구조화 사업, 소규모 학교에서 복식 학급 및 복식 수업 운 등과 같이 복합적인 지원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농산어촌 교육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농산어촌을위한교육복지정책의

추진방향과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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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육의 지방분권화가 진전되면서 지방재정이 열

악한 기초자치단체는 교육에 한 재정투자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지역 간의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지방재정자립도에서 지역

간의 차이가 크며 이로 인하여 교육재정의 격차도 크게 나

타나고 있다는 사실(류방란 외, 2006)로 볼 때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재정은 더욱 열악하게 될 것이다.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시∙도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

이고 있으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에서는 교육

재정에 한 투자를 증 시키는 데 한계를 안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농산어촌의 교육복지 문제는 더욱 중요하

게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I. 농산어촌교육발전의동력은무엇인가

그렇다면 농산어촌 교육의 취약성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우선 교육발전

의 내재적 동력을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농산어촌 교육의 열악한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교육격차를 보이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

악해야 한다. 학업성취도를 예로 들어보면 농산어촌 학생

들이 도시 지역과 격차를 보이는 원인이 무엇인지, 학업성

취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에 적

합한 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동안 학업성취도 조사결과를 통하여 읍면지역 또는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다른

소재 지역에 비해 가장 저조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 류방란 외, 2006).  또한 부

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배경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양분,

2007). 

학업성취도 원점수가 높은 학교는 중소도시 소재 학교

이며, 원점수가 낮은 학교들은 부분 읍면지역에 위치하

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업성

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단서는 학교 밖의 지역사회와 가

정, 학부모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은 중요하다. 우선 농산

어촌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에 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과

가정, 부모의 교육적 환경에 하여 적절한 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의 교육활동 변수 가운데

학업성취도에 공통적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사의

성취압력, 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양분, 2007). 그

리고 학생요인으로서 공통적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동기, 자아존중감, 동화전략 등의 심리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말하자면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동기, 학습욕

구, 자아성취감, 참여열의 등 심리적 동기가 학업성취도에

중요하게 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김성식(2007)의 한국교육종단연구는 학생의 배경

요인이 학생의 성취수준에 크게 향을 미치고 있지만 학

교의 다양한 풍토 변수가 학생의 성취수준에 향을 미치

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학업성취 강조 변

수는 학업성취 수준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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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감소시켜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적 풍토 변수는 학교 평균 성취 수준에 별다른

향을 미치고 있지 않으나 사전 성취 수준에 따른 차이를

완화시키는 데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의

시설과 환경 등의 물리적 요인 이외에 교육의 과정에서 작

용하는 학교 풍토와 공동체적 문화풍토가 학업성취도 향

상에 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농산어촌이 지니고 있는 공동체적 풍토, 사회적

자본이라는 요인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농산어촌 지역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

으로 하는 공동체적 풍토, 인간적인 유 , 친화력 등을 통

하여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학습에 한 욕구를 진작시키

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농산어촌 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의 교육적 가

치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는 농산어촌이 지니고 있는 가치

를 존중하고, 강점을 찾아서 고양시키는 것이다. 이를 테

면 농산어촌의 자연환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교육활동,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프

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는 이점을 살릴 수 있다. 도시환경

의 속박에서 벗어 날 수 있으며, 틀에 잡힌 학교생활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점을 오히려 약점으로 인식하는 것이 오늘의 교육현실

이자 문제이다. 

또한 농산어촌 교육의 발전전략으로서 지역사회의 내외

부 자원을 활용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농산어촌이 갖고 있는 신뢰와 연

를 중시하는 사회적 자본의 이점을 살리는 방안이다. 지역

사회 내부의 다양한 사회집단과 지역사회 외부의 사회집

단을 연계하여 농산어촌의 학교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동

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농산어촌 학교 가운데 이러한 강점을 살려나가면서 학

교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를 테

면 작은학교살리기(아산시 거산초등학교), 지역사회학교

만들기(홍성 홍동중학교), 농촌환경을 활용한 체험교육(임

실교육청), 공모교장의 학교혁신( 월 옥동중, 완도 청산

중) 사례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농산어촌

교육의 새로운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셋째, 농산어촌 교육에 하여 무엇보다도 내부적인 발

전의 동력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이

와 관련하여 우선 농산어촌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이 능동

적이며 적극적인 자활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가 있다. 취약집단에 한 지원과 보충은 필수이다. 취약

한 부분에 한 지원을 통하여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외부의 지원에 의존한다면 결

핍된 당사자의 능동적 의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만

약 지원을 당연한 수혜로 인식하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기 한다면 취약집단의 적극적인 자활능력

을 길러주는 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저소득층

학생에 한 지원이 장기화될수록 자립의지를 약화시키고

의존성을 키워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단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

농산어촌이 지니고 있는 공동체적 풍토, 사회적 자본이

라는 요인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향을 미치는 것이

다. 따라서 농산어촌 지역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

로 하는 공동체적 풍토, 인간적인 유 , 친화력 등을 통

하여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학습에 한 욕구를 진작시

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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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말하자면 열악한 조건에 있는 학교에 한 지원은

열악한 조건을 보완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지원을 계기

로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 내부의 발전동인을 찾아내는 자구노력 또

한 필요하다. 

학교구성원 즉 교직원, 학부모들의 학교발전에 한 동

기유발, 학교발전에 한 열의, 의욕, 자신감과 같은 내부

적이며 심리적인 동력을 찾아서 진작시키는 것이 중요하

다. 더불어 농산어촌 교육은 농산어촌의 지역사회 네트워

크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잠재인력

을 활용하고,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며, 정보를

효과적으로 가공할 줄 아는 사람을 양성함으로써 농촌사

회에 새로운 활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III. 어떠한 지원방안이논의되고 있나

그 동안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

한 사업은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학교군 구성, 복식수업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도시문화 체험학습, 장애아 순회

교육, 방과후 학교 운 , 교원 복식수업 순회교사 수당, 원

격교육 컨텐츠 개발, 교직원 사택 확충, 학교도서관 및 장

서 확충, 통학버스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나름 로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여

건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 다. 

여기에 새롭게 제안되고 있는 과제도 많다. 표적으로

도시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을 농산어촌 지역으로 확 하는 취지로 제안되고 있는

365일학교(가칭) 운 , 농산어촌형 K-2학교 운 , 농산어

촌 산촌유학 프로그램 운 , 농산어촌 지역교사제, 농산어

촌 교육지원인력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과제는 기

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변경, 개선하는

사업들이 있으며, 전면적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한 경

우도 있다. 

첫째, 농산어촌 365학교 운 은 면 소재지 초중학교 학

생을 상으로 365일 통합적 교육복지체제를 갖추는 것이

다. 말하자면 학기 중에는 일과전, 일과, 일과후에 학생의

학습결손을 치유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 하고, 학

습∙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통합적 복지 서비스

를 갖추는 것이다. 주말과 방학 중에는 자녀를 돌보기 어

려운 가정을 신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학습과 생활공

간의 역할을 하도록 종합적으로 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초중학교뿐

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문화체육기관, 인근

학, 그리고 사회봉사요원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력이 참

여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농산어촌 학생에 한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

제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정에서 부모의 교

육적 배려와 지원이 부족한 학생, 가정에서 방치되고 있는

학생을 상으로 학교와 관련 기관에서 교육과 복지 서비

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이 면 지

역단위로 시행될 경우, 지역의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면 단위에서 통합적 교육복

지 전달 체제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농산어촌형 K-2학교 운 은 유치원생과 초등학

교 1, 2학년 학생을 상으로 보육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에 적용되는 통합교

육과정을 동시에 운 한다는 것이다. 학생 수가 감소하여

소규모학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산어촌 아동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K-2학교를 설치하여 통학의 불편을 해

소하고, 소규모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1개면 1개 학교를 원칙으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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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시에 촌락을 중심으로 K-2학교를 설립하면 유치원

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거주지 인근에 있는 학교로

통학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 제도가 만약 농

산어촌 지역에 새로운 기관으로 설립될 경우, 우선 인력과

비용 부담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만약 기존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연계하여 시행된다면 지역 주민의 반발이

야기될 것이다.

셋째, 농산어촌에 근무하는 교원에 한 지원 책이다.

그 동안 농산어촌 교원 책으로서 승진 가산점 적용, 행

정인력 지원, 수당 지급, 사택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여기

에 사회봉사요원을 파견하여 복식학급, 상치교사를 해소

하는 방안, 예비 교 사 생을 자원봉사요원으로 파견하

여 농산어촌의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농산어촌에 근무하는 지역교사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농산어촌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장이나 교

장 등이 추천하여 교 와 사 에 특례입학 기회를 제공하

고 장학금을 지원하여 졸업 후에는 농산어촌 학교에 의무

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농산어촌에 근무

하는 전문교사를 양성하여 다시 출신 지역의 학교에 임용

하며, 이들에게 이를 테면 10년 동안의 의무복무 기간을

두는 것이다. 의무복무 기간이 지나면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갈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농산어촌 학교에 계속 근무하기

를 원할 경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이다.

농산어촌 교원 책으로서 다양한 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 또한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다. 과연 농산어촌의 학교

혁신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교원의 열의와 참여

를 어떻게 진작시킬 것인가에 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

근해야 할 것이다.  

넷째, 농산어촌 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각종 교육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방안이다. 농산어촌 학교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운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농산어촌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적용할

필요가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예를 들면 소규모

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소규모 학급집단의 교수학습 자료 개발, 농

촌생태학습 프로그램 개발, 산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등 다

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섯째, 농산어촌 학생을 지도하는 데 보조할 수 있는 지

원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교 ∙사 재학생,

임용고사에 합격한 발령 기자, 사회봉사요원, 임용고사

준비생, 사회복지 요원,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

할 수 있다. 이들에게 농산어촌의 지역여건에 따라서 교통

비, 식비, 체재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교육청이나 기초자치

단체에서 관리하며, 학교와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다. 또한 이들 지원 인력에 하여 봉사활동에 한 혜택을

주어 그들이 다른 임용 선발 과정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하

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졸자를 농산어촌

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봉사요원으로 활용한다면 청년 실업

자를해결하는 안으로도활용할수있을것이다.  

IV. 마무리하면서

본질적으로 농산어촌 교육의 방향과 목적에 하여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농산어촌의 자연친화적인 가치를 존중

하고 이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르

는 것이 중요한 지, 아니면 도시나 농산어촌을 망라하여

능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지에 관한 문제

이다. 이는 농산어촌 교육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인 지, 아니면 지역 기반을 떠

나 국가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인 지에 한 논란과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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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우리의 농산어촌 교육은 주로 전자보다는

후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것은 농산어촌 학교에서도 도

회지 학교와 마찬가지로 과외를 받을 기회와 학원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력신장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문학교 진학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

하다.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교에서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심화되는 현상이다. 고등

학교의 학입시준비 경향은 중학교 단계로 점차 확산되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가 학진학률이 86%에

이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현상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농어촌 교육이 농어

촌 주민의 정주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농산어촌 교육

은 우수학생이든지, 부진학생이든지 간에 모든 학생의 기

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

들의 학력신장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지원 책을 마

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농산어촌 교육은 농산어촌 지역의

정주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농산어촌의 지역인재를 육

성하는 길이야 말로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의

자생적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길이 될 것이다. 이

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한 논쟁과 안을 모색하는 것이

농산어촌 문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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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1990년~2005년 사이에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총 159,906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국제결혼이주자는 2006년 현재, 2000년과 비교해 7배의 수치가 증가했으며, 2006년에

혼인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 8,596명 중 41.0%에 해당하는 3,525명이 외국 여자와 혼인한 것으로 나

타났다(교육부, 2006). 아울러 세계 최저의 출산율(’6년 현재 1.19명) 및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3D업종 및 소규모 사업장 기피 현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

며, 유네스코는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약 200만 명의 외국인력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행자부, 2007.

p22에서 재인용). 

다문화가정 자녀의 재학 현황 역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잠재인력과, 08년 4월1일

기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재학현황은 2008년 현재 총 18,778명으로 2007년에 비해

39.7%가 증가하 으며, 외국인 근로자가정 자녀의 재학현황은 2008년 현재 총 1,402명으로 2007년에 비해

15.9% 증가하 다.

신취약계층(다문화가정)1)을위한

교육복지정책의추진방향과향후과제

_ 이재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jblee@kedi.re.kr

1) 다문화가정은 정책적으로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본 에서는 다문화가정 중 국제결

혼가정과 외국인근로자 가정에 국한하여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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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펄벅재단 조사(‘01) 결과, 혼혈인 중 9.4%가 초등학교 중퇴, 17.5%가 중학교 중퇴인 것으로 나타남. 반면 일반인은 1.1% 수준(교육부,

2006).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아, 전체의 84.2%를 차지하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

장 많은 분포(20.7%)를 나타내고 있고, 다음으로 서울

(12%), 전남(10%), 경남(8.2%), 충남(7.9%) 순이다. 부모의

국적별로는 일본(41.0%), 중국(22.3%), 필리핀(14.3%) 등

의 순이다. 외국인 근로자가정의 경우, 학교급별로는 초등

학생이 가장 많아, 전체의 70.0%를 차지하며, 지역별로는

서울(38.2%)이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경기(30.6%),

전북(8.0%), 경남(7.7%) 등의 순이다. 부모의 국적별 현황

은 몽골(26.2%), 일본(22.0%), 중국(20.3%)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국내 이주 다문화가정 부분은 저소득층이며, 사회

적∙교육적 기반 취약으로 인해 생활 부적응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기준으

로 할 때, 여성결혼이민자 전체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

비 이하의 소득수준을 보 으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의 50% 이하의 수준에 있는 경우도 44.2%이었다(보건복

지부, 2005. p162).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우, 유아

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므로

언어발달 지체현상을 보이거나 언어발달 지체 및 문화 부

적응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문제를 보인다 (설동훈, 2005;

오성배, 2005; 조 달 외, 2006; 김경란, 2006; 홍 숙,

2007; 교육부, 2007). 특히 외국인 근로자중 불법체류자

자녀의 경우, 신분상(법적지위)의 불안으로 정규학교 입학

을 기피하거나 입학 후에도 학교생활이 불안정한 실정이

다(교육부, 2007; 김정원, 2005).

한편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점차 중∙고교 진학 연령 로 진입할 경우, 정서적으로 민

감한 학생들이 편견과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포기

하는 사례가 늘어나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2). 

교육은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

고, 이들을 주류사회에 통합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다. 새 정부가 국정지표로‘인재 국’을 표방하고 있는 현

실에서 이들을 위한 교육을 체제화시키고, 더 나아가 다문

화가정 학생들의 장점을 발굴, 이를 최 한 살려 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일이 요청된다. 이들이 스스로 역량을 발

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충실한 교육지원이 요구된다. 

Ⅱ. 다문화가정학생지원정책추진현황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은 그 역

사가 짧다. 교육부(구)는 지난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 및 이들의 교육소외현상 방지를 위해‘다문화가정 자

녀 교육지원 책’을 수립하 다.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해 다문화 관련 연구, 자료 개발, 그리고 학교∙교육청

중심의 다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 으며, 지역

인적자원개발(RHRD) 사업 등을 통한 지자체 중심의 다문

화가정 지원 협력체제 구축 및 지역별 우수사례 공유 등의

지원을 하 다. 2007년 동안 추진된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의 추진 성과로는 첫

째, 한국어(KSL)반/방과후학교 운 , 문화체험활동, 멘토

링 등을 통한 학생들의 한국어∙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

원, 둘째,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관련 교과(도덕,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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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정 교육과정에 타 문화 이해∙존중 관련 내용 반 ,

셋째, 정책연구학교 운 (12개교), 다문화 교육 관련 전문

연구∙개발을 통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재 및 프로

그램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정책추진의 주요 문제 및 한

계점으로는‘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적응∙학습능력 제고

를 위한 조기 진단 및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현황 파악 부

재’, ‘부처 간,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지원체제 미흡’, ‘학

교 중심의 다각적인 관련시책 부진’, ‘일반인의 다문화 이

해 증진 책 미약’, ‘지역단위 역량 결집 미흡’, ‘전문적인

지원체제 부재’등이 지적되고 있다(교육부, 2007; 박성

혁, 2007).

Ⅲ. 다문화가정 학생지원

정책추진으로부터의교훈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다문화가정 학생지원 정책은 향

후 정책수립 및 추진을 위해 다음의 네 가지 교훈을 시사

한다. 첫째, 다문화가정 자녀 및 이주 부모를 위한 보다 체

계적인 언어교육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미래세 의 구성

원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국가수

준의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다문화가정 학

생 전담교사 양성∙배치 및 지역교육청별 교육지원 사업

결과의 상호 공유를 통한 시너지효과 발휘가 요구된다. 넷

째, 일반인의 다문화 이해 증진 책 수립∙추진이 필요하

다. 이에 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정 자녀 및 이주 부모를 위한 체계적인

언어교육정책 필요

국제이주자들의 사회통합과 그들 자녀들의 교육격차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한국어 교육이

다. 그러나 국내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관련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초보수준에 그치

는 것이 부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이주자들의 낮은 학업

성취도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게

∙중앙 다문화교육 연구센터 지정(서울 )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개발: 다문화교육 정책연구, 한국어 교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핵심교원 양성 프로그램 개발

∙시∙도 다문화교육센터 지원: 다문화관련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시∙도별 특성에 맞는 다문화교육 지원

교육부(구)

교육청

학교

∙14개 시∙도 다문화교육센터 지정∙운

∙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 프로그램 64개 개발∙운

∙학생 지원 : 멘토링, 다문화이해 체험활동(캠프 등), 국제이해교육, 급식비 특기적성교육 방과후학교 참여 지원, 입학

상담센터 운

∙교사 지원 : 교사 연수, 장학자료 발간∙보급

∙학부모 지원 : 학부모 연수, 한 교실 운

∙교육부 지정 시범학교 운 (12개교)

∙한국어(KSL)반 운 등: 총 213개교, 814명 참여

(초 790명/176개교, 중 24명/37개교)

<표 1>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정책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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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기회를 향상시키고 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관련하여 이주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언

어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국가마다 이민자들을 위한 언어

교육에 한 방침을 두고 있다. 예컨 핀란드의 경우 성

인 이민자들에게 1년간 통합훈련을 받게 하는데, 여기에는

언어교육, 핀란드 사회와 문화에 한 수업, 직업기술교

육, 개별적 상담 및 지도, 필요할 경우 보충교육이나 예비

직업 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OECD, 2006). 

일본은 문부과학성의 외국인 아동의 교육정책의 일환으

로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외국인 아동학생을 학교생활에

빨리 적응시키기 위해 2001년부터「JSL 커리큘럼」을 개

발∙시행하고 있으며, 「귀국, 외국인 아동학생 교육지원

체제 모델 사업(2006)」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 및 이주 부모를 위한 체계적인 언

어교육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2. 가정교육 지원부족으로 인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기초학력 부진에 한 응 필요

부분의 다문화가정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이주여성인 어머니가 자녀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자녀

들의 성장과정 뿐 아니라 학교 입학∙적응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입학 준비도 부족 및 가정교육

지원 부족으로 인한 학습결손 등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의 문제를 초래한다. 

2003 OECD 국제학업성취도 비교평가(PISA)에서 15세

이민 1세 (외국에서 출생한 이들)에 관한 정보에 의하면

캐나다를 제외한 국가에서 이민 1세나 2세 의 학생들이

수학, 과학, 그리고 읽기 소양에서 본토 학생들보다 성취

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부분의 국가에서 집에서 쓰는

언어와 교육을 받을 때 쓰는 언어가 다른 학생들이 학교에

서 성취도가 낮게 나타났다(OECD. 2006).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미래세 의 구성원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기

초학력 향상을 위해 국가수준의 체계적인 교육지원 책

마련이 요청된다. 

