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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지역사회 갈등해소 위해 16개 시·도별
소통협의회 구성할 계획”
"지역균형선발제도 확대 시행,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할 것"

송석구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에게 듣는다.

“올해는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정책대안을 만들고, 보수·진보 간의 대화와 현장소통을 강화하며, 국민들에게 사회통합의 인식을 제고하
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석구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사회통합위원회의 운영방향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송석구 위원장은 또 “지역사회의 다양한 갈등
을 해소하기 위해 16개 시·도에 지역별 소통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와 함께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부
재에 따른 갈등인데, 이를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갖춘 갈등조정 전문가들이 없다.” 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의 리더십을 키우는 아카데
미를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 신규사업으로 ‘함께 찾는 공정사회의 조건과 과제’, ‘함께 만드는 2만불시대 이후의 한
국복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갈등 해결방안’, ‘풀뿌리 지역화합운동 활성화 추진’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이 지난 3월 3일(목)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송석구 위원장을 만나 위원회를
맡은 소회와 포부, 사회통합위원회의 그 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 올해 운영방향, 교육계 갈등에 관한 해법, 주요 사회적 쟁점분야에 관한
대안, 사회통합에 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방법, 우리나라 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KEDI에 대한 당부 등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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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워 인 터 뷰 _ 송석구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김태완 원장 :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책임감이 남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회
를 맡으신 소회와 포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석구 위원장 : 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지만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회통합에 의한 선진일류국가 도약’ 이라는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2
기 사통위의 위원장으로서 지난해의 성과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고 사회통합의 실천적인 기반을
확보해 우리 사회의 불안요소를 불식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김태완 원장 : 지난 2월 초, 대통령이 참석한 사통위 새해 업무보고에서 “현장성과 활동성을 강화해 중
앙뿐 아니라 지역현장의 사회통합을 확산시키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통위의 올해 운
영방향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송석구 위원장 : 올해에는 첫째,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정책대안을 만들고, 둘째, 보수·진보 간

의 대화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셋째, 국민들에게 사회통합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회 제2기에서는 제1기의 성과를 바탕으
로 현장성, 실천성, 활동성을 강화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생활하는 지역현장을 많이 찾아갈 것
입니다.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사업을 펼칠 것이며, 보수와 진보 간의 대화를 지속적으
로 이어가고 현장의 소통도 강화할 것입니다. 중요한 신규사업으로는 ‘함께 찾는 공정사회의 조
건과 과제’, ‘함께 만드는 2만불시대 이후의 한국복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갈등 해결
방안’, ‘풀뿌리 지역화합운동 활성화 추진’ 등의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김태완 원장 :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16개 시·도에 지역별 소통협의체를
구성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구 위원장 : 그렇습니다. 지역간 갈등 뿐만 아니라 이념, 계층, 문화, 학벌, 종교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갈등요소가 내재되어 있는데, 이를 다룰 사회통합위원회가 중앙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그 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부재에 따른 갈등
인데, 이를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갖춘 갈등조정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
▒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지난 2월 초, 대통령이 참석한 사통위 새해 업무보고에서 “현장성과 활동성을 강화해 중앙뿐 아니라 지역현
장의 사회통합을 확산시키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통위의 올해 운영방향과 계획에 대해 말
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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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리더십을 키우는 아카데미를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종교간 갈등이 심
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빠르면 4-5월 쯤 4대 종교가 참여하는
종교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열어놓고 대화하다 보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주의 극복방안으로 추
진중인 석패율제도 전망이 밝습니다. 호남에서 한나라당이 당선되고, 영남에서 민주당이 당선
되면 고질적인 지역대결 정치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석패율제 후보에 대해 통
합비례대표라는 의미를 부여하면 비례대표의 직능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길 때 사회통합이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이 성숙되어야 합니다.
김태완 원장 : 사회갈등의 예방을 위해 갈등조정 인증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송석구 위원장 : 네. 올해는 특히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만드는데 일에 힘을

쏟을 작정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소통학교를 만들고 갈등조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갈등
조정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고 그렇고,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갈등조
정을 할 수 있는 연구소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을 키워서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태완 원장 :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0.7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44)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OECD 30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갈등지수가 높은 나라는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
아 3개국 뿐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지수가 높은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송석구 위원장 : 지난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한국사회 갈등과 경제적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보다 갈등지수가 높은 나라는 터키(1.20), 폴란드(0.76),
슬로바키아(0.72) 등 3개국뿐이었습니다. 한국사회 갈등의 현실을 보면, 지난 세기에 우리의 경
제는 압축성장을 하였으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국민의식, 제도, 교육, 문화 등이 뒤따르지 못
해 압축갈등의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10년 간 한 해 평균 37건의 사회갈등이 분출되었는
데, 사회갈등의 두 축인 이익 갈등과 가치관 갈등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분출함으로써 문제해결
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 송석구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사업을 펼칠 것이며, 보수와 진보 간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현장의
소통도 강화할 것입니다. 중요한 신규사업으로는 ‘함께 찾는 공정사회의 조건과 과제’, ‘함께 만드는 2만불시

