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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을 큰 그림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입

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사교육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며 귀족학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좋은 학교가 과거처럼 시험 잘 치

는 아이들을 뽑아 소위 명문대학에 보내는 학교는 아니다.”고 강조한다. “다양한 특기와 적

성을 가진 아이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교육을 해주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

려주는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말한다. 이주호 차관은“그런 면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

진하고 있는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등 일련의 교육정책들은 좋은 학교를 만들면서도 사

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것을 큰 축으로 하여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 대입자율

화와 관련, “입학사정관제 시행이 그 핵심”이라면서“입학사정관제도가 잘 정착되면 우리 교

육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6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차관실에서 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장과 인터뷰를 가진 이 차관은“얼마 전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직개편

을 하면서 학생·학부모지원과를 새로이 신설하고 특히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학부모정책

전담팀을 출범시킨 것은 수요자중심의 교육에 보다 충실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의 표명”이

라며, “신설된 학부모정책팀에서는 학부모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개발과 제도적 기반 마련,

학교교육 개선을 위한 학부모 참여와 학부모단체 지원 등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

음은 인터뷰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좋은학교를만들면서도사교육유발하지않는게목표... 
소통중심·현장중심·데이터중심교육정책펼터”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terv ewIN

대담_ 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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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원 기획처장 : 국회의원과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지내시고,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이 되신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차관으로서의 소회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인지요?

이주호 차관 : 제가 차관으로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00일이 지났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차관으로 오기 전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교육과학문화수석으로 교

육정책을 접한 바 있으나, 아무래도 현장과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교육

현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차관으로 일하는 것은 정책을 실행하고 현장의

변화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도 많고 훨씬 보람 있고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

다. 차관취임 이후 학업성취도평가 문제 등 교육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더욱 실감하기도 했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개혁의 성공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시기였다고 생

각됩니다. 특히, 기숙형 공립고교, 마이스터고, 개방형 자율학교 등 다양한 학교현장을 돌아

다니면서 변화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개혁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

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김홍원 : 차관이 되신 후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육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이라는 바쁜 업무 중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

런 일을 하시고, 학교현장에서 무엇을 보고 느끼셨는지요.

이주호 : 저는 취임 초기“소통중심·현장중심·데이터중심”의 교육정책을 펴겠다고 약속

드린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수립

하여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교육수요자들의 많은 목소리를 들어 교육정책 추진에 반영

하고자 합니다. 올바른 교육정책임에도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의 교육정책

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교육현장 방문을 실

시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현재까지 19번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

는 기회를 만들어 교육현장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교육을 직접 봤고, 많은 분들의 충고

와 격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

었고, 반대로 정부의 교육정책을 조금은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현장을 계속 방문하여 다양한 교육관계자들과 소통을 원활히 함으로

써 정부의 정책이 시행착오 없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원 : 교육데이터가 많은데 이를 제대로 분석하고 활용하지 못해 교육이 흔들린 면이 없지

않다며, 앞으로 이념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

힌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이주호 : 교육정책 개선에 활용하기 위하여 학업성취도 평가, 수능성적 데이터를 활용한 실

+ Power Interview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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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적 분석연구 촉진방안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정부주도의 분석연구를 추진하

여, 교육연구기관과 대학의 전문연구소 등의 복수연구팀이 분석연구를 담당하고, 연구결과

는 공개세미나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개인연구자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연구자에게도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성취도 평가, 수능성적 데이터를 제

공할 계획이나, 자료공개와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최종판결 이후 추진하겠

습니다.

김홍원 : 이명박정부가 출범 1년을 넘겼습니다. 현 정부 교육개혁의 큰 그림은 무엇인지요, 그

리고 그 동안의 교육개혁의 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호 : 현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을 큰 그림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겠

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좋은 학교를 만든다는 것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던가, 귀족학교를

만든다던가 하는 그런 걱정들이 앞서서 어떻게 보면 그냥 하향평준화되는 것을 답습하는 등

변화를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사교육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귀족학교가 될 필요도 없구요. 좋은 학교

가 과거식으로 시험 잘 치는 아이들을 뽑아서 소위 명문대학에 보내는 학교냐, 저는 그건 아

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가진 아이들이 있는데 그들한테 맞는 교육을 해

주고 또, 그들의 잠재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는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 공립고교,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교,

전원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등은 과거의 엘리트 명문학교를 육성하

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학교 하나하나를 다 좋은 학교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저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은 좋은 학교를 만들면서도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

을 큰 축으로 하여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과 사

교육을 유발하는 것이 상충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특히 자율형 사립고와 같은 경우에도 학생을 추첨으로 선발하면서도 얼마든지 좋은

학교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추첨으로 선발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평준화체제의 추첨과 혼돈

하시는데 평준화에서는 그저 배정만을 하기 위해 추첨하는 것이고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일

정한 선발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드는 아이들 중에서 추첨하는 것은 의미가 전혀 다릅

니다. 그러니까 학생을 선발할 때 무조건 필답고사를 치를 경우에는 사교육을 많이 유발하

겠지만 필답고사를 치르지 않고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

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선택권을 넓히면 사교육이 늘어나고, 귀족학교들이 생겨나고, 좋은 학교를 만들면 그것 자

체가 문제가 되고...이런 것 때문에 그 동안 교육의 본질에 따른 교육정책의 변화가 많이 정

체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이념화되고 전제화되니까 그런 변화가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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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사실 그런 이념의 거품이나 전제의 거품을 많이 걷어내고 실제로 교육의 본질에 충

실한 변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교육의 본질에 따른 학교의 변화라는 측면에

서 교과부가 좀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은 이러한 교육개혁의 방향

하에서 인수위 등에서 제안한 정책을 구체화하는 제도적인 기반을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

니다. 그동안 있었던 성과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숙형 공립고교, 마이스터고, 자율

형 사립고 등 학교다양화 정책과 더불어 교육청과 학교의 권한을 강화하는 학교자율화조치

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학교 및 대학정보공시제 시행,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 수능성적 공개 등 교육의 책무성 강화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대학에 대해서

도 대입 자율화와 입학사정관제 확대로 학생선발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WCU사업, 교육역

량강화사업 등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 국가장학제도를 정비하고 초

ㆍ중ㆍ고생 학비 및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교육복지 확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김홍원 : 일각에서 옛날과 달리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고 합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교육제도와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습

니까?

이주호 :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좋

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학생을 평가하

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학비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유아

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대학생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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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있었던 성과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숙형 공립고교,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등 학교다양화 정책과 더불어 교육청과

학교의 권한을 강화하는 학교자율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

니다. 학교 및 대학정보공시제 시행,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 수능성적 공개 등 교육의 책무성 강화 노력도 병행하였

습니다. 



금 지원도 대폭 확대하여 고등교육 이수 기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형편으로 학

업에서 뒤처지는 학생들이 없도록 학교가 책임지고 기초학력을 길러주고, 나아가 수준별 교

육, 방과후학교 등을 통한 맞춤형 교육으로 사교육 없이도 높은 학업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은 잠재력은 있으나, 현재의 학업성취도는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선발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에 국제중이나 자율형 사립고 등

특성화된 학교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을 의무화하고, 대입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도를

확대하는 등 현재의 성취도 뿐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을 평가하여 선발하도

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김홍원 :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 수능성적 공개 등은 학부모와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별 학생이나 학교의 성취도 수준에 영향을 미친 배경변인과 교육관련 변인

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원점수 위주의 공개는 특정학교와 특정지역으로의 쏠림현상을 부채

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주호 : 평가결과 분석에 있어 다양한 배경변인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 자칫 왜곡된 분석결

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주도의 심층 분석연구를 통해 다양한

요인분석이 반영된 분석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배경요

인 분석 등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분석과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부주도의 분석연구를

정례화하여 일반연구자에게 평가결과 분석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김홍원 :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및 수능성적의 공개로 인해 정규학교교육과 방과후학교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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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의 주지교과 수업이 보다 강화되고, 예체능과 같은 특기적성교

육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주호 : 방과후학교는 수요자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규수업 이외의 학교교육활동이므로 학

생·학부모의 필요를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교과목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 방

과후학교에서 수준 높고 다양한 교과목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사교육 수요를 흡수해야 할 것

입니다. 동시에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다양화하며 나아가 학생들이 만족하는

방과후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문

화예술프로그램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다양한 예체능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해 예체능강

사 강사료를 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홍원 :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는 이명박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으로 꼽힙니다. 자율화되고

다양한 학교를 더 만든다는 취지는 의미가 있지만 사교육비 경감책과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일반학교의 개선방안은 빠져 있다는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이주호 :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는 학교가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

생이 다양화·특성화된 교육과정 등을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하는 선진적 교육제도 구축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교육 유발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

니다. 특히, 사교육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지정시 평준화지역

의 경우 교과부와 사전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선발방식도 평준화지역은 추첨 등의 방식으

로 하며, 비평준화지역일지라도 필기고사는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입학경쟁 과열과 사교

육 유발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교다양화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학

교에 대해 고교별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학교특색살리기

사업 등)을 강화하여 전반적인 학교의 다양화·특성화를 유도하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으로

절감되는 재원을 일반 공립고 등의 교육개선에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자율화 계획(시

안)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자율학교 확대 및 일반학교 자율성 확대를 통해 고교다양화 프로

젝트로 시작된 학교 자율화·다양화가 모든 학교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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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원 : 교육과정 및 교원인사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이 마련되었습니

다. 하지만 학교현장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학교장이 쓸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후속대책이랄까 보완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이주호 : 이번 학교자율화 방안 시안은 학교장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편성·

운영 및 인사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획일적

으로 적용되던 학교교육과정을 학교장이 학교구성원과 협의하여 학교여건에 맞게 탄력적으

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경영방침을 공유하는 교원들과 함께 책임있는 학교운영이

가능하도록 모든 학교장에게 정원의 20%까지 초빙, 학교장의 전입·전보유예요청권 강화

등 인사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안발표 이후 개최한 권역별 토론회, 여론조사 등에서 수

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안을 보완, 이달말에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김홍원 : 얼마 전에 발표된 학교자율화 추진 시안을 보면 기존의‘자율학교’를 능가하는 수준의

자율성이 일반학교에도 부여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일반학교와 별개의 자율학교 제도

를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주호 : 장기적으로는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자율적이고 다양화된 학교운영을 통해 글

로벌시대에 적합한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

로운 교육과정 개발·적용, 인사제도 적응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실험·시범 운영

을 위해 자율학교제도는 필요합니다. 이번 학교자율화 방안을 통해 일반학교의 교육과정 편

성·운영, 교원인사의 자율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것도 그 동안의 자율학교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학교의 자율권 확대와 병행하여 자율학교를 통한 실

험·시범적인 성격의자율성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홍원 :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유익한 내용을 신나고 즐겁게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입시위주인데다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어렵고 유익하지 않다

는 비판을 일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의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

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는 학교가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다양화·특성화된

교육과정 등을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하는 선진적 교육제도 구축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학교에

대해서도 고교별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학교특색살리기사업 등)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주호 : 초·중등교육은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함으로 튼튼하고 견실

한 대중적인 공교육체제를 구축하여 사람을 사람답게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

지 않고, 창의적이면서 인간다운 인재를 육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특목고, 기

숙형 공립학교,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 등으로 다양화하고, 자율학교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적합한 학교모델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과정도, 이

제까지 교육과정의 경직으로 인해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지

만, 단위학교에 자율권이 주어지면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별 여건에 따라 전인

교육과 심화교육의 조화로운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국가교육과정도 교육의 본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키울 수 있도록 정비하고, 학생의 능력에

맞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홍원 : 교사의 교육력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와 연계한 교

원평가제를 내년 3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교원평가제 시행과 관련, 향후 전망

과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호 : 교원평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지 10여년, 시범 선도학교를 운영한 지 4년이 지났

습니다.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2009년 4월 23일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

습니다. 다소의 쟁점이 남아있긴 하지만, 제도도입 자체는 여야, 대부분의 관련 단체 및 이

해관계자들이 찬성하는 만큼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교과부는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른 법제화 내용을 바탕으로 2010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1,570개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운영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운

영매뉴얼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워 학교현장에 혼란 없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향후, 교원능력개발 평가의 정착 수준에 맞추어 그 결과를 교원의 전문

성 신장을 위한 각종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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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_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초·중등교육은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함으로 튼튼하고 견실한 대중적인 공교육체

제를 구축하여 사람을 사람답게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창의적이면서 인간다운

인재를 육성하여야 합니다. 

+ Power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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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원 : 역대 정부가 여러 가지 사교육 경감대책을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하

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교육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의 발생원인에 대

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사교육의 주된 원인을 무엇으로 보시는지요.

이주호 :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사교육의 가장 큰 원인은 사회가 이미 학벌보다 창의력 등 개

인의 능력이 중요한 사회로 이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학벌을 중시하는 인식과 이에 따른 대

학의 서열화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처럼 암기·입시위주의 비생산적인 사교육이 성행

하는 제도적 원인은 ① 공교육의 경쟁력 약화 ②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시제도 ③ 사교육시

장의 정보왜곡 등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교육 개선을 위한 교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

할 수 있는 기제가 미흡하고 정규수업,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이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며,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돌봄기능도 미약합니다. 또 특목고

등의 입학전형이 설립취지와 달리 최상위 학생을 뽑기 위한 전형으로 변질되면서 진학경쟁

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내신, 수능, 면접·논술 등 대학입학의 전형요소가 많고 복잡한 것도

사교육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업체들이 과장광고로 사교육의 효

과를 과신하도록 하고,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선행학습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시장의 정보왜곡 등으로 인해 학원비 등에 대한 합리적 관리장치가 미흡한

것도 문제입니다.

김홍원 : 올해 들어 교과부의 주요 관심이 사교육을 줄이는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된 사교육 대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호 : 5월말 발표한“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학교자율화, 교과

교실제, 교원능력평가제, 학력향상중점학교 지원 등 공교육 내실화 방안, 입학사정관제도

내실화와 특목고 등 입시제도 개선, 사교육 없는 학교, 방과후학교, EBS 수능강의 강화 등

사교육 대체수단 활성화,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 정부의 책무성 강화, 학부모 참여 확대

및 지원 강화 등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담고 있습

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서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공교육이 강화되고, 이것이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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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인재대국 건설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사교육 절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의 실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서, 부처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분

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또한 토론회 개최,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사교육대책에대한국민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할 예정입니다. 

김홍원 :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대입 완전자율화를 2012년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

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호 : 정부는 대입 3단계 자율화의 연착륙을 통해 고교와 대학이 함께 발전하는 선진형

대입전형 정착을 도모할 것입니다. 그 핵심 정책수단인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내실화-

확대-정착에 이르는 단계적·점진적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2012년 이후 입학사정관제의

정착과 함께 대입 자율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한국대학교

육협의회(대교협) 중심의 자율규제 체제의 확립이 필요한 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을 개정

하여, 대학간 합의사항 준수의무와 이를 위한 대교협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선진형 대입전

형과 공교육 정상화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로서 다양한 교육주체들로 구성된 교육협력위원회

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홍원 : 대학입시의 과열경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내놓아야 하지만 무

엇보다 먼저 대학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습니다. 즉, 대학이 중등교육을 살리는 방향

으로 교육과정을 돕고 대입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얘긴데요. 대학과 고등학교가 협력하는 모

델을 만들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호 : 정부는 고교와 연계한 선진형 대입전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입학사정관제는 고교와 대학을 연결하는 학생선발방식을 변화시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

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입니다. 이에 정부는 입학사정관

제 지원대학 선정 시, 대학별로 고교와의 협의체를 운영하거나 고교 교사·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교와의 연계를 위해 노력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계획입니다.

파워인터뷰 _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 Power Interview

정부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지원대학 선정시 대학의 진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먼저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시행역량과 도입·발전 의지를 평가함으로써 열심히

준비한 대학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 후에도 제도 운영현황 및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계속 지원여부 결정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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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원 : 정부가 입학사정관제 도입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기로 하면서 미처 준비가 안 된 대학

들도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수위주의 학생선발과 달리 입학사정관제야말로

고도의 전문성과 안정적 시행기반이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호 : 그동안 대입자율화에 대해 오해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시절부

터 대입자율화 하면 입학사정관제 도입이 핵심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입자율화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날 아침 언론에서는 본고사 부활, 고교등급제 폐지 등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3불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해 논의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학사정관제가 2-3년 지나면서 10%씩 한다

고 하니까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의 신뢰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

해서는 정부가 계속 노력을 해야 하고, 또 대학들이 자신들의 역량보다 너무 과도하게 입학

사정관제를 실시해서는 안됩니다. 입학 사정관제는 과거에 교수들이 학생을 뽑을 때하곤 다

르게 학생선발의 전문가가 학생을 뽑는 것입니다. 즉, 소위 시험중심에서 전문가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큰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죠. 전문가가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은 매년 그

전문가의 역량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시에서 큰

희망을 주는 것이고 해를 거듭할수록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3불이냐 아니냐

를 놓고 현재냐 과거냐를 선택하는 것인데 입학사정관은 미래를 보고 가는 제도니까 그런

면에서 희망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제도가 잘 정착되면 우리 교육의 패러

다임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

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부에서는 몇 몇 대학들이 철저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양적 확대에 치

중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지원대

학 선정시 대학의 진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먼저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시행

역량과 도입·발전 의지를 평가함으로써 열심히 준비한 대학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

고, 지원 후에도 제도 운영현황 및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계속 지원여부 결

정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홍원 : 대학경쟁력 강화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뽑는 경쟁에서 벗어나 가르치는 경

쟁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학총장들은 글로벌화와 대입자율화, 그리고 학교운영의 자율화

를 세계 일류대학 만들기 3대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와 관련하여, 정부는 어떤 복안

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주호 : 대학의 양대 기능인 교육과 연구는 본질적으로 자율성과 창의성의 바탕 위에서 발

전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현 정부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자율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선발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대교협에 대입전형기본사항 등 대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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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권한을 이양한 바 있으며, 이러한 자율성 확대가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학생

의 잠재력과 소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울러, 조직, 인사, 학사 등 대학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제

도를 개선하였으며, 특히,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자율화는 외국대학과의 교류확

대와 국내대학의 글로벌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학, 대교협 등 관련

기관과 진솔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홍원 : 최근 교과부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학생·학부모지원과를 신설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

요. 교과부가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을 위한 부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

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서가 그 동안 없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지원과에서는 장학금 등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 외에 학부모 교육, 학부모재단 설립, 학

부모 콜센터 설치 등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학부모의 역할은 어떤

것이어야 하며, 학생·학부모지원과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호 : 이번에 학생·학부모지원과를 새로이 신설하고, 특히,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학부

모정책 전담팀을 출범시킨 것은 수요자중심의 교육에 보다 충실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의

표명입니다. 신설되는 학부모정책팀은 학부모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개발과 제도적 기반 마

련, 정책수립에 학부모 수요 반영 및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 모니터링, 학교교육 개선을 위

한 학부모 참여와 학부모단체 지원, 교육관련 학부모 연수활동 지원, 학부모에 대한 정보제

공 등의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학부모정책팀 신설을 통해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의 역

할이 새로이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기본법에 교직원, 학생과 더불어 교육

참여 3주체의 하나로 규정된 학부모의 위상과 역할이 좀 더 구체화될 것입니다. 학부모는

교육당국과 함께 자녀가 가정과 학교,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

장하도록 하는 책무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자녀교육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정

보 제공에 힘쓸 것입니다.

김홍원 : 한국교육개발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바람과 기대가 있다면 구체

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호 : 지금까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한국교육개발원 등 많은 국책연구기관들이

다양한 정보수집, 현안 및 정책 분석, 대안 제시 등을 통해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을 알고 있

습니다. 지난 해가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파워인터뷰 _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 Power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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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들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정책집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라고 할 것입니

다. 이러한 때, 교육개혁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개선방안 도출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여기에 연구기관들

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교육관련 연구기관들이 시·도교육청, 학교 등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보다 현장친화적

인 연구를 통해 현장에서 부딪치는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길 기

대합니다. 또한, 교육정책들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나 불필요한 이념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학

업정보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축적하고 공유함으로써 교육정책을 뒷받침해 주

시길 바랍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1961년 대구 출생. 청구고 졸업 후, 서울대와 동 대학원에서 국제경제학을 전공하였으며, 미국 코넬

대학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책임연구원(’90), 국제정책대학원 교

수(’98)로 활동하다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줄곧 국회 교육위

간사를 역임한“교육통”. 교육상임위원으로 재직 시에는 국정감사 우수의원(’04~’07)으로 선정되

었으며, 학교정보 공개의 효시가 된‘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교장공모제, 교원

평가제 내용을 담은‘초·중등교육법’등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2005년 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한나라당 제5 정조위원장을 맡은 뒤 3년간 세 번이나 유임할 정도로 전문성을 인

정받았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08)

으로 활약하며 대입 3단계 자율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학교자율화 조치 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

대부분을 입안하였다. 지난 1월 20일 차관취임 이후 매주 1회 이상 교육현장을 방문해, 학부모·학

생·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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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특별기획 1 _ 선진형 학교교육의 새로운 접근, 교과교실제

Ⅰ. 수업에 적합한 교실만들기, 교과교실제

학교에서의 수업환경이 변하고 있다. 수업 시작종이 울리면 학생들은 학급에서 교사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

이 선택한 수업을 받기 위해 전용교실로 이동한다. 교사들은 교구·교재가 설치, 준비된 교실에서 학생을 기다

린다. 이와 같이 학생이 이동하면서 수업을 받는 방식은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는 학교와 교과교실제를 운영하

는 학교에서 자연스레 목격할 수 있는 현상이다.

선진국에서는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받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수업을 받기 위해 매시간 락커에 들렸

다가 다시 교실로 이동하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이와 같이 학생의 이동 수업이 일반화된 배경에는 교육과정

이 학생 선택 중심으로 편성·운영되고 있고, 교과교육에 적합한 시설환경이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이 가능한 수업 중심의 학교운영체제가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운영

전반이 수업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고, 교육과정-교원-시설-행·재정지원의 교육 인프라가 상호 연계되어 운

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한 학교선진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지

난 5월 20일에는 학교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교과교실제’를 도입·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과교실

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과교실을 구축하고, 학생 중

교과교실제의
추진과 전망
글_ 박영숙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장/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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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원 및 행정

인력의 지원과 교원 연수 지원 등이 제시되었다.

교과교실제가 도입 운영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는 즐거움을 주고, 교사와 단위학교에는 자유로움을

느끼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교과부가 기대하는

입장이다. 교과교실제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정착되

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처럼 제도운영의 바탕이 되

는 학교운영체제에서의 변화가 수반될 것을 예고하

고 있다. 이하에서는 정부의 교과교실제 추진 내용

에 관하여 기술하고, 교과교실제의 향후 추진 전망

과 과제에 관해 기술하고자 한다.

Ⅱ. 교과교실제 추진 방향과 내용

1. 교과교실제 추진 방향

교과교실제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수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무엇

보다 교과교실제는 학교교육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학

교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고 미래형 인재 육성이 가능

한 교육운영지원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의 단위학교 자율 운영 요구에 부

응하여 7차 교육과정 운영의 근본인 학생 선택 중심

의 운영 취지를 살려 학급 단위의 관리 방식을 교과

수업을 중심으로 교육운영지원체제를 전환시키는

변화를 지향한다. 학교운영지원체제의 변화는 교육

과정 운영 측면과 시설 환경, 교원 조직, 재정지원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연계적으로이루어지게 된다.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는 학교 필요에 따라 수업

시간과 학기당 최소 과목 이수 등을 자율적으로 운

영할 수 있게 하고, 학생의 자율 선택 과목이 확대되

며, 교과목(군)별로 최소 및 최대 시수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학생 능력에 부합하는

수준별 수업 운영이 실시된다.

교원 및 행정인력 지원 측면에서는 다양한 교과운

영을 위한 기간제 강사 및 보조 교사 등의 교사가 확

보되고,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연구 및 수업 내실화

를 위한 학교 인턴, 공익 근무 요원 등 행정 보조 인

력이 추가 배치된다. 교과 수업 운영 정보를 중심으

로 교사에 대한 심층 연수가 지원되고, 교재 개발비

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다.

시설 환경 측면에서는 교과목 특성에 맞는 교과전

용교실이 마련되고 학생과 교사의 활동을 촉진하는

교구와 교재가 설비된다. 교과별로 교사 연구 공간,

교과 자료센터와 오픈스페이스 등이 구성되고, 학생

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홈베이스, 휴게실, 자율학습

실, 탈의실, 사물함 등의 지원 공간이 마련된다.

교과교실제 도입으로 이루어지는 괄목할만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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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교실 배치 방식의 변화이다. 교과목의 특성 있

는 운영과 과목간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실

들이 블록화되어 배치되고, 편복도의 일자형 배치가

수업 운영에 편리한 다양한 모양의 형태로 변화된

다. 크고 작은 다양한 규모의 교실이 마련되고, 수업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가 확충되며 교과 수업에 필

요한 수업 모형과 교재 개발을 중심으로 교원 연수

가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것 등이 주목할 만한 변화

가 될 것이다.

2. 교과교실제 적용 유형 및 내용

교과교실제는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도입될

수 있도록 선진형(A타입)과 과목중점형(B타입), 수준

별 수업형(C 타입)의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세

가지유형의운영특징과적용교과, 지향성등은<표

1>과같다.