3. 다문화가정 학생지도 전담교사 양성∙배치 및

교육지원 사업결과 공유 필요

현재의‘다문화’교육은 모든 것을 일선교사들이 직접 채

워가야 하는 상황이나, 교사들 역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김이선 외, 2007). 따라서 다문화교육 관련 제

반 사항을 학교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다문

화교육 전담교사 양성이 필요하다. 다양한 특성을 지닌 다

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적응 및 프로그램 운 등 특화된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교사뿐 아니라 다문화 이해, 소

수자 배려, 관련자 상담 등을 담당하는 핵심교원을 양성하

여, 필요로 되는 학교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을 위해 필요

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다양한 교육 자료의 개발과 정

보공유의 필요성을 지적하 다(이재분 외, 2008). 다문화

가정 학생 및 다문화교육지원 프로그램은 현재 각 지역교

육청 수준에서 개별적으로 개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

간 상호 연계가 부족한 가운데 각 지역은 한국어나 한국문

화와 같은 특정 한 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발∙운 하

고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프로그램의 중복∙개

발 문제를 지닌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지역

의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 결과를 상호 공유하게 하는 국가

수준의 다문화교육 종합정보망 구축이 요구된다.

4. 일반인의 다문화 이해 증진 책 수립 및 추진 필요

우리 사회는 순혈주의 전통에 한 과도한 자부심을 지

닌 편이며, 선진국들의 다문화 융화정책에 한 이해가 부

Project 
Project 특 별 기 획 1 교육복지정책 추진방향과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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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다. 또한 다른 문화∙언어∙역사 등에 한 정보가 특

정 국가에 편중되어 기타 지역 및 국가 등에 한 편견이

존재한다. 따라서 일반인의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Ⅳ. 국외 사례 및 시사점

1. 일본의「귀국, 외국인아동∙학생교육지원정책」사례3)

일본에서의 외국인 아동∙학생에 한 교육은 귀국자녀

교육, 해외자녀교육이라는 흐름 속에서 같이 취급되어 오

고 있다. 외국인 아동∙학생은 1980년 후반 외국인의 급

증과 장기체류로 인해 주목을 받게 되었으나 현재에도 문

부과학성의 교육부문에 있어서 이들은「귀국, 외국인아

동∙학생」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다. 일

본의 정책은 급증하는 귀국, 외국인아동학생의 입학에 따

른 일본어 지도와 생활면, 학습면의 지도를 정책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지원교사 배치∙지도’,

각종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담당자

상 연수, 「JSL커리큘럼」개발∙시행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은 외국인아동∙학생의 교육격차와 불평등의 문제,

다문화시 에 한 방향(동화주의)으로 치우친 교육목표, 다

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의식개혁 필요 등에 있어서는 아

직도 우리와 비슷한 실정이다. 그러나 언어지도 등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지원교사 배치∙지도’,

다양한‘연구∙사업 추진’, 단계적‘교원연수’시행, 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교육과정 개발∙시행’과 지

자체와 학교, 지원기관 간 연계, 역할∙기능 명료화 및 정

책추진의 체계화 등은 우리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중요

시사점을 제공한다. 

2. 독일의 사례

독일의 순혈주의와 독일 이주민집단의 상황4)은 우리나

라 사회와 유사한 점이 많아 우리 사회 의 다문화 통합정

책이나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정책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

다. 독일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정책은 정착된 연 구조로

지역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제도에 기초하여 교육격차 감소를 위해 생활 전

반을 후원함으로써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 정책에의 시사점으로 독일에서 추진되는 다문화가

정 자녀 교육정책들의 중요한 특징인‘많은 기초 실태조사

수행’, ‘언어교육 중점 추진’, ‘조기보육과 교육 기능 중

시’, ‘개인의 참여와 결정권 중시’, ‘정보 공유’, ‘강력한

연계체제’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정

책 중 하나인 푀어믹(ForMig) 정책은 이주배경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언어교육 후원에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

는 정책으로서, 지역 내 여러 교육기관을 네트워크화 하여

협력을 유도하는 노력과 단계적 언어교육 지원 목표는 우

리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3) 일본의「귀국, 외국인 아동∙학생 교육지원 정책」사례 문부과학성의「해외자녀교육, 귀국, 외국인아동∙학생 교육 등에 관한 홈페이지」참조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main7_a2.htm

4) 1.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많다. 2. 전후 귀향인은 아직 이주나 통합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없으나 사할린, 연변등지의 동포나 고려인의 상황과

비슷하다. 3. 통독 후 동포간의 문제 또한 한국사회에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다. 4. 이러한 이민자집단이 하위계층을 이루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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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정책의

추진방향 및 과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교육지

원의 역사는 매우 짧다. 2006년 교육부(구)에서 최초 발표

한 바 있는 정책은 향후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사전

시범정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동안의 정

책 추진을 통해‘중앙지방간 역할분담 지원체제 미흡’이라

든지‘학교중심의 다각적인 관련시책 부진’, ‘일반인의 다

문화 이해 증진 책 미약’, ‘지역단위 역량 결집 미흡’,

‘전문적인 지원체제 부재’등의 주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은 이러한 문제점을 기초로 향후 우리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수립, 추진되어야 할

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비전, 정책추진 방향의 설정

선행연구 및 관련 추진정책으로부터 도출한 핵심결과들

을 토 로 비전과 정책추진 방향을 설정하 다. 비전은

“다문화교육을 통한 사회통합 및 다문화사회 정착”으로 설

정하 고, 정책추진 방향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첫째, ‘다

문화가정 학생의 역량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둘째,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비전 다문화교육을 통한 사회통합 및 다문화사회 정착

방향

○다문화가정 학생의 역량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일반인(학생) 등 다문화교육을 통한 사회 전체의 다문화 이해 및 공존능력 제고

목표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 사회의 다문화 이해 및 수용성 증진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기초학력

향상

∙ 취학 전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 발달 지원

∙ 취학 후 한국어 등 기

초학습능력 향상

∙ 기초학력 미달학생 맞

춤형 지도

∙ 자녀교육역량지원을위

한기관간연계

∙‘다문화가정 학부모 상담

주간’운

∙ 자원봉사 통역 도우미 시

범 운

∙ 지도교사, 관리직교원

연수

∙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표 회

∙‘다문화교육 교양과

목’개설 지원

∙ 다문화 요소를 반 한

교과서 집필

∙ 학교 내 다문화 이

해교육 강화

∙ 다문화 이해 촉진

상물 개발

∙‘다문화교육 체험

공모전’실시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다문화이해 제고 및

확산

정책과제 ‘학교’중심의 다문화교육 지원 강화

[그림 1]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추진방향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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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일반인(학생) 등 다문화교육을 통한 사회전체의 다

문화 이해 및 공존능력 제고’를 설정하 다.

2. 정책추진 방향에 따른 핵심과제 도출

정책추진 방향에 따라 4가지 핵심과제를 도출하 다.

즉,  핵심과제로‘학생의 한국어, 기초학력 향상’,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학

교교육 실천 중심)’, ‘다문화이해 제고 및 확산’을 선정하

다. 그런 후‘현실적 시급성 및 학습자의 요구 반 ’과

‘타 부처 관련정책과의 차별화’를 준거로 하여 핵심과제별

세부과제 13개를 선정하 다. 

13개의 세부과제는 향후 정책추진을 위해 구체화되었으

며, 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은

향후 개발되어야 할 중요 과제 중 하나이다. 이상의 내용

은 [그림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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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및 정보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는 국

가 간 상호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지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표준

화된 지표를 통해 각 국은 자신들의 위치를 보다 객관화하고 향후 정책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OECD는 1998년 5월 제40차 교육혁신센터(CERI) 집행위원회에서 국제교육지표사업(INES :

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s)에 관한 설계 및 조직을 승인하면서 OECD 회원국을 중심

으로 교육체제의 국제지표사업이 출범하 다. 그 표적인 연구성과가 OECD 교육지표(EAG :

Education at a glance)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초부터 한국교육개발원이 창구가 되어

OECD INES에 참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그 결과를 EAG에 수록해 오고 있다.

2008년 9월 9일 11시(파리현지기준) OECD는 2008년 OECD 교육지표 결과를 발표하 다.

OECD 교육지표는 우리나라 교육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서, 총 36개국이 참여

(회원국 30, 비회원국 61))하 으며, 총 28개 지표를 4개 장(chapter)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인적 자원, 교육기회에의 접

근∙참여∙발달,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에 관한 것이다.  

2008 OECD 교육지표로본

한국교육의위상과좌표
_ 박종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jonghyopark@kedi.re.kr

1) 브라질,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러시아, 슬로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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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08 OECD 교육지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의

여건과 성과를 진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교육기회, 교육에 한 투자, 교수환경, 교육성과의 차원

에서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을 비교할 것이다. 또한 해

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OECD 교육지표에 해서는

OECD 조사지침과 국가별 조사현황을 보다 상세히 소개

함으로써 교육전문가와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Ⅰ. 성인 인구의 후기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수율

OECD는 국가별로 국민들이 교육에 어느 정도로 참여

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하여 후기 중등교육(고등학교)

과 고등교육( 학) 이수율에 관한 교육지표를 발표하고 있

다. 이수율(Education attainment)은 해당 교육단계의 학

위과정을 이수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인구비율로서 정규 학

위과정을통해파악한성인인구의최종학력을나타낸다. 

2008 OECD 교육지표에 의하면 OECD 국가는 평균적

으로 성인 인구의 31%가 초등교육이나 전기 중등교육(중

학교)을, 42%는 후기 중등교육(고등학교)을, 27%는 고등

교육( 학)을 이수했다. 우리나라의 이수율은 초등교육,

전기 중등교육, 후기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서 OECD 평

균보다 높은 11%, 12%, 44%, 32% 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를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5~34세 연령 의 후기 중등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1위(97%) 고 25~34세 연령 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캐나다(55%), 일본(54%)에 이어 3위(53%)를 기록하 다.

반면에 55~64세 연령 에서는 후기 중등교육 37%(23위),

고등교육 11%(25위)로 OECD 국가 평균을 크게 밑도는 수

준이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후기 중등교육부터 고

등교육까지 이수율의 연령 간 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다.

이는 단기간 동안 한국의 교육기회가 양적으로 크게 확

2)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2008에서는 2년(2006년) 또는 3년(2005)전 자료를 활용함. 이 그림에서 사용된 러시아 통계는

2002년 자료이고 칠레, 브라질 통계는 2004년 자료이다.

[그림 1] 후기 중등교육 이상 이수한 인구비율(20062))



되었음을 의미한다. 

Ⅱ. GDP 비 공교육비 비율

OECD에서는해당국가가교육을위해어느정도로국부

를 투자하고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국내총생산(GDP)

비공교육비비율을조사하고있으며공교육비중에서정

부와민간이부담하는정도를비교하는지표를개발하여활

용한다. 이러한 교육재정 지표는 해당 국가의 교육여건을

국제적으로비교할수있는유용한정보를제공한다. 

OECD 교육재정의 조사범위는 매우 광범위해서 교육활

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뿐 아니라 급식이나 통학차

량, 기숙사 등과 같은 부차적인 서비스 비용까지 포함한

다. 또한 유치원에서 학에 이르는 모든 학교교육기관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나 시∙도교육청 등과 같이 교육행

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교육기관의 교육비까지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치원에서 학에 이르는 모든 교

육기관과 시∙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이하‘교과부’),

교과부 직속기관 및 교육과 관련된 일부 타 정부 부처의

해당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자료를 기초로 한국의

OECD 교육재정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공교육비(expenditure on educational institutions)

는 국가 공교육 체제 내에 있는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 투

자되어 공공 회계절차를 거쳐 지출되는 모든 경비를 의미

하기 때문에 학교 밖, 즉 학원비나 개인 사교육 비용(사교

육비)은 공교육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교육비는 교육비 부담주체에 따라 정부부담 공교육비

(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al institutions)와 민

간부담 공교육비(private expenditure on educational

institutions)로 구분한다. 정부부담 공교육비는 학교교육

에 해 정부가 공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우리나라에

서는 중앙정부 자체 지출금, 중앙정부의 시도교육을 위한

교부금, 기타 이전금, 지자체로부터 시도교육비특별회계

로의 전출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립 초∙중∙

고∙ 학교들에 한 지원금(정부의 학 R&D 지원) 등을

포함한다. 민간부담 공교육비는 학교교육에 해 민간(학

부모, 재단)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재단 전

입금, 학생들이 납부하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생

들이 학교에 납부하는 사용료(졸업 앨범비, 급식비, 기숙

사비 등) 등을 포함한다. 

OECD 기준에 의해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조

사결과를 부담주체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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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최근 3년간 우리나라 공교육비 부담주체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EAG 2006(2003) EAG 2007 (2004) EAG 2008(2005)

교육비 총액 54,603,058 56,293,459 58,269,894

정부재원 33,510,329 34,070,205 34,296,541

민간재원 21,854,110 22,223,253 23,973,353

- 학생 및 가계 17,452,000 16,950,945 17,233,821

- 기타 민간 4,414,331 5,272,308 6,739,532

주: 1) 정부재원 총액은 민간 이전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2) 기타 민간재원은 기타 민간부문의 학생 및 가계에 한 재정지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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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AG3) 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05년도 GDP

비 공교육비는 전체 교육단계, 초∙중등교육단계, 고등

교육단계에서 각각 7.2%, 4.3%, 2.4%로 OECD 평균

(5.8%, 3.8%, 1.5%)보다 높았다. 또한 부담주체별로 비교

해 보면, 초∙중등교육단계의 정부부담은 3.4%, 민간부담

은 0.9%로 정부부담이 많았지만 OECD와 비교해 볼 때

민간부담은 략 3배 정도 많았다. 특히 고등교육단계에

서는 정부부담 0.6%, 민간부담 1.8%로 OECD 평균에 비

해 정부부담은 적고 민간부담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

리나라 학생 및 학부모, 재단과 같은 기타 민간이 부담하

는 비율은 OECD 평균과 비교해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Ⅲ.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와 국민 1인당 GDP 비 학생 1인

당 공교육비 비율은 교육서비스의 수혜자 입장에서 학생

들이 어느 정도로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를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이다. GDP 비 공교육비가 전체

교육비 규모를 보여주는 거시적 지표라면, 학생 1인당 공

교육비는 실질적으로 개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미시적 지표이다. 

OECD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나 교사의 급여(총임금)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구매력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이하 PPP)를 사용한다. PPP는 실제 환율

이 아닌 구매력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환산된 환율로서

OECD 및 EU 회원국을 상으로 3년을 주기로 몇 가지

물품에 한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산출한다. 우리나라

2006년 PPP 환율은 US$1당 775.47원이었다.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PPP 환산 값으

로 초등학교 4,691, 중학교 6,645, 고등학교 7,606으로

OECD 평균보다 낮다. 그렇지만 이를 국민 1인당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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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GDP 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구성(2005)

(단위 : %) 

구 분
전체 교육단계 초∙중등교육단계 고등교육단계

정부 민간 계 정부 민간 계 정부 민간 계

한 국 4.3 2.9 7.2 3.4 0.9 4.3 0.6 1.8 2.4

OECD평균 5.0 0.8 5.8 3.5 0.3 3.8 1.1 0.4 1.5

주: 1) 적용된 2005년도 GDP는 810,516십억원임.

2) GDP 비 공교육비 산출식 = (정부부담 금액+민간부담 금액/GDP)*100 

- 정부부담 = {중앙정부에서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총액+학생/가계에 한 장학금 보조(수업료 지원)+정부에서 민간에 지원한 이전금

/GDP}*100

- 민간부담 = {(민간(학생, 학부모)이 교육기관에 직접 부담하는 금액+종교단체 및 기타 비 리 조직이 교육기관에 직접 부담하는 금

액)/GDP}*100 

3) 2008 EAG에 수록된 부분의 교육지표는 2년의 격차를 둔 2006년 통계치를 사용하는 반면에 교육재정 지표는

3년 격차를 둔 2005년 통계치를 활용하 다. 



비 공교육비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초등교육 22%, 중등교

육 31%로 OECD 평균보다 약간 높고 고등교육 36%로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우리나라 전체 국부와 비교할 때 교육에 한 투자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공교육비에

는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포함되어 있다.

Ⅳ. 국∙공립학교교사의 급여

OECD에서는 국∙공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법

정급여(statutory salaries)를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해

당 국가에서 교사가 차지하는 사회적 위상과 경제적 보상

수준을 평가하고자 한다.  

OECD에서는 국∙공립학교 교사의 급여 지표를 산출하

기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최소 수준의 교육∙훈련을 받은 초임교사, 15년

경력의 교사, 그리고 최고경력의 교사의 법정 임금을 조사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초임교사를 유치원 8호봉, 초중등교

원 9호봉으로, 15년 경력의 교사를 유치원 24호봉, 초∙중

등학교 25호봉으로, 최고경력 교사를 유치원와 초중등학

교 근가7로 계산한다. 

교원급여는‘총임금(gross salary)’와 ’추가수당

(additional bonuses to base salary)‘으로 구성된다. ’총

임금‘은 고용주가 노동의 가로 지급하는 총금액으로 임

금의 총합에서 호봉에 따라 고용주가 지불하는 사회보장

보험∙연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세전금액이며 연봉 성

격의 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우리나라

는 해마다 공무원 보수표를 토 로 국∙공립학교의 교사

급여를 산출한다. 총임금에는 봉급, 수당(기말수당, 정근

수당, 교직수당, 교원보전수당, 장기근속수당)과 복리후생

비(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급식교통비)가 포함된다. 

‘추가수당’은 교사의 학위나 경력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총 임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일컫는다. 예

컨 추가수당에는 원거리 지역에 근무하는 경우, 학교 개

선프로젝트 또는 방과 후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보직

교사와 같이 수업이외에 학교운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우수교원으로 선정된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 등이 포함된

다. 우리나라에서는 담임업무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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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전체 교육기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05)

(단위 :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 %)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구분

한국 4,691 22 6,645 31 7,606 36

OECD 평균 6,252 21 7,804 26 11,512 40

주: * 적용된 2005년도 PPP 환율은 1달러 당 788.92원이며, 1인당 GDP는 US$ 21,342이다.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경상비+자본비/학생수}/PPP

*** 국민 1인당 GDP 비 공교육비 비율 : (학생 1인당 공교육비/국민 1인당 GDP) *100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1인당

GDP 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국민 1인당 GDP

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 1인당

GDP 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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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보전수당가산금(중등교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음)과 가족

수당을 추가수당으로 보고한다. .

OECD 기준과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표를 기초로 작성

한 초중등교원의 연간 평균 보수 총액은 2006년 기준 초

등학교 초임교사는 23,673,840원, 15년 경력교사는

40,841,220원, 최고호봉교사는 65,343,300원이었고 중

등교육 초임교사는 23,577,840원, 15년 경력교사는

40,745,220원, 최고호봉교사는 65,247,300원이다. 

PPP로 환산한 후 우리나라 교원의 임금을 OECD 평균

임금과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의 경우

초임교사 $30,528, 15년 경력자 $52,666, 최고 호봉자

$84,263으로 각각 OECD 평균($27.828, $37,832,

$46,290)보다 높았다. 중학교의 경우, 초임교사 $30.405

로 OECD 평균인 $30,047과 유사했으나 15년 경력자

($52,543)와 최고 호봉자($84,139)는 OECD 평균

($40,682, $49,778)보다 높았다. 고등학교의 경우, 초임

교사($30.405)는 OECD 평균($31,110)보다 낮았으나 15년

경력자($52,543)와 최고 호봉자($84,139)는 OECD 평균

($43,360, $52,369)보다 높았다. 요컨 , 우리나라 교사

의 초임 임금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며 15년 경력

에서는 약간 상회하고 최고호봉에서는 평균을 크게 앞서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에서는 교사의 사회적 위상과 경제적 처우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1인당 GDP(KOR:

23,038) 비 15년 경력교사의 급여를 조사한다. 우리나

라 1인당 GDP 비 15년 경력 교사의 급여는 초등학교

2.29, 중학교 2.28, 고등학교 2.28로 OECD 평균(1.22,

1.26, 1.34)보다 높을 뿐 아니라 OECD 회원국 중에서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에 해 교원단체와 언론(일반인)들은 상이한 관

점과 입장을 보일 뿐 아니라 이 지표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심각한 논쟁을 유발하기도 한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

실은 교원 부족이나 이직률이 높은 미국 및 유럽 선진 국

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교직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직업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함께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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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공립학교 교원의 법정 연간급여(2006)

(단위 :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구 분 초임교원 15년 경력 최고호봉자연간급여
1인당 GDP 비

15년 경력급여 비율

초등학교
한 국 30,528 52,666 84,263 2.29

OECD평균 27,828 37,832 46,290 1.22

중학교
한 국 30,405 52,543 84,139 2.28

OECD평균 30,047 40,682 49,778 1.26

고등학교
한 국 30,405 52,543 84,139 2.28

OECD평균 31,110 43,360 52,369 1.34

주 1) 적용된 2006년도 PPP 환율은 $1당 775.47원이며, 1인당 GDP는 US$ 23,038이다.