선진형에서는 대부분의 교과에 적용되고, 교과별

수업시수 자율 편성이 가능하다. 과목중점형은 수학

과과학교과를중점운영하는B-1타입과영어교과를

중점 운영하는 B-2 타입으로 구분된다. B-1 타입에

서는 고 1학년 교과교육과정 외에 연간 60시간 이상

의 과학활동 시간이 가능하고, 전 학년 수학‘2+1’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는 특징이 있다. B-2 타입은

영어의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자율 운

영과실용영어 위주의수업시수확대가가능하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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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교과교실제 적용 유형, 내용 및 정책 지향성

유 형 ’09선정 학교수 특징 및 적용 교과 소요 예산(평균액) 정책 지향성

A type 45개교 ·선진형 교과교실제 모형 적용 교당 15억 ·핵심선도학교(core school)
선진형 ·적용 교과 및 과목 : 대부분 교과목 ·글로벌 학교 운영 지원

B type 240~260교 ·자연과학 집중과정 운영 지원 교당 5억원 ·체계적인 과학영재 육성 기반 구축
과목 중점형 (252교) ·적용교과 및 과목 ·과학중점학교 운영 지원

- 수학 4과목, 과학 8과목 개설

·영어교과 집중과정 운영 지원 교당 5억원 ·영어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적용교과 및 과목 - 영어교과 공교육으로 유입

C type 350~370교 ·적용 특징 교당 3억원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제 구축
수준별 (355교) -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과목 지원 ·공교육 내실화 및 학교 교육력 제고
수업형 ·적용 교과 및 과목

- 수준별 과목 수학, 영어, 국어, 사회,
과학 중 3개 교과 이상

전 체 600교 내외 총 3,000억원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9). ‘교과교실제 추진 기본계획(안)’. 5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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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교과교실제 지역별 배정 규모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A 6 2 2 2 1 1 1 8 2 2 3 3 3 4 4 1 45

적용 B-1 17 8 5 6 3 3 3 22 7 5 7 7 9 11 11 2 126
유형 B-2 16 7 5 6 3 3 3 22 7 5 7 8 10 11 11 2 126

C 45 21 14 16 10 10 7 62 19 14 21 22 27 32 30 5 355

배정학교 84 38 26 30 17 17 14 114 35 26 38 40 49 58 56 10 652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9), 지역설명회 자료집

타입은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수학, 영어,

국어, 사회, 과학등5개교과에적용한다.

A 타입은 학교자율화 모형과 연계 지원되며 핵심

선도학교의 성격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전국에

45개 정도를 희망학교에 한하여 공모절차로 선정된

다. B 타입은 240-260교, C 타입은 350-370교의

규모로 운영된다. 시·도별로 배정되는 유형별 학교

규모는<표2>와같다.

3. 추진전략 및 학교선정 절차

교과교실제는 2009년부터 기존 중등학교부터 시

범 적용되고 2011년 이후 개교되는 신설학교부터는

전면적으로 도입된다. 교과교실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교과교실제사업을 전담 지원하는 교과교실지

원센터가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컨설팅본부내에 설치

된다. 교과교실제 학교로 선정된 학교에 대하여는

교과교실제 도입 전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성과가 모

니터링되고, 학교가 계획한 바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해 다양한 유형의 수업컨설팅을 지원하는 전략으로

추진된다. 선정학교에 대한 운영성과를 토대로 우수

사례를 보급한다는 전략도 병행 추진된다. 향후 과

목중점형과 수준별 수업형은 중·장기적으로 선진

형으로 유도될 전망이고, 학교의 준비도와 구성원의

추진의지가 반영될 수 있게 희망학교에만 적용된다

([그림 1] 참조).

·2011년 개교학교 권장
·2012년 개교학교부터 도입 적용

·교과교실제 지원센터
(사업관리전문기관) 지정

·B, C Type 형태와 병행 추진
(중장기적으로 A Type으로 유도)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 수렴
(공모제 운영 / Bottom-up)

신설학교에
교과교실제 도입

컨설팅 및
에로사항 지원

유형별, 단계적 지원

희망 학교에 한해 지원

<그림 1 > 교과교실제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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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정 절차를 살펴보면, 학교장은 학생·학부

모·교사의 의견수렴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

당 교육청으로 신청한다. 선진형은 전체 교원의 2분

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과목중점형과 수준

별 수업형은 전체 교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

어야 한다. 교육청은「교과교실학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과목 중점형과 수준별 수업형은 교

육청에서 최종 선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

고, 선진형의 경우만 후보 학교를 1.5배수 추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한다. 선진형의 경우는 교육

과학기술부에서 최종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교

육청 수준의 교과교실학교심의위원회는 학생·학부

모·교직원, 시설전문가 등으로 시도교육청 여건에

맞게 구성한다([그림 2] 참조).

교과교실제 사업을 전담 지원하는 교과교실지원

센터가 설치되어 교과교실제 모형을 개발, 보급하고

학교컨설팅과 운영성과를 모니터링하며, 교사연수

를 지원한다. 선정학교에 대하여는 교장연수, 증·

개축 리모델링, 교사 및 행정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인사가점 및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하며, 교육

청 성과 평가 등에 반영하게 된다. 교과교실제 지원

대상학교는 사업신청시 제시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

영 계획에 대하여 교과교실제 도입 전과 도입 후의

진행상황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Ⅲ. 교과교실제전망과과제

교과교실제가 도입되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제고되고, 교사의 수업 전문성이 신장되며,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자율 운영과 더불어 교육경쟁

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행정 위주의 학

교 운영체제가 교과수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학생 맞

춤형으로 교육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학교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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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사업계획서 제출
(공모)

·학교장에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해
응모

시도 교육청

심의

·A Type
- 교과교실제 심

의위원회(교과교
실제 T/F)

- 1.5배수 교과부
에 제출

·B Type
- 시도 교육감이

심사,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선정 (A Type)

·교과교실제 추
진 자문위원회
운영

·교과교실 지원
센터 지정

⇨ ⇨

��

학교선정
예산지원

사업비
지원

평가
(컨설팅 등)

<그림 2 > 교과교실제 시범학교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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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하

여 사교육 수요가 감소되어 사교육비가 경감되는 효

과도 기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선도학교의 시범적 운영

및 점진적 확산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모든 중등학교

에 교과교실제가 적용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전망하

고 있다. 선진형(A 타입)의 핵심선도학교도 2009

년 45개에서 2010년 600여개로 확산될 것으로 전

망된다.

교과교실제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지원 과제가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교과교

육에 필요한 교과전담교사 외에 학생 상담지도와 진

로지도를 위한 상담교사 등의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야 한다. 또한 교과별 수업 정보의 DB 구축과 성적

전산처리 지원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전문성 높은 교과수업 지도를 위해 교사연

수가 확대되어야 한다. 학생 이동식 수업을 위한 시

간표 작성과 수업 운영 방법 등에 집중 연수가 필요

하고, 교과교실의 효율적 활용과 시설사업 계획에

대한 전문연수도 필요하다. 교과별 수업효과를 높이

는 수업모델과 평가방법 등에 관한 연수가 집중적으

로 이수되어야 한다. 시범 운영학교의 성과를 교과

교실제를 운영하지 않는 다른 학교 교사에 보급하는

연수도 필요하다.

셋째,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던 학교의 운영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교사 전보와 연수 제도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 운영 사정에 따라 교과교실

제 추진 핵심 인력에 대하여는 전보시기를 늦추거나

교장공모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검토됨직하다. 교과

별 수급계획과 연계 검토되어 학교 수요에 부응하여

공급력을 제고시키고 교사 양성기관의 양성과정도

변화되어야 한다.

넷째, 교과 수업에 대하여 수업 준비-수업 실시-

수업 평가의 체제적이면서도, 경영학적 관점에서 관

리하는 전략이 추가되어야 한다. 수업과 관련된 각

단계에서 교사와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장애요소가

있으면 해소전략이 보완되어야 한다. 교사 입장에

관한 예를 들면 수업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교과별 적정 수업시수에 관한 공론화 작업을

들 수 있다. 교사 1인당 학생수에 관한 공론화도 필

요하다.

다섯째, 교과교실제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 조

직, 시설 환경과의 유기적 관계가 중요하다. 이제까

지 분담하던 행정부서를 교과교실제의 운영을 중심

으로 성과를 진단하고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전담부

서가 필요하다. 예산 편성과 집행 측면에서도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

여섯째, 교과교실제가 수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효과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

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지향성에 대한 계획수립이

과제로 남아 있고, 이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 또

한 풀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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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교실제 시행과
미래형 교육과정
글_ 조동섭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장면 #1]  아침고등학교 역사교사인 김 선생님이 <세계사> 수

업을 하기 위해 3학년 1반 교실에 들어선다. 손에는 출석부와

함께 <세계사> 교과서를 들고 있다. 오늘 수업에서는 미국의 역

사책도 보여주고 독립선언서도 보여주고 싶었지만, 이런 자료는

학교에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하더라도 매일 들고 다니기도

귀찮고 해서 학생들에게 지난 시간에 웹사이트에서 관련 자료

들을 찾아오는 과제를 내주었다. 그래서 김 선생님은 학생들이

자료를 찾아왔을 거라고 믿고 그를 바탕으로 미국의 역사에 대

해 가르칠 준비를 하고 교실로 들어섰다.

김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서자, 3학년 1반 반장은“차렷!”, “인

사!”를 외쳤다. 그것은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서면 늘 하는 방식

이었다.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서야 학생들은 이 시간이 <세계사

> 수업임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은 허겁지겁 책가방에서 세계사

교과서와 노트를 꺼내 책상에 올려놓았다. 마침 앞 시간이 수학

수업이었는데, 문제를 풀다보니 쉬는 시간도 없어서 다음 시간

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웹 검색이 필

요했기 때문에 반장은 컴퓨터와 프로젝션 TV를 켜느라고 부산

하게 움직였다. 웹 검색 후에는 조별로 자료에 대한 토론을 하

고 미국의 건국과정을 재구성해보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좌석배치도 다시 해야 했지만 그럴 시간 여유가 없었다. 김 선

생님은 부산하게 움직이는 반장이 신경 쓰이긴 했지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 서둘러 출석을 부르고 수업을 시작했다.

[장면 #2]  새벽고등학교 역사교사인 정 선생님이 <세계사> 수

업을 하기 위해 세계사 교실에 들어선다. 이미 교탁에는 <세계

사>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출석부와 교과서가 놓여 있고, 스

크린에는 미국 지도가 떠 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동일한 수업

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와 IPTV, 전동스크린이 켜져 있고, 조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배치된 책상 위에는 미국의 역사 교과서와

독립선언서, 그리고 인디언들의 문화를 알게 해주는 사진책 등

이 놓여 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이번 시간에 보여줄 자료들을

모아 놓은 폴더가 떠 있고, 앞 시간 학생들이 다시 찾아 놓은

웹사이트들이‘즐겨찾기’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김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섰는데도 학생들은 자료들을 보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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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 없다. 인디언 사진첩을 보던 한 학생이 미국 인

디언들이 우리와 비슷하다고 떠들어댄다. 이미 세계사

수업임을 알고 교실로 온 학생들은 책상 위에 미리 준

비해 둔 자료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오늘 무엇을 얘기해

줄 것인가를 궁금해 하고 있다. 김 선생님은 학생들을

주목시키기 위해 출석을 부르고 수업을 시작했다.

Ⅰ. 전통교실과 교과교실

앞서 기술한 [장면 #1]은 전통적인 교실을 묘사한 것

이고, [장면 #2]는 교과교실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다. 장면 묘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교실과 교과교

실은 수업의 시작에서부터 그 모습을 달리한다. 전

통교실에서는 각기 다른 수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

에 특정한 교과를 위한 셋팅을 하기가 어렵지만, 교

과교실은 해당 교과 수업만을 위한 교실이기 때문에

미리 수업자료들을 확보·비치해 두고 공간을 미리

셋팅해 둘 수 있다. 전통교실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사용하려면 매번 자료실에서 가져오고 가져다 두어

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이 매우 번잡

한 일이지만, 교과교실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지 결

코 번잡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교사들

의 수업방식을 다르게 만든다. 전통교실에서 교사들

은 일제식 강의 수업이나 토론수업 방식을 선택하게

되지만, 교과교실에서는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한 수

업이나 탐구 수업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학생들에게도 변화를 가져온다. 전통교실

에서 학생들은 늘 같은 공간, 같은 자리에 머물며 건

조한 활동을 하지만, 교과교실에서는 다른 공간, 다

른 상황에서 역동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교실마다

특징적인 자료들이 비치된 교과교실의 환경은 학생

들에게 시작부터 교과의 냄새를 맡게 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 과학실험실이나 음악실에 처음 들어섰을

때의 느낌을 아는 사람들은 이 냄새가 무엇을 의미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통교실은 안정

감을 주고 휴식시간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렇지만 활동공간이 한정되어 단조로움과 심리적 피

로감을 야기할 수 있다. 반면, 교과교실은 수업이 끝

나면 바로 다른 교실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번잡

함을 야기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활동이 많은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분위기를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Ⅱ. 수업방식의기본틀을 바꾸는
혁신적인변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과교실제를 통해

수준별·맞춤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공교육 만족도

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전

국의 5,267개 중등학교 중에서 600여 개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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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3,000억원을 투입하여 교과교실제 기반을 확

충하고, 그 중 45개내외의 학교는 선진국과 같이 대

부분 교과를 교과교실제로 운영하는 선진형 교과교

실제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한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도 학교들 중에는 수준별 이동 수업이나

특정 교과 수업을 위한 교과교실을 가지고 있는 곳

이 많다. 그래서 교과교실을 특별교실인 어학실이나

과학실험실과 같은 단순한 것으로 이해하여 교실 공

간의 여유만 있으면 언제나 시행할 수 있는 손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

의 제도로서‘교과교실제’라고 부를 수 있는 교과

운영방식은 단순히 특정 교과 수업을 하기 위한 특

별교실로서의 교과교실이라는 의미를 넘어 우리 수

업방식의 기본 틀을 바꾸는 매우 엄청난 시도이고

의미 있는 작업이다.

그것이 엄청난 시도이고 작업이라고 말하는 이유

는 분명하다. 그것은 우선 우리 교육과정 편성과 운

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이다. 교

사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교실로 가는 방식에서 학

생들이 교사가 상주하는 교실에 찾아가는 방식은 필

수적으로 학생의 교과목에 대한 선택을 요청한다.

그래서 학생들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이 구

성되어야 하고, 학생 스스로 의미 있는 교과목을 찾

아 이수하여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

도록 다양하고 특화된 선택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어

야 한다. 나아가 학생들이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화된 수준별 수업 프로그램이 마련되

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교과목을 연계하여 집중적

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주별·월별·학기별·학년

별 집중이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

야말로 교사중심의 교육과정에서 학생중심의 교육

과정 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Ⅲ. 선택형교육과정체제로의
전환

둘째, 획일적이고 평준화된 교육체제에서 자율적

이고 다양한 교육을 보장하는 선택형 교육과정체제

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학생이 자신

에게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개별화

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자연스

럽게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교사의 노력을 유

인할 수밖에 없다. 선택이 적용되는 순간 학생들의

선택을 유인할 만한 매력적인 수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교사들은 좋은 수업을 위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교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

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Ⅳ. 학생지도체제변화

셋째, 훈육을 포함한 학생지도 체제를 전반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학급교실

에서 상주하는 방식으로부터 교과와 교실을 선택하

여 이동하는 방식은 다른 훈육방식을 요구한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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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스스로 교과목 이수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스스

로 시간과 활동 관리를 해야 하는 만큼 전반적인 훈

육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타율적 지도 방식에서 자율적 자기관리 방식, 즉 자

기주도적 학습과 생활관리 습관을 기르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관점에서 보

면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학생지도체제가

엉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

이 궁극적으로 학생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자기주

도적 학습능력과 생활능력을 향상시켜 보다 성숙된

시민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 우

려는 단지 기우일 뿐이다.

Ⅴ.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

이러한 점에서 교과교실제 운영은 교육과정의 편

성ㆍ운영을 포함한 단위학교 경영체제 전반을 바꾸

는 일을 필요로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학교경영체

제를 업무중심의 행정관리체제에서 수업중심의 학

교교육과정 운영체제로, 교육과정 운영체제를 개별

화된 맞춤형·수준별 수업을 효율화하는 체제로 바

꾸어야 한다. 획일적인 계선 조직인 교무분장조직·

학년조직도 협의회·무학년제와 같은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과 제도로 바꾸어야 하며, 교육시설과

환경도 교과교실형 구조, 즉 홈베이스와 락커 등을

갖추고 동선구조를 효율화한 교과교실제 환경으로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

특히 교과교실제 운영의 기반이 되는 교육과정은

전반적으로 새롭게 개편될 필요가 있다. 학교·교

사·학생들의 자율적 판단과 선택이 가능하도록 편

성과 운영방식의 다양화·자율화가 필요하며, 동일

한 교육을 위한 필수과목 체제를 메뉴방식의 다양한

선택과목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과목을 10년씩이나 필수로 부과하는 국민

공통기본교육과정도 재검토해야 하며, 경직된 학제

도 필요한 경우 초·중·고간 통합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야

말로 교육의 패러다임을‘먹여주는’교육에서‘입맛

을 돋우는’교육,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양한 창의인

재를 육성하는 교육으로 탈바꿈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과교실제는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

을 일대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 교육과정

을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학교를 선진형 학교로 탈

바꿈시키는 기폭제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다. 교과교실제를 교육분야 뉴딜의 차원에서 접근하

고 있는 것은 그래서 시의 적절하고 탁월한 혜안이

라고 말할 수 있다. 단순히 교육시설의 확충을 넘어

21세기 미래형 교육과정과 선진형 학교를 만들어가

는 질적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공

교육 내실화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엄청난 전기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Project 
특별기획 1 _ 선진형 학교교육의 새로운 접근, 교과교실제

28

교육개발2009 여름

Ⅰ. 들어가면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방향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과교실제의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돌이켜 보면 1990년대 중반 제 7차 교육과정 시행 발표 이후, 이

교육과정에 맞는 학교수업을 실시한 학교도 일부 있었고, 교과교실제의 운영을 전제로 한 공간구성으로 건축

된 학교들도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들은 과거의 습관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해, 모처럼 제공

된 공간을 사용하지 않거나 변형시켜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1) 최근에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들어 보면, 교과교실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 보다는 우선 시행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아, 앞서언급한결과의 학교들이 다수 등장할 것 같기도 하여 심히 염려스럽다.

교과교실제 운영은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에게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고, 일본에서도 부분

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는 것은 문헌이나 여러 자료를 통해 이미 알려져 있다. 본 원고에서는 특히 일본에서

의 시행에 초점을 두고, 시행에 따른 여러 변화와 공간구성, 분위기, 향후 방향성, 그리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일본에서의
교과교실제 시행
글_ 류호섭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 류호섭 외, 수준별 이동식 수업에 따른 고등학교 평면구성 변화에 대한 분석, 한국교육시설학회지, 2009년 5월. 제16권 3호(통권 제
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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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과교실제 시행에 따른
현장의소리

자료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이미 1950년에 교과교

실제 운영을 염두에 둔 학교가 건설되었다. 그 후 본

격적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교과교실제 학교

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1년, 오끼나와(沖繩)현

의 구시가와히가시(具志川東) 중학교라고 한다.2) 이

후 일본에서는 전국적으로 서서히 새로운 교과교실

제의 공간구성을 한 학교가 확산되어 가기 시작했

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교과교실제를 운영

하고 있는 중·고등학교는 각 각 약 50개교 정도로

추정된다.(일본에서는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교실제

의 공간구성을 하고 있지만, 단위제 운영의 학교라

고 중학교와 구분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중·고등학교를 신축하거나 전면 재건축하고자 할

때 대부분의 학교가 교과교실제의 공간구성으로 설

계하고, 그에 대응한 학교의 운영방식, 교육과정의

편성, 교사들의 연수, 앞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의

견학 등이 일상화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이다.

교과교실제 학교를 건축하면서, 일본에서도 역시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한 찬반과 기대, 우려가 교차

하면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최근에는 중·고등

학교의 교육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인식되어지고 있

고, 운영 학교 수도 늘어나고있다.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의 보고를 통

해, 운영의 의미와 장단점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아래와같다.

우선 교과지도의 측면에서 보면 ①각 교과교실에

는 교과의 성격이나 내용에 맞는 학습환경 정비가

가능하다. ②그로 인해 학습의욕이 높아진다 ③수업

준비가 쉽다 ④다목적 공간(미디어공간) 등의 활용

에 의해 과제해결형 학습이나 개별지도가 가능하다

는 것과 교과교실간의 이동으로 ①교실이동이 기분

전환이 되고, 학습의욕이 높아지며 ②학급·학년을

넘어선 교류가 활발해진다는 것을 장점으로 열거하

고 있다.

이러한 장점 등에 반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

는 것은 교과경영에 관한 내용으로, 보다 구체적으

로 보면 ①교사의 의식개혁이 필요하고 ②교과에 따

른 분위기 조성이 어려우며 ③열린 교실은 소란스럽

다는 점 등이다. 다음으로는 학년·학급 경영에 관

한 것으로 ①학급의 친구들이 모일 장소가 없다 ②

학급이나 홈룸 교실에의 귀속의식이 약하다 ③홈룸

2) 屋敷和佳, 敎科敎室制の變遷と學校運營等の課題, 文敎施設協會誌 2004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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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을 교과교실과 병용하기 위한 시간표 작성이 어

렵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교실이동에 관한 문제로 ①이동 시의 혼잡과

이동에 시간이 걸린다 ②학생들의 관리가 어렵다 ③

학생들의 소지품 관리가 어렵다 ④책상이나 의자 등

의 물건을 소중히 다루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3) 그

렇지만 교과교실형의 공간구성이 오히려 학생들의

거주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니이까다(新潟)대학의

西村伸也 교수의 연구4)도 있다.

이러한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교현장에

서의 교과교실제에 대한 염려는 한 단계 줄어든 것

같다. 이제는 각 학교들이 교과교실형 공간구성 하

에 교사들을 어떻게 활용하여 수업개선을 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Ⅲ. 교과교실제의공간구성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일본도 기존의 특별교

실 운영제의 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실에 앉아 있고

시간표대로 교사가 학급교실로 이동하는 형식의 운

영으로, 교실과 특별교실 위주의 공간구성이었다.

그러나 교과교실제 운영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교과

별의 학습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해 문제해결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운영방식의 변화에 따라 교사의 공간구성방식도 변

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학교 전체적으로 보면 도서실과 컴퓨터실, 그리고

시청각실을 하나의 미디어센터로 학교의 중심적 위

치에 구성하고, 학생들의 거주공간인 홈 베이스가

각 층의 중심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사용빈도

가 높은 교과별로 중앙에 가깝게 위치하는 것이 일

반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교사의 공간구성에서는 이제까지 운영되

어 온 학교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공간들이 있는데,

이 들 공간들의 명칭과 용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

급하고자 한다.

1. 교과교실 : 각 교과별로의 학습공간을 말하며

교과별 주당 시간수와 학년별 학급수, 학생 정원(학

급당), 교실의 이용률 등을 계산하여 교실 수를 정한

다. 각 교과교실에는 교과별로 필요한 자료를 게시

하거나 하여 학습분위기를조성할 수있다.

2. 미디어교실 : 교과교실과 연계하여 다양한 학

습집단이 사용하게 하기 위한 공간이다. 즉, 이 공간

을 사용하여 개인, 혹은 그룹이 과제학습 등의 다양

한 학습을 전개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 학생들의 작

품이나 교과별 자료 등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일반

적으로 교실 1개∼1.5개 규모의 크기를 가진다.

3. 교과별 교사연구실 : 각 교과별로의 공간속에

3) 米澤市立第6中學校, 目黑區立中央中學校, 日立市立駒王中學校, 打瀨中學校, 聖寵中學校 등의 학교 운영 보고서 참조
4) 西村伸也, 居場所選擇と移動に見る生徒の行動特性について-打瀨中學校（敎科敎室型）·聖籠中學校（特別敎室型）のケ一ススタデ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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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연구실을 설치하여 교과담당 교사들이 생활하

게 한다. 물론 교사 개인별로 연구실을 마련한 학교

는 없다. 따라서 기존의 교무실은 교과별로 분산되

어 배치되고, 교과를 담당하지 않는 교사들은 교감

선생님과 같이 학교의 중심위치에서 근무하게 되는

데, 이를 교무센터라고 한다.

4. 홈 베이스 : 학생들이 교과교실로 이동하면서

학습하므로, 과거의 학급교실에서의 개인별 책상과

의자가 없다. 따라서 학교생활의 안정감이 크게 결

여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생긴

공간이 홈 베이스로, 학급별 홈 베이스를 기본 유니

트(일반적으로 0.5교실 규모)로 하여 학년단위로 구

성(目黑區立中央중학교 등)하거나 각 교과교실별로

분산시켜 설치(카리다스(カリタス)여자중학고등학

교, 港區立六本木중학교 등)하는 2가지 방식이 있

다. 홈 베이스에는 학생들의 사물함과 게시판, 책상

(그룹 혹은 개인)을 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Ⅳ. 나가면서

이상으로 일본에서의 교과교실제 운영 현황과 장

단점, 공간구성 등에 대해 알아봤다. 교과교실형 운

영은 수준별 이동식 수업과는 그 취지부터 다르다

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교과교실형 운영이란 대학

입시의 주요 과목인 영어나 수학 등의 일부 교과별

성적에 따라 학습집단을 재구성하고, 그 학습집단

에서 지식전달 위주의 일제식 수업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적인 설비와 자료를 갖춘 교과

교실과 미디어공간 등을 활용하면서 학생들에게 학

습능력을 키우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즉 교사와 학생들의 학습방법 및 태도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자칫 모든 학교가 모두 교과교실을 만들고 그 안

에서 우열반 편성을 하고 일제식 수업을 하는 오류

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 및 대안 제시나

교사 연수 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우타세중학교
국어과 미디어센터

일본 카리다스여자중·고의
홈베이스

일본 카리다스여자중·고의
정보 게시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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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과교실의 진화
- 교과중심에서 과제중심으로

글_ 이화룡 공주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Ⅰ. 들어가면서

학교시설은 교육과정 혹은 학교운영 철학 등의 종

속변수이며, 이들을 물리적으로 구현하고 지원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역으로 학교시설이 학습지도나 교

과운영 방법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특히

교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학교모습뿐만 아

니라 교수·학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최근 교과교실제를 중심으로 새삼스럽게 교실 구

성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는 이미 제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교육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학교시설 전문가

들에 의해 종합교실, 다목적 교실, 수준별 교과교실,

교과전용교실 등과 같은 다양한 교실유형들이 제시

되었다. 그 중에 교과교실(departmental

classroom)은 선택과목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교

2-3학년에서 교사가 정해진 교실에서 전공과목을

지도하는 과목별 교실이라는 점에서 고등학교 교과

운영의 필수조건으로제안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하드웨어적 노력에 비하여 그동안

익숙하였던 행정학급교실제를 탈피하려는 소프트웨

어와 휴먼웨어의 변화는 미미하여, 교육현장에서 실

질적인 교과교실제 운영은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실

정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미국의 교실 운영방법

과 교과교실의 점진적 진화과정을 사례들을 통해 살

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Ⅱ. 미국 교과교실제에대한 오해

교과교실제는 교과별 개별화 학습과 선택교과중

심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과교실들

을 구성·운영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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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별 교실뿐만 아니라 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실들을

함께 구성하여 첨단 인프라와 교육기자재를 구비하

고, 학습자료 및 참고도서의 보관과 활용을 위해 학

습미디어실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들

의 이동과 공강시간 휴식을 위한 넓은 복도, 홈 베이

스, 사물함, 알코브(alcove) 등 다양한 개방공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과교실을 갖추고 학생선택에 의해 학생

들이 이동하는 교실운영체제는 이미 서구권 학교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전통적인 교과교실 운

영사례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소재하는 카르

멜 밸리 중학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학교는

2008년 현재 학생수 1,381명, 풀타임 교사 83명으

로 교사 1인당 학생수 17명이며, 총 교과교실수는

38개로 학생선택에 의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

다. 아래 <그림 1>과 같이 5개의 교실 클러스터를 두

고 미디어센터와 아트센터 그리고 체육관을 배치하

고 있다. 각 클러스터는 다목적 작업공간(work

space)을 두고 3-5개의 교실과 실험실을 주변에 구

성하여 선택중심의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학교는 최근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교

사 상주형 교과교실 운영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미

국의 교실 구성은 교사중심의 교실이 아니라 교과목

운영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이 학교의

경우처럼 38개의 교실을 80명이 넘는 교사에게 각

각의 교실을 배당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교사실은

교실내 두지 않고 별도로 작업실 주변에 배치하여

학생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미디어센터를 중

심으로 학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의 모든 학교가 교과별로 교실

을 갖춘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는가? 그 답은

‘No’이다. 미국의 교실운영방법은 일률적이지 않으

며 각 학교급별로 또는 단위학교별로 독특한 형태의

교실 구성방법을 채택, 운영하고 있다. 다만 고등학

교는 전통적으로 학생 교과 선택을 중시하기 때문에

런치코트
키친

<그림 1 > 카르멜 밸리 중학교의 교실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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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생활 공간으로서의 교실구조보다는 교과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교실제 운영을 우선으로 하는 기

본적 틀을 유지하고 있다. 초등학교도 엄밀히 살펴

보면 대체로 종합교실1) 형태의 교실 운영에 가까우

며, 이 경우에 교실은 학급단위가 아니라 교사 및 교

과목 위주로 구성되어, 각 교사들이 개별교실을 확

보하고 교실내에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학습자료 공간을 확보한 교실(self-contained

classroom)형태를 띠고 있다. 이처럼 최근 국내에

서 논의되고 있는 전통적인 교과교실제는 미국에서

는 이미 화석화되었으며,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육개

혁 등에 의해 교실 운영형태는 다양하게 진화·발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사

례를 통해 살펴본다.

Ⅲ. 미국 교과교실의진화과정

한 교사가 모든 교과를 담당하는 학급교실과 특정

교과만을 학습하는 교과교실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비교 논의2)는 1960년대에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졌

다. 특히 중학교 교실은 어떠한 형태가 적합한가하

는 탐색이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 미국 중학교의 학

습환경은 1960년대에 이르러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을 연결하는 가교역할로서의 중간(middle) 개념을

옹호하는 중학교운동(the middle school

movement)에 의해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운동의 영향으로 중학교 교과운영은 초등학교의

학생중심(child-centered) 개별지도의 학습구조와

고등학교의 전문 교사에 의한 교과 중심(subject-

oriented) 학습방법이 상호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의 대응방안으로 교사 팀

(team)에 의한 통합 교과지도 및 협동 학습방법이

강조되었다3).

따라서 중학교의 교실 운영형태 역시 초등학교의

학급교실 환경에서 급격히 고등교육에 적합한 교과

중심형 교실로 전환하는 데에 대한 비판4)이 제기되

었고, 그 중간형태의 교실 운영방법을 모색하게 되

었다. 즉 종합교실 형태의 초등학교나 교과중심의

고등학교와는 달리, 중학교는 몇몇 교사가 팀을 구

성하여 소그룹(100-120명 정도) 학생들을 위한 통

합 학습지도가 가능하고, 블록시간제 운영과 학습공

간을 공유할 수 있는 학교시설과 교실 운영형태가

요구되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기존 중학교 건물들은 고등

1) 초등학교 저학년의 열린 학습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교실형태로, 학급교실 내에서 심화·보충의 수준별로 분화하여 개별학습, 모둠학
습 등 소집단 학습 혹은 팀티칭(team-teaching)의 진행을 지원하는 교실형태이다. 이 경우 역할 학습이나 소집단 이동학습, 코너학습
등 다양한 학습활동을 수행하고 컴퓨터, 비디오 등 다양한 학습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2) Is Specialization the Answer? The Departmental Classroom Revisited, R. Ruel Morrison, Jr.,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Vol. 68, No. 4, pp. 206-212, 1968.

3) Carnegie Foundation(1998), An Imperiled Generation:Saving Urban Schools, Princeton, NJ.
4) 교과교실제의 경우 학급교실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정감이 부족하며 교실간 이동으로 혼란과 학급 중심 활동이 어려워 학생 생활

지도 및 통제를 원활히 하기 어렵다는 문제 등이 제기된다.

모
든

학
교
에
서

교
과
교
실
제
를

시
행
하
기

보
다
는

선
택
중
심
교
과
를

운
영
하
는

고
등
학
교

2-
3학

년
을

중
심

으
로

과
제
중
심
형

교
과
교
실
제
를

시
행
하
도
록

하
고
, 
중
학
교
는

학
급
교
실
제
와

교
과
교
실
제
의

중
간
성
격
을

가
지
는

학
습

커
뮤
니
티

형
태
로

전
환
하
는

방
안
이

제
안
된
다
.



35

Educational Development +  2009 Summer

학교 혹은 초등학교 교육프로그램에 맞추어 건설되

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의 중학교 교육프로그램

에 적합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1960년대에 유행하

였던 열린 공간계획(open space plan) 역시 시설과

공간을 최대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지만, 중학

교 프로그램의 새로운 개념과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5)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드웨어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 적용된 개념이 소위‘학교내 학교(the schools-

within-schools)’이다. 이는 큰 학교건물 내에 작

은 학교를 끼어넣는 형식으로 기존 건물을 개조하고

융통성 있는 공간과 요구시설들을 확충하기 위하여

채용하였던 방법이다. 1960년대에 적용되기 시작한

이 개념은 기존학교 건물뿐만 아니라 새롭게 신축되

는 학교건물에도 적용되었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

미국 전역에 걸쳐 계획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80년대 후반에 신축된 오

크 포인트 중학교이다. 이 학교는 4개의 수준별 클

러스터(cluster)를 두어, 각 클러스터에 적게는 4명

의 교사와 100명의 학생, 많게는 8명의 교사와 200

명의 학생이 한‘가족(family)’이 되도록 하였다. 각

클러스트에는 교재정보실 주변에 다양한 크기의 4

∼8개의 교실을 두고 특별교실, 교사실, 세미나실,

준비실 등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교과군 중심에는

공용의 열린 공간을 두어 도서관, 미디어센터, 행정

실, 체육관 그리고 과학실험실, 음악실 등의 특별교

실로 접근하도록 하여 하나의 ‘공동체

(community)’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2참조> 이

처럼‘가족’, ‘공동체’, ‘집’, ‘누에꼬치(pod)’등의

개념이 중학교의 교실 구성방법에 적용되었던 이유

는 교과교실제가 가지는 익명성, 개별화, 교과간 단

절, 비정주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최근에는 고등학교에서도 전통적인 교과중심의

교실구성의 틀을 벗어나‘학교내 학교 개념’을 도입

하여, 소그룹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개별지도와 자기

주도 학습을 강화하고 교과간 교사 팀

(interdisciplinary teaching team)을 통한 협동학

<그림 2 > 그림 1. 오크 포인트 중학교 : 각 수준의 4개
의 교과군(cluster)으로 구성된 교실

자료출처 : C.Kenneth Tanner, Educational Facilities

Planning, PEASON, 2006, p.21.

5) George, P.S. & Alexander, W.M.(1993), The Exemplary Middle School, Fort Worth, 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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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과 통합교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노벨 고등학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원리는 교과보다는 과제

(project)중심, 교과간 통합교육, 민주적 절차 그리

고 협동 학습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학

교의 교실구성에서는 전통적인 교과교실제의 흔적

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100명 단위의 학습 커뮤니티

(learning community) 안에서 수학, 과학, 영어 그

리고 사회교과가 통합되어 팀 티칭이 이루어지고 있

다. <그림 3 참조>

이 학교 계획의 5가지 기본 목표로“새로운 학교

는 (1) ‘학교내의 학교’를 창조하고, (2) 조력자

(coach)로서의 교사, 작업자(worker)로서의 학생의

개념을 반영하며, (3) 교과간 통합교육과 과제중심

의 교육프로그램을 수용하고, (4) 커뮤니티 중심으

로서 교육적 기능을 통합하며, (5) 공간 디자인, 재

료 그리고 기능에 융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5개의 독특한 학습

커뮤니티를 마련하였고, 각 커뮤니티는 100명의 학

생과 4명의 교사로 구성하였다. 그 중심에는 마치

거실과 같은 다목적실을 두어 학생과 교사들이 그들

의 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

다. 또한 학생들의 수납장 혹은 홈 베이스를 각 커뮤

니티내에 두어 공동체의식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였

다. <그림 4 참조>

그리고 교실과 교실 사이에는 가동 벽(movable

partition)을 두어 교실크기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

도록 하였고, 첨단기술의 인프라를 설치하여 과제중

심의 교육과정에 적절히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과

Project 
특별기획 1 _ 선진형 학교교육의 새로운 접근, 교과교실제

<그림 3 > 노벨 고등학교 학습 커뮤니티

<그림 4 > 단위 학습커뮤니티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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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실험실은 실 중간에 가동 실험대를 두고 측벽에

가스와 급수관을 설치하였으며, 과제실은 싱크대와

창고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작업활동을 도와주고 있

다. 교사(연구)실은 4명의 교사가 공동으로 사용하

고 다목적실내 학생활동을 관찰할 수 있도록 유리창

으로 계획하였다. <그림 4 참조>

노벨 고등학교는 학교건물 내에 건강클리닉, 보육

시설, 평생교육센터 등의 복합화 시설을 두어 학생

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봉사할 수 있게 하였

다. 50석의 식당도 지역에 개방하여 요리강좌도 개

설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가장 큰 1,000석 규모

의 공연장, 도서관, 체육관, 운동장 그리고 체력단련

실 등 역시 지역사회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Ⅳ. 시사점

본고는 미국 교과교실제의 다양한 진화과정을

1960년대의 중학교 운동(the middle school

movement)과 열린 교실 계획(open space plan),

1980년대 학교내 학교(the schools-within-

schools) 개념 그리고 최근 과제중심의 학습 커뮤니

티(learning community) 구성 등을 통하여 살펴보

았다. 이러한 변화는 일련의 교육개혁 등과 같은 외

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겠지만, 교과교실제가 가지는

내재적 문제점인 개별 지도, 협동작업, 교과간 통합

학습의 어려움,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정과 익명성

그리고 정주성(定住性) 및 공동체의식의 결여 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읽혀진다.

그리고 미국의 진화과정은 일률적인 제도에 의해 일

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학습방법, 교육과정

그리고 학생들의 발달수준 등을 심사숙고하고 오랜

연구와 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본 미국사례 탐구에서 나타난 시사점은 첫째, 교

과교실제를 교실운영 유형 중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환상에서 벗어나 우리 교육여건에 적합한 교실 운영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이의 전환은 정책적

수단에 의해 시행하기보다는 학교현장에서 자발적

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조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셋째 기존학교의 교실 운영구조를 바꿀 경우

미국의‘학교내 학교’개념을 적용하여 필요시설을

증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모든 학교

에서 교과교실제를 시행하기 보다는 선택중심교과

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2-3학년을 중심으로 과제중

심형 교과교실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중학교는 학급

교실제와 교과교실제의 중간성격을 가지는 학습 커

뮤니티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이제안된다.  



38

교육개발2009 여름

Project 
특별기획 2 _ 학교현장을 변화시키는 아이디어, 어떤 게 있나

Ⅰ. 글을 시작하며….

학교라는 공간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서른이 조금 넘는 인생을 사는 동안 인생의 3분의 2를

학교에서 보냈다. 그 곳에서 나는 인간관계를 배웠고, 다양한 지식을 익혔으며,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고, 미래

에 대한 찬란한 꿈을 꿨다. 내 부모가 그랬고, 내가 그랬으며, 내 아이가 또 그렇게 인생을 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학교가 정말 좋은 곳이었으면 바란다. 아이들을 배려하는 공간구성, 창의성을 키워주는 교과과

정, 삶에서 중요한 것은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함께하는 성장이라는 인생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비단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학교를 배경으로 한 애틋한 기억하나 없는

사람 찾기 힘들다. 웃거나 울고, 싸우거나 놀며 친구와의 우정에 몸살을 앓던 곳이 학교이고, 스승과 제자로 만

나 때론 친구처럼 웃고, 때론 호랑이 선생님과 문제아처럼 얼굴을 붉혔던 곳도 학교일게다. 성적이라는 잣대에

자신을 비추며 생애 가장 첫 좌절을 맛본 곳도, 인생 최고의 꿈을 키운 곳도 마찬가지일터. 학교는 그렇게 누구

학교에대한시민의바람, 
아이디어로뜻을맺다
- 우리 사회를 다시 꿈꾸게 하는 사회창안센터‘희망제작소’

글_ 이경희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 연구원



39

Educational Development +  2009 Summer

에게나 중요하다.

그래서 시민의 작은 생각, 작은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희망제작소에도 학교나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올라온다. 학교

에 대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과 맞물려, 파격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아이디어에

서,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는 식의 현실유지

성 아이디어까지 꽤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 같은 다양한 관점의 아이

디어들, 그러나 곰곰이 들여다보면 시작은 하나의

믿음에서 비롯된다. 학교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는 곳이라는 거다. 사실, 그

믿음은 시공간을 아우르는 진실이다.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고,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이 즐거우며, 학부

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모두가 바라

는 학교는 그 믿음이 작동할 때 가능한 때문이다.

학교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과 우리나라 교육정책

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아이디어들을 하나

씩 살펴보자.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아이디어들

을 주요 키워드 위주로 묶었다. 이 아이디어들을 하

나씩 곱씹어보다 보면, 우리는 앞에서 말했던 더불

어 성장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그 믿음을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Ⅱ. ‘교과과정’,
변화가 필요하다.

전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수

준의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지난 2008년부터 부활했

다. 정부는 일제고사를 전국단위로 정례화 할 방침

이다. 자연스럽게 진단평가의 대상이 되는 5개 교과

위주의 시험을 위한 교과운영이 따를 수밖에 없다.

예체능 등을 포함한 평가 비대상 교과는 파행적인

수업운영이 이뤄지지않을지 우려가 크다.

시민 아이디어 상당수도 이를 우려하며, 살면서

필요한 교육, 자신을 알고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교과운영을 바라는 제안이

많았다. 아이디 은빛별님은‘긍정적 사고방식 키우

기 교육’이라는 제목으로“인생의 목표와 꿈을 가지

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

로 자신의 습관을 다듬는 효과를 이룰 수 있다”며,

호주에서 시행되는‘행복교육’을 교육현장에서 특

강이나 세미나형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아이디 당찬이님은 같은 문제의식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고민했다.

우선, 주제와 생활 중심으로 교과간 공통점을 찾

아 융합해 교과를 줄여야하는데, 이를 위해 현장교

사,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해

학습내용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또, 유아교육의 공교육 흡수와 초등교육의 강화,

유아 및 초등교육을 국가적 수준에서 지원 관리하는 체제로 과감히 전환하고, 중·고등학

교 과정을 학생의 진로와 적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학교가 자유롭게 설립, 운

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지도 감독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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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준비기관이 되고 있는 중·고등학교 과정을 정

상화하기 위해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아우르는 통합

적 관점에서 학제를 개선하자고 제안한다. 이를 위

해 유아 및 초등교육을 국가적 수준에서 지원 관리

하는 체제로 과감히 전환하고, 중·고등학교 과정을

학생의 진로와 적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학교가 자유롭게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

청에 지도 감독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지식’이 아닌 삶에 필요한 지혜, 더

좋은 세상을 위한 가치를 담은 교과과정으로 재구성

하자는 아이디어들도많다.

아이디 반인반마님은“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생

태적 감수성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미래세대 어린

이들을 위한 생태환경 교육’을 특강이나 특별활동방

식으로 교육하자”고 제안했다. ‘미디어교육’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이 아이디어는 미디어가 인간 커뮤니

케이션 영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

방적으로쏟아지는미디어의정보를무비판적으로수

용하는 현재의 수용자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비롯된다. 비슷한방식으로노동관련, 법률

관련등실생활중심의교육제안도줄을이었다.

‘고3 졸업생들에게 운전면허 교육을 하자’는 제안

도 있었다. 수능이 끝난 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안

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운전면

허 관련 특강을 진행하자는 의견이다. 또 대학을 가

지 않는 고3을 위해 실용경제, 실용법률, 실용기술

등을 교과과정에 편입해, 다양한 진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도눈에띈다.

한편, 육아에 대한 막연한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기본소양을 가르치기 위한‘행복한

가정을 위한 수업’, ‘남녀공학학교에서 진행되는 육

아수업’등의 아이디어도 단골 아이디어다.

Ⅲ. ‘사교육’없는
세상을 꿈꾸다.

학교교육이 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교과과정의

재구성과 제대로 된 운영’뿐만 아니라, 지나친 사교

육으로 인한 폐해를 막는 것도 필수다. 사교육의 폐

해를 막는 방식은 사교육을 차단하는 방식과 사교육

이 필요 없도록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사교육을 차단하는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는 대표

적으로‘사교육을 금지화’하거나‘사교육의 운영시

간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강현호영윤맘님

은‘나이에 따른 법정학습시간 제한’이라는 아이디

어를 제안했다. 연령별로 필요한 학습시간을 고려

해, 법정최대학습시간을 지정해 학교와 학원 등을

통한 학습시간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정인기님의

‘사교육 병폐가 없는 사회’라는 아이디어는“학원의

수강시간은 학교수업이 끝난 시간에 맞춰 아예 접근

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를 금지하자”는 내용

학교에 대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과 맞물려, 파격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아이디어에서,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는 식의 현실유지성 아이디어

까지 꽤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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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고 있다. 시험제도를 바꿈으로써 아예 사교육

이 필요 없게 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문제은행

에서 각 학령별 문제은행을 운영하고 그 문제은행의

문제만 냄으로써 아예 사교육이 필요없게 하자는 파

격적 아이디어다.

한편으로는 사교육을 빈부격차 없이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들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사

교육의 큰 폐해 중의 하나가 가계 경제부담 가중이

라는 점에 착안했다. 김명신님은 사교육비 절감 대

책으로‘대학생 무료 과외 동영상 온라인 사이트 개

설’을 제안했다.

“공익적인 비영리기관에서 관심있고 능력있는 대

학생들과 관련 강의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우선 선

발해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해, 각 과목별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아이들이

원할 때 언제나 양질의 동영상 수업을 받을 수 있음

으로써 사교육시장 활성화로 인한 교육 불평등을 막

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비싼 교육비로 인해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 아이들을 위해, ‘해외 유학생의 방과후 학교 외

국어 지원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English

Speaking 봉사활동’, ‘학원비 안내도 되는 학원’

등에 대한 아이디어도 모였다.

앞서 두 아이디어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좋은 영

어교육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유학을 다녀온 대학

생들 또는 영문과 등 영어실력이 뛰어난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의 하나로 방과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를 가르치자는 아이디어다. ‘학원비 안내도 되는 학

원’은 유명 온라인 강의를 촬영할 때, 무료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 수업료는 자동적으로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같

은 취지에서 새봄님은‘우리 아이 하교 후 집에서 하

는 화상수업’이라는 아이디어를 냈다.

Ⅳ. ‘청소년 스스로 선택하고
나서는, 진짜‘자원봉사’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이 내신성적에 포함되면

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가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

으로 이뤄지고 있다. 어려서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스스로 남을 돕는 자원봉사가 주는 교육효과는 대단

하다. 하지만 사실상 자원봉사는‘자발’이 아닌‘의

무’로이뤄지고있다. 봉사활동은점수로내신에반영

되기때문에억지로참여하는학생들이많은것이다.

지난 1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따르면 중·고

생 1,466명을 대상으로‘봉사활동 참여실태’를 설문

조사했다. 조사대상 중·고생의 90%는 내신 성적

때문에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

답했다. 또 응답자의 75%는‘허위확인서 발급 및 시

간 부풀리기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등 봉사활동 현

장에서 비교육적인 부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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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했다.

봉사활동이 의무화되고 강제성을 띠면서 양적으

로는 많이 성장했으나 질적인 성장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중고생의 자원봉사체제를 변화시키고, 질적

성장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는 그래서

나온다.

아이디 디자인박님은“중·고교의 봉사활동 점수

를 아예 폐지하고, 아이들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

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제안을, 같은 취

지에서 익진님은“학교와 교육청 등이 나서서 봉사

활동기관을 찾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봉사활동에

대한 의의 등 철학적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는 아이

디어를 제시했다.

유학청년님의 아이디어는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

발해 다른 대안으로 이어진다. 단지 내신점수에 반

영만 하지 말고, 공교육에 자원봉사활동 실습 및 교

육을 도입하자는 것. 이를 통해 어릴 때부터 봉사활

동을 자연스럽게 체험하면서, 봉사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고, 삶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아이디

어다. 또 다른 대안으로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장애

인 등을 자원봉사를 원하는 학생과 1대 1 또는 1대

다수로 연계해 실제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하

자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호종훈님의‘자원봉사 통장을 만들자’는 아이디

어는 자원봉사나 기부의 경험이 학생들에게 중요한

경력이 될 수 있고, 또 개개인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 수 있게 자원봉사 통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Ⅴ. 문을 열다, ‘교직’

흔히 요즘 교육현실을 가리켜 21세기 아이들을

20세기 교사가 19세기 교실에서 가르친다는 말이

있다. 학교가 그 만큼 사회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

한다는 이야기겠다.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교직

개방의 문제다. 우리나라는 그간 사범대·교육대를

나오거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증을 받아

야만 교사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교사자격을‘교직’에 한정해서는 다변화

시대에 걸 맞는 다양한 맞춤형 수업을 감당하기 어

렵다. 실제 고교 심화선택과목은 수 십 개에 이르지

만, 전문교과를 담당할 교사는 부족한 현실이다. 그

런 문제의식에서 교육계에서도 교직에 대한 개방논

의가 2000년 들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런 점에

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들이 교직에

들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지난 2008년 정부가 교직개방 방침을 밝

히는 등 일정 부분 결실을 맺고 있다.

정부발표가 나기 전부터 교직개방에 대한 아이디

어는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에 자주 등장한 아이

디어였다.

“지역의 유휴자원을 끌어내 학습지원 공동체 프로

그램을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대표적이다. 생활 터

교사자격을‘교직’에 한정해서는 다변화시대에 걸 맞는 다양한 맞춤형 수업을 감당

하기 어렵다. 실제 고교 심화선택과목은 수 십 개에 이르지만, 전문교과를 담당할 교

사는 부족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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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에게 전수할 귀한 경험과

지혜, 실력을 갖춘 다양한 인적자원을 발굴, 활용해

학생들을 위한 사회교육 시스템을 만들자는 아이디

어다. 체험학습, 독서지도, 예체능교육, 외국어, 멘

토링, 진로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비슷한 아이디어로 변호사명예교사를 전 지역의

학교 등으로 확대하자는 아이디어도 있다. 서울지방

변호사회가 실시하고 있는‘변호사명예교사제’는 1

변호사 1학교가 자매결연해 청소년들에게 준법·인

권·민주시민 의식함양 등을 강연하는 프로그램으

로 서울에서 추진되고 있다.

교직개방에 대한 아이디어는 특히 이주 외국인들

과 만나면 일석이조가 된다. 결혼 이민자 등 이주 외

국인들이 방과후 교실 등에서 외국어를 직접 가르친

다면 외국어 교육은 물론, 결혼이민자들과 그 자녀

들의 한국정착과 학교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도 제안됐다.

Ⅴ. 끝을 맺으며….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에는 이 밖에도 다양한

학교 및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모여 있다. 현행

6(초등)-3(중등)-3(고등) 학제에서 8(초등)-4(고등)

학제로 개편하면서 중학교를 없애고, 그 건물을 종

합복지관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 3월에 신학기

가 시작되는 현 제도를 미국처럼 1월에 시작하도록

바꾸자는 파격적인아이디어도 있다.