2) 연간급여(1인기준) = 봉급, 수당(추가수당은 제외되며, 정근수당, 교직수당, 교원보전수당 등), 복리후생비(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급식교통비)/PPP

3) 1인당 GDP 비 15년 경력 급여비율 = 15년 경력 연간 급여/1인당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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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들이 있다. 우선 우리나라 교사 임금은 호봉이 올라갈수

록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최고 호봉 도달 연수

가 다른 국가에 비해 오래 걸린다. 최고호봉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연수(OECD 평균 25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 37년으로 헝가리(40년), 스페인(39년)에 이어 3번째

이다. 

또한 국가마다 호봉체계 및 근속기간에 따른 보수체계

가 상이하다(이광현 외, 2007). 예를 들어, 국은 기본급

만 보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원의 급여체제가 일반교원,

수석교원, 상급숙련교원으로 구분된 복선형을 이루고 있

는데 이 중에서 최소수준의 교육∙연수를 받은 집단인‘일

반교원’의 급여체계를 토 로 교원의 연간 급여자료를 산

출하고 있어서 실제로 교원이 받는 임금을 과소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OECD 교육지표를 절 적인 관점에서 비교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Ⅴ. 교사 1인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ratio of students to teaching

staff)는 해당 교육단계의 전일제 학생 수를 해당 교육단

계의 전일제 교사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OECD 지침에

의하면, 교사 1인당 학생 수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수

업을 담당하는 교사만을 포함하며 교장이나 교감, 특수교

사 등은 제외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평교사, 보

직교사, 기간제 교사만 포함하고 교장, 교감 등 관리직 교

사는 제외한다. 

OECD 국가들을 비교해 보면, 교육단계가 높아질수록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

은 이탈리아, 멕시코, 미국을 제외한 부분의 국가에서

발견되며, 우리나라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적어진다.

2008 EAG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멕시코 28, 이탈리아는 10.7명이다. 이 교육단계에서

우리나라는 26.7명으로 OECD 평균(16.2명)보다 높다. 중

학교 단계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멕시코의 경우

33.4명이고 이탈리아가 10.3명이다. 이 단계에서 OECD

평균은 13.3명이고, 우리나라는 20.8명으로 OECD 평균

보다 높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이탈리아, 프랑스가 11명

이고 멕시코가 25.4명이며 우리나라는 15.9명으로 OECD

평균(12.6명)에 근접해 있다.

시계열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초등 32.1

명, 중학교 21.5명, 고등학교 20.9명) 이후 계속 교사 1인

당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감소 추세

는 인구의 자연 감소와 교원 수의 증가로 인해 당분간 지

속될 예정이어서 조만간 OECD 평균에 근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Ⅵ. 국∙공립학교교사의 수업시간

OECD 교육지표에서 사용되는 교사의 수업시간

(teaching time)은 전일제 수업전담교원이 국가의 공식

교원 정책에 따라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수업시간을 의미

한다. 여기서‘교사’는 행정관리직이나 전문지원인력이 아

닌‘수업을 전담하고 있는 수업담당교사’를 의미한다. ‘수

업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교사가 직접 학생들과 함

께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으로서 정규교육과정 상의 수업

시간만을 의미하며 수업준비활동, 연구활동, 생활지도, 점

심지도 등에 관련된 시간 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2000년부터는 OECD 조사지침이 변경되어 유치원과 초

등학교의 경우에는 10분 이내의 짧은 휴식시간도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보낸다면 이를 수업시간에 포함하도록 하

고 있다. OECD에서는 국제비교를 위하여 수업시간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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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단위로 환산하여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의 의무 수업시간에 관한 공식규

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 및 교사를 상으로 실시되는 국가교육통계조

사의 결과를 토 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조사 상

은 실제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일제 교원(full-time

classroom teacher)인 평교사, 기간제 교사, 실기교사, 보

직교사만을 포함하며 교장, 교감, 보건교사, 전문상담교

사, 사서교사, 특수교사는 제외한다. OECD 기준에 맞추

어 수업시간은 60분으로 환산하여 주당시수를 계산하며

주당시수에 수업주수를 곱하여 연간수업시수를 산출한다.

이러한 산출방식으로 계산된 우리나라 교사의 수업시간은

<표 6>과 같고 이를 우리나라 수업시간(초등학교 40분, 중

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으로 재환산하면 1일 평균 수업

<표 5> 교육단계별 교사 1인당 학생 수(2006)

(단위 : 명)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기중등) (후기중등)

한 국 19.6 26.7 20.8 15.9

OECD평균 15.1 16.2 13.3 12.6

독 일 14.5 18.7 15.5 14.3

미 국 13.8 14.6 14.7 15.7

국1 19.8 19.8 16.7 11.6

이탈리아 12.4 10.7 10.3 11.0

일 본 17.0 19.2 14.9 12.7

프랑스2 19.3 19.3 14.1 9.7

핀란드 12.0 15.0 9.7 15.8

뉴질랜드 9.8 17.7 16.6 12.7

멕시코 28.1 28.0 33.4 25.4

주: 1) 고등학교 단계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만 포함됨.

2) 독립형 사립교육기관은 제외됨.  

<표 6> 우리나라 1일 평균, 주당, 연간 수업시간(2006)

(단위 : 시간)

수업시간

구 분 1일 평균 수업시간
주당 수업시간 연간 수업시간

(주5.5일 수업 기준)

초 등 학 교 3.94 21.66 801.51

중 학 교 2.69 14.80 547.51

일반계 고등학교 2.71 14.91 551.60

주: 1시간은 60분 기준으로 환산되었다.



시간은 초등학교 5.91 시간, 중학교 3.59시간, 고등학교

3.25 시간이다.  

2008년 EAG 교육지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주수는 OECD와 유사하고 초∙중∙고등학

교 모두 수업일수(204일)는 OECD 평균(187일, 185일,

183일)보다 많다. 순 수업시간은 초∙중∙고등학교 모두

수업시간(802시간, 548시간, 552시간)은 OECD 평균(812

시간, 717시간, 667시간)보다 적다. 

교사가 실제로 참여한 수업시간(teaching time)은 교육

과정 상 가르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교수시간(instruction

time)에 의해 향을 받는다. 15세 연령을 제외한 모든 연

령급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정 상 필수적으로 또는 계획적

으로 가르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교수시간은 OECD 국가

에 비해 적다. 

국가마다 교사의 연간 수업시수를 조사하는 방식이 다

르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수업시간을

보고하는 국가는 많지 않으며 다른 OECD 회원국들은 법

정 수업시간수를 보고하거나 표본조사 결과를 추정하여

보고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은 교원들의 연간 수업

시간 수를 계산하기 위하여“학교교원 조사보고”에서 조사

한 교원들의 주당 수업시간 수에 주당 1시간씩‘도덕교육’

과‘특별활동’을 추가하여 계산한다. 미국은“Schools

and staffing survey”을 통해 교사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

과 수업준비 소요시간을 구한 다음, 교사의 총 노동시간에

서 점심시간과 수업준비 소요시간을 빼준 값으로 주당 수

업시간을 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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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교육단계별 연간 수업시간(2006)

(단위 : 주, 일, 시간(60분)) 

구 분
수업주수 수업일수 순 수업시간

초등 중학 일반고 초등 중학 일반고 초등 중학 일반고

한 국 37 37 37 204 204 204 802 548 552

OECD평균 38 38 37 187 185 183 812 717 667

독 일 40 40 40 193 193 193 810 758 714

미 국 36 36 36 180 180 180 1080 1080 1080

이탈리아 38 38 38 167 167 167 735 601 601

일 본 35 35 35 m m m m m m

프랑스 35 35 35 m m m 910 634 616

핀란드 38 38 38 187 187 187 673 589 547

터 키 38 a 38 180 a 180 639 a 567

호 주 40 40 40 198 198 198 884 818 817

주 1) 순 수업시간은 국가마다 수업시간단위가 다르므로 60분을 1시간으로 환산한 값임.   

2) m은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

3) a는 이 항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해당되지 않음을 의미함. 

Project 
Project 특 별 기 획 2 2008 OECD 교육지표로 본 한국교육의 위상과 좌표



Ⅶ. PISA 과학 학업성취도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는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과목의

소양 수준 파악 및 소양 수준에 향을 주는 배경 변인에

한 분석을 통해 국가별로 적절한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분의 나라

에서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인 만 15세 학생을 상으

로 PISA 평가가 이루어진다. 가장 최근의 PISA 연구는

2006년에 수행되었고 2008 EAG에서 국가별 과학성적과

학부모 설문결과를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PISA

2006에는 총 57개국(OECD 국가 30개국 포함)이 참여하

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54개교의 만 15세 학생 약

5,000명이 참여하 다.

핀란드는 과학과목에서 평균 563점을 얻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OECD 평균 500점보다 높고

2위인 캐나다에 비해서도 29점이 높다. 캐나다, 일본, 뉴

질랜드, 에스토니아가 530점에서 534점을 얻어 상위권을

차지했고,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독일, 아

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국, 슬로베니아가 OECD 평

균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 

우리나라의 PISA 2006 과학 평균점수는 522점이었고

종합 순위는 4~7위로 상위권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

체 표집 상 학생 가운데 최상위 수준(6수준/707.93점 초

과)에 속한 학생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1.1%에

불과하 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과학 재교육이나

수월성 교육정책에 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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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교육과정 상 필수 또는 계획된 교수시간(2006)

(단위 : 시간) 

연간 평균 총 필수 수업시간 수 연간 계획된 평균 총 수업시간 수

구 분
15세 15세 15세 15세

7-8세 9-11세 12-14세 (전형적인 (최소요구 7-8세 9-11세 12-14세 (전형적인 (최소요구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한국 612 703 867 1020 a 612 703 867 1020 a

OECD평균 770 810 896 910 786 796 839 933 971 890 

독일 622 782 875 900 m 622 782 875 900 m

미국 m m m m m m m m m m

이탈리아 891 891 990 1089 m 990 1023 1089 1089 m

일본 707 774 868 m a 707 774 868 m a

프랑스 910 887 963 1033 a 910 887 1056 1138 a

핀란드 608 640 777 856 a 608 683 829 913 a

터키 720 720 750 810 a 864 864 846 810 a

호주 978 978 989 968 968 978 978 1033 1024 1024 

주 1) m은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

2) a는 이 항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해당되지 않음을 의미함. 

3) 우리나라는 7차 교육과정을 기초로 교수시간을 산출하 음.

4) 1시간은 60분으로 환산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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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고용률

고용률(employment rate)은 노동 가능한 연령 인구

(25~64세) 비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OECD 평균

및 국가의 고용률을 보면,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등교육 이수자의 고용

률은 후기 중등교육(고등학교) 이수자의 고용률에 비해 평

균적으로 9%가 높다. 

2008 EAG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고용률에 있어서의 성

차는 최종학력이 높아질수록 유의미하게 감소한다. 전기

중등교육(중학교)만 이수한 남성의 고용률은 동등한 교육

단계의 여성보다 23% 높지만, 고등교육 이상의 최종학력

을 가진 집단에서는 고용률의 성차가 10% 안팎으로 줄어

들었다. 최종학력이 전기 중등교육 이하인 여성들의 고용

률은 특히 낮아서 OECD 평균 50% 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 중등교육(중학교) 단계의 고용률

(69.0%)은 OECD 평균(61.5%)보다 높지만 후기 중등교육

(고등학교)나 고등교육 단계, 전체 교육단계에서는 OECD

평균과 비슷하거나 그 보다 낮았다. 우리나라의 고용률 성

차를 분석하면, 일반계 고등학교부터 고등교육단계까지

남자의 고용률은 OECD와 비슷하거나 그 수준을 약간 상

회하는 반면에 여성의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Ⅸ. 교육단계별 상 적 임금

교육단계별 상 적 임금 지표는 후기 중등교육(고등학

교)을 받은 취업자의 임금을 100으로 설정하고 다른 교육

단계 이수자들의 임금을 상 적으로 지수화한 수치이다.

만약 이론적 지향이 강한 A유형 고등교육자의 임금 값이

150이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A유형 고등교육 이수자가

50%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그림 2] PISA 과학성취도 그래프(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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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교육수준에 따라 증가한다. 동성집단 내에서 비

교해 보았을 때, 최종학력이 고등교육단계인 경우 후기

중등교육 미만보다 확실히 많은 소득을 올린다. 상 적

소득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전체인구 집단(25세에서 64

세)에서보다 고등교육을 이수한 55세에서 64세 집단에서

더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후기 중등학교(고등학교) 졸업자의 평

균 임금을 기준(100)으로 할 때 후기 중등학교 미만(중학교

이하)의 졸업자나 고등교육 학위 취득자의 임금 격차가 다

른 OECD 국가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 고령층(55~64세)에서 학력수준별 임금 격차는 큰 것으

로 나타났고 고연령층 여성 고등교육 졸업자는 후기 중등

교육 미만의 졸업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임금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9> 25~64세 교육수준별, 성별 고용률(2006)

(단위 : %)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B유형 고등교육
A유형 고등교육 및

전체 교육단계
전문연구 프로그램

구 분
총계 남 여 총계 남 여 총계 남 여 총계 남 여 총계 남 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한 국 69 81.4 59.0 70 84.8 55.5 76 89.6 61.3 78 89.1 60.5 72 85.3 57.8

OECD평균 61.5 73.0 50.1 74.7 82.9 66.6 83.2 88.5 79.0 85.1 89.4 79.8 73.2 82.3 64.1

독 일 56 67.4 48.8 59 62.9 54.4 83 85.9 78.7 85 88.7 80.4 72 78.8 65.6

미 국 58 68.9 46.0 73 79.9 67.0 80 84.8 76.1 83 88.1 78.5 75 81.6 68.9

국 54 60.2 47.8 84 87.0 80.0 86 88.2 84.5 89 90.5 87.1 79 82.8 74.1

이탈리아 62 78.6 42.9 75 83.8 65.1 78 85.1 71.8 81 86.2 75.9 65 78.1 51.0

일 본 x(4) x(5) x(6) 73 87.3 59.8 72 93.0 64.6 86 2.8 68.4 76 89.5 62.2

캐나다 63 71.0 53.2 75 80.8 68.7 82 86.7 78.7 83 86.7 79.6 76 81.5 71.3

프랑스 67 75.4 60.0 76 81.8 72.1 85 89.2 82.3 81 85.3 77.9 72 77.7 66.2

핀란드 67 72.5 60.8 75 78.4 71.9 83 83.6 82.5 87 90.4 83.5 75 77.6 73.1

네덜란드 65 81.4 51.9 82 87.5 76.4 84 85.7 81.7 87 88.9 83.8 76 84.0 68.2

멕시코 72 93.5 49.2 a x(2) x(3) 82 92.1 77.3 83 91.5 72.8 68 91.3 47.4

스웨덴 73 79.4 64.6 82 85.4 78.1 85 85.3 84.3 88 88.8 87.9 81 83.9 77.8

포르투갈 81 86.3 74.1 80 82.7 78.1 x(10) x(11) x(12) 86 88.5 85.0 75 81.7 68.3

주: * x(5)의 의미는 자료가 5열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함.

** a는 이 항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해당되지 않음을 의미함.

*** c는 신뢰로운 추정치를 제공하기에는 사례수가 너무 적음.

**** 고등교육은 A유형과 B유형, 전문연구 프로그램으로 구분됨. 

∙B유형 고등교육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단계로서 전문 학, 교육 학, 산업 학, 각종학교(전문 과정/ 학과정), 기술 학

등이 포함됨. 

∙A유형 고등교육은 학문적 성격이 강하고 상급 교육단계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일반 학원 및 학원 학의 석사 과정, 전문 학원 박사과

정이 포함됨. 

∙전문연구 프로그램은 일반 학원 박사과정, 학원 학 박사과정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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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교육투자의 수익률

교육과 수입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투자분석의 관

점을 적용할 수 있다. 개인은 교육을 위해 수업료를 내거

나 이미 얻고 있던 소득을 포기하는 등의 비용을 지불하는

신, 교육을 통한 소득증가분이라는 보상을 얻는다. 교육

을 통한 보상은 내적 수익률로 측정되는데, 내적 수익률은

개인의 교육투자(교육을 받기 위해 소비한 시간과 돈)에

의해 올릴 수 있는 예상 이율을 의미한다. 

2008 EAG에 의하면 후기 중등교육이나 중등후 비고등

교육에 의한 수익률은 남성의 경우 6.1%에서 18.0%이었

고 여성의 경우 1.5%에서 18.5%로 여성의 수익률이 약간

낮았다. 우리나라는 남성 9.7%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낮

았고 여성은 1.5%로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 다. 

고등교육의 내적 수익률은 후기 중등교육이나 중등후

비고등교육의 수익률보다 커서, 남성의 경우 5.1%에서

<표 10> 교육단계별 상 적 임금 비교

(후기중등교육 임금=100) 

구 분
후기중등교육 미만(중학교 이하) 중등후 비고등교육 전체 고등 교육단계(A, B유형, 전문연구)

25~64세 25~34세 55~64세 25~64세 25~34세 55~64세 25~64세 25~34세 55~64세

한 국
남 73 87 71 m m m 127 117 169

(2003)
여 75 126 62 m m m 176 148 206

계 67 100 58 m m m 141 125 181

독 일
남 92 85 90 115 116 155 163 142 178

(2006)
여 83 83 81 117 114 110 153 138 150

계 90 86 93 112 112 127 164 139 185

미 국
남 63 71 62 109 106 106 183 162 172

(2006)
여 63 64 64 112 109 114 170 171 177

계 66 72 65 109 105 110 176 160 180

국
남 75 74 81 m m m 149 141 157

(2006)
여 69 60 68 m m m 177 172 165

계 70 74 69 m m m 159 151 157

이탈리아
남 78 83 71 m m m 188 169 201

(2004)
여 73 70 79 m m m 138 155 162

계 79 81 74 m m m 165 157 194

캐나다
남 78 86 66 107 114 94 140 134 133

(2005)
여 68 82 68 97 106 98 144 157 138

계 77 88 68 106 111 98 138 137 137

프랑스
남 89 93 82 87 91 94 157 135 185

(2006)
여 82 85 75 98 113 53 146 142 167

계 85 93 76 87 97 78 149 133 178

주 1) 중등후 비고등교육은 중등교육이후 고등교육 이전단계로서 비교적 중장기 직업교육과정임. 

우리나라는 해당 없음.

2) 조사 상 국가별 자료수집 년도가 다름.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자료를 기준으로 함.

3) m은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을 의미함.

4) a는 이 항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해당되지 않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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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고 여성은 4.2%에서 23.8%이었다. 후기 중등교

육이나 중등후 비고등교육 단계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여성의 수익률이 동일한 교육수준의 남성 수

익률보다 약간 낮았다. 우리나라는 남성 9.0%, 여성

11.2%로 나타나, 남성보다 여성의 고등교육 수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교육의 내적 수익률이 후기 중등교육과 고

등교육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낮은 표적인 국가이다. 다

만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올라갈수록 내적

수익률이 상 적으로 높아지는 양상을 보 다.

ⅩⅠ. 한국교육의 위상과 좌표

본고에서는 2008 OECD 교육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교

육의 여건과 성과를 진단하 다. 교육여건을 진단하기 위

해 GDP 비 공교육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교사1인당

학생 수, 국∙공립 교원의 급여와 근무시간에 관한 교육지

표를 살펴보았고 교육성과를 평가하고자 후기 중등학교

(고등학교)와 고등교육 이수율,

PISA 과학 학업성취도, 고용률, 교

육단계별 상 적 임금, 수익률에 관

한 교육지표를 검토하 다. 