또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학부모들이 돌아가며

같은 지역에 사는 아이들과 함께 등·하교를 하는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프로그램을

시행하자는 김용자님의 아이디어는 서울 성북구 등

에서 이미 조금씩 시행되고 있다.

교사와 제자 간의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존댓말 사용하기 캠페인’,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줄 아는 청소년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교

내 진로 컨설턴트가 필요하다’는 아이디어 등도 주

목해볼만하다.

학교 및 교육에 대한 숱한 아이디어들이 시민이

직접 제안했다고 해서 모두 현실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 다만 시민들

의 아이디어를 접하면서 하나쯤은 잊지 말았으면 한

다. 학교를 바라보는, 교육계를 향한 시민들의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 문제제기를 그저‘민

원’으로 보지 않고, 개선을 위한‘대안’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속에 지금의 교육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단초가 숨어 있다. 한국교육은 시

민의 삶과 동떨어져 따로 살 수 없다. 시민과 호흡

하며 함께 성장해간다. 그래서 정답은 늘 시민에게

있다.  



44

교육개발2009 여름

Project 
특별기획 2 _ 학교현장을 변화시키는 아이디어, 어떤 게 있나

교육복지향상을위한시민아이디어현실로
- 천만인의 상상놀이터‘천만상상 오아시스’

Ⅰ. 천만상상 오아시스란?

1. 아이디어가 떠오를 땐 클릭하세요! ‘천만상상 오아시스’

외국인 친구와 함께 한국 영화를 보고 싶었던 강씨는 친구와 함께 영어

자막이 나오는 영화관을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보았다. 문화강국인 대한

민국~ 그것도 그 중심 서울시에는 당연히 영어 자막이 나오는 영화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럴수가! 영어자막이 나오는 영화관은 한

군데도 없었던 것이다. 강씨의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다.

“천!만!상!상! 오!아!시!스!”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강씨와 같이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클릭하는 사람

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경제, 문화, 복지, 환경, 시민분야에 걸친 시민

글_ 우효정 서울시청 창의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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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아이디어가 2009년 일평균 104건 정도 천만상

상 오아시스에 올라오고 있다. 웹사이트가 개설된

2006년의 32건에 비해 325%나 증가하였다.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행정민원 위주의 비공개로

이루어지던‘서울시 시민창안제도’를 보완하여 시

민들의 의견을 새로운 방식으로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일반시민대상의 행정 아이디어 및 정책제안 커

뮤니티이다. 서울시는 천만상상 오아시스 웹사이트

를 통해 불만을 토로하는 소극적인 제안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까지 토론하는 열린 커뮤니티 공

간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시민과 공무원이 상

호 win-win 할 수 있는 소통과 대화의 창구로서,

웹 2.0시대가 지니고 있는 공개·참여·개방 정신

을 이용하여 시민 아이디어 정책화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2. 두메산골에서 해외동포까지 이용범위 확대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산 넘

어 강원도 삼척, 바다 건너 제주도, 해외에서까지도

이용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서울시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이 천만상상 오아

시스를 방문하고 있다. 2006년 10월 10일 이후 총

4,175,255명(하루 평균 4,640여명)이 천만상상 오

아시스를 방문하였다.

Ⅱ.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상상’

1. 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민 목소리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공무원, 네

티즌, 상상누리단 등과 실시간으로 토론하며 서울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천만상상 오아시스

에 올라온 시민 아이디어 종류를 크게 분류하면‘교

육정책분야’, ‘학교환경분야’, ‘교육복지분야’등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가운데‘학교환경분야’와

‘교육복지분야’관련 아이디어가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교육정책분야’의 제안은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아래 제안들과 같이 서울시 차원의 논의에서 벗어난

주제가 대부분으로, 아직은 서울시에서 채택·실행

한 안건은 극히 미미하다.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

하고, 공무원, 네티즌, 상상누리단 등과 실시간으로 토론하며 서울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천만상상 오아시스에 올라온 시민 아이디어 종류를 크게 분류하면

‘교육정책분야’, ‘학교환경분야’, ‘교육복지분야’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가운

데‘학교환경분야’와‘교육복지분야’관련 아이디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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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분야’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정신적·육

체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속에서 공부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많

이 올라와 있다. 그 가운데 아래의 아이디어는 천만

상상 오아시스의 최종 라운드인‘실현회의’에 상정

되어, 제안자, 공무원, 전문가(시정개발연구위원),

시장 등이 한 자리에 모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토론

하였다. 아쉽게 실현회의에서 채택되지는 못하였으

나, 우리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이 공부하는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는

자리였다.

점수제를 폐지하고 전문 소규모 학교를 많이 육성시켰으면 합니다.

초등학생은 몇 과목을 배우는 지 잘 모르지만 중고생은 약 12개 과목을 공부한다고 하니…

그러니 학원을 전문학교로 만들어서 다양한 학생들이 자기의 소질에 따라 학교를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과목은

전문과목 외에 국어, 역사, 영어, 기타(학교에 맞는 과목).

이렇게 몇 과목을 집중적으로 적성에 맞게끔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도 적성에 맞지 않으면 자유로이 옮기게 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청이나 교사는 학생이 적성에 맞는지 초등학교때부터 잘 관찰하여 분리를 하게 해야 합니다.

- st00님

한국에선 왜 아직 노벨상이 안 나온다고 보시나요?(중략)

유카와 선생이 노벨상을 받을 때 내가 19살이었으니까 그 뒤 40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실험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초과학 수준을 끌어올려 노벨상을 받을 정도가 되려면 한국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결국 정부의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초과학이란 산업에 공헌하거나 돈으로 바로 연결되

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초과학에 적극 투자해야 합니다.

-sl00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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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태그를 이용하여 어린이들이 학교 등하교시, 학원 이동시, 아파트, 놀이터에 이동할 때 부모들에게 자동으

로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서울시에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하면 어떨 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 내용은 양산시에서 7월부터 시행하는 어린이안심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방에 전자명찰을 부착하여

등하교시 교문과 출입문에 설치된 인식기를 통해 학부모의 휴대폰으로「등(하)교하였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자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에게 등하교 정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린이안심서비스는 등하교시

메시지 전송뿐만 아니라 학교의 공지사항, 가정통신문 등도 학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학교생활을 부

모에게 알리는 기능과 함께 학생이 집에서 출발, 학교에 갈 때까지와 교내에서 일어나는 안전교통사고에 대해서

도 일정액의 보험금을 주는 어린이안심보험의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이하생략).

- ms00님

유치원서부터 늘 보아왔던 것이고, 초등학교 1년생을 보내는 엄마로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교육은 100년을 내다본다고 했던가요. 한자녀 아이·맞벌이 자녀·한부모 자녀 등등 정말 순수하게 예전처

럼 사랑속에서 크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엄마가 집에 있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각종 학원으로 엄마 스케줄 표에 의해 다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속

에서 인성을 제대로 교육받기란 얼마나 힘겨울지… 예절도 도덕도 무너져가고 자기 스스로의 절제도 어려워져

서 병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프다 못해 미래가 두려워집니다.

아이들이 불쌍하고 삶이 서러워집니다. 초등학교부터라도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치료를 요하는 친구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담이 학교서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구여. 아님 병원에서라도 도와주세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인데도 부모의 무지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답니다.

또 하나는 치료를 받고 싶어도 비용이 1회 방문치료, 40분 수업에 4~12만원 정도 든답니다.

복지시설은 저렴하나 찾기 어렵거나 멀고 병원은 정말 서민이 이용하기에 눈물만 난답니다.

(중략)

성상담, 왕따, 우울증, 등등 아이 스스로 찾아 오는 것이 아니라 검사하고 찾아서 치료해주는 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부모들 용기 내기 힘들고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 아이들을 포기 아닌 포기상태에 놓이게 한답

니다. 제발 토론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 hd00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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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어머니로서,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로서 멀리 타지에서 한국에 온‘어머니’들이

접근하기 쉽고 손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국어 인터넷강의가 있다면 그 분들 밑에서 자라날 아이들도 혼란을 겪지

않고 바르게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강의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문화

수도 서울’에서 앞장서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인터넷강의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는 서울에서 앞장서 주세요!

서울의 기술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 nb00님

싱글맘, 결손가정, 영세민, 의료수급자, 장애아동 등 최근 다문화가정 아동 등은 상대적으로

자의든, 타의든 교육의 기회와 사회화의 참여기회가 부모의 제반여건 상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교육의 기회도 적

습니다. 따라서 위의 소외 대상 아동들에게 유치원 가기 전 2~6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상자 가구에 독서도우미를 주1회 이상 파견해 아동들에게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책읽

어주기 등 일정기간 독서지도를 받게 하며, 교원, 웅진, 등 학습지회사와 결연 을 맺도록 함으로써 특기와 적성

을 개발시키고 사회적응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ch00님

‘교육복지분야’와 관련한 아이디어는 주로 다양

한 매체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취약계층

에 대한 교육접근성을 높이자는 아이디어가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등록금 리볼빙제도와 같이 대학생 등

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계층 학생 또는 어머

니를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아

이디어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그 가운데‘다문화가

정 어머니를 위한 인터넷 한국어교육’은 채택되어

현재 해당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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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육’에 대한‘시민’상상
현실로

1. 채택된 아이디어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두 달에 한 번 천만상상 오아시스에

올라온 시민 아이디어 가운데 참신하고 서울시에서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는 아이디어를 모아 시장과

각 제안자, 해당 부서 공무원, 시정개발연구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를 위한 한국어 인터넷강의’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 2008년 2월 실현회의에 올라와 서울시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위한 한국어 인터넷강의는

2008년 7월 17일 한국디지털대학교와 협약을 맺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

재까지 4,616명의 방문자가 접속하여 한국어를 배

우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교육과 관련한 시민 아이디어

에 귀를 기울여 서울시를 이끌어가고, 나아가 세계

를 이끌어갈 우리의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영세민 초.중.고생을 위한 무료 영어교육 사이트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

하고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제안입니다. 영세서민들은 학교교육을 따라가기도 어렵지만 과외열풍

에 휩싸인 영어교육의 과열화현상으로 과외를 못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인재개발원의 지원을 받아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단계별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영세시민과 영어교육을 열망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울시 홈페이지

영어학습 사이트에 올려놓는다면 서민 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학생들의 영어학습 수준이 높아지는 등 글로

벌시대의 추진과제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비용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말문이 트이는 서울시민, 교육비 적게 드는 서울시민, 영어 잘하는 서울시민, 글로

벌 서울시민이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서울시 짱이겠죠?

-JS00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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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식 교육…
단기전보다장기전 대비
풀뿌리자원봉사…
능력 따른 차별화 교육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최근 미국

학생들의 과학과 수학 능력이 한국 등

외국학생들과 비교하면 떨어진다며

개탄한 적이 있다. 미국에서 공교육은

사교육에 비해 질적으로 크게 뒤떨어

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보

면 한국이 교육의 형평성과 기회라는

면에서 미국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

미국에서 살면서 아이를 키워보니 오

바마 대통령의 지적도 어느 정도 이해

가 된다. 단순 비교하면 미국 공교육

의 수학수준이 한국보다 훨씬 떨어진

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교육의 힘

과 잠재력이 한국보다 뒤지지 않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훨씬 큰 잠재

력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미국인들의 자녀교육은 기본

에 충실한 것 같다. 기초체력 단련과

책읽기 등을 통해 더디지만 착실하게

기초를 다지는 노력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100ｍ 단거리가 아니

라 42.195㎞ 마라톤에 대비한 지구력

훈련을 중시한다. 마라톤은 빨리만 달

려서 완주나 우승을 할 수 없다. 구간

별 전략이 필요하다. 조기교육과 선행

학습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한국

교육이 단거리 교육이라면 미국교육

은 마라톤 교육이다.

학생들의 수업능력에 따른 차등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중·고교 평

준화 문화에 젖어 있는 한국의 대다수

학부모들에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

는 일일 수도 있다. 우열반은 미국에

서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지만 학부

모 누구도 불평등 교육이라고 항의하

지 않는다. 평가도 철저하게 선생님

위주다.

그리고 여름 캠프나 방과 후 클럽에

가입시키려고 하면 적어도 1년에서 3

개월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사전에 치

밀한 준비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그렇

지 않으면 원하는 곳에 보낸다는 것은

미국 교육의 힘,
어디서 나오나

미국인들의 자녀교육은 기본에 충실한 것

같다. 기초체력 단련과 책읽기 등을 통해

더디지만 착실하게 기초를 다지는 노력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글_ 김재홍·홍정민 연합뉴스 워싱턴특파원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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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불가능하다. 자녀교육에서 부

부 협력은 절대적이다.

이것이 우리 부부가 미국에서 2년여

생활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몸으

로 얻은 것이다.

뛰고 또 뛰어…
체력이국력

미국에 와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뛰는 사람들

이다. 시간만 있으면 또 뛰고 뛰는 것

같다. 비만이 국가적인 문제가 돼 있

으니까 달리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 아이들의 학

교생활을 조금만 들여다 보면 미국인

들이 얼마나 운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 금방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자녀들에게 처음 학교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보면 달리

기라고 말할 정도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교육철학이

온통 지배하는 것 같다.

미국에도 한국처럼 과외가 있다. 미

국도 우리처럼 극성엄마도 있다. 얼마

전 미국에‘알파맘’이란 신조어가 유

행했다.

알파맘이란 대졸 이상 학력으로 자

녀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한마디

로 치맛바람을 날리는 엄마들을 말한

다. 미국의 알파맘이 자식교육에 쏟는

열정은 방법은 다르지만, 한국 엄마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빠와 엄마 모

두 운전을 다 못하면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방과후 과외활동을 위해

부부가 이곳저곳으로 아이들을 실어

나르려면 혼자로는 힘에 부치기 때문

이다.

미국 자녀교육에서 가장 큰 차이는

아빠의 역할이다. 한국처럼 자정이 다

돼서야 들어오는 아빠는 찾아보기 어

렵다. 아빠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이

들이 하는 운동에 보조코치 등의 자원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축

구를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엄마 아빠

모두 축구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으

로 나간다. 전문코치는 따로 있지만,

엄마와 아빠의 자원봉사는 필수적으

로 요구된다.

미국에 공부하러 온 한국 아이들이

영어학원이나 수학학원에 가는 동안

미국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와 함께 운

동을 하며 지낸다.

미국 아이들은 어릴 때는 학교나 방

과 후 과외활동을 통해 무식할 정도로

뛰고 또 뛴다. 철저하게 기초체력을

연마하는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

미국이 정말 무서운 나라라는 느낌이

든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중요한 것부

터 서두르지 않고 기초를 다지고 있는

데 우리는 어릴 때 체력보다 조기교육

이나 선행학습이다 해서 평생의 재산

이나 다름없는 아이들의 체력을 제대

로 돌보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문

득 든다.

이런 식의 한국교육은 초중교 때 단

기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는 있

다. 하지만, 정작 밤 새워 공부해야 하

는 대학이나 그 이상 교육과정에서는

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 대학

에 가서 한국학생들이 제일 고전하는

게 다름 아닌 체력전이다. 미국 아이

들은 며칠 밤을 새워도 끄떡도 하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력키우기는 3개월이나 되

는 여름방학도 예외가 아니다.

풀뿌리수영클럽…
자원봉사가원동력

미국의 여름방학은 3개월이나 된다.

이렇게 기나긴 여름을 어떻게 보낼 것

인가가 미국 학부모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다들 캠프에 보낸다

여행을 간다 등 많은 계획과 활동이

있지만,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놀란 것은 지역단위로 이뤄지는

풀뿌리 클럽활동이다.

우리가 사는 미국 동부인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 지역은 여름에 한

국과 마찬가지 로 무더위가 보통이 아

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을 운동장으로

내몰기는 그렇고 해서 시원하면서 체

력을 키울 수 있는 수영을 시켜보려고

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로부

U.S.A JAPAN FRANCE



터 여름방학 때 수영팀에 아이들을 넣

으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소문을

했다. 우리가 사는 비엔나에서 찾아보

니 수영팀 클럽에 대기자만 500명 정

도 된다며 들어가려면 2-3년은 기다

려야 한다고 했다. 미국 사람들은 한

국처럼 이사를 자주 다니지 않기 때문

에 같은 마을 사람끼리 관계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찾은 곳이 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수영팀을 가까스

로 찾아냈다. 팀 이름이 개구리(Frog)

였다. 고등어란 이름을 가진 곳도 있

었는데 개구리가 고등어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 이 팀에 아이들을 등록시

켰다.

수영팀은 여름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6월 1일부터 매일 1시

간씩 연습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

도 다른 팀과 시합을 한다. 이런 연습

을 7월말까지 계속한다. 2개월간 야외

수영장에서 아이들에게 매일 수영을

시킨다. 여름방학 후에도 수영팀 활동

은 계속된다. 가을부터 다음해 봄까지

같은 중고생 코치와 학생들이 실내수

영장을 빌려 매주 만나 연습을 한다.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운동이 끝날

때까지 학부모들이 기다리고 있다. 여

기서 미국 아줌마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사

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는 사람들이고

가까이 살기 때문에 이웃사촌들이어

서 그 속을 비집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지만 특별한 경험이었다.

그러면서 수영팀의 조직과 진행,

구성원들의 면면을 가까이 볼 수 있

었다.

우리 팀의 통솔은 낸시라는 입심 좋

게 생긴 아줌마가 했다. 그 밖에 2-3

명이 더 연락이나 총무역할을 맡아 도

와준다. 수영팀에 가입할 때 자원봉사

는 기본이다. 자원봉사 목록에 나오는

최소 3가지는 하겠다고 서명해야 한

다. 기록 재기, 간식 사오기 등 사소하

지만 빼놓을 수 없는 일들은 자원봉사

학부모들의 몫이다. 참가학생(3세-

초.중.고)의 부모들 전체가 자원봉사

도우미가 되는 것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수영팀을

지도하는 코치들이 이 팀에서 어려서

부터 배운 고등학생과 대학생 형과 누

나, 언니, 오빠들이라는 것이다. 진이

라는 여자 고등학생 코치는 5살 때부

터 개구리팀 멤버로 가입해 수영을 시

작했는데 얼마 전 버지니아 주 대표

다이빙 선수로 뽑혔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남자 수

영 8관왕을 달성한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24)도 이런 동네 수영팀에서

출발했다. 매주 팀 대항전 등에서 실

력을 인정받아 본격적인 선수의 길로

들어선다고 보면 된다.

이런 작은 마을의 가족 같은 팀끼리

모여서 경쟁하고 우승팀이 지역대회

대표로 나가고 또 그 우승팀이 주 대

표로 그리고 전미대표로 출전하는 것

이다.

이런 클럽활동은 교육당국이나 정

부가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는 학부모

와 코치들에 주도된다는점이놀랍다.

수영팀에서 볼 수 있는 클럽활동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다 보니 노하우

가 대단하다. 그런 만큼 긴 여름방학

시간을 온통 클럽활동에 바친다. 그만

한 대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속에서 아이들은 수영뿐만 아니

라 리더십과 팀의 운영방법을 자연스

럽게 배우게 된다. 특히 중학생 이상

이 되면 팀의 코치로 봉사할 수 있게

끔 해 수영선수로 코치로 또 대학 갈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봉사점수까지

챙길 수 있다. 지역공동체가 함께 아

이들을 키워낸다는 점에서 클럽활동

은 미국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름방학 때 여름캠프 활동도 미국

에서는 빼놓을 수 없다. 이름난 캠프

의 경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전

부터 준비해야 들어갈 수 있다. 어떤

경우는 캠프에 들어가기 위해 사전에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캠프의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유명 대학의 경우 캠프

가격이 비싸 웬만한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는 곳도 있다. 하지만, 교회나 커

뮤니티센터 등에서 각종 스포츠와 게

임 등 인성개발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비교적 저렴하게 개설한다.

통나무 집에서 자면서 대자연속에

서 말타기, 활쏘기, 수영, 캠프파이어

등을 경험할 수 있는 1주일짜리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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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많이 있다. 이런 체험은 한국에선

좀체 하기 힘든 경험이다. 작년 여름

에 아이들을 보냈더니 밤에 잘 때 추

워서 혼이 났다고 했다. 그렇지만 올

해도 보내달라고 성화다. 부모와 떨어

져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많은 것 같

다. 아이들이 캠프에 들어갔다 나오면

1주일전보다 훨씬 더 커보인다.

교사평가
성적보다 중요

미국 학교에는 한국 초등학교에는

없는 우열반 제도를 운영한다. 우수능

력 학생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GT

반은 동급생들 가운데 상위 10% 정도

의 학생들의 반을 따로 만들어 평균보

다 높은 수준의 수업을 진행한다.

초등학교 2학년 10월쯤 CogAT와

NNAT라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을 학

교에서 치르는데 CogAT는 언어영역

능력 측정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외

국에서 갓 와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 시험을 면제해준다. 우리

나라의 아이큐테스트와 비슷한

NNAT 성적만 높게 나오면 GT에 지

원할 수 있다.

NNAT 성적이 150점 만점에 135점

이상이면 GT반에 지원할 수 있다. 우

리 주변에서 150점 만점을 받은 한국

아이들을 2명이나 봤다. 하지만, 이 점

수가 높다고 해서 GT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는 담임

선생님의 학생에 대한 평가다. 이 평

가자료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학교선생님들은 학

생들의 수업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쪽

지(메모)를 집으로 보낸다. 부모들은

쪽지를 읽고 서명을 해서 학교로 보내

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몇 번 되

풀이되면 학교에 가서 반드시 상담교

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쪽지에 대해 너무 예민해

할 필요는 없다. 부모가 보지 못하는

자녀의 학교생활태도를 선생님이 알

려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지

적사항에 대해 아이에게 그 이유를 설

명하고 주의를 주겠다고 답장을 보내

는 등 가정에서 교육에 열의를 보이면

대개 선생님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

인다.

이처럼 미국 학교는 성적도 중요하

지만, 생활과 학습태도를 매우 중시

한다.

그리고 지각에 대해선 매우 엄격하

다. 지각이 잦으면 교육청에서 직접

학부모에게 연락할 정도다. 등교시간

을 지키는 것은 사회적인 약속을 지키

는 시작으로 보기 때문이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선생님이

수업태도나 나쁜 행동을 문제 삼으면

GT반에 들어갈 수 없다.

한 번 GT반에 들어가면 8학년(한국

의 중학교 2학년에 해당)까지 계속 다

닐 수 있다. 한국 엄마들뿐만 아니라

미국, 인도, 중국 등 모든 학부모가 자

녀를 GT반에 넣기를 희망한다. 특히

인도와 중국의 교육열은 한국을 뛰어

넘을 정도다.

우리가 현재 사는 워싱턴 D.C. 근교

인 버지니아 주 비엔나는 미국에서 공

교육 수준이 높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이 곳도 부촌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정부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다소 뒤처지는 지역에

우수학생들을 위한 지티센터(GT

Center)를 설치해 균형을 맞춘다.

2년여 미국생활로 미국 교육 전부를

이렇다 저렇다고 논할 수는 없다. 그

렇지만 이방인의 눈에 비친 미국교육

의 교훈은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어릴 때는 기초체력 단련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스포츠를 통해 리더십과 협

동심을 키우는 등 사회성을 발달시켜

나가야 한다.

한국은 당장의 경쟁에 너무 조바심

을 내고 있다. 우리 부부라고 이런 분

위기에서 벗어나 예외가 되기는 쉽지

않다. 한국사회라는 특수한 분위기에

서 혼자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

면 이런 조바심을 버리고 학부모나 교

육자 모두 좀 더 멀리 봐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U.S.A JAPA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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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의 진통
-프랑스 국립대학 개혁

글_ 이종수 서울신문 파리특파원

개혁과변화

2007년 5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빠르게 변화하

는 프랑스의 풍경을 압축하기에 걸맞

은 표현이다. 그 만큼 사르코지 대통

령의‘전방위 개혁’은 프랑스사회의

전반적인 부문에서-긍정적이든 부정

적이든-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사

르코지 대통령의 개혁일정은 진행형

이기에 이런 변화는 당분간 이어질 전

망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대선 당시 내세

운 공약을 하나하나, 때로는 동시다

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게중에는

공기업 연금개혁 등 역대 대통령이 손

을 댔다가 사회적 저항에 부딪쳐 포기

한 민감한 부문이 많다. 당연히 대규

모 파업과 시위 등 사회적 저항이 잇

따랐다.

기자가 정리하려는 국립대학 개혁

도 그 연장에 있다. 대선 당시 여당 대

중운동연합의 사르코지 후보는“40년

간 고등교육에 대한 개혁이 없었다”고

선언한 뒤“프랑스 대학 및 연구수준

을 세계 최고로 올려놓겠다”고 야심만

만하게 밝혔다. 취임 후 사르코지는

국립대학 개혁에 착수했다. 그 뒤 1년

6개월 동안의 크고 작은 사회적 저항

을 거치면서, 이제 국립대학 개혁은

막 자리를 잡았다.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가? 국립

대학 개혁을 둘러싼 진통을 알아보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가보자. 그 과정

은 민감한 현안을 놓고 이해관계를 달

리하는 프랑스의 사회적 주체들이 어

떻게 길항하고 소통하는 지를 살펴보

는 한 단초가 될 것이다.