교육여건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

라 공교육비는 OECD 국가 평균 수

준에 근접한 반면에 공교육비 중 상

당 부분을 민간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 다. 특히 고등교육단계에서는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현저히

높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00년 이후 꾸준히 감

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

보다 많았다. 정부부담 공교육비 증

액 중 일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는데 투자될 필요가 있다. 한국

의 취약한 교육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수 환경(예. 교사의 임금이나 수

업시간)은 국제적 수준에서 양호하

다고평가될수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성과는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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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후기 중등교육 또는 중등후 비고등교육 단계의 개인 내적 수익률

[그림 4] 고등교육 단계의 개인 내적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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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비교해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양적 측

면에서 볼 때 짧은 기간 동안 교육기회가 크게 확 되었

고, 그로 인해 젊은 연령층에서는 후기 중등교육 뿐 아니

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수

준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PISA 학업성취도 결과가

그 표적인 예이다. 다만 2006 PISA 과학 학업성취도 결

과를 볼 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학생의 학력은 우수하지

만 최상위 수준의 학생은 상 적으로 적었고 성취동기나

흥미, 태도 등 정의적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확

인하 다.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교육의 경제적 효과에 관심

을 기울이기 시작하 다. OECD에서 수행한 많은 연구들

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믿음을 확인시켜 주

었다. 예를 들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고용(취업)의 기

회는 더 많아지고 임금은 높아졌으며, 이는 교육의 내적

수익률을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반

적인 경향은 국가나 성별, 교육단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을 통한 수익률은 전

반적으로 떨어지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내적 수익

률이나 상 적 임금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교육지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국가의 교

육을 일견으로(at a glance) 파악하려는 야심찬 시도이다.

더 나아가 한 국가의 교육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OECD 국가들의 교육 여건과 성과를 비교해 평균적인 경

향성을 찾고 자료에 근거한 규칙을 도출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와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올해부터 OECD 교

육지표 사업팀에서는 가치부가모형(value-added model)

을 개발 , 활용하고 있다. 부가가치모형의 목적은 지난 십

여 년 동안 OECD 회원국들로부터 수집한 교육통계를 기

초로 교육체제와 정책이 학교교육 여건과 성과에 미치는

향을 탐색하고 정책적 시시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각 국의 교육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OECD가 표방하는 이상

과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국제화가 일상화되는 요즘, OECD 교육지표는 우리나

라의 교육정책과 제도를 국제적 표준에 맞추어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잣 가 될 수 있다. 이제, 교육 행정가와 전문

가들은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경험적 자료와 정보를 기

초로 한국의 교육정책과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동시

에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진단해 볼 시

점이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고용(취업)의 기회는 더 많아지고

임금은 높아졌으며, 이는 교육의 내적 수익률을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을 통한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떨어지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내적 수익률이나

상 적 임금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roject 
Project 특 별 기 획 2 2008 OECD 교육지표로 본 한국교육의 위상과 좌표



55 Educational Development 교육개발2008 겨울

선진국의지방교육분권화정책 :

지방교육분권화꽃피운스페인

서유럽국가들 중 비교적 늦게 민주주의국가로 출발하 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벨기에, 스위스 등과 함께 지

방자치제도가 가장 잘 발달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스페인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서 현재 진행 중인 교육자율화 및 교육분권화 정책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_ 정연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World Education 세 계 의 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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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정부는 교육부문의 국정과제로 4 분야 26개의 정책프

로그램을 지정하고 그 중의 하나인‘지방자치의 내실화’의

일환으로 2008년 4월 15일 이른바“4.15 학교교육 자율화

조치”를 발표하고 이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학교자율

화조치는 제1단계로 그동안 중앙정부가 행사하던 포괄적

인 장학권을 포기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지침 29개를 즉시

폐지하면서 이를 시∙도교육청 또는 단위학교에서 결정∙

시행토록 하 다. 제2단계와 제3단계는 시∙도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던 조례, 규칙, 지침들을 일괄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화조치는 크게 3가

지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바, 첫째, 지구촌의 거의

모든 나라가 교육거버넌스 개혁에 참여하는 하나의 트렌

드를 형성하고 있다는 로벌 관점, 둘째, 국내적으로도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는 건국이후 정부의 교체와 관계없

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역사적 관점, 셋째, 중앙

으로부터의 배타적 독립을 지향하는 전통적인 분권보다는

중앙과 지방의 협조와 상생을 강조하는 신분권주의(neo-

decentralization) 관점이 그것이다.

이 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서유럽국가들 중 비교적

늦게 민주주의국가로 출발하 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벨기

에, 스위스 등과 함께 지방자치제도가 가장 잘 발달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스페인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것

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교육자율화 및 교육분권

화정책에던져주는시사점을도출해보고자한다.  

Ⅱ. 스페인의 교육분권 개혁

1. 민주화 이전 교육 (프랑코정권) : 1939 - 1975

1939년 스페인의 내전결과 탄생한 프랑코정권은 유럽에

서 가장 중앙집권적인 체제로서, 특히 교육에 관하여 강한

중앙집권주의를 유지하 다. 이 기간 동안 중앙으로부터

정치적으로 통제된 학교교육은 평등주의 보다는 사회적

엘리트주의를 추구하 던 권위주의 정권을 정당화하는 역

할을 부여받았다. 즉, 당시의 교육시스템이 수행한 두 가

지의 주요 기능은 국가주의를 강화시키는 가치를 신세

에게 주입시키는 것과 소수의 사회경제적인 엘리트를 양

성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반 중의 자녀들을 위한 기본

문해력 교육에 하여는 상 적으로 소홀하 고 심지어

상당수의 문맹이 허용되는 체제 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인 교육체제는 1975년 프랑코 장군의 사망으로 전환을

맞게 된다.

2. 전환기의 교육개혁 : 1975 - 1982

프랑코 사후 직위를 승계한 국왕 후안 카를로스 1세는

1978년 권위주의 정부세력과 온건민주세력간의 타협을

통하여 프랑코 체제의 해체를 위한 헌법을 제정하고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개혁을 추진하 다. 

첫째, 권력의 분점을 위한 조치들로서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의회를 창설하고, 50개의 지방을 17개의 자

치공동체로 재구조화하면서, 각 자치지역에서 민주적으로

설치된 단원제 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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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권력분할 및 분권을 추진하고, 둘째, 교육재정 분권에

관한 조치들로, 한편으로 분권조치의 결과로 새로이 늘어

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하여 자치지역에 정액교부금

을 이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유한 지역으로부터 빈곤

한 지역으로 자원을 이전하기 위한 조치로‘지역 간 격차

보상기금’을설립하 다. 셋째, 교육분권에따른17개자치

지역을 아우르는 국가통합교육체제의 유지를 위한 조치들

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느 측도 각자의 권한을 남용

하지 않도록 하는 비교적 독창적인 제도를 도입하 는 바,

그 중의 하나가“최소기준조건(minimum requirement)”

이다. 예컨 , 법률에 의하여 교육부가 모든 학교에서 가르

치는 교과용 자료내용의 55 - 65%를 결정하고, 지역자치

정부로하여금이를준수토록한다는것이다. 

3. 진보정권의 집권과 교육개혁 : 1982 - 1996

1982년 총선에서 펠리페 곤잘레스가 이끄는 사회주의

노동당이 승리함으로써 공화정 수립이후 최초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사회주의 노동당 정부는 집권 14

년 동안 교육분권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3개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첫 번째가 1985년 통과된 '교육권리에 관한

법률'로써 지역 교육분권이라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고

학교민주화를 위하여 스페인 전역의 모든 학교에 학부모,

교사, 직원 등의 표들로 구성된 학교운 위원회를 설치

하도록 의무화하 다. 두 번째 개혁법률은 1990년에 제정

된 '교육체제일반조직에 관한 법률'로써 교육제도의 전면

적인 재구조화와 교육과정의 종합적인 재검토를 추진하

고, 특히 교육과정에 지역특성을 반 하기 위하여 상당 수

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 번째 법안인 1995년의 '교육 참여, 평가 및 지배

에 관한 법률'은 학교단위의 교육분권을 확 , 강화함으로

써 단위학교 수준에서 교육의 질과 형평을 도모하고, 학생

과 학부모가 학교운 에 참여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길을

열어놓았다. 

4. 보수정권의 재집권과 교육개혁 : 1996 - 2004

호세 아스나르가 이끄는 보수 국민당이 승리한 1996년

선거는 교육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교육문제가 큰 이슈

다. 정치적 우파의 교육철학은 효율성, 교사의 전문성, 관

리자를 위한 행정훈련, 연구와 개발, 인문학과 문화적인

유산의 보존 등을 강조하 다. 자유(liberty)와 수월

(excellence)은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중심개념이었다.

자유는 학부모들이 어느 학교에 자기의 자녀를 입학시킬

지를 선택하는 자유를 의미하 다. 선택의 자유와 함께,

학생을 끌기 위한 학교간의 경쟁은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동력이 되었으며, 수준미달의 학교는 스

스로 변화를 하거나 또는 퇴출되었다.  

집권 국민당은 1998년까지 지방분권화를 마무리 짓겠다

고 공개적으로 천명하 고, 지방최고책임자회의를 통하여

교육에 한 책무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하고, 추가적

인 교육경비 충당을 위하여 조세권을 함께 이양하기로 하

다. 이 과정에서 집권 보수 국민당이 우려하 던 것 중

의 하나가‘교육권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으로 권



한이 과도하게 이양된 결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으

로, 즉 전통적으로 자치요구가 강한 카탈리나, 바스크 등

주요 지역에서 우려할 만한 학력저하 현상이 발생한 것이

었다. 따라서 1997년 중앙정부는 교육부칙령을 발표하여,

각 지역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교육용자료를 교육부로 제

출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 다. 

5. 교육분권화와 국가교육통합체제의 구축

스페인 헌법은 국가의 정치적∙행정적 시스템은 반드시

하나의 통합된 교육체제를 유지하되, 각 자치지역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정책우선순위와 교육목표

를 가지고 운 할 수 있도록 하 다. 정부는 17개의 다른

자치지역의 교육체제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6개의 정책프로그램을 운 하 다: 첫째, 전국적으로 통용

되는 학문학위와 전문학위는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도록 한

다. 둘째, 최소한의 정책 가이드라인(최소기준)을 설정하고

각 지역에서 이행토록 한다. 셋째, 중앙감사관이 지역이 중

앙정부의 최소기준정책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감사한다. 넷째, 다양한 지역의 교육의 질을 확인하고, 지

역 간 불평등 여부를 점검하여 보정조치를 취하기 위한 국

가수준의 교육의 질 평가를 실시한다. 다섯째, 교육부장관

이 주재하고 각 지역의 교육수장을 위원으로 하는 교육자

문관 회의를 구성, 운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 학부모, 노

조 표, 학교수, 교회와 평신도 표 등 80명을 구성원

으로 하면서, 의장과 위원의 10%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하

는국가교육자문회의를운 한다는것등이다. 

Ⅲ. 스페인 사례의 교훈 : 특징과 시사점

1. 스페인의 교육제도

스페인은 서유럽 이베리아반도에 위치한 인구 4500만,

남한의 5배에 달하는 국토, 경제규모 세계 8위와 17개의

자치지역으로 구성된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교육에 관한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분담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취학전 교육은 3세까지의 유아원교육과

6세까지의 유치원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초등학교는 무상

의무교육으로 6년 기간이며 각 2년씩 3단계로 되어 있다.

중학교교육도 무상의무교육으로 4년제로 되어 있으며 고

등학교는 2년제로 학진학 또는 직업교육 준비를 위한 단

계이다. 고등교육은 3년제 전문 학과정과 5년제 일반

학(의과 학 6년)으로 되어 있다.

2. 한국 - 스페인의 현 사 : 우연적 유사성

한때 세계사를 주도하 던 무적함 의 나라, 투우, 플라

멩고, 돈키호테, 헤밍웨이의 나라 스페인의 현 사는 굴곡

으로 점철되어 있다. 흥미롭게도 서로 다른 문화적 역사적

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현 사와 많은 유사점이 발

견된다. 우선 각각 1930년 와 40년 에 공화정을 수립한

이래 극도의 좌우 이념 립 기간을 거쳐 마침내 자본주의

와 공산주의간의 전쟁 발발과 반공진 의 승리로 끝난 점,

둘째, 이후 장기간의 군사정권이 존속되었으며, 셋째, 군사

정권 붕괴 후 민주화 이행기과정의 군사정권과 온건민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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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사회적 타협에 의하여 민주주의로 이행한 점, 넷째,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을 주요 국정과제

로 추진하고, 올림픽 개최로 경제강국으로의 도약의 발판

을 마련한 사실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에서 이루어진 교육자치 및 분권정책 등 주요 정책이 보수

정권과 진보정권의 집권과 함께 보여주는 정책의 진화패턴

등은단순한흥미이상의관심거리를제공하고있다. 

3. 스페인 교육분권화 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스페인의 교육자치 및 분권화정책을 개혁동기, 전략, 내

용, 그리고 부작용에 한 보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독특한

특징과 몇 가지 흥미로운 시사점이 발견된다. 

먼저, 분권개혁의 동기 또는 목적 측면에서 볼 때, 일반

적으로 교육분권화는 행정관리의 효율성 제고, 교육재정

난 타개, 교육의 질 개선, 또는 사회갈등 관리 등 정치사회

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스페인의 경우 프랑코 사망 후

독재체제에서 민주정부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분출되

는 참여민주주의에의 욕구와 중앙정부로부터의 분리독립

을 주장하는 지역정부의 요구에 응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과 절 권력의 공백상태에서 야기될 수 있는 사회갈

등 관리가 주요 동기로 작용하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권개혁을 통하여 이룬 성공적인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

갈등 관리는 종종‘스페인의 기적’이라고도 평가된다.  

둘째, 추진전략 측면에서 보면, 전국 50개 주를 17개 지

역으로 광역화하는 한편, 분권정책의 공감 형성을 위하

여 전국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며, 교육분권 개혁정책

을 3개 핵심법률로 법제화함으로써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 고, 또한 분

권화지역의 인적, 제도적 인프라 구비 정도에 따라 속진트

랙(fast-track)과 지진트랙(slow-track)으로 나누어 추진

하는 등의 전략으로 개혁정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

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셋째, 분권화 내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교육분권의 효과

적인 추진을 위한 물적 토 인 재정권을 이양하는 외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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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특수성을 교육에 반 하기 위한 교육과정 편성권 이

양, 지방분권의 정착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많은 인적자원

이 지방으로 이동하 다. 이는 교육분권화의 핵심 역인

재정, 교육과정과 인사관리에 관한 권한이 지역으로 이전

하 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넷째, 관련 보정책 측면에서 볼 때도 국가교육의 정체성

위기, 자치지역의 현저한 학력저하 현상 등 교육분권화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의 극복을 위한 전국단위의 교육질

평가기관의 설치 및 평가 실시, 최소기준 이행의 감사 등

의 정책은 중앙과 지방의 상생을 추구하는 신분권주의

(neo-decentralization)의 실질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스페인의 스토리는 흔히 학교자율화

또는 교육분권화 정책의 성공조건이라고 일컬어지는 공감

형 성 (consensus building), 점 진 적 접 근

(incremental), 차등적 접근(asymmetrical), 줄탁동기적

접근(synchronical) 등 전략적 기술적인 조건들을 충족시

키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Ⅳ. 맺는 말

일반적으로 지적되듯이, 정치경제적, 역사적, 문화적 배

경이 다른 나라의 특정 정책의 사례를 분석할 때는 상국

가의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접근성

의 한계, 문화적 차이에 의한 해석의 불완전성 또는 오류

가능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스페인의 사례는 개혁동기, 추진

전략, 개혁내용, 관련 보정책 등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

고 있는 학교자율화 및 교육분권화 정책과 관련, 적지 않

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심도 있는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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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덴마크‘자유학교’:

“프리스콜레”와“에프터스콜레”에 하여

1860년 말에 이르러 프리스콜레 운동은 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학부모들은 지역의 공립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스스로 학교를 세웠다. 그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신에 집에서 가르쳤으며, 만일

스스로 할 수 없으면 힘을 합쳐서 가르쳤다. 학부모들은 후견인이나 교육전문가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다만

필요할 경우 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_ 송순재 감리교신학 학교 교수

ssj1887@mt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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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말문을 열며

몇 년 전 인연이 닿아 덴마크 교육의 이모저모를 살펴보

게 되었다. 왜 덴마크 는가 하면 우리나라 교육을 미권

과의 협소한 관계를 넘어서 나름 로 풍부한 교육적 전통

을 발전시켜 온 서양의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

히 사회공동체적 시각에서 훌륭한 교육제도를 운 하고

있는 북유럽 여러 나라들이 보여주는 폭 넓은 환경 속에서

생각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덴마크는 근 교육의 전개양상을 볼 때 몇 가지 점에서

놀랍다. 첫째는 아주 이른 시기에 즉, 이미 1814년에 7-14

세 아동들에 한 의무교육 제도가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 국가적 제도와는 별도로“자

유학교”들이 1800년 중엽에 이미 태동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명백히 오늘날“ 안학교”의 선

구적 형태라 할 수 있다. 셋째는 그러한 시도들이 다양한

유형으로 또 상당히 커다란 규모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또한 오늘날까지 그 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성장해 왔다

는 점이다. 이는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

다. 이런 역사적 전제 속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다양한

자유학교들의 주요 유형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

다. 1-9/10학년 아이들을 위한 자유국민학교인“프리스콜

레(friskole)”, 8-10학년 청소년을 위한 (혹은 14-18세 청

소년을 위한) 자유중등학교인 “에프터스콜레

(efterskole)”, 18세 이상 청년과 성인을 상으로 한 시민

학인“폴케회어스콜레(folkehojskole)”. 

이 세 가지 유형의 학교들은 오늘날 덴마크 자유교육의

역사적 기원과 그 전개상황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표

적 사례들이자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가장 향력 있

는 자유학교들이다. 이 특이한 현상은 성직자로서 탁월한

문인이자 음악가이자 정치가이기도 했던 프레데릭 세베린

그룬트비(N.F.S. Grundtvig, 1783-1872)와 실천적 사상

가이자 교육자인 크리스텐 콜(Christen Mikkelsen Kold,

1816-1870)이라는 두 사상가로부터 유래한다. 이 자리에

서는 프리스콜레와 에프터스콜레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 

Ⅱ. 프리스콜레에 하여

자유학교 형태로 처음 세워진 것은‘농민학교(peasant

school)’혹은‘청년을 위한 농민 학(peasant high

school)’이었다. 프리스콜레, 즉‘어린이 자유학교(free

schools for children)’는 이 맥락에서 이후에 세워졌다.

- 그 사상과 실천의 기초자들이 바로 그룬트비와 콜이다.

1860년 말에 이르러 프리스콜레 운동은 적으로 확

산되기 시작했다. 학부모들은 지역의 공립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스스로 학교를 세웠다. 그들은 아이들을 학교

에 보내는 신에 집에서 가르쳤으며, 만일 스스로 할 수

없으면 힘을 합쳐서 가르쳤다. 학부모들은 후견인이나 교

World Education 세 계 의 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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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전문가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다만 필요할 경우 교사

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 특히 1950년 에 접어들어 확

정된 상황에 따르면 덴마크의 학령기 아동들은 교육에 있

어 다양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즉 1953년 7월

5일 제정된 학교법 제 76조에 따르면, “학령기에 있는 모

든 아동은 공립국민학교(folkeskole)에서 무상으로 수업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부모와 교육에 한 권리를 가

진 사람들은 국민학교 교육 내용에 상응하는 수업을 스스

로 시킬 수 있는 한, 공립국민학교에 보내야 할 의무가 없

다.”이는 덴마크가 수업에 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

을 뜻하는 것으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학교교육 의

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어떤

아이나 학부모든 만일 공립학교 수업을 받지 않는다면 다

음 두 가지 중 어느 한 편을 택하는 셈이 된다. 가정에서

수업하는 경우, 지역교육청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에 해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다만 학년말 핵심교과인

덴마크어와 수학과 추후 어 교과 능력에 해서만 학업

성취도가 어떠한지 감독한다. 학업성취도는 공립학교 성

적 평균 수준 정도면 인정된다. 덴마크 전역에서 단지 100

여 개의 가정만이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경우는“학교로

부터의 자유(skolerfrihed)”에 의한 교육으로 지칭된다. 