“40년만의 개혁”

사르코지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립

대학 자율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당

대선 당시 여당 대중운동연합의 사르코지

후보는“40년간 고등교육에 대한 개혁이

없었다”고 선언한 뒤“프랑스 대학 및 연

구수준을 세계 최고로 올려놓겠다”고 야

심만만하게 밝혔다. 취임 후 사르코지는

국립대학 개혁에 착수했다. 그 뒤 1년 6

개월 동안의 크고 작은 사회적 저항을 거

치면서, 이제 국립대학 개혁은 막 자리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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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일간 르 몽드는“첫 내각 구성에서

대학교육 행정의 수장인‘고등교육연

구부’(이하 고등교육부) 장관에 젊고

현장감이 좋은 발레리 페크레스를 임

명한 것은 사르코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페크레스 장관

은 사르코지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

가들의 의견을 모아 2007년 6월 19일

‘새로운 대학 구성에 대한 법률 초안’

을 마련한 뒤 교수노조와 학생단체들

에게 제출했다. 가장 큰 반발이 예상

되는 그룹의 이해를 사전에 구하려는

포석이었다. 이어 국무회의 심사와 프

랑수아 피용 총리의 검토를 거쳐 7월

4일 정부 입법 형태로 제출했다. 법안

은 상원, 하원 의결을 거쳐‘대학의

자율과 책임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

름으로 공포됐다. 

대학의 자율성 강화를 골자로 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총장 권한 강화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 등) △대

학이사회 정원 60명에서 30명으로

축소한 뒤 권한 강화 △대학의 자체적

예산 운용(부동산 관리 권한 등) △진

로 및 취업지도 임무 대학에 위임 △

교수채용 시간 단축으로 교수 충원 원

활 등이다.

국립대학 자율화 법안을 이해하려

면 프랑스 대학제도를 살펴봐야 한다.

1968년 5월 이후 옛 단과대학들이 해

체되면서 탄생한 현재 85개의 대학교

는 겉으로 볼 때는 자율체제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1968년의‘에드가 포

르법’이나, 1984년의‘사바리 법’처

럼 자율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전 속의 이야기다.

문서상 대학교는 예산안, 직원 배치,

또는 교수가 나름대로 수업을 하는 것

은 자유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의 대학은 늘 상부기관의

통제를 받아왔다. 국가로부터 약 80%

의 예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

에서 전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

다. 교직원 임용에 있어서도 주어진

예산 안에서 처리해야 했기에 권한이

매우 적었다. 대학이 자율성을 발휘하

여 각 대학의 사정에 맞게 직원 임용

이나 임금을 책정할 자유도 없었다. 

해마다 대학교 총장들은 필요한 자

리를 위해 교육부와 협상을 시도했다.

파리 2대학의 루이 보젤 총장은 이런

어려운 현실에 대해“우리에게 필요

한 인력을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

요했다”라고 토로한 바 있다.

심지어 건물관리도 국가가 담당했

다. 대학은 필요한 캠퍼스 부지를 마

음대로 사거나 팔 권리가 없었다. 모

두 국가 소유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분

의 업무도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했다.

내부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총장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지만, 총

장조차도 30-60명으로 구성된 행정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만 했다. 오죽

하면 베르사이유 생캉탱대학의 실비

포쇼 총장이“대학교가 진보할 수 있

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일 것이다”

라고 말 했을까? 또 프랑스 대학교 총

장협의회장이자 뚜르대학교 총장인

미셀 뤼소는“이번 개혁안은 부분개

혁이 아닌 1968년‘에드가 포르법’과

같은 창립안이다”라며“약 40년 전부

터 실행하고 있는 대학교의 자율을 확

립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저항의논리
-대학서열화우려

사회적 저항은 법안 추진 과정에서

부터 터져나왔다. 학생단체들이 내세

운 논거는 대학 자율화법에 따라 5년

이내 모든 대학 예산편성 및 학생 선

발 자율화, 등록금 인상, 기업 기부금

모금 등을 허용하게 되면‘대학의 사

유화’를 가져오고 평준화의 틀을 깨

트린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국립으로 운

영되는 85개 대학에 기업 기부금을

허용하면‘속된 말로‘돈이 안 되는’

인문학부 등이 소외되고 학생선발권

을 자율화하면 모든 학생이 고등교육

을 받을 수 있는 대학평준화의 틀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나아가 대학교에

사기업들이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

으며 대학교의 자유가 축소되거나, 교

수-연구원들의 직책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교수노조와 학생단체의 반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정부가 법안을 발표

하자 크고 작은 사회적 저항이 이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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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봉에 선 이들은 대학생단체였

다. 2007년 11월 6일부터 프랑스 10여

개 대학생들이 대학개혁 방안에 항의,

수업거부와 학교 봉쇄 등의 강력한 방

식으로 의사를 표시했다. 루앙, 미레

유(툴루즈), 파리 1·4, 렌 등 프랑스

10여개 대학은 단과대학별로 잇따라

학생총회를 열고 대학자율화법의 폐

기를 촉구했다. 몇몇 대학의 시위양상

은 과격하게 진행됐다. 페르피냥, 렌

느1대학과 엑스-마르세이유1대학은

학교 앞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시위

를 벌였다. 파리 4대(소르본) 학생들

은 6일 대학교의 중앙 대강의실을 점

령했다. 대부분 좌파성향의 학생단체

들이 시위와 수업거부, 학교봉쇄를 주

도했다. 

온건성향의 프랑스대학생연합회

(UNEF)도 대학생들에게 학생총회에

참여하라고 권유했다. 브뤼노 쥴리아

UNEF 회장은“만일 고등교육부장관

이 학생들을 위한 예산의 현실적인 노

력의 의지가 없으면 우리의 뜻을 강하

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UNEF 발표에 따르면 루앙,

뚜르, 뚤루즈 2, 릴 3, 렌느 2 대학교

가 7일 아침에 봉쇄되었다. 또 85개

대학교 중 45개 대학교가 총회를 가졌

고 나머지 대학도 잇따라 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대학을 봉쇄하고 파

업에 참가한 학생단체들은 이틀 뒤인

11월 8일 노동계의 대파업과 연대해

대학자율화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강온 양면 대응속
법 시행

고등교육부도 물러서지 않았다. 페

크레스 장관은 이날 24시간 뉴스전문

라디오 채널‘프랑스 앵포’에 출연해

“개혁의 결실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

하다”고 당부하면서“현재의 시위는

정당화 되지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

다. 정부는 7일 밤 11시께 학생들이 장

악하고 있던 파리 1, 4대학(소르본)에

경찰을 투입해 강제 해산시켰다. 

한편 페크레스 장관은 7일, 8일 학

생 대표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다. 이

후 양측은 절충점을 찾으면서 거리를

좁혀갔다. 정부는 단계적인 대학자율

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

놓았다. 프랑스정부는 11월 28일

“2012년까지 고등교육 예산을 최대

5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또

2008년 예산부터 100-150억 유로를

대학에 지원하고 고등교육을 위해 추

가로 10억 유로를 배정하겠다고 약속

했다. 

2008년 대학가의 반발기류가 잠재

한 상황에서 정부는 후속조치를 차근

차근 밟아갔다. 그러다 2009년부터

수업거부, 학교봉쇄가 본격화됐다. 고

등교육부가 1월 1일부터 20개 대학을

선정해 자율화 법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고등교육

부는 20개 대학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들 대학의 예산배당에서 총장의 권

한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장

의 권한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학

이 자체적으로 예산, 급여, 인적자원

(직원채용과 경력관리)까지 맡게 됐

다. 2008년 7월 말에 페크레스 고등

교육연구부 장관이 선정한 이 대학들

의 선택에는 기업운영의 원리가 작용

하고 있었다. 당분간 대학이 예산의

25%에 대해서만 자율적으로 운영하

도록 했으나 그 비중을 점차 늘려

10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페크레스 장관의‘교수와 연구자들의 처우 및 경력 등에 관한 개혁안’은 대학이 인적자원을 자

체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달라진 상황에 걸맞게 교수나 연구원들의 지위와 신분을 바꾸려는

것이었다. 즉 대학자율화법에 따라 교수들의 시간-강의, 연구, 행정업무-분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걸맞게 조항을 바꾼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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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대학 자체로 집행 가능한

예산은 이전의 두 배 반이나 세배가

된다. 기업 등 외부단체의 지원을 받

지만 당장엔 부담이 커진다. 이를 위

해 정부에서는 우선 각 대학에 25만

유로를 지원했다. 정부의 방침은 2012

년까지 85개의 국립 대학을 모두 자립

시킨다는 것이었다.

다시 거세진저항

잠잠하던 대학가가 다시 술렁거렸

다. 학생단체는 대학교의 재정악화를

우려하며 1월에 교육계 시위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17개의 소규모 대학은

큰 도시의 대학들로만 재정이 집중되

어 소규모 대학은 경쟁에서 밀린다며

이미 서명을 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페크레스 장관이 1월

15일‘교수와 연구자들의 처우 및 경

력 등에 관한 개혁안’을 발표하자 교

수노조가 시위에 참여하면서 전선이

확대됐다. 이 개혁안은 대학이 인적자

원을 자체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달라진 상황에 걸맞게 교수나 연구원

들의 지위와 신분을 바꾸려는 것이었

다. 즉 대학자율화법에 따라 교수들의

시간-강의, 연구, 행정업무- 분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걸맞게 조항을 바꾼 것이었다. 

이 개혁안 가운데 교수들이 국립대

학위원회(CNU)로부터 4년마다 연구,

교육, 행정업무 등에 대한 평가를 받

게 하고(현재는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을 하고자 하는 교수의 요청이 있

을 경우에만 평가) 대학총장은 이 평

가에 근거하여 그들의 승진과 연구,

교육, 행정업무의 시간분배를 조율하

고 결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이 거센 반

발을 불러 일으켰다. 교수노조는 총장

의 결정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했다.

또 수업일수가 많아지고 그들의 독립

성이 제한 받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교수노조는 즉각 개혁안 철수를 위

한 반대서명을 시작해 13,000명의 서

명을 받았다. 1월 22일 교수-연구자

조합은 개혁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

면서“정부로부터 답변을 얻지 못한다

면 2월 2일부터는 무제한 파업에 들어

갈 것”이라며 경고한 뒤 1월 26일 월

요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3개월 동안 시위가 이어지는 등 대

학가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자 사르

코지 대통령은 개혁안의 원칙은 고수

하되“교수 및 연구자들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할 여지가 있

다”고 발표하면서 징검다리를 놓았다.

구체적으로 교수와 연구자의 급여를

12-25%까지 올리기로 결정했으며 그

들이 평가방법 등을 놓고 페크레스 고

등교육장관과 논의하라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페크레스 장

관과 4개 대학조합은 3월 6일‘대학교

수 및 연구자의 직위에 관한 협상안’

에 합의했다. 대학가의 시위를 불러일

으킨 첫번째 안과는 내용이 달라졌다.

가장 민감한 교수평가와 관련 4년에

한번씩 교수나 연구원이 평가를 받도

록 하되 평가의 주체가 국립대학위원

회가 아니라 동료들로 바뀌었다.

진통이보여주는것
-소통의 미덕

이상 살펴본 국립대학 개혁 사례는

프랑스정부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

슈들을 개혁하는 과정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관련 부처에서 위원회

를 구성한다. 이어 일정 기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초안을 만든 뒤 발표해서

사회적 반응을 살핀다. 그리고 저항이

있으면 원칙을 고수하면서 저항세력

과 소통한다. 총파업을 벌이면서 공기

업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대

표들을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이나

노동부로 불러 노사정 마라톤회의를

열기도 했다. 물론 바로 절충안이 나

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의 통과의례

를 통해 거리를 좁혀갔다. 국립대학

개혁도 같은 과정을 보여줬다. 페크레

스 장관도 대학생단체 대표들을 고등

교육부로 불렀다. 문화·사회적 맥락

이 달라 프랑스와 한국을 단순하게 비

교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래도

프랑스정부가 보여주고 있는‘소통의

미덕’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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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우수인력 유치,
미래 국가발전 동력으로

일본이 외국인유학생 유치에 적극

적으로 나서고 있다. 외국의 우수인력

을 유치, 미래의 국가발전을 위한 훌

륭한 인재로 활용하겠다는 장기전략

의 일환이다.

일본은 자녀출산을 꺼리는 이른바

‘소자화(少子化)’와 고령화사회의 급

진전으로 인해 미래의 노동력 확보 문

제로 벌써부터 고심하고 있다. 일본

의 15세 미만 어린이 수는 금년 4월

현재 1천714만명으로 전후 최소를 기

록했다. 작년에 비해서도 11만명이나

줄었다.

전체 인구(1억2천760만명)에서 차

지하는 어린이의 비율도 13.4%로 사

상최저다. 어린이 비율은 미국

20.2%, 중국 19.0%, 인도 35.3%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그런 반면에 65

세 이상은 전체의 22.5%로 해마다 높

아지고 있다.

일본의 각 대학들로서도 비상이 아

닐 수 없다. 전국의 단기대학을 포함

한 대학의 진학 희망자와 입학정원이

같아지는‘전원입학시대’가 코앞에 다

가왔기 때문이다. 전후 경제성장과 베

이비붐을 타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기 힘든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7년 일본의 대학(단기대

포함) 지원자는 모두 77만2000여 명,

입학자는 69만8000여 명으로 지원자

중 무려 90.5%가 대학에 입학했다. 진

학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몇 년 후에는 이론상으로 희망자 전원

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오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또 특히 지방에

위치한 대학들의 경우에는 정원을 채

유학생 유치에
발 벗고 나선 일본

일본정부는 지난해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의 지시로‘외국인유학생 30만명 유치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유학생들이 일본 대학

에서 공부하기 쉬운 여건을 만들고, 취업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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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 못해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곳

이 늘고 있다. 4년제 사립대의 경우 입

학자가 정원에 미달한 대학이 전체의

40%에 달하고 있다.

미래의 인재 확보를 위해서도, 대학

의 생존을 위해서도 외국인유학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인 것이다.

외국인유학생 30만명
유치계획 수립

일본정부는 지난해 후쿠다 야스오

(福田康夫) 총리의 지시로‘외국인유

학생 30만명 유치 계획’을 세운 바 있

다. 유학생들이 일본 대학에서 공부하

기 쉬운 여건을 만들고, 취업도 용이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도 잇달

아 내놓고 있다.

일본의 입국관리국 자료에 의하면

2007년 말 현재 일본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 등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13만2천400명에 달하는 것

으로 집계됐다.

이는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

曾根康弘) 당시 총리가 야심적으로 발

표했던‘유학생 10만명 유치계획’을

초과달성한 것이자, 10년전에 비하면

무려 2.4배나 불어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에 비춰서는 아

직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2005년

도 통계를 보면 미국이 56만명으로 가

장 많은 가운데 영국 36만명, 프랑스

27만명, 독일 25만명 등이다. 주요 선

진국들이 모두 일본의 두배 이상이다.

세계 전체의 유학생수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율도 몇 퍼센트에 불과한 미

미한 수준이다.

또한 일본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공

부하는 외국인유학생 수는 13만명대

로 진입한 이후 좀처럼 늘지 않는 상

황이다. 전체의 60%가 넘는 중국인

유학생이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방향

을 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엔화 초강세로 인해 올해는 그

수가 상당한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 마

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정부에서는 다각적

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외국

인유학생들의 일본 외면이 장기화할

경우 오는 2020년까지 유학생을 30만

명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목표가 멀

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재확보 구

상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현재 일본정부에서는 유학생을 끌

어들이기 위해 그동안 유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쳐온 문제점 등을 하나하나

뜯어고치고 있는 중이다. 비자 및 입

국 심사 등을 간소화하는 한편으로 취

업준비를 위한 체류기간도연장했다.

평균 2개월 정도 걸리던 입국심사가

단축되었으며, 또 대학 측이 외국에

있는 본인을 대리해 체류자격 인정을

신청할 경우 체재비와 학비 지불 증명

서 제출 등의 번잡한 절차도 생략하고

신청서 제출만으로 끝낼 수 있도록 했

다.

그 대신 앞으로는 학교 측에 유학생

재적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 학생들

이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를 하지 않

도록 했다.

또한 일본 법무성은 현재 최고 2년

으로 돼 있는 외국인유학생의 체류기

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재학중

2년마다 체류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또한 졸업 후 직장을 찾기 위한 취업

활동 기간도 종전 최고 180일에서 1년

으로 늘리기로 했다. 종전에는 졸업후

6개월 안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

국해야 했으나 1년 동안 여유를 갖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결해야할 과제 많아

하지만, 일본정부의 이같은 노력에

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사회가 해결

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취업문제다.

일본에 유학하는 외국인학생의 대부

분은 중국, 한국, 대만, 동남아 등 아

시아 출신이다. 특히 중국과 한국이

전체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자기 나라 보다 선진국인 일본이 취업

기회가 더 많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

고 오는 유학생들이 대부분인 것이다.

그러나 일본사회가 이들 유학생의

취업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

고 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점차

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지만 수요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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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실제 취업자 수는 아직도 많지 않

은 실정이다.

일본 법무성 자료에 의하면, 일본에

서 대학 등을 졸업한 뒤 일본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

2007년에 총 1만262명에 달했다. 1년

전에 비해 24% 증가하며 처음으로 1

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나라 별로는 중국이 7천539명으로

단연 많고, 다음으로는 한국 1천109

명, 대만 282명의 순이다. 아시아 출

신이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 보

면 허수가 포함돼 있다. 대학이나 대

학원을 다닌 정식‘유학생’뿐만 아니

라, 사실상 아르바이트 등 취업을 목

적으로 일본어학교나 전문학교 등에

적을 두는‘취학자’도 포함돼 있다. 따

라서 정식 유학코스를 거쳐 유명기업

등 번듯한 직장에, 그것도 파견사원과

같은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취

업한 경우는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

정된다.

미쓰비시종합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유학생의 70%가 일본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실제로 취업하는 경

우는 30%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본 기업에서는 외국인 이공

계 유학생의 채용이 극히 저조한 실정

이다. 일본 대학에서는 공학계와 농학

계에서 대학원 석사과정의 5% 이상,

박사과정은 25% 이상을 유학생이 차

지하고 있다. 일본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를 외국인이 메워주고 있는 것이

다. 그럼에도 취업률은 형편없는 수준

이다.

일본게이단렌(經團連)의 지난 4월

발표에 의하면, 회원기업 1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30%

가량이 이공계 유학생 출신을 채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채용

한 기업의 채용인원도 소수에 불과했

다. 2007년도에 이공계 유학생을 채

용한 기업의 경우 전체 채용인원에서

외국인유학생은2%에그쳤다.

게이단렌은 금년 2월 기업의 국제경

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의

적극적인 채용과 활용이 중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기

업들로서는 외국인유학생을 인재로

서 활용할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의 인재확보 호소

에도 아직은 공감을 못하고 있는 것

이다.

일본사회,
외국인에배타적

일본 기업들이 외국인유학생 출신

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본사회가 아직도 외국인에 대해 배

타적이고 폐쇄적이기 때문이다. 일본

어능력 등을 문제 삼는 기업도 있지만

내부 기술과 기밀 등이 외국으로 새나

가는 것을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

게이단렌의 조사에서 회원기업들의

약 70%가“일본인만으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데서도 알 수 있다.

게이단렌은 일본 재계의 최대 단체

로서,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이 회원으

로 돼 있다. 대부분 세계 각지에 진출

해 세계를 무대로 글로벌사업을 전개

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 가운데 가장

국제화가 돼 있는 곳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외국인유학생을 바라보는 시

각이 긍정적이지가 않다.

또 다른 문제는 각 대학이 정부의

시책에 따라 외국인유학생을 경쟁적

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대학의 국

제화가 아직 덜 돼 있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일례로 문부과학성이 실시한 조사

에 따르면, 일본 대학에 근무하는 외

국인 교원수는 2007년도에 5천763명

으로 전체교원(16만7천명)의 3.4%에

불과했다. 전년도의 3.5%에 비해서도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또 현재 외국인 교원을 유치하기 위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응답한 대

학도 전체의 28.1%에 그쳤다. 나머지

대학 가운데 13.4%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으나, 58.5%는 전혀 검토하고 있

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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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들이 일본에서 생활하

는데 있어 높은 물가 등 불편함도 빼

놓을 수 없는 걸림돌이다. 일본 대학

들이 기숙사시설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에 유학생으로서는 대학

근처에 원룸 등 숙소를 개별적으로 준

비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일본사회에서 외국인에 대

한 차별의식이 여전해 자취집을 구하

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

제로 많은 한국 유학생의 경우 마음에

드는 집을 골랐다가 외국인이라는 이

유로 퇴짜를 맞은 불쾌한 경험을 공유

하고 있다.

비싼 생활비도 문제다. 도쿄의 경우

7평 내외의 원룸을 얻을 경우 중간 수

준을 골라도 월세로 7만엔(약 100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다. 물론 첫 입주시

사례비와 보증금, 중개수수료 등의 명

목으로 내는 최대 5개월치는 별도이

다. 자비유학의 경우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과 용돈을 포함할 경우, 학비를

제외하고 월 15-20만엔은 송금을 받

아야 지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비유학의 경우에는 사정이 낫지

만, 집안이 넉넉지 않은 사비 유학생

의 경우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장학금이나 송금

등을 전혀 받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의

불우한 유학생의 경우 자칫 아르바이

트와 학업이 뒤바뀌는 수도 있다.

실제로 도쿄 인근의 한 단기대학에

서는 중국인 등 많은 유학생이 도쿄로

이주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 적발

돼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또한 지방 유

명 사립대에 적을 둔 한 중국인 여자

유학생은 직접 유흥업소를 경영하다

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체포돼 강제송

환되기도 했다.

세계 금융위기로이중고

외국인유학생의 어려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세계 금융위기

와 그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국인 유학생들도 엔

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최고 절반으로

뚝 떨어지면서 2중고를 겪고 있다. 종

전에 200만원의 송금을 받았다면 한

때는 400만원을 받아야만 했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

지 못하는 학생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

졌다.

이 때문에 구마모토대학과 도쿄공

업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유학생을 돕

기 위해 1인당 5만엔 가량을 지원하기

도 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로서는 외국인유학

생을 도울 수 없는 형편이다. 선진국

가운데 가장 많은 국가부채를 안고 있

기 때문에 유학생들에게 신경을 쓸 여

력이 없다.

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외국인유학생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사회 저변에서 외국인을 제대

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30만명 유치 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불

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정부가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갈 지 주목

된다.  

미쓰비시종합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유학생의 70%가 일본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실제

로 취업하는 경우는 30%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본 기업에서는 외국인 이공계 유학

생의 채용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일본 대학에서는 공학계와 농학계에서 대학원 석사과정의

5% 이상, 박사과정은 25% 이상을 유학생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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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2008년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의 발표에 따르면, 아태지역은 1990년 이래 세계

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보인 지역 중 하나이다. 2007년 기준, 역내 평균 GDP 성장률

5.8%, 전 세계 총생산의 27.6%를 차지하는 아태지역은 세계경제의 주요 축으로서 역동적으로

발전해왔다. 또한, 2차 대전 이후 실질적인 근대화에 성공한 국가 사례는 우리나라, 대만, 싱가

포르 등 아태 국가 외에 타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역동성 이면에 국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개별 국가가 처한 상황은 저마다 매

우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와 언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가 상이하고, 인구규모

면에서도 인도, 중국 등 10억 명을 상회하는 인구대국이 있는가 하면, 전체 인구가 수천 명에서

만 명 남짓의 태평양 도서국가들도 공존하는 곳이 바로 아태지역이다. 한편, 태국, 일본 등을 제

외하면 대부분의 국가가 근대화 과정에서 구미열강의 식민 지배를 겪었으며, 아프가니스탄, 네

팔, 파키스탄 등 현재까지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그 결과, 종교와 문화, 역사적인 배

글_ 김광조 유네스코 아태지역본부장

아태지역의고등교육과
우리의역할

초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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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등을 공유하는 유럽이나 미주지역에 비해 아태지

역은 역내 통합과 소통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다양성을 아

우르는 아태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자면, 상호

간의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

서 우리는 다시 한 번교육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1990년 태국 좀티엔에서 열린 세계만인교육회의

가 초등교육 보편화와 문맹퇴치를 골자로 만인교육

(Education for All)을 주창한 이래, 아태지역에서

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

다. 이로써, 2006년 역내 초등교육 취학률 89.3%로

초등교육의 보편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며, 중등

교육의 경우 57.5%로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이제 아태지역에서도 기초교육의 토대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고등교육은 어떠한가? 지식정보화사회

의 도래와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 앞에서, 국가경

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차세대 양성, 첨단 기술개발

등 고등교육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

이다. 아태지역의 고등교육은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

고 있는가? 한편, 전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교육을

통해 국가개발에 성공한 사례로 꼽히는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을 통해 아태지역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은 경제력 세계 13위

(2007년 기준, 세계은행), 1인당 소득 2만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한번쯤 제기해야 할 중요한 물음

이다.  

Ⅱ. 아태지역 고등교육의현주소

1. 타지역과의 비교

초·중등교육의 확대와 지역 내 경제발전에 따라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초중

등교육에 투자 우선순위가 밀리고,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등교육의 보편화는

아직도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아태지역의 고등교육 접근성은 다른 지역과 비교

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표1]에서 보듯이, 2006년

아태지역 고등교육 취학률은 19.8%로, 전 세계 평균

보다 5% 가량 낮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한편, 동 자료에 따르면, 아태지역의 4세 유아가

향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예상교육년수 (School

life expectancy) 역시 10.5년으로, 아프리카(8.4

년)보다는 높지만, 중남미(13.3년)에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가가 12년제 초·

1999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아시아태평양 11.6 13.0 15.7 17.0 17.9 19.0 19.8

아프리카 7.9 8.2 8.4 8.4 8.9 9.2 9.2

유럽 47.2 49.2 55.3 58.0 60.3 61.9 63.2

중남미 21.5 22.5 25.7 27.2 28.8 30.1 31.3

북미 71.8 68.1 78.5 80.1 80.2 80.4 79.9

기타 (중동 등) 15.9 17.1 18.3 19.3 20.5 20.9 21.4

전 세계 평균 17.8 18.7 21.3 22.4 23.3 24.1 24.7

[표 1] 지역별 고등교육 취학률 (학령인구 대비 등록학생 수, 자료출처: 2008 아태 통계연보, 유엔경제사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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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아

태지역 대다수의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할 것

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아태지역의 고등교육은 개선

의 여지가 많이 있다.  널리 알려진 중국 상하이교통

대학의 대학평가를 예로 들어보자. 동 평가는 졸업

생 및 교수진 중 노벨상 등 국제적인 상의 수상자,

논문 피인용도,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수 등을 토대

로 매년 전 세계 대학에 대한 평가결과 상위 500개

대학을 발표하는데, 2008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20개 대학 중에서 아태지역에 위치한 대

학은 일본 도쿄대 단 한 곳이며, 상위 500위 대학 전

체 중에서 아태지역 대학은 20%가 채 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학평가 결과가 모든 고등

교육의 질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이나 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질이 낮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표 2]참고>

이러한 교육의 질 차이는 결국 타지역으로의 유학

과 아태지역 내 두뇌유출이라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유네스코 통계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 외국

에서 유학 중인 전체 유학생의 80% 이상이 미국, 영

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5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3]참고>

초대석

지역 1~20위 상위100위 상위200위 상위300위 상위400위 상위500위

아시아태평양 1 8 22 41 68 100

(5%) (8%) (11%) (13.6%) (17.0%) (19.9%)

아프리카 - - - 1 2 3

(0.3%) (0.5%) (0.6%)

유럽2 34 79 124 168 210

(10%) (34%) (39.5%) (41.0%) (41.9%) (41.7%)

미주(북미+중남미) 17 58 99 136 163 190

(85%) (58%) (49.5%) (45.0%) (40.6%) (37.8%)

전체 20 100 200 302 401 503

[표 2] 2008년 상하이교통대 대학평가결과 (순위등급에 따른 지역별 대학 수 및 등급 내 비율,
(자료출처: http://www.arwu.org/rank2008/ARWU2008Statistics(EN).htm)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아프리카 10,294 7,666 5,563 59,138 68,853 65,272 70,186

아메리카 494,158 491,107 605,590 612,784 592,374 607,072 602,299

유럽 892,611 960,601 1,044,640 1,190,019 1,224,358 1,250,878 1,054,136

아시아 166,822 153,969 193,287 244,626 291,615 318,941 313,989

오세아니아 114,106 132,199 197351 218,729 212,587 248,038 -

총계 1,677,991 1,745,542 2,046,431 2,325,296 2,389,787 2,490,201 2,040,610

[표 3] 2000-2006년 대륙별 외국유학생 수 (inbound, 자료출처 http://www.uis.unesc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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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내 국가 간의 차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태지역 주요 특징 중

의 하나는 그 다양성에 있고, 이는 고등교육에 있어

서도 예외가 아니다. 고등교육이 초·중등교육에 비

해 경제적 발전정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고려

하면, 각국 경제수준의 차이는 고등교육의 격차로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태지역 주요 국가에서 고등교육의 취학률은 거

의 모든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별 차이는

상당히 크다. 2006년 기준으로, 뉴질랜드와 호주처

럼 취학률이 70%를 상회하여 고등교육의 보편화 단

계에 들어선 나라가 있는가 하면, 라오스, 캄보디아

와 같이 적령 인구의 10% 이하만이 고등교육을 받

을 수 있는 나라도 있다.

다시 상하이교통대의 대학평가 결과로 돌아가 보

자. 세계 상위 500개 대학 중에서 100곳의 대학이

아태지역에 있다. 그렇다면 이 대학들의 지역 내 분

포현황은 어떤가? [표 4]는 아태지역 내 상위 100개

대학이 일본, 호주, 중국 등 9개 국가에 소재하고 있

음을 나타내고 있다. 9개국 중, 통상적으로 아태지

역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스라엘과 터키를 제외한다

면, 그 수는 더욱 줄어든다. 요컨대, 아태지역 국가

간에는 고등교육기관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국가별

로 차이가 큰 것을 알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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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호주 한국 일본

카자흐스탄 몽골 태국
필리핀 중국

아태지역

인도네시아

2000

[그래프] 2000년 및 2006년 아태지역 주요국 고등교육 취학률
(자료출처: 2008 아태 통계연보,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시스템) 

2006

인도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캄보디아

고등교육이 초·중등교육에 비해 경제적 발전정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을 고려하면, 각국 경제수준의 차이는 고등교육의 격차로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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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3. 양자 및 다자 개발기구의 역할

상이한 수준의 아태지역 고등교육을 발전시켜 지

역의 화합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 국

제·개발기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수십 개에 이르는 국제연합(UN) 산하·전문기구

중에서 고등교육에 관한 임무(mandate)를 부여받

은 기구는 유네스코가 유일하다. 그러나, 만인을 위

한 교육(Education for All), 아프리카 교육개발 등

에 우선순위가 밀리다보니 유네스코의 고등교육사

업은 국가 간 고등교육 이동 촉진을 위한 학위 인정

지역협약 및‘UNESCO-OECD 질 관리 가이드라

인’등 국제규범 관리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즉, 지

역과 국가발전 주체로서의 고등교육 역량 강화나 지

역 내 협력 확대 등에 있어서 유엔기구의 역할은 지

극히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은 개발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

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단(SIDA) 등 개별 국가의

개발기구가 부분적으로 고등교육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초등교육 보편화에 밀리거나, 지속

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등 특정분야

에 한정되어 있다. 다자기구인 아시아개발은행 및

세계은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을 대상으로한 고등교육사업들을 제외하면

아태지역의 고등교육은 개발기구 업무의 사각지대

에 놓여 있다.

개발기구와는 별도로 일본의“30만 유학생 정책”

이나, 호주의‘브리스베인 구상’(Brisbane

Initiative)과 같은 역내 국가의 정부가 주도하는 국

제적인 고등교육사업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지역 1~20위 상위100위 상위200위 상위300위 상위400위 상위500위

일본 1 4 9 12 18 31

호주 - 3 6 9 14 15

이스라엘 - 1 4 4 6 6

중국 - - 1 10 16 30

한국 - - 1 3 7 8

싱가포르 - - 1 1 2 2

뉴질랜드 - - - 2 3 5

인도 - - - - 2 2

터키 - - - - - 1

전체 1 8 22 41 68 100

[표 2] 2008년 상하이교통대 대학평가결과 (아태지역 내 상위 100개 대학의 국가별 분포, 
자료출처: http://www.arwu.org/rank2008/ARWU2008_TopAsia(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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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자국 내 산업인력 확보를 목표로 하거나(일본),

국가 주요 수입원으로서의 교육수출(호주) 등 자국

내 이익추구에 편향된 접근으로서 지역차원의 교육

협력 강화라는 이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여진

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아태지역 고등교육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곧, 국가 간 개발 정도가 상이한 아태

고등교육의 현실과 초·중등교육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개별 정부 및 국제기구의 사업들을 볼 때, 아태

지역의 자생적인 역량에 의한 역내 고등교육 발전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특히, 스리

랑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처럼 분쟁을 겪고 있

거나, 쓰나미, 사이클론, 지진 등의 자연재해를 당한

경우,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역량을 보완해줄 도움

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국가재건에 필요한 인력양

성계획 수립과 운영처럼 실질적인 문제에서부터 대

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같은 장기 비전까지 고등교육

의 단계별 발전에 대한 노하우를 필요로 하고 있다.

III.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관점
에서 본 아태지역의 중요성
과 우리의 역할

1. 지역 내 고등교육분야 리더십 확립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

지역 내 고등교육 리더십의 부재는 우리에게 역내

국가 간 고등교육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리더십 발

휘의 기회가 될 수있다. 

우리는 일제 강점과 한국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반세기 만에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국가로 성장

하였다. 특히, 국가 단위의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맞

춰 초등-중등-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단계

별로 산업인력을 양성, 공급한 이른바‘교육입국(敎

育立國)’의 구현사례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PISA, TIMSS 등 초중등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연이어 우수한 성취를 보인데 이어, PISA의 고등교

육 버전이라 할 수 있는 OECD AHELO

(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 연구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질적인 측면

에서의 고등교육 이슈 역시 주도하고 있다. 물론 우

리 고등교육 역시 입학경쟁에서 벗어나 교육력 제

고, 연구역량 강화 등의 과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발전 단계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충실

하게 감당해낸 경험은 우리 고등교육이 아태지역 개

도국의 모델로서 오히려 적실성이 높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단 시간 내에 사회·경제

적 성장을 이뤄낸 우리나라에 세계 각국이 가지는

관심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이다. 특히, 아태지

역의 많은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에서는 우리나라

의 발전경험을 전수받고자 하는 수요가 대단히 많

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가 지역 내 고등교

육분야의 협력사업을 주도하고, 지역 고등교육 발전

에 기여한다면, 교육강국으로서 우리나라 국가 위상



68

교육개발2009 여름

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고

등교육의 국제적 리더십 확보가 우리 고등교육 발전

에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

겠다. 그 후에, 몇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2. 지속가능한 한국 고등교육 발전의 토대

지난 2002년을 기점으로 한국 대학들은 학생정원

에 학령인구가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6.5% 이

상을 차지하는 고령화사회에 2000년 진입했고,

2008년에는 그 수치가 10.3%로 증가하는 등 인구

구조의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별도의 조

치가 없다면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

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역동성과 생산력을 저하

시킬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태지역 내

고등교육 협력 강화 및 우리 교육모델의 수출은 우

리 고등교육의 매력도를 높임으로써 외국 유학생을

유치, 입학자원을 보충하고 후속 산업인력을 양성하

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지한 인사로 성장하여 양자 관계

의 주춧돌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한편,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는 좁은 한국시장을 뛰

어 넘어 국제무대로의 진출을 독려하고 활동무대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유엔 분담금

규모 세계 11위이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

이지만 이러한 국제적 위상에 비해 국제기구에서 활

동하고 있는 한국인은 여전히 적다. 일례로, 유엔 사

무국 내의 한국인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여전히

국제기구 과소 진출국가로 분류되어 있는데(2008년

11월 기준), 이러한 인적자원의 과소 진출은 국제 이

슈에 관한 의제 설정 및 논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

고 안목을 키우는 문화가 근본적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는데, 후속 세대를 양성하는 대학의 국제화야말로

이를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고등교육의 국제협력 강화는 인적자원 개발의 측

면뿐만 아니라 역내 지식·기술 창출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외국기관과의 교류를 위해서는 투명

한 정보공개 및 질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국

내 대학 간의 입학경쟁에 함몰되어 그간 다소 소홀

히 취급되어온 교육 관리 및 연구개발에도 새로운

자극제가 될 것이며, 연구 협력 대상의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도 가능하다.

3. 제언

이제 아태지역의 리더 국가로서 우리 고등교육은

역내의 국가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국제협력의 모델

을 만들어가야 한다. 

우선, 국가 간 교육교류의 기본 토대라 할 수 있는

인적교류 측면에서 기존의 양자 간 학생교환에서 나

아가 다자간 교환 형태의 교류사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서두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아태지역의 국가

들은 문화·역사적 배경이 상이하여, 지역차원의 협

력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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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특히 차세대 리더들은 지역에 대한 체험

적 이해를 바탕으로 아시아적 가치의 공유가 요구된

다. 역내 국가의 다수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

생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갖춘

후속세대 그룹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종

교·인종 간 분쟁이 상존하는 지역에서 이러한 후속

세대 그룹의 형성은 장기적 평화 공존에 기여할 여

지가 크다. 이와 관련, 최근 유네스코 아태본부와 아

시아·태평양 국제교육협회(APAIE)를 중심으로 다

자 대학 간의 교환프로그램 설립 논의가 시작된 것

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다자 교류는 연구자 및 교수 교환에도 적

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필요에 맞는 아시아학

연구, 아시아의 문화, 경제, 정치적 특수 상황을 고

려한 분야별 공동연구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이와 아

울러, 우리의 교육-경제 개발의 경험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역내 국가들에 대한 교육개발 자문을

실시하는 것도 주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기관 차원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고등

교육 의제를 발굴, 개척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식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고등교육 역시 세계수준

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과 각종

평가 등 글로벌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다. 물론 지식

경제에서 대학의 연구역량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

와 동시에 고등교육의 보편화에 따라 대학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할 의무 또한 부여받고

있다. 한편 아태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의 국가발전에

는 고등교육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고등

교육의 보편화를 먼저 이룩하였고, 교육발전을 통해

국가재건에 성공한 선배로서 우리의 대학들은 자신

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의 다른 대학들에게 시기적절

한 이슈를 제시하고, 논의를 주도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아태지역

내에서의 리더십 확보를 위한 역할이 요구된다. 다

행히 2010년 우리나라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가입을 앞두고 사회 각계에서 우리나라의 국

제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

며, 지난 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

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증대한다는 발표도

있었다. 이러한 원조증대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단순한 물적 지원이 아닌 원조 수여국의 장

기적인 국가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ODA사업 중 교육 및 인적

자원개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국

제적인 ODA의 흐름이기도 하다. 교육을 통한 국제

사회의 리더십 확보는 저개발국의 발전에 직접적으

로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경제의 패러다

임에도 부응함으로써 새로운 리더십 모형을 제시하

는 측면도 있다. 나아가 확대되는 개발원조사업에

우리의 대학들을 전략적으로 참여시킨다면 기관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우리 고등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다. 

교육을 통한 국제사회의 리더십 확보는 저개발국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

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경제의 패러다임에도 부응함으로써 새로운

리더십 모형을 제시하는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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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최근 학교자율화 확대로 학교운영에서 교장의 역할과 권한은 더욱 확대되고

또 중요해지고 있다. 개별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교육개혁 접근법은 이미 1980년대 중반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1990년대 중반 학교운영위원회제도를 도입

하였다.

학교단위경영제나 학교자율화 논의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확

대된 개별학교의 자율성과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학교단위경

영제(학교운영위원회) 도입으로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인사 등 다양한 학교구

성원이 학교경영과정에 참여할 통로가 보장되기는 하였으나‘실질적’으로 이들

다양한 주체들이 학교경영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어느 정

도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질 것인가는 종래 학교경영권을 가지고 있던 학

교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교장이 학교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양한 학교구성원을 참여시키고 이들과 권한을 공유할 것인가, 또 그에 필요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따라 제도운영방식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또한 교장임용방식은 현직교사들의 경력개발의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현행

교장 임용이 일반교사에서 교감을 거쳐 교장으로 승진임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고려되는 평정요소들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교사들

의 경력개발방식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근 교장 승진임용에 반영되는 근무성

적 평정기간이 2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교사들의 전보행태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대입에서 내신성적 반영비율이 높아지면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는 것과 같이 관례상 전보순서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수를 부

교장임용 개방, 
쟁점과 과제
글_ 박상완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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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는 대학 부설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일면을 보여준다. 학교에서 교장이 차지

하는 위상과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교장이

되는가 등 교장임용방법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 초중등학교교육 및 일반교사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

이러한 교장임용제도가 최근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기존 승진임용제의 대안

또는 보완적인 제도로서 선출보직제, 초빙제, 공모제 등 교장임용방식의‘다양화’논의가 제기되어 왔

다. 다양한 집단 간 협의와 논란을 거쳐 2007년 9월부터 교장공모제가 시범적용되고 있다. 이는 기존

의 승진임용제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교장임용제는‘다양화’논의에서‘개방화’정책으로 정리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개방은 교장자격이 없는 일반교사 뿐만 아니라 교사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교장

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개방한다는 의미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화의 정도와 방식에 있어서

는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교장임용 개방화의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개선

과제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Ⅱ. 교장임용 개방제논의의 배경

교장임용 개방화 논의는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교장임용제도 즉 승진임용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기존의 교장 승진임용제의 어떤 점이 문제인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

인가에 대해 연구자나 이해관계집단에 따라 견해가 다양하며 경우에 따라 상반된 문제인식을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교장임용 방식 다양화 정책 토론회에서 한 토론자는 기존의 교장 승진임용제도가 문제라

는 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다.

일각에서 이러한 견해가 있다 할지라도 기존의 승진임용방식의 교장임용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장 승진임용제 개선에 대한 논의

는 2000년대 초 전교조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특히 16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학교

장 임용제도 다양화’, ‘교원의 직급과 승진제의 합리적 개선’등이 교육공약으로 제시되면서 교육계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후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교원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 정책 연구를 의뢰하였고, 한국교육개발원은 모두 8차례에 걸

친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였다. 비록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성공하지는

못하였으나 교장임용제도를 비롯한 교원인사제도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 이견, 쟁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교원정책 혁신방안’)를 토대로 정

부는 2005년 8월 교장승진임용제도 개선시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시안에는 학교현장에서 요구해 온 교장공모제와 선출보직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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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교원단체로부터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교육

인적자원부는 2005년 10월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에 시안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은’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의뢰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교육혁신위원회는

사회 각계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위원들로‘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7개월에 걸쳐

교장임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공청회, 지역순회 토론회, 방송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이 역시 위원들간 입장차이로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에서 자체 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하였으나 교육

혁신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와의 공식 정책협의 등을 통해 교원정책개선방안(2006.11)을 마련하였으

며, 여기서‘교장공모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교장임용제도 개선안이제안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9월부터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을 추

진하였으며, ’08년 새 정부 들어서도 공개모집 등을 통해 능력 있는 사람이 임용되도록 교장의 임용방

법을 다양화하고, 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장 임용기간을 좀 더 길게 하여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모방식에 의한 교장임용제도의 기본방향은 유지되고 있다.

Ⅲ. 교장공모제 운영현황과주요 쟁점

1.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현황

교장임용 개방정책을 실현하는 제도로서 교장공모제는 개별학교의 교장을 임용하는 데 있어 종래 승

진에 의해 교장자격을 갖춘 자를 교육행정당국이 특정 학교에 배정하는 일반적인 임용의 방식이 아닌

해당 학교에서 교장후보자를 공개모집하고 지원자 가운데 적격자를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선정과정

을 거쳐 교장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나민주 외, 2008: 8). 현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을 중심으로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첫째, 2007년 9월 제1차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으로 55명의 공모교장이 임용되었으며, 이후 학기별로

교장공모를 시행한 결과 현재까지 제4차 교장공모제가 시행되었다. 자료가 확보된 제1차~제3차 교장

공모제 시범적용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총 183개교에서 교장공모제가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1차 55개

교, 2차 57개교, 3차 71개교),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04개교, 중학교 50개교, 고등학교 29개교이

다.

둘째, 공모제 적용 유형은 공모교장의 지원자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내부형 공모는 일

반 초·중·고교에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지원할 수 있으며,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

와 관계없이 응모가 가능하다. 개방형 공모는 특성화중·고, 전문계고, 예·체능계고 등에 3년 이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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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종사자가 지원할 수 있다. 초빙교장형 공모는 일반학교에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다. 교

장 공모 유형별로 현황을 보면 내부형이 총 89개교로 가장 많으며(초등 54개교, 중학교 27개교, 고등

학교 8개교), 개방형은 13개교(고등학교), 초빙형 81개교(초등 50개교, 중학교 23개교, 고등학교 8개

교)이다.

셋째, 교장공모제는 일반교사들에게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개방함에 따라 공모교장의 임용 당

시 직위는 주요 관심사가 된다. 제1차-3차의 교장공모 시범운영 결과, 제1차 및 제2차 교장공모에서는

현직 교감 출신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3차 교장공모에서는 현직 교장 출신이 45%로 가장 많았다.

일반교사 출신은 1차 14.5%, 2차 17.5%, 3차 10%로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공모교장의 임용 당시

직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넷째,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데(내부형과

개방형) 이와 관련된 현황을 보면, 제1차 교장공모 결과, 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37명(67.3%)이었으며,

내부형의 경우에도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22명(57.9%)이었다. 제2차 교장공모에서도 교장자격증 소지

자는 전체 공모교장의 77.2%로 1차보다 증가하였으며, 내부형에서도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61.3%로 1

차보다 증가하였다. 제3차 교장공모 결과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87.3%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교장공

모제 시범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교장임용 개방제의 도입 취지를 크게 살리지 못하고 있

<표1>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학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내부형 개방형 초빙교장형

전체 183 89 13 81

초등학교 104 54 - 50

중학교 50 27 - 23

고등학교 29 8 13 8

출처 : 김이경 외(2008). 교장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p. 75.

<표2> 공모 교장의 출신 배경

구분 계 교장 교감 교사 기타

1차 55명
16 명 26 명 8 명 5 명

29.1% 47.3% 14.5% 9.1%

2차 57명
16 명 24 명 10 명 7 명

28.1% 42.1% 17.5% 12.3%

3차 71명
32 명 24 명 7 명 8 명

45% 33.8% 10% 11.2

계 183명 64 74 25 20

출처 : 김이경 외(2008). 교장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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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현상은 교장공모제 운영 방식에 기인하거나 교장공모제 관련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집단 간 이견대립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수 있을 것이다.

2. 교장공모제 관련 쟁점

교장공모제 도입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주장과 입장, 관련 연구, 그리고 교장

공모제 시범운영 현황을 종합해볼 때, 교장임용 개방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김이경 외, 2008; 나민주 외, 2008).

첫째, 교장의 자격요건으로서 교사경력이 필요한가의 문제이다. 이는 개방형 공모제 인정 및 그 적용

범위 등 교장임용 개방제 도입과정에서 제기된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이다. 교원단체를 포함하여

학교장회 등에서는 교장이 되기 위해 교사경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표명하였으며 한

편에서는 교장임용‘개방’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 교사경력 요건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폐지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대립되었다. 이는 현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에서 개방형이 일반학교에 적용되

지 못하고 일부 특성화학교와 전문계 학교에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둘째, 교장자격증제의 유지여부도 쟁점이 된다. 교장자격증을 유지하자는 입장에서는 자격증은 교장

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며, 교장직에 대한 질 관리와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반면, 교장 자격증을 폐지하자는 입장에서는 현 교장자격증은 교장으

로서의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었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며, 자격증 유무가 아닌 자격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며 이는 교장임용과정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특히 개방형과 내

부형 공모제의 경우 무자격 교장 임용이 논란이 되고 있어 교장자격인정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현

재의 교장자격증 취득과정과는 별도의 교장양성과정을 개설할 것인가등이쟁점이 되고 있다.

셋째, 교장임용 대상자 선정과정에 실질적인 주도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가도 쟁점이 된다. 교장공모

심사과정에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교육청 인사 등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주도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특히 교장임용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학교와 교육청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넷째, 교장공모 학교의 선정은 학교의 신청에 의해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교장공모 심사는 개별학교 단위로 이루어짐에 따라 교육감의 교장인사권을 제한하는 측면

이 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교장공모제 시행에 소극적일 수 있으며 교장공모제 확대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교장공모제를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한된 정부의 영향력 내에서 교장공모제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시도교육청별로 공모제 적

용비율을 할당할 것인가, 인센티브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쟁점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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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공모제를 통해 선발된 교장의 임기 문제이다. 현재는 교장임용방식(공모유형)의 차이에 따라

중임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즉 개방형과 내부형과 같이 특별채용된 경우 공모교장으로서 임기가 끝난

후 평가과정을 거쳐 1차 중임만 가능하며, 초빙교장형의 재임기간은 중임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러나 공모교장에 대해 승진임용제 교장과 같이 교장임기제를 적용할 경우 짧은 재임기간으로 인한 신

분상의 불안 등으로 인해 교장공모 지원을 기피할 수 있다. 한편으로 공모교장에 대해 계속적인 연임을

허용한다면 승진임용제 교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교장공모제 관련 쟁점들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쟁점

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제도화하는가에 따라 교장공모제를 보다 활성화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제한할 수

도 있다.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현황에서도 나타났듯이 공모제방식에 의해 임용된 교장들은 대체로 교

장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전·현직 교감, 교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학교에서 교감, 교장 등

경력자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행 교장공모제가 제도적으로 교장자격증 소지

자에게 유리하거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적자원들이 교장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직·간접적으

로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 절에서는 현행 교장공모제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살펴보

고자 한다.

Ⅳ. 교장개방 임용제 확대를위한 과제

교장임용제도는 전문적 역량과 우수한 지도력을 갖춘 교장을 선발하여 자율과 책무의 바탕에서 민주

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김이경 외, 2008:

88). 기존의 교장 승진임용제는 교장 임용 과정에서 개별학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교장으로서

지도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교장공모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교장임용 개방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교장임용제도로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현황이나 효과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김이경 외, 2008; 나민주 외,

2008) 공모제 시행 학교는 그 규모 면에서 매우 적으며, 공모를 통해 임용된 교장과 승진임용된 교장의

배경, 연령 등에 큰 차이가 없다. 또 교장공모제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교장 공모과정에

서 당해 학교 교직원의 참여 제한, 심사위원의 전문성 부족, 공모과정에서 학연, 지연 등의 요소 개입이

지적되고 있다(나민주 외, 2008: 115).

이와 더불어 교장공모제의 확대 또는 활성화에 대해서는 관련 쟁점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이해관

계집단 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다. 그러나 교장공모제가 젊고 유능한 인사를 초빙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 본 글에서는 원칙적으로 교장임용 개방제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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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교장공모제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정리해본다(김이경 외,

2008의 내용을 토대로 재정리함).