근본적으로 덴마크 사립학교는 이 가정교육 형태에 해

당한다. 사립학교는 학부모 학교이다. 사립학교들은 세계

관과 교육학적 식견에서 공통적인 기반을 가지는 학부모

들에 의해 운 되며, 이 학부모 조직은 학교운 위원회나

총회를 통해서 교사와 교장의 채용 및 해임에 한 권한을

행사한다. 여기에는 아주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 공교육제

도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사립학교는 학생 개개인

에 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학비를 청구한

다. 이중 일부는 학부모가, 일부는 국가가 부담한다( 부

분은 국가가 부담 - 략 75%-80% 정도). 사립학교법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들도 배려하고 있다. 안학

교에 관심이 있는 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

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국가

는 학부모들이 누려야 할“공교육제도부터의 자유”를 공적

으로 보장하고 있다. 

1. 초창기 프리스콜레의 특징 - 역사적, 교육학적

견지에서

초창기 프리스콜레의 성격은 역사적 견지와 교육학적 견

지에서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볼 수 있다. 먼저 역사적 견지

에서는 다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종교적 차원에서

프리스콜레는 덴마크 국교의 신앙양태를 개혁하고 갱신하

려는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둘째, 국민적 차원에서

는 독일문화권과 구별된 북유럽민족이라는 연 구조 속에

서 덴마크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강력하게 반

되어 있었다. 셋째, 사회적 차원에서는 당시 국민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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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농민의 자유로운 삶을 고양시키고

지원하려는 것이었다. 넷째, 정치적 차원에서는 절 왕정

의 잔재를 청산하고 옛 정치구조적 패러다임을 넘어서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여기서 농민 스스로 능동적으로 정치

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반 자에 해 관용적 태도

를가지는것을원칙으로삼는‘정당’이설립되었다. 

교육학적 견지에서는 내용상 다음 다섯 가지 특징을 들

수 있다. 첫째, 모국어를 강조했다. 둘째, 죽은 언어와 죽

은 책의 지식에 항했다. 그런 뜻에서 반주지주의적 성격

을 표방했다. 셋째, 종교를 학교교과로 하는 것을 반 했

다. 종교는 집에서 가르쳐야 할 과제로 이해했다. 넷째, 종

교를 지식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삶에 관철시켜야 할 문제

로 이해했으며 이런 뜻에서 학교의 내적 성격 역시 종교적

으로 관철시키고자 했다. 다섯째, 학교 수업의 기조를 덴

마크 역사를 바탕으로 민족적 성격을 강조하는 형태로 만

들어내고자 했다.  

교육방법으로는 다음 여섯 가지 특징을 짚어낼 수 있다.

첫째, 암기와 벼락공부를 비판했다. 둘째, 체벌을 반 했

다. 셋째, 어린이에게 적합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수

업을 모색했다. 넷째, 문자보다는 구술에 의한, 즉 말해진

언어(이야기, 강의, 동화, 화, 노래)에 해 커다란 의미

를 부여했다. 다섯째, 읽기 수업에 있어서는 동기부여에

우선권을 두었다. 여섯째,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능동적 역

할을 촉진하고자 했다. 

이상의 특징을 살펴볼 때 초기의 프리스콜레는 교육내용

상으로는 부분적으로 보수적 성격도 함축하고 동시에 민족

주의적이었지만, 방법적으로는 놀라우리만치 현 적이며

시 를 앞서 간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자유학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히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부분적으로 외부

적 향속에서새로운전개양상을보이기시작했다. 

2. 현 적 프리스콜레의 특징

20세기에 들어 지난 1930년 설립된 수많은 사립학교

들은 상당한 수준에서‘개혁교육학’적 단초를 함축하고 있

다. 현 적프리스콜레의특징을간추려보면다음과같다. 

World Education 세 계 의 교 육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업매체와 교재를 써서, 어떤 교육과

정으로 공부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자유학교의 의사에 달렸

고 또 국가는 여기에 해 아무런 물음도 제기하지 않는다.

현재 200여개 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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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 전 유치원 교육을 받은 후 만 7세가 되면 입학할 수

있다(6세의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음). 1학

년에서 9학년을 포괄하는 구조로, 통합교육을 하되 보통

성취도에 따라 수준별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9학년을 마친

후에는 3년간의 김나지움 과정으로 넘어가게 된다. 경우에

따라(자유의사에 따라) 10학년까지 다닐 수도 있다. 낙제

는 없다.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들에게 추천적 성격을 갖는

다. 공립학교의 경우 7학년부터 성적을 매기는데 비해 여

기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방식을 따라 평가한다. 교과서

허가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9학년 말이 되면(경우에 따라

10학년 말에) 교육부가 시행하는 졸업시험을 치른다. 핵심

교과인 덴마크어, 수학, 어 그리고 선택과목에 한하여

시험이 부과된다. 시험은 지필 고사와 구술고사로 이루어

진다. 이는 핵심교과 역에서 기본 능력과 기본 지식을 습

득했는지를 국가가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최종

단계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업매체와 교재를 써서,

어떤 교육과정으로 공부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자유학교의

의사에 달렸고 또 국가는 여기에 해 아무런 물음도 제기

하지 않는다. 현재 200여개 학교가 있다.  

Ⅲ. 에프터스콜레

에프터스콜레는 옛 시민 학 모형에서 유래한 중등교육

단계의 자유학교이다. 시민 학은 일종의 기숙형 성인교

육기관으로, 국민 중, 특히 농촌 청소년들을 18세기 중

엽 민주적 정치체제를 향해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던 덴마

크 사회를 배경으로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역에서 귀

족 문화에 맞서 하나의 떳떳한 권리를 가진‘참여적 시민’

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그룬트비는

이 학교를 하나의 미래적 환상을 가지고 그려냈다. 그는

형식교육이나 직업훈련 보다는‘생활의 계몽’이라는 주제

에 초점을 맞추었다. 가르침은“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시

와 역사적 이야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는

유럽의 식자층 언어인 라틴어보다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서 사용하는 구어를 중시했는데, 그는 이를“살아있는 말”

이라 불 다. 아울러 실제생활에서 필요한 실제적 안목과

지식 그리고 기예에 한 학습을 중시했다. 오늘날 덴마크

에서 찾아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문화적 민주주

의는 바로 이 시민 학 덕분이라고들 한다. 

시민 학의 최초로 중요한 두 가지 형태는 그룬트비 사

상에 기초하여 1844년 로딩이 설립한 학교와 1851년 콜

이 설립한 학교이다. 이후 현실적으로 호소력을 가지고 오

늘날까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후자이다. 콜은 그룬

트비의 환상에 고취되어, 그러나 이를 자신의 관점으로 창

조적으로 재구조화 해냈다. 그룬트비가 성인교육을 생각

했다면, 콜은 농촌 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생각했다. 그가

뤼스링에에 세운 최초의 학교는 농촌 청소년을 위한“농민

학교” 다. 이 학교는 발전 과정에서 자유중등학교인‘에



프터스콜레’와‘자유시민 학’으로 분화되었다. 

오늘날 덴마크에서 에프터스콜레는 고전적 모형을 바탕

으로 다양하게 분화∙발전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인격과

개성의 창조적 발현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이런 점에서

특히 체육, 음악, 연극, 자연 및 생태에 초점을 맞춘 학교,

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정규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독서 장애, 학습부진, 지적으로 열등한 경

우 등으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려는 학교 등을 꼽

아 볼 수 있다. 에프터스콜레들 중에는 현장에 바탕을 둔

관련 최신 과학이나, 혹은 완전학습법이나 다중지능 이론

등을 사용하여 탁월한 성공을 거둔 학교들도 있다고 한다.

이런 구조는 보통 전통적 공립학교에서는 기 하기 어려

운 것이다.  

에프터스콜레들은 교육과정상 자유를 누리고 또 단일한

교육과정 체제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개개 학교들 마다

학과목 구조, 교수, 교수법 등에 있어 서로 구별되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그 내용과 방식은 학교가 어떤 노선을 취

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보통 둘이나 그 이상의 계

열을 바탕으로 운 한다. 예컨 초기 모형을 제시했던 그

룬트비와 콜식의 학교는 일반교육과 계몽이라는 노선을

견지하되, 폭넓게 창조적 교과를 운 한다. “체육 에프터

스콜레”는 신체교육을 강조하기는 하나 그룬트비 사상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매우“고전적”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학교는 교실수업 보다는 다양한 워크숍과 현장연구에 치

중한다. 또 어떤 학교는 몇 개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운

한다. 여기서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기간에 따라 공부할

주제를 논의하여 결정한다. 

청소년들은 공립학교를 다니는 신 여기서 1-2년 정도

의 재학 기간을 선택하여 다닐 수 있다. 에프터스콜레에서

공부한 것은 모두 국가에서 인정받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졸업시험자격을 취득하는데 하등 문제가 없다고 한다. 

Ⅳ. 마치는 생각

하나의 정형화된 틀을 따라 오로지 위를 향한 상승운동

만이 존재하는 곳, 이곳이 바로 우리들 학교의 현실이다.

이 구조 안에서는 자기의 성향이 무엇인지 여유롭게 생각

할 틈도 없고, 지쳐서 낙오하거나 병들게 된 학생들을 위

한 배려 같은 것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프리스콜레와

에프터스콜레를 살펴보면서 혹시 이 같은 시도들이 우리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지평 혹은 돌파구를 위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 해 보았다. 우리 청소년

들이 짊어졌어야 하는 수고와 아픔에 해서 그간 우리들

기성세 가 전전긍긍할 뿐 속 시원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까닭은 우리들‘속에서’우리들‘사고를’결박하고 있는

‘옛 패러다임’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어떤 다양한 착상과

어떤 참신한 실험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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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와교육그리고기부

초 석

_ 류근철 KAIST 초빙특훈교수∙모스크바 국립공 교수1)

“자녀들이 물질 이전에 정신적인 축복을 받

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내가 지난 9월 7일 KAIST에 기부한

부동산의 등기서류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한 말

이다. 나는 지난 8월 14일 KAIST에 내가 가진

부동산 3물건을 기부하기로 약정식을 하고, 이

날 등기서류를 다 넘겨주었다.

부끄럽게도 내가 기부한 금액이 578억으로

국내 개인기부액중 최고금액이라고 한다. 본의

아니게 나의 기부소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기

부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고 단한

일을 한 것처럼 질문을 받는다. 부끄러운 나의

기록을 깨는 제2, 제3의 기부자가 나오기를 바

라는 마음으로 이 을 쓴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은 그 큰 금

액을 왜 기부했냐는 것과 왜 KAIST에 기부하

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1926년 천안시 동면에서 태어났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1919년 3월 1일 천안 아우

내장터에서 시위를 주도하다 붙잡혀 일경에게

고문을 당한 후,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해지

셨다. 당시 가족이 당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어머니는 고문후유증으로 내내 고생하셨

다. 어린 시절이지만 아들이라는 책임 때문이

었는지 당시 노심초사했던 마음은 아직도 잊혀

지지 않는다. 

말할 수 없이 가난했지만, 내 어머니는 남을

위할 줄 아는 분이셨다. 거지들이 밥을 달라고

오면, 당신이굶으시더라고끼니를내어주실정

도로다른사람을배려하는분이셨다. 거지들에

게밥을갖다주는심부름은늘내몫이었다. 그

때부터 은연중에‘내가 자라면 가진 것으로 남

을 도와주고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살아야지’

라고 배운 것 같다. 그 때 그 어머니의 마음, 내

가 품었던 마음이 수십 년이 지나 2008년

KAIST를 만남으로 제 로 실현되었다. 그 마

음을품도록가르쳐주신어머니께감사드린다.

가진 것이 없어도 꿈은 크게 가지라고 했던

가. 일본군에 쫓겨 다니며 초등학교도 제 때 입

1) 류근철 박사는 얼마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사재 578억원을 선뜻 내놓아 세상을 놀라게 했다. 우리나라 개인

기부사상 최고액인데다 과학인재를 키우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기부여서 그 뜻이 더욱 빛을 발했다. 한의학박사 세계 1호

로 한의원을 운 해 인술을 베풀어 크게 성공한 류 박사는 인생승자에 머물지 않고 몸소 의로운 삶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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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하지 못하고 11살에야 선생님께 통사정 후

입학 허가를 받아, 정말 열심히 공부하 다. 어

릴 때부터 나는 가슴에‘工(공)’자 배지를 만들

어 달고 다닐 정도로 공학박사가 되고 싶었다.

버려진 깡통, 고철 등을 주워 무엇을 그리 열심

히 만들었던지...  결국 이 꿈은 한의학자로 수

십 년을 살다가 1996년 70세의 나이에 모스크

바 국립공 에서 의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이루고 말았다. KAIST에서 초빙특훈교수(연

구업적이나 학교기여도가 뛰어난 교수에게 주

는 직함)로 여생을 봉사하게 되어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내 꿈은 계속되고 있다.

사람들은 내가 아무 연고가 없는 KAIST에

왜 기부를 했는지 궁금해 한다. KAIST는 국립

학도 아니고 사립 학도 아닌 우리나라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 인재들을 교육하는 정부출연

학이다. KAIST를 방문하 을 때 캠퍼스 규

모와 연구시설에도 놀랐지만 캠퍼스 외부에 학

생들이 보이지 않는데 놀랐다. 그러다, 한 학생

을 만나게 되었는데 캠퍼스에서 밤새워 연구에

몰두하다 나온 수수한 모습에‘아! 여기에 우

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가 있구나. KAIST야

말로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성장동

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학교구나’라고 생각했

다. 젊은 사람들 연애에 비유하면, 이 날

KAIST를 방문하면서 KAIST와 사랑에 빠졌

고, 연애가 시작되었다. 실제로 난 그날 이후

KAIST 생각만 하면 설레어 잠 못 이룬 밤도

여러 번 있었다.

KAIST에 기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부한

부동산을 어디에 사용할지에 해 KAIST와

허심탄회하게 의논했다. 마침 KAIST는 행정

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에 KAIST 세종캠퍼스

설립을 추진 중이었다. 서 문에 있는 빌딩은

팔아 KAIST 세종캠퍼스 부지매입 금으로 활

용하고, 종로에 있는 아파트는 KAIST 게스트

하우스로 사용하기로 했다. 경북 양군에 있

는 임야는 내가 당초 매입당시부터 학수련부

지로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과학기술 유

공자를 위한 기념공원과 KAIST 인재수련시설

로 활용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열쇠는

과학기술 발전이라고 확신한다. KAIST야말로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최고의 인재들이 배출되

는 산실이다. 이곳에서 선진국 진입에 애를 먹

고 있는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성장동력을 다시

창출해낼 인재들이 나올 것이고, 장차 노벨상

을 탈 과학자도 나올 것이다. 

KAIST에 부동산의 모든 권리를 넘긴 후, 오

히려 두 발 뻗고 편한 심정으로 자고 있다.

KAIST에 연구실이 완공 되는 로‘우주인건

강관리센터’와‘인재건강관리센터’에서 우주

인건강과 KAIST 학생, 교직원들의 건강을 돌

보며 계속 KAIST에서 봉사하고자 한다.

KAIST와의 연애에도 더 단단히 빠져 KAIST

의 발전을 위해 1000억원을 모금하는데 발 벗

고 나설 작정이다.

사실 나는 KAIST에 기부하기 전에 천안 동

면천동초등학교에작은기부를해왔다. 천동초

등학교는 천안시 70여개 초등학교 중 제일 오



69 Educational Development 교육개발2008 겨울

큰
금
액
이
든

작
은

금
액
이
든

기
부
를

시
작
해
보
라
. 
그
러
면

그
기
쁨
은

행
복

그
자
체

이
다
. 
이
제

나
도

여
기
서

끝
나
지

않
고

여
생
을

K
A
IS
T
와

결
혼
하

다
생
각
하
고

K
A
IS
T
의

발
전
을

위
한

기
부
금
을

모
으
는
데

온
힘
을

쏟
을

것
이
다
. 

지에 있는 학교로,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아이

들도 여럿 있고, 도시의 좋은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 다. 이 곳에 다목적 체육관, 골프

연습장, 시계탑 등의 시설을 기증해 아이들이

좋은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 아

이들이 체육관에서 농악 연습을 하고 전국

회에서수상도여러차례하여천동초등학교아

이들을생각하면흐뭇한마음을금할수없다.

이 을 읽고 있는 당신은 지금 부자가 되고

싶은가? 사람들은 내게 그 돈을 다 어떻게 모

았는지 궁금해 한다. 나는‘저축하시오’라고

흔히 듣는 답을 한다. 내 말은 첫째 인간관계

를 저축하라, 둘째 건강을 저축하라, 그러면 돈

이 따라 온다는 뜻이다. 나는 마흔 살 이전까지

는 연구실에서 연구만 하다 돈을 모으지 못하

다. 셋방을 살며 고생하 고, 동지섣달에 주

인집에게 쫓겨나 집을 구하러 다닌 설움도 겪

었다. 일단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은행에 예금

하고, 일단 예금한 돈은 찾지 않고 나중에 보람

있게 쓰고자 늘 염두에 두었다. 

지금도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돈을 쓰지 않

는다. 남 문시장에서 산 오천 원짜리 셔츠, 만

원짜리 바지를 입고 다녀도 사람들은 내가 무

슨 명품을 사 입고 다닌 듯 테가 난다고 한다.

아마 아직도 꿈을 키우며 살고, 마음이 누구 못

지 않은 부자이기 때문이리라. 젊은 시절 하루

에 한두 끼 먹으며 굶을 때에도 감사하며 굶었

다. 위장병으로 고통스러워 먹지 못하는 환자

의 심정을 내가 겪음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

는 한의사가 되리라 생각하 다. 젊음이란 고

통도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시기이다.

혹 당신은 부자인가? 재산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기부를 권하고 싶다. 기부를 한다

고 해서 재산을 날려 버리는 것이 아니다. 돈에

는 귀신이 붙어 있어서 쓰일 만한 곳에 쓰이지

않으면 화를 불러일으킨다. 엄청난 돈을 가지

고 있다가도 올바르게 쓰지 못하고 비참한 말

년을 보내는 사람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개

인 주머니에 있는 돈이 개인에게 가면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음식으로 끝이겠지만, 사회와 나

라, 후학들을 위하여 쓰여 지면 그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원한 것이 된다. 돈이 비전이

있는 교육기관에 시집을 가면 훌륭한 아들, 딸

을 키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 아들, 딸들

이 우리나라 백년 후를 짊어지고 갈 것이다.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기부를 시작해보

라. 그러면 그 기쁨은 행복 그 자체이다. 이제

나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생을 KAIST와 결

혼하 다 생각하고 KAIST의 발전을 위한 기

부금을 모으는데 온 힘을 쏟을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기부문화를 발전시키는

데도 일조하고 싶다. 우리 민족은 오래 전부터

품앗이, 두레 등 조직적인 자선과 기부활동의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있다. 기부가 일부 가진

자들의 특권인 양 생각하는 풍토부터 바꾸고,

작은 기부든 큰 기부든 우리나라의 백년 후를

생각하며 교육계에 기부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은 것이 지금도 계속되는 나의 꿈

이자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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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전문성이 적절히 발휘되려면 교원의 자율성은 필수불가결의 조건이 된다. 그리고 자율

성 행사의 결과에 하여는 책무성이 수반되는 것이다.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높아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에 따라 책무성에 한 요구가 높아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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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전문성제고와

책무성강화

Ⅰ. 전문성과 책무성

교원의 전문성은 교원이 하는 일 즉「교육활동」이 다른 일과 다른 특수성을 가

지기 때문에, 교원은 독자적인 이론과 기술을 구비하고 우수한 업무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교원의 책무성은 교원이 수행한「교육활동」에 해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논의할 때, 또 하나의 중요

한 개념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교원의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그것이다. 교원의

자율성은 교원이 전문직 종사자로서「교육활동」을 해나가는 데 외부의 부당한 간

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고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교원의 전문성이 적절히 발휘되려면 교원의 자율성은 필수불가결의 조건이 된

다. 그리고 자율성 행사의 결과에 하여는 책무성이 수반되는 것이다. 교원의 전

문성과 자율성이 높아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에 따라 책무성에 한

요구가 높아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

성을 적절히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교육현장에서는 커다란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_ 이윤식 인천 학교 교수

yunsik0@inche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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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교육에 있어서 교원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는 말과 같이, 교원의 질은 교육의 질과 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발휘하도록 하는 방안은 크게 ①「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②「가르치는 일에 전

념∙만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2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①「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교원양성의 충실화, 교원자격제도 및 교원임용

제도의 합리화, 교원연수의 충실화 등의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②「가르치는 일에 전념∙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으로는 교원근무조건의 개선, 교원인사관리의 합리

화, 교원처우와 복지의 증진 등의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필자는 제한된 지면관계상 이에 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고자 한다. 이미 그러한 논의

는 수없이 진행되어 왔다. 여기서는 교원들 스스로가 자신의 전문성과 책무성에 하여 보

다 높은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생각을 적어보고자 한다.