첫째, 교장의 자격요건으로서 교사경력에 대한 요건은 필요 최소한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내

부형 공모의 경우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나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의 교

육경력이 5-10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할 때 5-10년 정도로 하향조정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교사임용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교사경력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가라

는 문제도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장은 경영자, 관리자보다는 교육지도자, 장학담당자로서의 역

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볼 때 교사경력은 최소한의 요건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교장자격증제와 관련하여서는 현재와 같이 교장자격증제를 유지하되 교장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다원화하고 원칙적으로 교장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교장공모 지원자격을 부여할 필요

가 있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교장 전문양성과정을 설치함으로써 교장의 지도성과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교장 자격취득과정은 승진제에 기반한 교장자격연수과정과 공모제에 기반한 전

문양성과정으로 이원화하고, 교장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 교장 공모 지원과 교장 임용은 특성

화학교, 전문계 학교 등 일부 학교에 허용하되, 이들에 대해서는 교장 임용 전후의 연수를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셋째, 교장 공모과정에서 교육감과 개별학교(학교운영위원회, 교장)의 역할을 명료화한다. 즉, 학교

운영위원회는 적정 후보자를 추천,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하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

지 않고 교육감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교장임용에서 교육감이 최종결정권을 갖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장 공모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심사위원 및 학교운영위원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교장 공모 심사과정에 참여할 경우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고 공모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 및 학교운영위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법적 재제조치 등 심사위원의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장공모제 시행 학교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될 때까지 공모제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

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모제 시행여부, 공모유형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개별학

교가 갖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장공모 시행 결정과정에 하자가 없는 한 개별학교가 요청할 경우 공모학

교로 지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시·도교육감은 공모교장과 학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학교교육

의 질을 보장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장공모제 시행여부를 학교에서 결

정할 경우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강

화는 현 학교운영위원 선출방식, 위원 구성, 운영과정 등에 대한 개선과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권에 부

합하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모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승진임용제와 동일하게 하되 교장 중임제 규정을 완화하여 능력

이슈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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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교장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모유형에 따라 중임제 적용을 달리하고

있으나 공모교장에 대해서는 중임횟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승진제와 형

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승진임용제 교장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교장공모제에 지원할 수 있으므

로 임용경로에 따라 중임제한을 달리 적용하는 데 따른 문제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장기간 근

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새로운 교장후보자 발굴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당해 학교 근무연한은 최

대 8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기타 심사위원 구성시 교육청 추천 인사와 학교 인사의 구성비율을 조정하고 심사위원 풀제를 운영

한다거나 심사위원 선정결과 학교운영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이 희망하지 않는 심사위원이 포함된 경

우, 재선정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장 공모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Ⅴ. 맺는 말

교장공모제는 전문적 역량과 지도력을 갖춘, 젊고 유능한 후보자들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개방함으로써 학교의 활력과 혁신을 높이고 학교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온 연공서열과 행정업무능력에 기초한 교장승진임용제나 교장자격증을 전

제로 일부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되어 온 초빙교장제의 한계를 보완하여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개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존 교감, 교장 중심의 교장 임용이 주류를 이루

는 한 공모제 도입을 통한 교장임용 개방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교장공모제가 교장을 임

용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종래 승진임용제의 문제, 폐해에 대해 공감대

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면 단위학교의 자율과 참여를 보장하고 학교의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는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승진임용제가 단단하게 기반을 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교장공모제가 정착되고 확대되

기 위해서는 차별적 보상조치(affirmative action)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초중등학교 중 교장공모 학교의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동

시에 전체 교장공모 학교 중 내부형 공모제를 일정 비율로 할당하는 등 적극적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이경 외(2008). 교장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나민주 외(2008). 교장공모제 학교의 효과분석. 충북대학교 지방교육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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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덕성여중 3학년 김단아 양은 오전 7시

에 등교한다. 오후 3시 시작하는 방과후 수업, 오후

6시 특화반(우수 학생에 대한 선행학습 과정반), 오후 7

시30분 자율학습을 거쳐 오후 9시쯤 귀가한다. 무려 14시간

이나 학교에서 머무는 것이다. 사교육을 받을 시간이 현실적으로

없다. ‘우수 학생 수준별 수업’, ‘실력 부진학생 별도 지도’, ‘통

합논술·심층면접 팀 운영을 통한 맞춤형 지도’등이 이뤄진다.

학교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다.

아마 학교에서 14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 외엔 어디

에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덕성여중은 교육과학기술부(이하‘교과

부’)가 추진하고 있는‘사교육 없는 학교’의 모델 학교다. 이런 모

델 학교를 전국에 1,000개 만들겠다는 게 현 정부의 계획이다. 이

에 따라 지난 달 400개를 선정해 학교 당 평균 3억5,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계획이 나왔다.

교과부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로 내놓은 것은 덕성여중

과 닮아 있다. 인천공항중은 방과후 특성화반을, 전주 평화초등학

교는 방과후 예능 교육을, 대전 목양초는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대

상으로 하는 방학 중 학력증진 캠프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부산

남고는 4단계 수준별 방과후 학습과 논술·텝스·수학심화반 등

맞춤식 특강을 한다. 대구 포산고는 입시전략·논술 등 토요일 특

별강의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은 어떤 효과를 낼 것이며, 정책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까.

정책과 현장

덕성여중은 교육과학기술부(이하‘교과부’)가 추진하고 있

는‘사교육 없는 학교’의 모델 학교다. 이런 모델 학교를

전국에 1,000개 만들겠다는 게 현 정부의 계획이다. 이

에 따라 지난 달 400개를 선정해 학교 당 평균 3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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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모델 확산의 한계

덕성여중 사례의 확산에 있어서 생각해볼 대목이

있다. 1990년대 열린 교육의 확산 사례와 유사한 측

면이 있기 때문이다. ‘열린 교육’이란 학생 등 학습

자의 자율적인 학습활동을 강조하는 것으로, 기존의

획일적,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자는 취지였

다. 조별 학습과 프로젝트 수업, 수행평가 등이 대표

적인 열린 교육 사례다. 이런 사례는 당시 교육부에

의해 전국 학교에 확산됐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실이 열린 교육 확산에 앞장섰다”며“특정 학교 사

례를 모범사례로 선정해 전국에 보급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는 열린 교육의 획일화로 나타났다.

특정 학교의 성공사례를 각 학교가 도입하려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제 덕성여중 같은 학교가 전국에 1,000개가 생

긴다고 생각해보자.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학교에 머

무는 시간이 길수록 확실하게 사교육을 받을 수 있

는 시간은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정책목표는 달

성된 것으로 보아야할까.

교과부가 발표한‘사교육 없는 학교’의 목표는‘3

년 내 사교육비 절반 경감’이다. 이를 위해‘방과후

프로그램 강화’, ‘정규수업 내실화(교장 인사권 강

화, 교육과정 자율 운영)’, ‘교육시설 확충(수준별

이동수업, 자율학습실 리모델링)’이 정책수단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오래 동안 잡아놓을 수 있다면

사교육비는 확실히줄어들수 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것도 있다. 학

교가 학원 갈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르친 결과가 사

교육비 지출을 줄어들게 했다면 이를 놓고 정책목표

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교육을 받고 싶은 욕구를 학교에서 대리만족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학생을 학교에 남게 하

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외부

업체들도 방과후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있다.

Ⅱ. 덕성여중의모델은
교사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다

서울 B중학교 K교사는 기간제 교사다. 주당 수업

시간은 24시간이다. 동료 정교사보다 4~6시간이

많다. K교사는 방과후 수업도 맡고 있다. 아침엔 학

습부진아 지도도 한다. 그는“시교육청에서 방과후

학교를 강화하라는 지침이 나온 다음엔 수업 부담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방과후 수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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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덕성여중 모델은 교사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다.

한봉순 덕성여중 교감은 학교를 찾은 이명박 대통령

에게“선생님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다. 가르치는 교

과도 한 선생님이 2개 학년을 가르친다. 늦게까지

남아 수업하는 것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덕성여중은 교장과 교사들의 자발성에 기반

을 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들이 피곤하다는 것이다. 오래 지속하는데 있어

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자발성을

다른 학교에도 요구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교과부

는 학교당 3억5,0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

돈으로 교과전담 보조인력의 인건비로 쓰거나 할 수

있다. 또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

해 외부업체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외부인력을

채용하는데 쓸 수 있다. 이런 혜택을 보는 학교는

400개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학교는 물끄러미 이들

학교를 쳐다볼 수밖에 없다. 자발성과 희생을 기반

으로 하는 덕성여중 모델은 확산 모델로서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Ⅲ. 사교육없는 학교를
선택하게하려면

사교육 없는 학교가 성공하려면 학생이나 학부모

들로부터“도움이 된다. 유익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찾는 이유는

뭘까. 성적을 남보다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성적

을 끌어올리고 그 결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로 볼 때 학생들이 사교육 없는 학교에

남아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원을 찾는 것과 거의 유

사한 욕구를 학교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지역에서 문을 연 일명‘명

품 방과후 학교’에서 수강하는 학생들도 비슷한 이

유에서 학원 대신 학교를 선택했다. 서울 강남구 개

포중의 한 학생은“방과후 학교를 다니다 보니 학교

성적이 올랐고, 학원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방과후 학교, 수준별 수업을 통해

성적이 오르던가, 입시에서 도움을 받는 등의 효과

가 있었다는 것이다. ‘명품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

을 이긴 사례로 언론에 여러 차례 소개됐다.

당초 덕성여중 사례가 중앙일보를 통해 부각되었

을 때 그 성과의 근거 역시 입시와 관련이 다소 있었

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외면을 받았던 덕성여고의

지원률이 크게 뛰었고, 몇 년 간 한 명도 없었던 서

울대 합격자 수가 늘었다는 것이다.

정책과 현장



81

Educational Development +  2009 Summer

만일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굳이 학교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 서울 강남구의 D중 2학년 학부

모 강모씨는“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가짓수는 많

은데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어 학원

으로 몰리는 현상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Ⅳ. 성과 평가의 문제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실제로 입시에 도움이 되는

지를 기준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를 평가한다면 교과

부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성

과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교육 없는 학교의

성과평가는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전, 운영 도중,

운영 후의 사교육비 경감 실태,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한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평가결과 성과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사교육비

가 실제로 줄었는지를 따져보는 성과평가 기준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학교는 반강제적이라

도 학생들의 학원수강을 줄여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수치 상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과평가 기준으로 인해 정

부 지원을 받는 학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않으

면 안 되는 강한 동기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도 최근

토론회에서“문제는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며“단지 사교육비 축소로 할 것인지, 교

육성과로 할 것인지, 또 교육성과는 좋은 대학 입학

생 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창의성 있는 인재로 할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이로 볼 때 사교육 없는 학교나 학원 모두 동일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입시 사다리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정점에

오르기 위해 각기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다. 특히 사교육을 유발시키는 입시 구조의 개혁은

별개의 정책으로 다뤄지고 있다. 사교육 없는 학교

는 기존의 입시 구조를 그대로 둔 채로 학교가 학원

의 역할을 떠맡는 정책방향이라는것이다.

역대 정권은 사교육비를 궁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찾고 발표해왔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

한 각종 정책도 내놨다. 하지만 방향이나 근본은 제

대로 짚었지만 이를 달성할 정책수단에서는 빈약했

다. 사교육은 전형적인 고비용·저효율이어서 굳이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정책은 학교로 하여금 성공의 경

험을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문제는 효과이며, 지속성이다.  



1927년 개교한 부산 경남여자고등학교는 그동안 지역 여성계, 문화·예술계의 중추적 인물들을 배출

한 명실상부한 부산의 중심 여학교다. 그러나 지역개발이 뒤처지면서 경남여고 역시 지역적 한계를 극

복하지 못하고, 학력과 인지도 면에서 뒷걸음질을 쳐오다 지난해 3월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되면서

미래사회를 선도할 인재양성의 새로운 강자로 비상하고 있다.

‘논리를 뛰어넘는 유연한 사고로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에 초점을 맞춘 경남여고의 다채로운 교육실

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학생들은 과제연구를 통해 작성한 논문으로 논문대회를 열기도 하고 감성교육

을 위해 김용택 시인 등을 초청해 특강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 올해부터는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교사들

의 수업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들이 원하는 교사의 수업을 직접 골라 듣는‘교사 선택형 보충수업’도 실

시하고 있다. 경남여고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봤다.

“학생이‘원하는’교육합니다”
개방형 자율학교 부산 경남여고
글_ 서혜정 한국교육신문 기자

한국과학영재학교 교감을 거쳐 경남여고의 공모 교장이 된 조갑룡 교장(사진)은“미래교육은

‘N0. 1’인간이 아니라‘Only One’인간을 키워야 한다”며“개개인의 소질을 계발하고 창의

성을 키우려면 감성·문화적 노출을 많이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르포 _ 부산 경남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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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음료연구로
아이비리그 탐방

■‘학생 1인 1과제 연구’ 경남여고 2학년

전지혜(16), 장희주(17), 신수미(17) 양은 3월 11일 미

국 아이비리그 탐방의 기회를 잡았다. 교내 논문대

회에서 '지방분해 기능이 있는 고추 음료의 생산 가

능성'이라는 과제연구로 1등을 차지, 성적 우수학생

4명과 함께 동창회 선배들의 지원을 받아 9박10일

간 미국 7개 명문대학을 견학하게된 것이다.

‘학생 1인 1과제 연구’라는 이름의 연구교육 프로

그램인 R&E(Research &Education)는 한국과학영

재학교를 비롯한 과학고에서 주로 진행하는 프로그

램으로, 학생들 스스로 흥미 있는 연구주제를 정해

과제를 설계하고 연구하는 프로젝트다. 경남여고는

이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 학생은 고추 속 캅사이신

성분에 의해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을 직접 실험하기

위해 쇠고기, 닭고기 같은 육류는 물론 식용유까지

동원해 몇 달 간 실험에 매달렸다. 그 결과 시중에

판매 중인 액체 캅사이신을 3:1 비율로 물에 섞을 경

우 가장 지방분해가 잘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양은“담임선생님이 반에서 키우는 고추를 보고

영감을 얻어 지방분해 성분이 있는 고추음료를 만들

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과학책에서 배

운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연구를 하면서 살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어 재밌었다”고 말했다. 세 학생의

연구를 지도한 강옥화 생물교사는“교과과정에서 배

운 것만으로 이 정도의 실험을 해낸 것은 대단한 결

과”라고 제자들의성과를 평가했다.

조갑룡 교장은“공부하기도 바쁜 인문계 고교에서

무슨 과제연구냐고 하겠지만 학생들이 낸 아이디어

와 결과물들을 보면 놀랄 것”이라며“과제연구를 통

해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관심사를 알아가고, 공

부하는 데 흥미를 느끼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조

교장은“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인센티브”라며

“열심히 한 만큼 알아주고 격려해주면 아이들은 신

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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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30일 지난 1년 간 진행한‘학생 1인 1과제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서 발표대회를

실시했다. 이 날 발표대회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무려 4시간 동안 진행됨으로써 과제연

구에 대한 학생들의 고조된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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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교사 수업골라 듣는
보충수업

■ 교사선택형 보충수업 학생들의 학력신장

과 교사들의 수업능력 향상을 위해 '교사 선택형 보

충수업'을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조 교장은

“반대의견도 많았지만 토론을 통해 실(實)보다는 득

(得)이 많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조 교장은“학교 일이 교장이 주도한다고 모두 이

루어지지는 않는다”며“학교에서 결정할 중요한 사

항이 있다면 학교연수에서 전체 선생님이 난상토론

을 하고 거기서 결정된 합의사항은 따르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고말했다. 

조 교장은“아직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학원 수업이나 대학 강의처럼 교사를 직접 선택해

보충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는 것에 학생과 학부모

반응이 긍정적”이라며“교사들도 더 노력하는 계기

로 삼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코티칭(co-teaching)으로
통섭(統攝) 실현

■ 교과통합형 수업 교과통합형 수업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조 교장은“1998

년 미국에서 연수를 받을 때 대학교수가 두 명 또는

다섯 명까지도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아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며“코티칭(co-

teaching)을 위해 간(間) 학문적으로 두 교사가 어

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

있고 굉장히 발전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어시간에 우주에 대한 지문이 나오면 과학 교사

가 함께 수업에 들어가 가르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6월 준비과정을 거쳐 2학기부터는 본격

실험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다양한 교육실험 속에서 학력신장이라는

성과도 이뤄냈다. 지난해 3월 전국 학력평가 결과

누적인원 59명이던 300점(만점 500점) 이상 득점자

가 지난해 11월에는 88명으로 49.2%나 늘었다. 학

부모들도 다양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학교의 시도

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 강영

순(46·여)씨는“학생들을 3단계로 나눠 주요 과목

에 대한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등 개인별 맞춤수업을

하는 것이 특히 마음에 든다”며“틀에 박히지 않은

교육과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다채로운 문화적 체험

도 좋다”고 말했다.

현장르포 _ 부산 경남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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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 관람·시인특강 등
감성교육

■‘1인 20제’가지기 ‘감성교육을 통한 전

인교육과 학력신장’을 추진해 온 조 교장은“21세기

형 글로벌 인재의 필수요건인 창의성은 예술적 감성

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

런 철학을 바탕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1인 20제 가지기’, 오페라 관람, 시인 초청 특강 등

이다.

‘1인 20제 가지기’란 학생들이 졸업 때까지 좋아

하는 시 20편, 음악 20곡, 그림 20점을 정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자신만의 감상을 담아 개인 포트폴

리오를 만드는 작업이다.

지난해 9월에는 비싼 관람료 때문에 평소 학생들

이 접하기 힘든 오페라를 전교생이 단체 관람하기도

했다. 실제 공연 티켓은 10만원 안팎의 고가지만 최

종 리허설 관람료는 5천원이라는 데서 착안해 전교

생이 무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한 것

이다. 

지난해 11월엔 1·2학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동문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택 시인을 초

청해‘사람을 귀하게 가꾸는 글쓰기’라는 주제로 특

강을 열기도 했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혁신의지가 강한 운영주체에 학교운영권

을 위탁해 교육과정과 교수법 등을 자율적으

로 운영하는 학교. 운영주체는 대학, 민간단

체, 공모 교장 등에게 개방된다. 학교장의 인

사권을 확대해 우수교사 초빙 등의 권리도

준다. 

부산 경남여고를 비롯 서울 원묵고, 구현

고, 부산 남고, 충북 청원고, 인천 신현고 등

전국에 10여 개가 운영 중이다. 

경남여고 조갑룡 교장은“개방형 자율학

교는 지식만을 전달하는 기존의 학교교육에

서 벗어나 신체적, 정서적, 지적 측면에서 균

형을 이룬 자기계발을 통한 전인교육을 지향

한다”며“학습동기유발 모듈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교육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학교

교육만으로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학교운영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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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_ 제주 세화고

제2외국어로 특성화한‘제주형 자율학교’,
제주 세화고등학교의‘한판 뒤집기’
글_ 오현석 조선일보 사회정책부 기자

예전부터 제주도 동부지역, 그 중에서도 구좌읍은 서부지역보다 가난했다. 13개 오름을 비롯해 하도리

철새도래지, 김녕해수욕장 등 발을 내딛는 곳마다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지만, 대체로 땅이 척박해 농

작물이 잘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이 지역 사람들을 일컬어“앉은 곳에 풀이 자라지 않는

다”는 속담까지 있었을까.

교육에서도 이 곳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제주도의 현행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방식은 조금 독특

한데, 제주시 시내에 위치한 인문계고교들은 공동으로 합격자를 선발한 뒤 추첨으로 학생을 배정하고,

시외 지역 고교들은 학교별로 모집한다. 스포츠로 비유하면‘1부 리그’와‘2부 리그’를 나눠놓은 셈이

다. 당연히상위권 중학생들은 대부분 제일고·오현고·대기고 등 시내 고교들이 쓸어간다.

그런데‘2부 리그’라고 할 수 있는 읍면(邑面) 지역 한 학교가 최근 이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제주

도 구좌읍 세화리에 위치한 세화고등학교가 그 주인공이다. 세화고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신입생 모집

오시봉 제주세화고 교장(사진)은“제주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외국

어교육환경 조성과 아울러 학생들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특성화된 교육과정의 지

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에게 자신감 있는 태도와 밝은 웃음을 지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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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다 정원을 못 채우던 학교였다. 2007년 신입생

선발 당시 288명 모집에 244명만이 지원했고, 세화

고는 어쩔 수 없이‘시내고교 연합고사’나 다른 학

교 시험에서 떨어진 학생 44명을 모아 정원을 채워

야 했다.

그런 세화고가 최근 급속도로 바뀌기 시작했다.

지난해 신입생 선발고사에서 모집정원 296명을 초

과한 316명(경쟁률 106.7%)이 지원하더니, 올해는

288명 모집에 무려 346명(경쟁률 120%)이 응시했

다. 지원학생이 줄어 10년째 정원이 감소하던 학교

였지만, 이제는 오고 싶어도 정원이 모자라 못 오는

지경이 된 것이다. 무엇이 이 학교의 변화를 가져왔

을까?

교과과정바꾸니
학생들이변했다

그 해답은 세화고의 특별한 교과과정에 있었다.

2007년‘제주형(型) 자율학교’로 지정된 세화고는

‘진로와 직업’등의 과목을 줄이고 일본어·중국어

수업시간 수를 대폭 늘렸다. 2006학년도 교과과정

에서는 6학기(3년) 동안 총 8단위였던 일본어·중국

어 관련 수업이 현재는 총 12단위로 사회·과학과

엇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특히 2학년은 일본어·중국어 수업이 학기당 5시

간으로 국어(4~5시간), 수학(5~6시간)과 비슷한 수

준이다. 이 때문에 세화고 2학년 학생들은 우스개

소리로“우리 학교는‘국·영·수’가 아니라‘영·

중·국·수’에요”라고 말하기도 한다.

세화고가 일본어·중국어에 집중한 것은 한·

중·일의 허브(hub)인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

려한 것이었다. 주요 과목에서는 다른 명문고와 경

쟁이 안돼도 제2외국어에서는 해볼 만하다는 판단

도 있었다.

교과과정을 바꾸자, 학생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외국어 공부는 명문고 애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

각하던 아이들이 중국어와 일본어를 배우며 자부심

을 갖기 시작했다. 교무실을 피하던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원어민 강사실로몰려들었다.

필자가 세화고를 방문, 원어민 강사실에서 만난 2

학년 이주원(17) 양도 쉬는 시간마다 원어민 교사들

에게 찾아오는 학생들 중 한 명이다. 똑 부러지는 성

격의 주원이는 중학교 때 인터넷에서 알게 된 일본

문화복장학원 스타일리스트과에 진학하는 게 목표

다. JPLT 2급을 요구하는 일본 문화복장학원에 입

학하기 위해서는 국·영·수보다도 일본어 공부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제2외국어 특성화고’인 세화

고야말로 주원이에게 딱 맞는 학교였다. 주원이는

“무엇보다 여기는 야자시간에도 국·영·수가 아닌

일본어를 공부해도 뭐라하는 사람이 없다”며“다른

눈치 안 보고 내 꿈만 바라보고 매진할 수 있어서 좋

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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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이에게 세화고의 강점은 학교에 일본인 강사

인 다나카 요코(여·37) 선생님과 매일 회화를 연습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학교 원어민 강사들은 꼭

수업시간이 아니어도 학생들과는 외국어로 얘기하

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주원이는“일본어로

매일 대화 하는 게 꼭 어학연수를 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이색교과서, LED전광판,
외국유학 지원…

최근 세화고가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성적으로

도 입증된다.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내신성적이 상

위 20% 안에 드는 성적우수자가 2006년 3명에서

매년 2배씩 늘어 2008년에는 12명이 됐다.

재학생의 성적도 외국어 영역만큼은 꾸준한 상승

세다. ‘제주형 자율학교’가 된 첫 해인 2007년을 보

면, 3월 모의고사에서 2학년 학생 중 외국어영역 5

등급 이내 드는 학생은 43.5%에 불과했지만, 6월

45.0%, 9월 49.8%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며 11월에

는 무려 55.0%가 5등급 이내에 들었다. 수리 영역도

3월 45.53%였던 5등급 이상 학생비율이 꾸준히 올

라 11월에는 무려 62.5%가 됐다. 학교 자율학교운영

부장인 조원석 선생님은“교과과정 변경이 학교분위

기를 좋게 바꿨다”며“학생들의 생활태도가 몰라보

게 달라졌다”고했다.

이 학교를 구석구석 살펴본 결과, 교사들의 세심

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우선 외국어 교

재에 있어서, 자율학교라는 점을 100% 활용해 외국

에서 발간된 교재를 채택해 학생들의 흥미를 적극적

으로 유발했다. 또 매주 두 차례씩 어학에 흥미가 있

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5~20명 규모의 소규모‘외

국어 몰입반’을 운영하기도 한다. 학교에 들어오는

정문 위에는 LED 전광판을 달아 매일 영어·중국

어·일본어 생활 외국어 표현을 하나씩 알려줘 익히

게 한다.

중국대학국비장학생
배출하기도

지난해에는 고3 학생 한 명을 중국 국립대학에 국

비장학생으로 입학시키기도 했다. 현재 중국 흑룡강

성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한경탁(19) 군은 중국어

에 흥미를 붙이고, 중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다.

“국내 별 볼일 없는 대학을 가는 것보다 중국 본토로

가는 게 중국전문가가 되기에 더 좋다”는 생각 때문

이었다고 한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으로 진행되는 전형을 준비하

기 위해, 중국인 강사인 리링치옌(여·29) 교사가 매

일 1시간씩 한군을 원어민강사실로 불러 작문과 인

터뷰를 가르쳤다. 중국어 담당 교사들은 우리나라

와는 다른 입학서류 제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꼼

현장르포 _ 제주 세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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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히 살피며 도왔다. 결과적으로 세화고는 외국어

고도 하기 힘들다는‘해외 대학 합격자’를 배출한

것이다.