Ⅲ. 교사는 학생들의 혼을 살 찌우는 밥

교원들 스스로 자신의 교육활동의 중요성에 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 바라는 마음

이다. 필자는“교사는 학생들의 혼을 살 찌우는 밥이다!”라고 생각한다. 헬렌 켈러(Helen

Adams Keller)는 생후 19개월 때 열병에 걸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는 삼

중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 6세 때 그녀는 당시 22세인 앤 설리번(Anne Mansfield

Sulivan)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 앤 설리번 선생님은 헬렌 켈러에게 단 하나 남아있는 인

식의 창구인 촉각을 통해서 암흑에 갇혀 있는 그녀의 혼을 향해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

다. 헬렌 켈러는「물」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

고, 이후 점차 암흑의 세계에서 밝은 세계로 나오게 된다. 후에 헬렌 켈러는 장애인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복음을 전해 주는 위 한 사랑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앤 설리번 선생님 자신도 고통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8살 때 어머

니가 죽고, 알콜중독자인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으며, 10살 때 하나뿐인 남동생과 함께 복지

시설에 수용되었고, 여기서 남동생이 죽게 된다. 눈병이 악화되어 실명하 고, 두 번 자살

을 기도하 다. 정서불안 증세로 인해,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을 때, 회복불능이란 판결이

내려졌고, 그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한 나이 많은 간호사가 매일 과자를 들고 찾아와 위로해 주며, 아무런 반응이 없

는 그녀를 위해 6개월 동안 한결같이 사랑을 쏟았다. 그때부터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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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웃음을 되찾게 되었다. 그 후 앤 설리번은 맹아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한 신문사의 도움

으로 개안 수술을 받았다. 맹아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다가,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가 된

것이다.

필라델피아 템플 학이 헬렌 켈러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할 때, 앤 설리번에게도 박사학

위를 수여하 다. 어느 학위보다도 고귀한 학위 다. 앤 설리반 선생님은 일생을 마치는 날

까지 48년간이란 긴 세월을 헬렌 켈러를 돌보며 살았다.

앤 설리반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 헬렌 켈러는“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온

세계 장애인들에게 전파하는 위 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헬렌 켈러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자신의 삶을 가치 있

게 해준 앤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

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자신의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고 하 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로 선생님이 관련되는 2가지 사건이 생각난다. 1994년 추석 기간

에, “돈 많은 자를 저주한다”면서 잔인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5명을 연쇄살인하고 인육을

먹기까지한「지존파」라는범죄조직이체포되어, 분노와경악을금치못했던일이있었다.

지존파의 두목인 김기환이라는 청년은 초등학교 때 전교 수석을 하 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전교 148명 중 5등을 할 정도로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3살 때 아버지를 여의

고 홀어머니와 2남 1녀가 힘겹게 살아야 했던 농촌의 불우한 가정 출신이었다. 그는 재판과

정에서“우등생이면서도 돈이 없어 미술도구를 준비하지 못해 선생님으로부터 늘 매를 맞

았다”고 진술하면서, 어린 시절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쓰라린 마음의 상처를 드러냈다

(94.10.19 2차 공판 최후진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와 조직원들은 강도

살인죄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1996년 5월 14일 동아일보에「빌딩 주인된 35년전 소녀가장 스승찾아 보은의 차 선물」이

라는 기사가 실렸다. 당시 48세된 심순희라는 주부가 초등학교 시절, 병든 부모님과 세 동

생을 혼자 보살펴야 하는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 있던 자신에게 도시락도 나눠주고, 중학

교 진학 등록금과 입학금까지 마련해 주며, 삶의 의지를 북돋워 주신 선생님을 수소문하여

찾아 온 것이다. 제자가 선물한 뉴-프린스 승용차 운전석에 당시 인천 송월초등학교 교장

인 조춘자 선생님이 앉아 있고, 제자가 차에 기 어 서있는 아름다운 사진이 함께 실렸다.

비슷하게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었던 두 학생이었는데, 그들이 가슴 속에 담고 있는 선생

님에 한 이미지는 가히「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다. 그들의 인생이 불행과 행복의 양

극단으로 향해 가는 데,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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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학생의 혼을 살찌우게 하는 밥이다!”식사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

해 보자. 부부가 함께 밥을 먹다가 남편이 돌을 씹었다. 화난 얼굴로 부인을 쳐다보는 남편

에게“밥통에 하고많은 쌀 중에 돌이 하나 들어 있는데...그럴 수도 있지! 뭘 인상을 쓰는

가?”라고 말하는 부인이 있을까? 모든 부인들이 당황하면서 돌이 들어가 있는 것에 하여

미안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밥에는 순수하게

100% 쌀만 있기를 기 하기 때문이다. 단 하나의 돌도 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 단 하나의

돌이라도 씹는 사람의 치아를 크게 다치거나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다.

교사도 학생의 혼에 지 한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가 아닐까? 자신의 자녀

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만나는 모든 교사가 100% 좋은 교사이기를

기 하고 있는 것이다.

앤 설리번 선생님의 경우나 조춘자 선생님의 경우는 그를 만난 학생의 혼을 풍성하게

한 좋은 밥이었음에 틀림없다. 가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은 과연“학

생들의 혼을 살찌우는 좋은 밥인가?”자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Ⅳ. ‘권리로서의 연수’와‘책무로서의 연수’

“학생들의 혼을 살찌우는 좋은 밥”이 되기 위해서 교원은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

하여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연수

에 참여하기 바란다. 

연수에 하여 교원들이 가질 수 있는 인식은 크게 ①「권리로서의 연수」, ②「책무로서

의 연수」2가지가 있을 수 있다. 「권리로서의 연수」인식은 연수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교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교원의 자유의사가 우선되는 것이요, 연수를 받는다

면 이에 따른 비용 지급 혹은 반 급부(예: 출장비, 연수비, 호봉승급 등)나 우 조치를 교

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생각을 의미한다. 연수를 안 받는다고 해서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는데 어떠한 불이익(자격 정지, 계약 해지, 인사상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없다

는 인식이다.

「책무로서의 연수」인식은 연수는 교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교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

고 맡은 바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책무라는 것이다. 만약

연수를 안 받는다면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다.

미국의 경우, 부분의 주에서 소정의 연수를 받지 않으면, 교원 자격이 갱신되지 않거

나, 계약 기간이 갱신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의 경우도, 1980년 후반 이후

교원 연수가 교원의 권리인 동시에 책무로 인식되어 임용 계약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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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의 경우도, 초등 교사는 3년에 한 번씩 재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도, 초

임 교사에 하여 1년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연수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고,「지도력 부족

교원」을 교직에서 격리하여 연수를 실시하며, 경력 교사에 하여 10년 경력 후 자질 향상

을 위하여 연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책무로서의 연수」인식과 관련되

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1982년에 선포된「사도헌장」과「사도강령」에서 뿐만 아니

라, 2005년에 선포된「교직윤리헌장」에서도“우리는 교육자의 품성과 언행이 학생의 인격

형성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윤리적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윤리

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의 다짐」에서도“나는 수

업이 교사의 최우선 본분임을 명심하고, 질 높은 수업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다.”

“나는 교육전문가로서 확고한 교육관과 교직에 한 긍지를 갖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한

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윤리적인 관점에서, 교원연수가「책무로서의 연수」로 인식되어야

함을 시사 하는 내용들이다. 

법률적으로는 교육기본법 제14조에“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도 교원연수가「책무로서의 연

수」로 인식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윤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는, 교원연수가 교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맡은 바 직무를 적

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책무인 것을 시사하지만, 실제 우리 교원들이 교원

연수에 하여 가지는 생각은「권리로서의 연수」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교직경력 3년 이

상 경과시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은 이후(1호봉 승급의 인사상 우 조치), 의무적으로 받

아야 할 연수는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후 교감 승진의 의사가 있는 교원의 경우에

는 승진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소정의 연수를 자발적으로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교

원의경우에는, 전혀연수를받지않는다해도교원으로서신분유지에아무런문제가없다.

아무쪼록 교원들이「권리로서의 연수」와「책무로서의 연수」간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

고, 교원으로서전문적성장을위해책임의식을가지고교원연수에임하려는자율적인노력

이 요구된다. 교원들의 노력과 정부의 교원연수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때

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을것이다.

Ⅴ. 교사의 자기평가

교사 자신의 전문성과 책무성에 한 인식을 높인다는 점에서, 필자는 교사들이 스스로

자신의 교육활동을 평가해 보는 활동을 권장한다. 교사가 스스로 자기를 평가해 보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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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가지가 있을 수 있다. ① 스스로 교사평가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자신의 교육활동을

평가∙분석하여 자기반성∙자기발전의 자료로 삼는 방법, ② 자신의 수업이나 특별활동지

도, 생활지도, 그리고 학급경 등에 관련하여 학생들과의 면담이나 학생을 상으로 한 설

문조사를 통하여 자기반성∙자기발전의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자기평가에서 교사들은 그들 자신이 자료를 수집하고, 자신의 교수 활동에 하여 스스

로 평가한다. 평가자는 자신의 장점이나 단점에 한 판단을 기록할 수도 있고, 체크리스트

에 반응함으로써 자신을 평가할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이 만든 자료나 자신의 활동을 담은

비디오테이프 같은 기록물의 분석을 통해서 자신을 평가할 수도 있다. 교사 자신이 자기 발

전을 위한 정보를 찾아내려고 할 때 자기평가가 크게 도움이 된다.

교사의 자기평가가 왜 중요한가에 하여 Airasian & Gullickson(1997)이 제시한 8가

지 이유는 유의할 만하다. ① 자기평가는 전문직 종사자의 책무이다. ② 자기평가는 교사의

전문적 성장과 교사의 학급 혹은 학교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③ 자기평가는 학교조직

의 변화가 교사 자신의 변화와 교육실천의 변화로 초래되는 것이지, 상의하달식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인정한다. ④ 자기평가는 교사 자신의 교육실천에 한 입지를 높여준다.

⑤ 자기평가는 교사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스스로 알게 한다. ⑥ 자기평가는 지속적으로 교

사발달을 촉진하고, 교육활동에 관한 고정된 관념이나 활동을 변화시킨다. ⑦ 자기평가는

교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며, 교사의 사기와 동기를 고양시킬 수 있다. ⑧ 자기평가는 동료

교사들간에 상호작용과 교수활동에 관한 화를 촉진한다.

필자는 교사들에게 연수 혹은 강의를 하는 기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곤 한다.

첫째, 현재 근무교의 동료교사 중 나의 자녀의 담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교사

는 ① 누구이며, ② 전체 교사 몇 명 중 몇 명 정도이며, ③ 그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현재 근무교의 동료교사 중 나의 자녀의 담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교사는 ① 누구이며, ② 전체 교사 몇 명 중 몇 명 정도이며, ③ 그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동료교사들이 나를 ① 자기 자녀의 담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교사로 볼 것인가?

② 자기 자녀의 담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교사로 볼 것인가?

교사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자녀를 교사에게 맡긴 학부모의 입장에서 동료교

사들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제기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들이다.

수집된 교사들의 반응을 정리하여 본 결과,“자신의 자녀의 담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보는 동료교사는 근무교 교사 전체의 28% 정도,“자신의 자녀의 담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

겠다”고 보는 동료교사는 근무교 교사 전체의 9% 정도로 나타났다. 자기 자신에 하여는

64%가 담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교사로 볼 것이며, 5.5%가 담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는 교사로 볼 것이라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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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이유로 제시된 상위 10가지는 이유는‘자상(따뜻한

성품)하다’(17.6%), ‘학습지도를 철저하게 한다’(10.6%),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한다’

(7.0%), ‘아이들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한다’(6.3%), ‘본인의 업무수행에 충실하다’

(5.6%), ‘아이들을 존중(배려)하고 격려한다’(5.6%), ‘항상 활기있고 밝은 모습을 지녔다’

(5.6%), ‘생활지도에 충실하다’(5.6%), ‘교사로서 적당한 카리스마를 지녔다’(5.0%), ‘아

이들을 편애하지 않는다’(5.0%) 등이었다.

담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제시된 상위 10가지 이유는‘권위적이고 독단적

이다’(15.9%), ‘아이들에게 심한 체벌을 한다’(8.7%), ‘교사로서의 자질과 신념이 부족하

다’(7.1%), ‘언어사용이 부적절하다’(7.1%), ‘본인의 개인 잡무로 인하여 학급 일을 소홀히

한다’(7.1%), ‘아이들을 편애한다’(7.1%), ‘본인의 승진에 지나친 신경을 쏟는다’(4.8%),

‘아이들에게 자상하지 않다’(4.8%), ‘감정의 조절이 되지 않는다’(4.0%), ‘출장이 잦다’

(4.0%) 등이었다.

교사가 가끔 자신도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위에서 제시된 질문을

중심으로 하여, 교사 자신과 동료교사들을 돌아보면서, 바람직한 모습의 교사가 되기 위하

여 스스로 노력하고, 동료교사들을 격려하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Ⅵ. 학생은‘교사의 거울’

교사들은 교육전문가, 수업전문가라고 한다. 학생들은 교육전문가, 수업전문가라고 하는

교사가 자신의 교육활동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다.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교육

활동, 수업활동을 지켜보는 학생들은 교사들의 장점과 단점에 하여 나름 로 의미있는

판단을 하고 있다. 비록 그 판단이 미숙하고 주관적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사는 그들

의 눈높이에서 그러한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자신의 교육활동, 수업

활동에 반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미 학에서는 교수에 한 강의평가가 일반화되어 있다. 평가결과는 인사에도 반 된

다. 그러나 인사반 여부를 떠나서, 교수가 자신의 강의 내용, 강의 방법 및 진행 과정, 강

의 태도 및 스타일 등을 개선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교사들도 스스로 자기발

전을 위하여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을 상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는 선생님이 되도록 권유

하고 싶다.

교사 자신이 자기의 수업활동이나 교육활동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평가문

항을 10-15개 정도 수집하여 평가설문지를 만들어 본다. 그리고 1년에 1-2번 정도, 한 학

급 정도의 학생들을 상으로, 무기명으로 평가를 받아본다. 이때 ①“선생님의 좋은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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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적어보세요!”②“선생님의 고쳐야 할 점에 하여 적어보세요!”③“선생님에게 하

고 싶은 말이나 부탁이 있으면 적어 보세요!”등의 자유진술 문항을 포함한 설문지도 동시

에 제공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적어보도록 한다. 

나태해지려는 자신을 돌아보고,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문성을 키워가는 교

사,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오랫동안 기억되고 존경받는 훌륭한 교사가 되는 데 매우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다.

Ⅶ. 교직사회의 자정노력

교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종이 아니다. 교직은 전문직이다. 교직의 전문성은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엄격한 자격기준, 장기간에 걸친 교육과 훈련,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개념이다. 교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스스로 부단한

자기연찬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교원이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교원으로서 당연한 책무이다. 교직에 종사하는 전체 기간 동안 부

단히자기개발∙자기발전을위하여노력할것이요구된다.

교사들 스스로 교직의 권위와 사회적 위신을 지키려는 자정(自淨)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교직사회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것은 그 원인의 일단이 교사들에게도 있다는 것에

해 겸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교직사회에는 전체 교사들의 교권과 위신을 손상시키

는 일부 동료 교사들이 있지 않는가!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을 때, 돌 보다 쌀이 많으니까

괜찮다고 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가! 비록 극히 소수의 돌이 밥에 썩여 있어도 온갖

신경을 쓰면서 돌을 찾아내야 한다. 교직사회의 권위와 위신은 우선적으로 교사들 스스로

가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능력 있고 성실한 교사는 우 받고 계속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직사회가 되어야 한다. 반 로 무능하고 교사로서의 품위를 지키

지 못하며, 전체 교직사회에 누를 끼치는 교사는 동료 교사들의 눈총이 따가워서라도 근신

할 수밖에 없는 교직사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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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Ⅰ. 교육분권화와 지방교육자치 추진계

획에 따른 지역경쟁력 강화방안

새 정부 출범과‘실용의 시 ’를 맞이하여 교육분권화는

중앙과 지방이 조화와 협력을 이룰 때 국가 전체의 발전동

력을 확보할 수 있고, 지방의 강화된 자치역량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교육수요자에게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교과부’)에서 지난 4월 15일 발표

한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은 학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차원의 통일성 보다

는 지방의 자율성과 다양성, 효율성 추구에 중점을 두고 있

다. 특히 시∙도교육청에 초∙중등교육 업무를 이양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역과 학교

의 특성에 맞는 자율∙책임경 을 촉진하고 있다. 이는 학

교경 의 효율성과 교육력 제고로 이어져 공교육에 한

신뢰회복과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되며, 진정한 의미

의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 주도의 교육에서 지방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토 가 될 학교자율화는 환 할 만한 일이나, 급격한 전환

보다는 교육계 내부의 의견수렴과 합의과정을 거쳐 일련의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학교교육 현장에 자율과 창의

및 경쟁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감의 권한을 일선학교로

넘겨 학교장이 소신 있는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자율

∙책임경 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는 지역의 특수

성을 반 한 차별화된 학교운 을 통하여 교육경쟁력을 높

임으로써 인재를 육성해 나가야 한다.

Ⅱ. 제주교육의 비전과 전략-제주교육

중∙장기발전계획(안)

1. 계획수립∙추진배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제

주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안)인‘제주교육의 비전과 전

략’을 수립 중이다. 이는 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제적 인재 양성의 필요와 민선교육

감시 개막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의 실현, 교육복지기반

교 육 자 의 눈

지방교육자치와

지역경쟁력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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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을 주요 국정과제로 하는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변화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처할 수 있는 장기

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두되었기 때

문이다.

2. 제주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안)의 주요 목차와

추진전략

계획의 1항은 제주교육 발전계획 수립 배경을, 2항의 제

주교육 발전방향에는 미션과 비전, 추진방향을, 3항에는

정책과제별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5개의 과

제, 18개의 중과제를 중심으로 제주교육의 특수성을 살리

고 미래사회의 전망을 예측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담아

낼 계획이다.

제주교육의 비전과 전략은 이 계획이 계획으로서만 머물

지 않도록 확고한 추진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재정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특

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사회적 요구,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반 하기 위해‘미션과 비전’은 전국 단위 공모를 실

시하 으며, 시안이 마련되면 도민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미래사회에 비한 제주교육의 발전방향과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교육정책에 한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임으

로써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일관된 교육정책 의 추

진으로 공교육에 한 신뢰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Ⅲ.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

도교육청의 추진전략 및 지자체와

교육청의 연계방안

1.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제주도교육청의 추진전략

가. 제주형 자율학교 운 으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교

육경쟁력

제주형 자율학교는 특별법에 의한 교육과정 편성∙운

(국어, 도덕, 사회 교과 제외), 국∙내외 교과서 사용 및 자

율권 보장,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 , 학생 선발

및 수업 연한 등 학교 운 의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지자체와 공동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서 학교별로 2억원씩(교육청 1억, 지자체 1억) 지원하고 있

다. 시범운 결과를 토 로 일반화하게 되면 국제자유도

시의 모델학교로서 공교육 내실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나. 제주도교육청만의 프로젝트‘ 어교육 활성화’정책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와 더불어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

고,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제주도교

육청만의 프로젝트로서 어교육 활성화 정책이 있다. 다

른 시∙도와는 차별화된 교육정책으로 2008년에 초등학교

1, 2학년도 어시간 1시간을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

에 배정하여 놀이와 게임 중심으로 어에 친숙함과 자신

감을 갖도록 하고 있다.

2009년에는 1시간, 2010년에는 2시간의 어교과 시간

을 배정하고, 3~6학년은 올해 1시간, 2010년에는 2시간을

추가 배정하여 지도하는 한편, 중등학교도 어교과 평가

방식을 듣기, 말하기 문항을 확 하여 기존 방식과 달리 의

사소통능력 향상에 더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있다.

다. 섬까지 찾아가는 독서∙논술학교 운

다른 교육청에서도 독서∙논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

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주도교육

청만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초∙중∙고교 1학급씩「톡톡

튀는 독서 논술학교」를 교육청이 상설 운 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이 행사는 섬 지역 학

생들에게까지 골고루 교육의 혜택을 주고자 서귀포, 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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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우도 지역 등을 찾아가며 열 예정이다.

이 외에 책 읽는 제주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책들의

겨울 소풍>을 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제주학교도서

관지원센터>를 구축, 운 하면서 독서교육의 저변 확 를

위해 힘 쓰고 있다.

라. 과학마인드 확산을 위한 과학∙정보교육의 생활화

과학의 생활화를 통한 과학마인드 확산을 위해 과학∙

정보교육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과학발명큰잔치>,

<제주해변과학캠프>를 개최해 과학탐사, 생태탐험, 천체

관측, 해양활동 등 과학관련 탐구활동과 다양한 체험행사

를 통해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또한 ICT 활용의 생활화를 위해 인터넷 주제 탐구 발표

회, 컴퓨터 활용능력 급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e-메일

보내는 날, 화방을 이용한 정기적인 독서 자유토론회를

열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 및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학부모정보감시단을 운 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연계방안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사업들 중에는 지방

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 사업들이 있다. 우수인재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차원에서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일선학교들에 매년 70~8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 밖에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 친환경 우리농산

물 학교급식 지원에 매년 32억원, 제주형 자율학교 운 9

억원,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 지원 6억원, 농어촌 방과후학

교 및 보육교실 프로그램 운 5억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

역 지원 1억원, 배움터 지킴이와 원양실습비 지원에 1억원

등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협조

를 받고 있다.

Ⅳ. 제주 어교육도시조성으로동북아의

교육허브 기

2006년 12월 당시 재경부에서‘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 책’의 일환으로‘제주 어교육도시 조성계획’을 처

음 발표했다. 그 배경으로 2006년 현재 초∙중∙고 유학

연수생이 연간 4만5천명 이상이었고, 유학∙연수 수지 적

자는 45억달러 규모로 증가했다. 또한 입시∙취업준비를

위한 어 사교육비가 연간 15조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국

제적인 어경쟁력은 낮은 수준이며, 해외유학∙어학연수

수요와 어 사교육도 계속 급증 추세에 있었다.

이러한 때에 어능력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차원의 어교육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히

두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사전 조사∙연구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의 일정 지역에

어전용 초∙중∙고 설립을 중심으로 고품질∙저비용의

교 육 자 의 눈

정부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사전 조사∙연구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의 일정 지역에 어전용 초∙중∙고 설립을 중심으로

고품질∙저비용의 어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과 생활을 모두

어로 할 수 있는 정주형 어교육도시 조성을 계획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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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과 생활을 모두

어로 할 수 있는 정주형 어교육도시 조성을 계획하게 되

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정읍 일 약 385만㎡의

어교육도시 조성 부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분 무상

제공하고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여 도시를 개발하고 있다.

제주 어교육도시의 전체적인 개발 및 조성은 국토해양부

가 계획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사업시행

자로서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개발계획과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개발 부지에 한 환경 향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09년 초 웅 한 첫 삽을 뜰 것으로

기 하고 있다.

1. 제주 어교육도시 내 12개 학교 설립∙운

제주 어교육도시 내에는 상급학교 진학 연계성 및 전

국 교육수요자의 진학 희망시기를 반 하여 정규학교인

어전용 국제학교로서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5개교, 고

등학교 3개교 등 총 12개 학교가 설립∙운 될 계획이다.

그 중 부분의 학교들은 사립학교로 설립∙운 될 예정

이다.

국제학교가 정규학교로 운 되는 신 단기 어학연수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년 코스 어교육 프로그램 등도

운 될 예정이다. 12개 학교 가운데 1단계 시범학교로

초∙중∙고 각 1개교씩을 2011년 개교 목표로 설립을 추진

하고 있다.

우선 시범학교 3개교 중 2개교는 사립학교를 유치할 예

정이다. 1개의 국제초∙중학교는 중앙 정부에서 설립비를

지원하여 공립으로 설립한 후, 운 을 전국 최초로 민간위

탁방식으로 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며 법적 근

거도 마련 중이다.

2. 학교운 의 자율성 최 한 보장

제주 어교육도시 내에 설립∙운 되는 국제학교는 교

육과정에서부터 학교의 자율성을 최 한 보장할 수 있도

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교육과정은 국내 학

력 인정이 보장되도록 국어, 사회는 필수 이수 교과로 하

고 이 외는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내외에서 출판된 교과서 사용이 가능하며 학년

제, 수업연한, 수업일수 등도 학교장에게 학교운 의 자율

권을 최 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며, 자격기준이나 보수 등에서

도 우 하여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질 높은 교육이 이루

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외국학생들도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에 따른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원어민 교사 비자발급

상 확 등의 조치도 이루어 질 것이다. 국내외 학생들이

제주 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국

제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적극 노력

하고 있다.

3. 국내외 유수 사립학교 유치활동 전개

1단계 시범학교의 성공적 유치가 제주 어교육도시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신념으로 명성 있는 사립학교를 우선

유치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시행자인 JDC 등과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 유명학교 유치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외 현

지 방문 및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63개 유치 상 학교

에 서한을 발송하 으며 그 결과 국의 유명 사립여학교

인 NLCS(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관계자가

10월 15일 어교육도시 현장 방문 및 관계자와 협의를 가

졌다. 또한 국내 유수 학교 유치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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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 어교육 연구학교’로 지정

여기저기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 아이들이 손을 들며 저마다 내뱉

는 말들, 자세히 들어보니 저마다 어로 한마디씩 외치고 있다. 경남

김해부곡초등학교의 어수업 장면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마냥 놀

이터에서 뛰어 노는 것이 어울릴 법한 1학년 아이들. 아이들은 놀이터

가 아닌 교실에서 어로 놀고 있었다. 이 날은 1학년 5반 아이들의

어수업, 담임 이 순 선생님과 원어민 Micheal J. Winter씨와 함

께 각자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인지 율동과 어울려 노래를 부른다. 다

양한 색깔의 옷을 입은 아이들이 일렬로 서서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한

다. “I like blue”, “I like purple”노래에 맞춰 색깔 옷을 입은 아이

가 한발자욱씩 나와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외친다. 노래가 끝나자

나머지 아이들은 다음 차례에 자기가 하겠다며“I can do it”을 저마

다 외친다.

이 순 선생님은“아이들에게 어를 공부로 인식시키는 것이 아니

라 어에 한 저항감을 없애고 친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I can do it!”
‘비트’에서 놀아요

경남김해부곡초등학교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은 아이들이 일렬로 서

서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한다. “I like blue”,

“I like purple”노래에 맞춰 색깔 옷을 입은

아이가 한발자욱씩 나와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을 외친다. 노래가 끝나자 나머지 아이들은 다

음 차례에 자기가 하겠다며“I can do it”을

저마다 외친다.

_ 김용훈 경남일보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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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놀이로서아이들이 어에 한자신감을갖게하는것이교육의목표다”고말했다.

경남 김해부곡초등학교는 어 공교육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5월 교육과학기술부 '초등

1,2학년 어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받았다. 어교육에 산 관심이 커지면서 조기교육, 해외 어

학연수 등 사교육 의존도도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어 사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

교육 주도의 어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노재원 교장은“현재의 초등학교

어교과는 3∙4학년 주당 1시간, 5∙6학년 주당 2시간으로 편성돼 있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의

어교육에 한 관심과 불안으로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1∙2학년때부터

어에 친해질 수 있도록 학습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어교육의 효율적인 운 방안이 필요하다

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부곡초등학교가‘초등 1,2학년 어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된 이후, 교사들은 어교육 환경조

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다. 단순히 고학년의 어 프로그램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아닌 저학

년에 맞는 교육과정과 시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전국 각지의 어

마을을 견학하고 부곡초등학교의 실정에 맞는 어체험실을 구축했다. 이름하여‘BEAT’,

‘Boogok English Activity Town’의 약자로서‘치다’, ‘두드리다’, ‘날개짓하다’의 의미로 생

활 중심의 어학습을 통해 어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딛고 힘차게 날개짓하는 공간이기를 바라

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2. ‘비트’안에서 놀기

비트의 공간은 아이들에게 어에 한 흥미를 북돋우게 하기 위해 놀이와 학습의 경계를 허

물어버린 느낌이다. BEAT는 별관 2층 교실 2칸과 복도 공간을 활용해 생활 역별 코너와 어

도서실∙학습실을 갖추었다. 교실 뒤편 환경판을 이용해 학급활동 중에 자연스럽게 어에 노

출되도록 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어에 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어환경코

너를 마련했다. 내용은 ' 어와 놀아요'(놀이활동 소개), ' 어와 친해져요'( 어권 문화소개), ‘

어는 재밌어요’(알파멧 안내 및 작품게시), 그 외 학년별 재량으로 창의성을 발휘해 학년 특성에

맞는 어교실 환경을 조성했다.

생활 역별 코너는 4개 역(Society Zone, Home zone, School zone, Play Zone)과 각

역에 마켓, 도서관, 거실의 공간을 꾸며 가게놀이, 병원놀이, 시장놀이, 요리만들기 등 19개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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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역은 파랑(사회생활), 보라(가정생활), 노랑(학교생활), 연두(놀

이생활) 등의 색깔로 구분해 아이들에게 친근감 있게 구성됐다.

BEAT에 설치된 각종 비품 및 학습 기자재는 아동들의 실생활 중심으로 선정했고 놀이

자료가 특히 눈에 띈다. 놀이활동 자료로 어 낱말 카드를 비롯해 윷판놀이, 논놀이, 월차

트 등은 아이들에게 신나고 즐거운 놀잇감이자 학습자료이다. 아이들은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도 자유롭게 들어와 스스로 학습과 놀이를 할 수 있다.

임신희 연구부장은“비트의 수업은 놀이중심 어학습에 따라 학습지도 요소별로 수업

을 전개한다.”며“연간 지도계획 및 교수∙학습 과정안에 따라 매 차시별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의욕을 높이며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놀이 중심의 교수∙학습법을

구안했다”고 말했다. 게임지도, 챈트지도, 노래지도, 역할놀이 지도는 아이들에게 어에

한 부담감을 줄이고 어의 구조와 의미를 공부로서가 아니라 체험으로 체화시킬 수 있

도록 했다. 특히 가면 등을 이용한 역할놀이 지도는 다양한 상황을 설정해 실제상황에서처

럼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어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자료들도 교사들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흔적이 역력하

다. 어 교과서와 학습자료, 교사용 지도서는 교사들이 손수 제작해 아이들에게 어에

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고, 기초적인 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

다. 이 교재들은 경남 어연구학교 협의회를 구성, 공동으로 교재를 개발해 전문성을 높

다. 경남 어연구학교 협의회를 통해 초등 어교육 연구학교 추진에서 선행되어야 할 교

재개발 부분을 공동 추진하면서 교재개발의 방향과 기준을 정하여 교재의 체제를 구상하고

내용을 선정∙심의해 교과서와 지도서를 제작했다.

3. ‘비트’의 활용도 극 화

부곡초등학교는 BEAT를 활용한 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운 하고 있다.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난 오후시간에 BEAT를 개방해 활용도를 극 화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어

회화능력을 공인 받은 어교육활동 강사를 공개 채용해 방과 후에 1~2학년을 상으로

학급당 20명 정원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시범운 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정원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수업료는 매월 1학년 20,000원(주2회), 2학년 30,000원(주3회)으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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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사설학원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한 가격이다. 학부모 윤민선씨는“BEAT는 웬만한

학원시설보다 훨씬 우수한 시설이며 질 높은 어수업을 받을 수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호

응을 받고 있다”며“아이가 BEAT에서 수업을 받은 뒤로 어에 한 자신감을 부쩍 보인다.”고

흐뭇해했다. 

지난 3월 BEAT를 활용한 방과 후 어회화반 개설 후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현재

100여명이 순번을 기다리고 있을 정도다. 지난해는 1,2학년 각 2개 반씩 약 89명의 학생들이

BEAT에서 어 방과후 교육을 실시했고 올해는 1학년의 경우 선착순 50명 모집에 당일 신청이

마감돼 1학년 A1, A2, B1, B2반으로, 2학년 A, B 반으로 정원을 늘려 운 하게 됐다. 현재 프로

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1학년 187명 중 87명(46.5%), 2학년 198명 중 73명(36.8%)이 참여

하고 있으며 매년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남조 교감 선생님은“현재 1~2학년을 상으로

운 되는 방과후 어교육활동을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 운 하여 BEAT를 학생, 학부모

나아가 지역민에게 개방하여 그 활용도를 최 화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해부곡초등학교의 BEAT라는 작은 마을은 이제 꿈틀꿈틀 거리며 더 넓은 세계로 비상을 꿈

꾸고 있다. 아이들의“I can do it!”이라는 외침이 메아리치며, 김해부곡초등학교의 어교육은

하루하루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중이다. 

아이들의“I can do it!”이라는

외침이 메아리치며,

김해부곡초등학교의 어교육은

하루하루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중이다.

I can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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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방송통신고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학교가 경기도

의정부시에 문을 열었다. 

의정부의 신흥명문 호원고에 둥지를 튼 호원 부설 방송고는 경기북

부지역 최초의 방송고인 동시에, 지난 16년 동안 감소추세에 있던 전

국의 방송통신고 숫자를‘상승 반전’시킨 학교다. 

방송통신고는 지난 1974년 서울∙부산의 11개 공립부설학교가 동

시 개교하면서 태동했다. 방송고의 역사에서 최 호황기는 지난

1987~1991년 4년간이었다. 전국 26개 시 50개 학교(학생수 4만

8000명)로 최 를 기록한 이래, 이듬해(1992년)부터 경기침체의 여

파 등으로 학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6년 전부터는 39개로 고정

됐다. 호원 방송고는 16년 만에 처음 증가한, ‘40번째 방송고’다. 

호원 방송고를 보면 방송고의 현재와 미래가 보인다. 4년 전 도입

한 사이버교육의 성과, 끈끈한 사제간의 정 등 긍정적인 측면에 반해,

수요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학교 수,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 등 보완

해 나가야 할 문제도 많다. 호원 방송고의 24시를 들여다봤다.

현 장 르 포

16년 만의 탄생, 의정부 호원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의정부호원고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_ 선정민 조선일보 기자

sunny@chosun.com 

의정부의 신흥명문 호원고에 둥지를 튼 호원 부

속 방송고는 경기북부 지역 최초의 방송고인 동

시에, 지난 16년 동안 감소 추세에 있던 전국의

방송통신고 숫자를‘상승 반전’시킨 학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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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카∙삼촌∙할아버지모두 모인‘가족 학교’

경기도 양주시에서 크레인 기사로 일하는 이홍렬(36)씨는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제

일 먼저 컴퓨터 앞에 앉는다. 

인터넷 강의를 통해 국어∙ 어∙수학과 사회∙과학 과목을 공부하고, 카페에 들어가 동창들

이 남긴 사연을 읽다 보면 12시를 훌쩍 넘기기 일쑤다. 고3시절 가정문제로 방황하다 자퇴했다

는 이씨는 방송고의 매력으로‘가족 같은 분위기’를 꼽았다. 이씨는“일반고는 형제∙자매 관계

이지만 방송고는 조카∙삼촌∙할아버지∙손주 뻘이 모두 모여 관계가 훨씬 폭 넓다”며“인생경

험, 사회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호원 방송고에는 5개 학급 179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고양∙의정부∙남양주 등 경기

북부뿐 아니라 강원도 철원과 서울 상계동에서도 왔다. 최연소는 15살, 최고령은 66살로

30~40 가 전체의 3분의 2에 달한다. 시장 상인부터 건축업자, 자동차 업사원, 미용사, 전업

주부까지 직업도 다양하다. 한 자치단체 의원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다.

방송고의 특징인 원격수업의 장점은 이 곳에서도 나타난다. 가정이 있는 주부와 직장인들에

게는 가장 큰 혜택이다. 남양주시 별내면에 사는 전업주부 송혜경(49)씨는 1학년 3반 반장을 맡

았다. 살림하고 남는 자투리시간이 그녀에겐 더없이 즐거운 순간이다. 출석수업이 2주마다 한

번씩 일요일에 있다. 나들이 가는 가벼운 기분으로 집을 나선다고 했다. 송씨는“인터넷수업이

없었다면 방송고 입학은 꿈도 꾸지 못했을 일”이라며“라디오교육에 비해 실제 강의실에 앉아있

는 것처럼 집중이 잘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강의라고 만만치는 않다. 고등학교 수업에 준해 매주 29~30시간, 연간 240일 인터넷

수업을 들어야 한다.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결석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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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3주 일요일은 출석수업이 있는 날. 호원고 5층의 5개 일반고 교실은‘어른학생’

들의 수다로 떠들썩해진다. 주부학생들이 여분의 도시락을 들고 와 큰 통에 쏟는다. 비빔밥

을 만들어 교실 전체가 나눠 먹는다.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10 학생들을 위한 배려다.

체육 회에는‘60 학생’들이 아들∙며느리∙손자까지 모두 데려와 한바탕 축제를 벌인

다. 산악회, 난타동아리, 공부동아리와 댄스∙컴퓨터 동아리 등을 통해 취미생활을 공유하

는 것도 쏠쏠한 재미다.

사제간의 끈끈한 정은 방송고의 빼 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 스승의 날을 앞둔 지난 5월초

일요일 호원고 교실은 때아닌 울음바다가 됐다고 한다. ‘스승의 은혜는~’을 부르는 목에

서 주부들이 하나 둘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했

다. 연령이 높다 보니, 수업을 마치고 교사와 학생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

야기를 하는 자리도 종종 생긴다. 하지만‘사제간의 예의’는 철저히 지킨다는 게 학생들의

설명이다. 

예전 세 인 학생들은 텃밭에서 기른 과일이며 쌈채소를 싸들고와 선생님에 한 작은

정을 표현한다. 장만덕(47∙과학) 교무부장은 출석수업을 며칠 앞두고 학생들에게 전체 문

자 메시지를 보내 수업출석을 독려한다. 이 날은 수십 통의 '답 문자'로 인해 장 교사의 휴

전화기가 분주해 지는 날이다.

장 교사는“교육현장에서 사제간 정이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지만 이 곳은 정반 ”라며

“방송고 활동을 통해 교사로서의 보람을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2. 2만5000원 수당에 휴일 반납, 방송고 교사들의 이중고

호원고 내에 방송고가 생기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 2000년 개교한 호원고는

의정부의 신흥 명문. 지난 2006년 방송고 설립 상으로 선정됐지만 학부모들이 반 하고

나섰다. 학교이미지가나빠지고교사들의업무과중으로수업의질이떨어진다는이유 다.

장만덕 교무부장과 고현덕 학생부장 등 방송고 담당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을 1 1로 찾

아 다니며 설득했다. 결국 학교운 위원회에 3번 상정되는‘삼고초려’끝에 설립안이 통과

됐다. 

올 상반기 기준 전국 방송고는 40개 학교 393개 학급. 1만4255명의 학생과, 1379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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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있다. 방송고 졸업생의 43%는 학을 진학한다. 학비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11분의 1

에서 13분의 1수준으로, 학력은 일반계 고등학교와 동등하게 인정된다. 

방송고 수요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005년 기준 경기북부지역의 잠재

적 수요자(고등학교 학력 미취득자) 수는 17만3390명. 

이에 따라 경기도지역 방송고는 학급수를 계속 늘려 나가는 반면, 지방은 미달되는 사례가 늘

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올 입학생 수가 작년 비 15.9% 증가했고, 서울에는 학생수가

800~900명에 달하는 방송고가 생겨나고 있다. 

반면 지방에서는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학생 수가 빠지는 현상이 계속돼 강원도의 경우 작년

비 입학생이 10.8% 감소했다. 

이 같은 수급 불균형에도 방송고 추가 설립은 항상 정책 우선순위의 맨 끝자리쯤에 위치해 왔

다. 16년 만에 새로 설립된 호원고가 이 같은 상황을 반증한다. 