한군의 기적은 또 다시 후배들의 귀감이 되며, 제

2, 제3의 기적을 만드는 중이다. 이 학교 2학년에 재

학 중인 이희주(16) 양은‘제2의 기적’을 일으킬 유

력한 후보다. 원래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 세화고에

진학했다던 희주는 1학년 때‘일본문화’, ‘중국문

화’수업을 둘 다 듣다가 중국어에 푹 빠졌다. 너무

재미있어 매일 EBS 중국어 강의를 들으며 3시간씩

공부했다. “아무도 안 시켰는데 공부한 것은 처음이

었다”고 희주는 말했다.

점심시간엔 원어민 강사실에 가서 리 선생님과 얘

기하고, 저녁에는 3시간씩 공부하니 중국어 실력이

늘지 않을 수 없었다. 최근에는 혼자 CCTV(중국 국

영 중앙방송) 채널을 봐도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정

도다. 희주는“한경탁 선배처럼 중국 대학에 가기 위

해 열심히 할 것”이라고 했다. 선배가 후배의 귀감이

되고 있는 셈이다.

학생특성에 맞춘 특성화가
성공의 비결

모든 학교가 교과과정을 특성화 하면 세화고와 같

은 결과를 가져올까? 취재를 마치고 세화고를 나오

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의 한 관계자는“세화고가 성공한 것은 일정부분 변

두리 학교였던 영향도 있다”고 했다. 만약 시내 명문

고등학교였다면 서울대, 연·고대 입시 결과 때문에

과감한 제2외국어 강화 전략은 힘들었을 거라는 분

석이다.

세화고의 성공을 곱씹어 본 결과, 이 같은 분석이

맞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다. 대부분 자율성을 가

진 학교들이 교과과정을 국·영·수 등 명문대 대학

입시 중심으로 편성하는 것에 비해, 세화고는 오히

려 대학입시 비중이 낮은 중국어·일본어 교육을 강

화했고 이게 성공했다. 만약 세화고가 자립형 사립

고나 특목고 등과 마찬가지로 입시교육을 강화했더

라면, 앞서 언급된 학생들의 성공담은 찾기 힘들었

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요시하

는 21세기인 만큼, 획일적인 입시교육 강화가 아니

라면 교과과정을 보다 다양하게 열어주는 것은 장기

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오시봉 세화고 교장은“전교생 809명 중 42%가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자녀, 농어민자녀, 저소득층 등

으로 학비지원을 받고 있지만 성적이 나쁘고 가난한

학생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 강점과 흥미가 있

다”며“학생들의 숨겨진 특징을 발굴해 그에 맞춰

아이들을 키워주는 게 학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학생 특징에 맞춰 특성화 한 게 성공의 비결이란 얘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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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높다랗게 솟아있는 굴뚝과 황폐하게까지 느껴지는 공장터. 그 사이에 드문드문 최신식 아파

트와 오피스텔이 보여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풍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자리잡고 있는 영림초등학

교의 첫 모습이다. 빌딩과 공장터 속에서 조그마한 4층 건물 교사가 전부인 이 학교를 초행길인 사람이

단번에 찾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아니다.

그러나 시골 분교와 같은 이 학교에 서울 시내 학교와 학부모, 전국의 교육관계자들의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다.

‘교사실명제’시행 이전부터개혁은이미 진행 중...

영림초등학교는 올해부터‘̀1학년 1반’또는‘2학년 장미반’같은 학급 이름 대신 담임교사의 이름을

서울영림초등학교의
공교육살리기‘무한도전’
글_ 이지용 매일경제 기자

sepiros@mk.co.kr

현장르포 _ 서울 영림초교

무려 70여개를 넘어서는 학과목, 예체능분야‘̀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운영해“사

교육 받는 학생을 단 한명도 없게 만들겠다”고 선언한 이경희 영림초교 교장(사진)은“방과후

수업을 하면 교사들이 여러 모로 시간적 희생이 크지만 경제가 어려운데 부모들과 학생의 사

교육비 부담만은 꼭 줄여드리고 싶다는 취지에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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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학급명으로 바꾸어서 쓰고 있다. 전교 16 개 학급

모두가‘3̀학년 홍성경 선생님 반’, ‘4학년 이명순

선생님 반’등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학급 이

름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단순한 전시행정이 아닐까.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잠시 의심도 들법 하다. 그러나

학생들과 교사들을 만나보니 괜한‘̀기우’였음을 금

방 알게 됐다.

4학년 황은지 양은“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선생

님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요. 반 친구들끼리 단합도

잘되고요.”라고 말했다. 선생님에 대한 친근감이 높

아지자 수업시간에 모르는 것도 스스럼없이 질문하

는 등 학습분위기가 한결 좋아졌다. 교사들 역시 전

보다 더 책임감과 애정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가르치

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매스컴을 통해 이 학교의 숨겨진 가치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교사실명제’시행 이후지만 사실 교실

실명제 도입 이전부터 영림초교의 개혁은 이미 진행

중이었다.

교사실명제를 취재하기 위해 찾아간 영림초교의

교실 곳곳엔 다른 학교에서 찾아보기 힘든 장면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마치

학원강사처럼 손에 마이크 하나씩을 쥐고 수업중이

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하니 학생이 다른 마이크를

넘겨 받아 대답하고 발표도 했다. 아이들의 집중력

향상과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고안한아이디어다.

주성숙 교사는“마이크를 쥐게 되면 선생님이 행

여 특정학생에게만 편중해 수업지도를 하게 될 가능

성도 없고 무엇보다 학생이 발표에 자신감이 붙어

학업과 인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화려한‘겉보기등급’보다
‘실속’으로 승부

영림초교는 화려한‘̀겉보기 등급’보다‘̀실속’으

로 승부하는 교육현장이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이 학교가 운영중인 방과후

수업은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교육콘텐츠 전시장을

연상케 할 정도.

오후 3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10여명의 아이들이 미국 뉴욕대 출신의 영어회

화 전문강사 김자원씨를 빙 둘러싸고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알파벳 조차 익숙치 않은 2~3학년 어

린 학생들이지만 띄엄띄엄 대화를 이어가는 아이들

얼굴엔 재미가 가득하다.

또 다른 교실에서는 이 학교 보건담당 교사 조계

순 선생님의‘̀비만클리닉’수업이 진행 중이다. 맘

먹고‘̀살 한번 빼봐야 되겠다’결심 한 학생들은 선

생님이 그려준 식단표의 칼로리를 직접 계산해 보느

라 분주한 모습이다.

전 학교 16개 학급에 불과한‘̀미니학교’임에도 무

려 70여개를 넘어서는 학과목, 예체능 분야‘̀방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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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운영해“사교육 받는 학

생을 단 한명도 없게 만들겠다”선언 한 것이다.

방과후 프로그램 과목으로는 수학영재반, 영어교

과서, 영어암기반, 일본어, 과학 등 교과목에서 부터

바둑, 단소, 발레, 피아노, 영상사진반 등 예체능 취

미활동까지 없는 게 없다. 프로그램은 3월초 컴퓨터

수업을 시작으로 시험운용에 들어갔고 4월부터 학

교 교사 이외에 외부 전문강사들까지 고용해 본격적

인 운용을 시작했다.

학생들이 각 과목을 듣는 데 필요한 비용은 과목

당 6만원 안팎이지만 학교보조금을 통해 실질적으

로 1만5,000원 안팎만 부담한다. 통상 10만원을 넘

어서는 과목당 학원비를 감안하면 한 과목 학원비로

6~7개 과외를 받게 되는 셈이다.

보조교사, 영양사, 행정직까지 모두 포함해야 교

직원 숫자가 겨우 40명 안팎인 게 `미니학교'인 영림

초교의 현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는 일반 교사들

뿐만 아니라 교감, 보건소 지도교사까지 모두 참여

했다.

이 학교 이경희 교장은“방과후 수업을 하면 교사

들이 여러 모로 시간적 희생이 크지만 경제가 어려

운데 부모들과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만은 꼭 줄여드

리고 싶다는 취지에 모두 공감했다”며“과목도 학부

모들을 일일이 설문조사해 필요로 하는 모든 과목을

포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이미 학원에 얘

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에게도 일일이 전화를 걸어

설득한 끝에“이번달 까지만 보내고 다음 달부터 학

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 교장은“워낙 반을 세분화 하다보니 한 교실에

수업 학생이 4~8명 안팎이라 학원보다 더 효과적인

수업을 할수 있게 됐다”며“교과목외 다양한 취미활

동 과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부만 시키는 것이 아

니라‘̀배우면서 놀자’는 공교육의 취지를 충분히 살

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무조건 콘텐츠만 공급한다고 제대로된 교육현장

이라 할 수 없지 않은가. 영림초교는 이런 콘텐츠의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학생

들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데도 결코 게으르

지 않았다.

영림초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예외없이 학교에서

지급하는 노트 한권을 받게 된다. 매일 수업별로 학

생들 스스로 선생님의 수업내용과 수준을 평가하는

메모장이다. 이 메모장을 통해 학부모도 선생님들의

수업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교장은“심지어 내가 조회사를 한 내용도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스스로 학생들에게 말조심을 하게

되고 교사들 역시 수업에 예전보다 더욱 신경을 쓰

게 된다”고 말했다. 교실실명제든, 마이크 수업이든,

수업평가 노트 든 방법만 다를 뿐 변화의 큰 줄기는

교사-학생-학부모간 책임부여를 통해 적절한 긴장

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현장르포 _ 서울 영림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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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 오리새끼’에서
‘백조’로 변신

영림초교가‘̀미운 오리 새끼’에서‘̀백조’로 변

신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그 중심

에는 50대 젊은 여교장 선생님인 이경희 교장이 있

었다.

이 교장은 지난 2004년 6월 이 학교의 새로운 교

장으로 부임해왔다.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무너진 담벼락과 모래조차

안깔린 놀이터엔 정글짐 하나 철봉 하나가 달랑 있

었다.

이런 외적인 학교시설보다 이 교장을 더 크게 실

망시킨 건 당시 학부모들의 반응이었다.

“이번 교장선생님은 얼마나 버티 실지….”부임

후 동료교사와 학부모들로 부터 들었던 첫인사도 환

영 대신 위로였다.

부임 이후 이 교장에게 여느 교장과 같은 `대장노

릇은 하루도 없었다. 사소한 것이지만 예전 시스템

하나하나를 바꿀 때마다 적지 않은 반대에 부딪혔

다. 교실실명제 역시 3년전 생각했던 것이지만? “사

고치시지 말라”는 주변 만류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

한 끝에 올해서야 빛을 본 것이다.

학교를 바꾸기로 한 이 교장에게 필요했던 건 교

사와 학부모를 설득시킬‘̀솔선수범’과‘̀작은 성공

사례’였다. 학생수가 워낙 적다보니 다른 초등학교

에 비해 정부지원금이 연간 1억원 이상적었다.

이 교장은 이 때부터 관내에 있는 노인정에서부터

구청, 지역구 의원 등 지역인사 모임이란 모임은 모

두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이 교장의 오지랖으로 서

울시, 교육청, 구청 등에서 적지않은 지원금이 쏟아

지기 시작했고 영림초교는 관리실, 도서관, 교사내

외부, 과학실 등 학교 전체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재

원을 마련했다.

그는“학교 앞 아파트 공사하는 회사에 찾아가 아

이들을 위해 대문 등을 리모델링해 달라 고 사정하

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런 덕택에 지금의 영림초교

는 내실뿐만 아니라 외모도‘̀미운 오리새끼’에서 알

록달록 아기자기한‘̀백조’로 거듭나게 됐다. 또 이

교장을 바라보던 근심어린 시선도 차차 신기함과 믿

음으로 바뀌었다.

서울시 교권옹호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교장은

“교육현장의 개혁은 공급자인 교사와 수요자인 학

생, 학부모의‘̀교집합’없이는 어떤 정책도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며“이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교

장을 포함한 교사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이를 실행할

용기”라고 말했다.  



94

교육개발2009 여름

▶ 캘리포니아주, 교사 해고방침 철

회

얼마 전 캘리포니아주 교육부가 교

육예산 절감을 위해 교직원에 대한 대

대적 감원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로

스앤젤레스(Los Angeles) 교육위원

회가 2천여 명의 초등교사들을 해고

하고자 했던 당초 방침을 철회한 것으

로 알려졌다. LA 교육위원회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6천 명의 교사 및

교직원들은 여전히 해고의 위험에 노

출된 상황이며, 로스앤젤레스 교육위

원회는 오바마행정부의 경기부양지원

금 가운데 교육부문에 책정된 예산을

집 행 해 LA 통 합 교 육 구 (The

Los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에 속한 2천명의 초등교사들

을 구제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친 것으

로 알려졌다. LA 통합교육구는 미국

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구로

2009~2010년도 전체 교육예산 가운

데 6억 달러에 육박하는 예산이 삭감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LA 통합교육

구 소 속 교 사 연 합 회 (United

Teachers Los Angeles)는“경기부

양자금 가운데 교육부문에 책정된 예

산 전부와 교육부문의 여타 예산을 삭

감해서라도 교사 및 교직원들에 대한

대대적 감원조치만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

즈紙 최근호>

▶ 오바마행정부의 교육 재정 정책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50억 달

러 예산을 투입해 학업성적이 저조한

학교의 교육공무원들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교육공무원들을 선출해 학교

를 다시 열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른 던컨 미교육부장관

은 5월 11일 브루킹스연구소에서“미

국의 학생들은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한 번은 있어야 한다”고 발표

하였고,  “우리가 하위 1%의 학생들을

바꾸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면, 결국에는 그동안 공교육에서 소외

됐던 많은 학생들의 삶까지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오바마대

Global Message_ 해외교육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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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교육자로서

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을 전원 해고

하고, 그 빈자리를 차터스쿨 운영자

등에게 맡기는 방안을 강구중”이라

고 언급하면서, “오바마 교육개혁의

핵심은 학업성적 등 일련의 학사일정

에서 타 학교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학교들에 대해 지속적이고도

대담한 개혁조치를 단행하는 것”이

라고 강조하였다.

<위싱턴포스트紙 최근호>

▶ 등록금 인상, 반드시 필요한가? 

영국 내 최상위권 대학들 사이에서

는 대학 운영자금의 부족현상이 그동

안 쌓아올린 국제사회에서의 영국 대

학의위상에위협을가할수있을것이

라는위기의식이팽배한상황이다.  이

러한 점을 감안해 최근 영국사회에서

는“대학등록금 인상, 반드시 필요한

가? ”라는문제가제기되고있으며, 영

국의 대학들은“학생 한 명 당 7천 파

운드의적자를보고있다”며등록금인

상을 원하는 눈치이다. 캠브리지

(Cambridge) 대학은“정부지원금과

실제 대학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

과는 차이가 있어, 이 같은 상황이 지

속되면 그동안 영국 대학들이 누려온

국제적 위상을 유지하는 일은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영국 유수의

대학들이 대학 운영자금 감소를 심각

하게 우려하게 된 주된 원인은 영국정

부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학 지원금

총액을 4억 파운드로 결정했다는 발표

가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중심 대학의

교육단체인러셀그룹(Russell Group)

은“영국내각대학교육기관들은현재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

서 연구중심 대학들이 지속가능한 발

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올

바른 여러 조건들이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러셀그룹의이같은설명

은 곧 등록금 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영국각대학부총

장들은 지난 달 모임을 갖고“등록금

인상은대학들에게대학운영에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며,  2천 파

운드 정도를 인상하는 것은 대학생들

에게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

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대학 부총장

들의이같은언급에도불구하고, 영국

교육계에서는“대학등록금 인상만이

대학의 재정위기 해소에 유일한 대안

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상황이며, 일각에서는“대학등

록금 인상은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없을것이다”라며부정적인견해

를나타내었다. 

<가디언紙최근호>

▶ 문부과학성, 사립 고교생의 수업

료 감면 위한 예산 확대 방침

문부과학성은 정부의 추가 경기부

양책의 일환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취학 지원을 대폭 확충해 앞으로 3

년간 480억 엔을 충당하기로 결정하

였다. 문부성은 경기침체의 여파가 학

생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하도록 사립

고교생의 수업료 감면을 위한 예산을

늘리는 한편, 장학금도 국·공·사립

에 상관없이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

사립중학고등학교연합회의 조사에 의

하면, 2008년 말 현재 학비를 체납한

사립 고교생은 2.7%로 9개월 전의 3

배로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부성

은 경기가 지금처럼 나쁠 경우 공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수가 향후 3년 간

20만 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경제적인 이유로 퇴학하는 학생이 속

영 국

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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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지

원을 확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립

고교생의 수업료 감면 제도는 각 자치

단체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데, 중앙

정부의 지원은 보호자가 직장을 잃은

학생이나 생활보호세대의 학생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지난 2007년도의 경

우 전체 대상자의 약 4%(예산은 6억

원 정도)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았

다. <아사히신문 최근호>

▶ 사이타마현 대학들, 교원면허갱신

강좌 수강 신청자 예상 밑돌아

교원면허갱신제의 금년도 도입에

맞춰 사이타마(埼玉)현 내에 4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교원면허갱신 대상

교원용 강좌의 모집을 각 대학이 시작

했으나, 신청자 수가 예상을 밑돌아

대응에 고심하는 대학들이 생겨났다.

이에 따라 사이타마현 교육국은 교원

면허갱신제도를 소개하는 팸플릿을

교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제도의 고지

와 수강신청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현 내 최대 규모인 필수 30강좌(정원

2,400명), 선택 177강좌(정원 8,461

명)를 개설한 사이타마대학은 4월 20

일부터 수강신청 접수를 시작하였고,

첫 날 700명 이상 신청했으나 속도가

둔화되면서 5월 8일 현재 필수 1,018

명, 선택 2,934명으로 정원이 미달된

상태이다. 스루가다이(駿河台)대학 역

시 마감일인 4월 30일까지도 정원을

채우지 못해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한

편, 주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강좌

를 홍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현 교

육국은“강좌의 수강기한이 2년인 데

다‘출신학교에서 수강하고 싶다’는

생각에 도쿄 소재 대학에서 교원면허

생신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도 있기 때

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요미우리신문최근호> 

▶ 8개 국립대학, 국가에 학교 건물

소유권 요청

지난 1월 대학자율화 개혁의 첫 단

계로 20개 대학이 재정적 자율을 부

여받은 데 이어 클레르몽페랑 1대학,

푸아티에 대학, 코르트 대학, 툴루즈

1대학, 세르지퐁투아즈 대학, 파리 6

대학, 아비뇽 대학, 마른라발레 대학

등 8개 대학이 자율적인 건물 관리 및

처분을 위해 국가에 학교건물 소유권

을 요청하였다. 페크레스(Valerie

Pecresse) 고등교육부장관은 대학 당

국에 대한 부동산 귀속은 애초 대학자

율화에 있어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

었지만, 엄연히 대학자율화의 한 단계

임을 상기하고 오는 9월까지 희망 대

학들의 자체 운용능력을 검토한 뒤 결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학

건물의 소유주는 국가이지만 교육부

내 부동산 관리 담당부서가 전무한 까

닭에 대학 건물들의 3분의 1이 관리

부족으로 낙후된 상태고, 15%가 교육

용도에 부적합하며, 25%는 화재안전

기준에 미달되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대학 당국들의 요청으로 부동산 소유

권 귀속에 앞서 건물들의 안전 구축을

위해 1차적으로 2,000만 유로 지원을

발표했으며, 위 8개 대학이 1~3년 안

에 시범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파트너들

과 협력해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정지

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했다. 

<르피가로紙 최근호>

▶ 교육부, 중·고등학교 내 불법침

입 및 폭력 근절 방침

사르코지 프랑스대통령은 지난 3월

교육부, 내무부, 해외영토부 등 3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외부인의

불법침입과 폭력발생 건수가 높은 학

교들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방안을 모

색하라고 촉구하였다. 이에 전국 시·

도 교육청과 경찰청은 피해 발생 건수

Global Message_ 해외교육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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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중·고등학교를 120곳으로

파악했으며 해당 학교장들은 5월 중

순 전까지 보안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안책으로는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

전 점검, 학교 외벽 및 출입문 상태 점

검, 학내 CCTV 설치 가능성 타진 등

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해당 지역 담

당 경찰 및 헌병들과의 공조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다르코스 프랑스교육부장관은 최근

중·고등학교 내 폭력 사건의 15%가

외부인에 의해 야기되었으며 외부인

불법침입 사건도 매달 평균 50건 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최근자료 인용>

▶ 해외인재 급증, 중국 내 국제학교

설립 촉진

미국 신문 <차이나프레스>는 상하

이 푸단대학(上海復旦大學)이‘푸단국

제학교’를 설립한 데 이어 중국 명문

대학인 칭화대학(淸華大學)도 날로 증

가하는 해외 유학파 자녀와 외국인 자

녀들을 위한 국제학교를 설립했다고

보도하였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 다시 돌아와 활동하는 해외 유

학파와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1978년 중국의 유학

개방이후해외 유학파 수는 30만 명을

초과하였고, 2008년에만 5만 여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그

러나 해외 유학파와 외국인들은 여전

히자녀들의입학, 진학, 학비등각종

문제에 처해 있으며, 그들은 자녀들이

국제화된 교학환경과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시에, 중국 전통문화를 소

홀히 하지 않고 쉽게 중국사회에 융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1,500명

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칭화국제학

교는 세계 각지의 교수들을 초빙할 예

정이며, 미국 콜럼비아대학, 미국 사

립명문 뉴욕 돌턴스쿨, 뉴욕 뱅크스트

리트스쿨과 협력을 맺고 교육 자료 및

경험을공유할계획이다. 

<중국교망최근호>

▶ 호주정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도입 계획

호주 전역의 각 학교들이 조만간 웹

사이트를 통해 학사일정 등 학교와 관

련된 일체의 사항을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 쯤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조치로 호주 전역

의 학교들은 학교 간 시험 성적과 그

에 따른 등급, 교직원수, 재정 상태에

이르기까지 학사일정에 관한 거의 모

든 사항을 빠짐없이 공개해야 하며,

호주 각 주의 교육감들은 이번조치를

호주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국가

청렴도 어젠다’의 일환이라고 설명하

고 있으나 이번 조치가 오·남용될

우려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호주 교

육계의 한 고위인사는“연방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행정 정보시스

템이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

정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교육 행정 정보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2011년에는 본 시스템을 통해 연방정

부의 영어, 역사, 수학, 과학 과목에

대한 세부지침이 게재될 것으로 보이

며, 이후에는 지리학, 제 2외국어 등

에 대한 정부지침 사항이 게재될 것으

로 예상된다. 

<더 에이지紙 최근호>

▶ 중·고등학교에 대한 판단기준

이 되는 대학입학 성적

호주 교육부 당국자들에게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학부모들은 새로운

국가 차원의 시스템 하에서 대학입학

중 국

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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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을 기준으로 호주 각 고등학교에

대한 수준을 알아 볼 수 있게 되었다.

호주 교육부가 도입하게 될 이 시스템

은 대학 입학생들의 이름, 입학성적,

등수 등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은 공

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학부모를 비롯

한 그 누구라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을 위

탁 받 은 호 주 교 육 연 구 위 원 회

(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는 시스템 개

발을 진행하기에 앞서 보고서를 통해

관련 시스템에 어떤 내용이 보다 구체

적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기술할 계

획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호주 내

중·고등 학생들의 대학입학 성적을

한 데 모아, 이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

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된

다. 본 사안과 관련해 호주교육연구위

원회는 호주 중앙정부에 3학년, 5학

년, 7학년, 9학년 학생들의 기초학력

테스트(National Literacy and

Numeracy Tests) 결과를 사용하도

록 제안했으며, 호주 중앙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교육

연구위원회가 학생들의 기초학력테스

트결과를사용토록한것은각학교를

비교함에 있어 불공정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한것으로해석되어진다. 

<시드니모닝헤럴드紙 최근호>

▶ 월드뱅크, 아르메니아에 교육지원

사업 지속

월드뱅크 이사회(The World Bank

Board of Directors)는 제 2차 아르

메니아 교육의 질적 향상을 논하는 프

로젝트(APL II)를 통해 아르메니아의

교육의 질 향상에 필요한 2,500만 달

러 지원을 승인하였다. 월드뱅크 이사

회가 결정하고 국제개발협회(IDA :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가 차관 형식으로 제공

하게 될 지원금은 아르메니아 정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개혁작업에 많

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 아르메니아 학생들

이 사회에 진출하기에 앞서 기술개발

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APL II 프로젝트

의 핵심내용은 ① 일반교육의 질적 향

상도모 :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

강화와 ② 아르메니아의 고등교육 수

준을 유럽의 고등교육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 아르메니아

정부는 고등교육의 수준 향상을 전담

할 국가차원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

이다. 

<월드뱅크 최근호>

▶ 직업과 교육, 캐리비안 연방국가

의 최대 관심사

최근 캐리비안 연방국가에서는 교

육을 통한 고용창출이 청소년 범죄와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중대한 문제로

서 대두되고 있다. 캐리비안 연방 국

가들이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전례

없던 노력에 월드뱅크와 캐리비안연

방사무국은 오늘 2일 회의를 개최하

였으며, 자메이카의 브루스 골딩 총리

와 캐리비안 연방 소속 다수의 고위관

리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 회의에서는

최근 나타난 범죄와 폭력, 노동시장에

의 접근, 빈곤해소 등과 같은 지역발

전 과제에서 청소년들의 문제가 논의

되었다. 골딩 총리는“캐리비안 국가

들이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범죄행

위를 막고, 일자리를 얻도록 하는 것”

이라고 역설하였다. 이틀에 걸쳐 진행

된 이번 회의에서 캐리비안 연방의 정

책입안자, 학자, 민간단체 대표 등이

대거 참여해 교육이 기술발달과 노동

시장의 대응에 부응하지 못하였음에

초점을 맞추고, 캐리비안 연방국가의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공조 방

안을 모색하였다. 

<월드뱅크 최근호> 

월드뱅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