방송고를설립하는데드는예산은1억5000만원~2억원가량. 교사수당, 활동비와전기세∙난

방비등시설유지비를포함한것으로, 일반학교를설립하는데드는비용보다는훨씬저렴하다.

그러나 방송고 추가 설립은 일반인의 인식부족과 각급 시∙도 교육청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번번이 무산돼 왔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방송고의 특성상 정부의 교육아젠다에서 사각

지 에 위치해 번번이 후 순위로 리고 있다”며“시∙도 교육청 역시 생색나지 않는 방송고를

굳이 떠맡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게다가 매년 3월만 되면 방송고 담당 교사들이 절반가량 교체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방

송고 교사는 일반고 수업과 방송고 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 중간∙기말고사

를 별도로 출제, 채점해야 하고 부장교사의 경우 학생관리의 부담이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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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마다 한 번씩 일요일에 진행되는 출석수업의 교사 수당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개

2~3만원 수준. 평일 보충학습수당에도 못 미친다. 부장교사의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일반고 수

업을 5시간 가량 줄여 줄 수 있지만, 인력문제 등으로 인해 부분 학교에서 1~2시간 줄이는데

그치거나, 방송고 교사들이 혜택을 자진반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수 년 전부터 방송고 담당 교사에 한 승진 가산점 부여를 추진하고 있지

만, 각 시∙도 교육청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방송고 설립학교에

교사정원을 1명 가량 늘려 주기도 하지만, 이 마저도 지역별로 들쑥날쑥 한데다 방송고 담당교

사와 교과가 다른 과목의 정원이 늘어나는 등 주먹구구식이다. 

‘방송중학교’설립도 시급한 문제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중학생 졸업자가 몇 십년 뒤

에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초등학교 졸업생들에게는 검정고시가 커

다란 벽일 것”이라며“교육 소외계층을 위해 방송중학교가 꼭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3. “배움의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경기불황이 겹친 겨울의 초입. 11월 초 두번째 중간고사를 마쳤다는 호원고 학생들은 미래의

꿈을 지렛 삼아 책과 씨름하느라 매서운 계절의 한파에 움츠러들 시간조차 없어 보 다. 방송

고를 떠받드는 건 학생들의 향학열과, 그들을 이끄는 교사들의 사명감이다. 장만덕 교무부장은

“방송고 업무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학생들을 통해 얻는 보람에 비하면 단점은 미미하

다”며“3년 뒤 이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방송고에 있고 싶다”고 말했다.

호원 방송고는 내년 초‘2기’학생 2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경기침체로 인해 학생 수가 줄

어들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방송고 교무실은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호원고는 담당교사뿐 아니

라 학생들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학생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호원고 허광구 교장은“호원 방송고는 초기설립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지금은 학교의 빼

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가 됐다”며“배움의 열망을 가진 분들을 위해 호원 방송고의 문은 항상 열

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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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정신장애 병원학교:

국립서울병원‘참다울학교’

국립서울병원참다울학교

_ 서혜정 한국교육신문 기자

hjkara@kfta.or.kr 

초등학교 3학년 김지우(9∙가명)양은 수업시간마다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교실 안을 돌아다닌다. 수업내용에도 거의 집중하지 못

한다. 이유 없이 수업시간에 짝에게 딴죽을 걸어 귀찮게 하거나 반 친

구들을 자주 괴롭힌다. 지우의 케이스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ADHD). 담임교사의 돌봄이나 친구들의 배려만으로 저절로 지우가

학교생활에 적응하기를 기 하는 건 무리라는 판단에 지우가 찾은 곳

이 바로 이 곳, 국립서울병원의 참다울학교다. 지우는 오전에는 다니

던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참다울학교에서 집중력을 높이

고, 충동조절능력을 키우는 치료수업을 받고 있다. 

열 살 정동수군(가명)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걸핏하

면 친구들을 때리고 도무지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다. 하지만 동수의

어머니는 동수의 행동을 외동아이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돌발적이

고 튀는 성격 탓이라고만 여기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초등

학교 2학년에 올라갔을 때, 학교로부터‘부모호출’이 왔다. 학교에

가보니 동수가 쓰던 교과서는 갈기갈기 찢겨 있고, 책상은 온통 빨간

색 크레파스로 칠해져 있었다. 동수는 항상 흥분한 상태 고, 화가

지우의 케이스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ADHD). 담임교사의 돌봄이나 친구들의 배려

만으로 저절로 지우가 학교생활에 적응하기를

기 하는 건 무리라는 판단에 지우가 찾은 곳

이 바로 이 곳, 국립서울병원의 참다울학교다.

지우는 오전에는 다니던 학교에서 수업을 받

고, 오후에는 참다울학교에서 집중력을 높이

고, 충동조절능력을 키우는 치료수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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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하면 주위를 난잡하게 해놓는다는 것이었다. 놀란 어머니가 부랴부랴 수소문해 찾은 국립

서울병원에서‘반항성 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동수는 1년간 참다울학교에서 교과수업과

치료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10월21일 오후 2시. 음악치료 수업시간. 지우와 동수를 포함한 10여명 초등부 학생들이 음악

치료 자원봉사자인 조수연 씨(숙명여 음악치료 학원)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집중력과 사회성을 키우는 훈련을 받고 있다. 조씨의 옆에는 기타, 피아노, 북, 봉고, 마라카스,

심벌즈, 피리, 징 등 다양한 악기들이 놓여 있고, 조씨는 이를 이용해 즉흥적인 연주와 노래를 하

며 아이들을 치료한다. 이 학교 초등부 노경아 교사와 고우리 자원봉사자는 아이들 주위를 떠나

지 않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김봉자 교수(숙명여 음악치료 학원)는 그 상황을 하나하나 모니터하며 아이들의 수

업참여도를 기록하고 있다.

김 교수는“음악치료는 주사 한 번 맞으면 열이 내리는 의학적인 치료와는 다르다”며“치료사

와 함께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정신적∙신체적 이상상태를 정상으로 회복하도록 하

는 활동”이라고 말했다. 음악치료는 환자의 음악선호도, 나이, 생활환경 등에 따른 개인차를 인

정하고 치료사가 거의 1 1로 치료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자원봉사를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말 한마디 밖에 못하던 아이가 한 달

후 두 단어, 한 문장을 말할 때, 치료를 받으려고 조차 하지 않던 아이들이 음악을 통한 상호작용

으로 변화된 행동을 보일 때 보람을 느낀다.”며 웃었다. 

실제로 올 3월부터 매주 음악치료를 받은 지우는 주의집중력이 많이 향상돼 노경아 교사를 놀

라게 했다. 노 교사는“음악치료를 받으면서 지우가 제 자리에 앉아 있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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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노래를 하거나 연주를 하는 등 사회성과 참을성이 생겼다”며“오전의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는 등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들었다”며 기특해했다. 

지우뿐만 아니라 동수의 공격성도 음악치료를 통해 많이 줄어들었다. 처음엔 음악소리를 싫

어해 공격적 성향을 보 지만 이제는 치료봉사자들과 호흡을 맞춰 즉석에서 가사를 지어 노래

를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조수연 씨는“음악으로 치료한다니까 낭만적이라는 생각을 하실 지도 모르지만 자폐아나 주

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아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음악처방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

다”며“당장 치료효과가 없더라도 부모님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저희

를 믿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또래 환자들이 모여서 학교와 같은 환경에서 필요한 치료와 교육을 동시에 받으며 학교생활

적응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학교만의 장점인 것 같다”는 노 교사는“힘들지만 학생들이

변화하는 것이 눈에 보일 때 가장 기쁘다”며 이렇게 덧붙 다.

“감기환자가 10번 하던 기침을 8번 하게 됐다고 감기가 나았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

만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만 발전해도 많이 나았다고 생각해요. 7번, 6번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매일매일 믿으면서 말이죠.”

“정신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한 사람의 건강한 사

회인으로 만드는 교육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지요.”

국립서울병원 소아정신과장 진혜경 박사는 분주했다. 외래진료에, 참다울학교 학생들을 돌보

는 교장선생님 역할까지 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전화기는 계속 울리고, 여기저기서 선생님, 박

사님, 과장님을 부르며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호소가 끊이지 않는다. 

“치료해 학교로 복귀시켜야죠”

유치부에서 중학까지 60여명 재학, 학력 인정돼

교과 가르칠 자원봉사 교사 부족이 가장 아쉬워

참다울학교 교장 진혜경

국립서울병원 소아정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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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박사가‘교장’으로 있는 서울 중곡동 국립서울병원 부설 참다울학교는 지난 2006년에 개

교했다. 정서 및 행동장애, 발달 및 자폐장애, 학습장애, 정신장애, 정신지체, 학습부진, 학교부

적응 등으로 정상적 학교생활이 어려운 소아청소년의 치유적 안학교 교육을 위해 설립된 이

학교는 서울시 성동교육청 지정의 병원학교로 유치부부터 중학교까지 운 되고 있다. 

“몸이 불편한 아이들보다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일반학교에 적응하기가 더 어려워요.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저희 학교에 오는 아이들 부분 원적(입학한 소속 학교)이 있지

만 이 곳을 찾은 케이스가 많답니다.”

참다울학교에 출석을 하면 원적 학교의 출석이 인정돼, 원적 학교에서도 졸업장을 받을 수 있

게 된다. 수업료는 없고, 치료에 드는 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만큼 이 곳에 들어오려는 학생들이

많지만 그 수요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신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병

원학교는 수도권에서 참다울학교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저희학교는 세 분의 특수교사와 각종 치료에 도움을 주시는 학과 학원생, 일반인 등 자

원봉사자가 꾸려 나가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 등으로 지원해주고 계시지만 학생 수

가 많고(현재 64명의 아이들이 재적 중), 다른 병원학교에 비해 장기적으로 다니는 아이들이 많

아 늘 재원이 부족하죠. 일반교사들의 자원봉사가 많이 필요해요.”

참다울학교는 학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초등의 경우 매일 1시간, 중학교는 매일 2시간의 교과

수업이 이루어지는 데 이를 맡아줄 자원봉사 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선생님들이 정신장애 아이들이라는 것에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두려움과 편견을 버리

셨으면 좋겠어요. 와서 한 번 아이들과 어울려보시면‘다 함께 사는 참다운 우리’라는‘참다울’

의 의미를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처럼 정신건강이 위협받는 시기일수록 참다울학교와 같은 병원학교의 역할은 중요하다”

는 진 교장의 바람은 의외로 단순했다.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서 치료를 받고 원적 학교로 복귀

해 잘 적응하는 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사람의 온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현 장 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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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교육부, 자율선택형 고등학교 교육과정 2009

년 실시 검토

프랑스 교육부는 교원노조의 자율선택형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2009년 신학기부터 고1학생들을 상으로 실시하

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고2 과정은 2010년, 고3 과정은

2011년에 시작되어 2012년 바칼로레아제도 개편으로 이

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다 유연한 교육과정을 위해

한 학년을 2학기로 구분하고 고1 과정에서는 학기 당 주 3

시간, 9개 과목, 한해 총 18개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며 학

생들이 중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과목에 한 시도를 목

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 르 피가로紙 최근호>

▶프랑스 학당국, 자율화 준비

2009년 1월 1일부터 라 로셸 학(Universite de la

Rochelle)을 비롯한 20개 학에서 최초로 학자율화가

시행될 예정이며, 학당국들이 18억 유로 규모에 이르는

약 3만 4,000명의 교직원 급여를 직접 관리하게 될 예정이

다. 라 로셸 학의 경우 은퇴인원만큼 충원하는 방식의 신

임교수 임용방식을 채택해 왔으나 향후 기존 교수진의 등

급 재조정 등 학과별 여건을 감안해 보다 유연한 인사제도

를 구성할 계획이며, 또한 자율화에 비해 각 학내 기구의

전문화와 세부화를 위해 재무팀장과 프로젝트 개발자를 고

용하고 인사팀 인원을 확충했으며 학내 IT 시스템 보안체

제도구축할예정이다. < 프랑스르피가로紙최근호> 

▶일본 초등학생 상 방과후 체험형 교실 확

일본의 기업과 민간비 리단체(NPO)들이 학생들의 건

강한 생활력 양성을 위해 방과 후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제교육과 이과실험의 체험형 교실을 활발하게 개

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도쿄의 NPO가 운

하고 있는 체험형 교실‘CANVAS’는 지역의 어린이들

이 체험학습을 통하여 학습하고 스스로 수집한 정보를 발

Global Message 해외교육 동향

Global Message

해외교육 동향

F R A N C E

J A P A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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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Education 세 계 의 교 육

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CANVAS의 관계자는“누

구나 정보를 발신할 수 있는 시 이기 때문에 자신이 발견

한 소재를 세상에 발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언급하 다. <일본 마이니치신문 최근호> 

▶일본 학교선택제 향으로 학교별 입학률 격차 심화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도쿄 내 28개 시구의 교육위원회

를 조사한 결과, 타 학구의 초∙중학교에 자녀들을 입학시

킬 수 있는 학교선택제도를 둘러싸고 입학률에 격차가 발

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봄 각 학교의 입학률이

적게는 8.1%에서 많게는 326.7%까지 차이가 발생했고,

남녀간 입학 희망자 수도 크게 달라, 인기학교와 비인기학

교간의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선택제도는

2000년도에‘개성적인 학교 만들기’를 목표로 도쿄道의

시나가와區가 최초로 도입했으며, 그 후 도심부를 중심으

로 도입이 확 되어 현재는 도쿄의 19개 區와 9개 市가 도

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마이니치신문 최근호> 

▶중국 윈난(云南)省, 11개 로벌 인재양성기관 설립

중국 윈난省 교육청은 윈난省이 동남아시아와 근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11개의 특색 있고 우수한 로

벌 인재양성기관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11개 기

관은 각각 윈난(云南) 학, 쿤밍(昆明)이공 학, 윈난사범

학, 윈난농업 학, 윈난재경 학, 윈난민족 학, 윈난중

의 학, 윈난예술 학, 쿤밍의과 학, 따리(大理) 학, 시

솽반나(西∙版)직업학교에 설립될 예정이며 공업, 농업,

의학, 예술 등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계획이다. 윈난省은

로벌 인재양성기관을 통해 교육의 로벌화를 추진하고

고등교육의 국제화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며 외국 유학생

의 모집규모 확 를 통하여 윈난省 유학사업에 노력을 기

울일 예정이다. <중국 신문망 최근호>

▶중국 교육부 전면적인 '평생교육' 실시 강화

중국 교육부는 항저우市에서 개최된‘2008 중국 국민

평생교육활동 주간’개막식에서 향후 중국은 평생교육 시

스템을 구축하여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

원을 위한 평생교육 실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도시와 농촌의 교육양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

촌 성인들을 위한 문화기술교육과 사회교육, 기업직원교

육 등을 추진하고 다양한 교육방식과 교육수단을 통하여

전 사회 구성원의 교육평등과 평생교육의 실현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2005년부터 베이징市, 상하이市에서 개최된

‘2008 중국 국민 평생교육활동 주간’은 이미 국내∙외 교

육기관들의 관심을 받아왔으며 이번 활동주간은‘학습, 공

헌, 즐거움’을 테마로 교육의 도시 항저우市에서 개최되었

다. <중국 신문망 최근호> 
C H I 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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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세계의 교육전략」

국제학술 회 개최

한국교육개발원은 10월 9일(목)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를 비롯, 한국, 일

본, 베트남, 노르웨이 네덜란드의 학교수, 정부 정책입안자, 연구

기관 연구위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사회

적 자본형성을 위한 세계의 교육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

를개최하 다. 

이번 회의는 국제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에 한 인식이 확

산되고있는가운데유럽, 아시아등주요국가들의사회적자본과

교육의 관계에 한 실증연구들을 비교, 분석하고 사회적 자본 형

성을 위한 교육의 역할정립 및 전략수립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마련되었다. 

제2회「한국교육종단연구」학술 회 개최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평가

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한

국심리학회와 공동으로 10월 17일(금) 서울 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학교수, 국책연구기관연구위원, 관련학회관계

자, 정부 및 교육 유관 기관 관계자, 교육전문가 등 300 여명이

참가한가운데‘제2회한국교육종단연구학술 회‘를개최하 다. 

이번 학술 회에서는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3개년 동안 수

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교책무성 평가’, ‘사교육’, ‘자기조절

학습 및 자기효능감’, ‘학습자 특성’, ‘교육격차’, ‘기초학력’, ‘교

사와 수업’, ‘방과후활동 및 여가활용’, ‘학습동기∙장애∙시험스

트레스’, ‘학교효과와 교수효과’등 10개 주제에 관해 모두 32개

의논문이발표되었다. 

「학교건축설계의 발전방향 모색: 한∙미∙일 학교건축 설계

과정 비교」를 주제로 제10차 KEDI 교육시설포럼 개최

한국교육개발원은 10월 31일(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학교건축

설계의 발전방향 모색: 한∙미∙일 학교건축 설계과정 비교」라는

주제로 제10차 KEDI 교육시설포럼을 개최하 다. 이번 포럼은 한

국, 미국, 일본의 학교건축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나라별 학교건축

의 기본철학과 설계과정 등을 비교∙분석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건축설계의 품질향상과 선진화 방향을 모

색하기위해 마련되었다.

소외계층 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정책

국제 심포지엄 개최

세계적인 재교육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세계 각 국의 소외계층을

위한 재교육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실천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향

후 우리나라 소외계층 재교육에 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11

월 19(수), 20일(목) 양일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소외계층

재교육활성화를위한공공정책국제심포지엄‘을개최하 다. 

금번 국제 심포지엄은 2000년 재교육진흥법을 제정하고 2003

년 재교육을 공교육에 도입한 이후, 지난 2007년‘제2차 재

교육진흥종합계획(2008-2012)’을 수립, ‘ 재교육 발전기’를 맞

이하는 시점에서 재교육의 질적 발전과 내실화 및 교육의 형평

성과 사회통합을 위해 공공정책으로서 재교육정책에 한 바른

방향을모색하기위해마련되었다.

�기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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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 문저널‘KJEP’, SSCI 등재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하는

문저널‘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KJEP)

가 국내 저널로는 열 번째로

저명한 사회과학논문인용색

인(SSCI :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돼 국제적인 권

위를인정받게됐다.

지난 8월 27일 SSCI 등재를 평가하는 톰슨 로이터스(Thomson

Reuters)로부터 2007년에 발간된 KJEP 4권 1호부터 SSCI에 등

재된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받았으며, 11월 3일 톰슨사이언티픽 사

이트에KJEP가SSCI의등재저널로올랐다.

KJEP의 SSCI 등재는KEDI의학문적성과를국제적으로인정받은

것으로, KEDI의 로벌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계기가 되

었으며, 이로써 KEDI는 세계적인 교육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한

국교육의세계화, 세계교육의한국화에선도적역할을하게됐다.

KJEP는 국가 교육현안에 한 정책 안 개발 및 한국교육이 나아

가야할방향과비전제시, 국제학술교류확 와지식사회네트워

크 활성화를 통한 세계교육의 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12월

창간호를발행하 으며연2회씩최근까지모두8권이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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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계간으로 발행하는 교육전문지‘교육개발’에 교육현장의 다양하

고 창의적인 의견과 제언, 아이디어 등을 담아‘교육수요자들과 함께 하는 교육정론’을

실현하고자모니터를모집하고있습니다.

‘교육개발’모니터모집

□모집인원 : 00명

□모집기간 : 연중수시

□모집 상 : 초∙중∙고∙ 학의학생, 교사, 교수, 교직원, 학부모

□활동기간 : 위촉후1년

□모집방법 : 전화또는온라인접수

※기타사항은한국교육개발원교육개발편집실로문의바랍니다.

연락처: 02)3460-0472 이메일: keditor@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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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벌스탠더드’를지향합니다. 

학교엔‘자율’과‘창의’, ‘다양성’이숨쉽니다. 

우리손으로길러낸인재들이세계로나가고세계의인재들이우리를찾아옵니다. 

‘선진교육’‘인재 국’한국교육개발원이이루어나가겠습니다. 

1972년에설립되어지난36년간우리교육이나아가야할방향과비전을제시해온한국교육개발원, 

‘세계일류교육’을향한끊임없는도전과혁신을통해세계적수준의교육정책전문기관으로도약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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