“

“

대 이후의 한국복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갈등 해결방안’, ‘풀뿌리 지역화합운동 활성화 추진’ 등
의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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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워 인 터 뷰 _ 송석구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

정부와 사통위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책무) 즉, 사회지
도층의 나눔과 봉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통위에서 올해 지도층

“

의 나눔과 봉사를 보편화하는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INterview
김태완 원장 :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해소가 선결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갈등해결을 위해 사통위가 2009년 12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고, 또 앞으로 어

✚

Power Interview

떤 일을 할 계획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송석구 위원장 : 가장 큰 성과는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을 발표한 것입니다. 보수진영과 진보

진영이 10개월 동안 9차례의 토론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한 결과물로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정
신으로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화해와 협력’을 처음 시도한 것으로, 거의 모든 사회적 현안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열악한 대학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
한 것입니다. 대학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강사료를 대폭 올렸습니다. 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
하였습니다. 이밖에 다문화가정 탈학교 자녀들을 위한 국제다솜학교 설립,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 마련, 기업형 슈퍼마켓(SSM) 갈등 예방 대책 등의 대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김태완 원장 : 정부와 사통위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책무) 즉, 사회지도층의 나눔과 봉사 또한 중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사통위에서 올해 지도층의 나눔과 봉사를 보편화하는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송석구 위원장 :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

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
한 수준입니다. GDP 대비 개인 기부금 비중은 지난 2006년 기준으로 미국 1.67%, 영국 0.73%,
캐나다 0.72%인데 비해 한국은 0.5%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공헌시스템의 개편으로 기
업 및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주식·부동산 기
부에 대한 세금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모금기관 전문성 강화 및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나눔지원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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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원장 :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빈부격차와 계층갈등을 꼽는 이들이 많습니다. 빈부의
차이를 줄이고 계층갈등을 완화하려면 복지문제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 최근 정치권에서 ‘보편적 복
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놓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교육현장에서도 무상급식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끊
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법이랄까, 대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송석구 위원장 :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는 보편적이냐, 선택적이냐를 놓고 양자택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
다. 이 둘의 조화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논쟁보다는 새로운 복지 서비스 수요
를 찾아내고,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전달의 새로운 체계를 개발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조화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완 원장 : 사통위는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다른 어떤 갈등보다 심각하고 사회통합을 저
해하고 있다는 인식아래, 그동안 보수와 진보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매월 1회씩 모두 9회에 걸쳐 보수와 진보가 함께 만나 우리 사회의 치열한 쟁점들에 대
해 토론한 후 교육, 복지, 세계화, 대북정책 등 주요 사회적 쟁점분야에서 도출해낸 60가지 합의사항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몇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송석구 위원장 : 첫째, 국가이념에서 보수·진보가 이념을 달리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둘째,

한국 민주주의에서 진보·보수 간 이념갈등도 국가공동체 전체를 강건하게 하는 사회세력들 사
이의 경합사례이다. 셋째, 북한의 핵무기와 모든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 넷째,
경제성장과 관련, 대한민국 헌법은 보수와 진보가 동의하는 경제정책의 틀을 명징하게 정의한
다. 다섯째, 세계화에 있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은 경이적인 성과다. 여섯째, 지방분권의 강
화는 중차대한 시대적 요구이며, 적절한 지방화는 미래 한국사회 발전의 초석이다. 일곱째, 한국

사회공헌시스템의 개편으로 기업 및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주식·부동산 기부에 대한 세금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

“

“

다. 또 모금기관 전문성 강화 및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나눔지원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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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워 인 터 뷰 _ 송석구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형 복지모델에 있어 소득 불평등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었다. 여덟째, 교육에 있어 교육정
책 안정망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 아홉째, 고용창출을 국정운영과 민간경제부문의 중심과제
로 삼아야 한다. 등이 중요한 합의사항입니다.
김태완 원장 : 북한이탈 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잘 정착해야 통일도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
한이탈주민들이 갈등을 겪지 않고 남한사람들과 잘 융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고 북한이
탈 주민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론화하는 것도 사통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
각하시는지요.
송석구 위원장 : 북한이탈 주민에 관련해서는 그들의 안정적 정착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최근

에 북한이탈 주민 수가 2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
다. 그동안 북한이탈 주민을 관장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 통일적인 대책을 마련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에서 적응하는데 실패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안정적인
주거와 직업을 제공해 제대로 정착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그랬다면 훨씬 많은 북한이탈 주민이
한국에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독일은 동독을 이탈한 주민들을 충분히 배려함으로써 그 수가 수
백 만명에 달하게 되었고, 그들이 통일의 촉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빨리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북한이탈 주민들이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김태완 원장 : 최근 사통위는 대학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강사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인
정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저도 시간강사대책특별위원회에 위원장님과 공동위원
장으로 참여해 함께 대책마련작업을 했습니다. 교육분야에는 대학 시간강사문제 외에 무상급식, 고교평

민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론화하는 것도 사통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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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들이 갈등을 겪지 않고 남한사람들과 잘 융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고 북한이탈 주

준화 등 교육정책 및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교육분야의 갈등에 대해 사통위는 어떻게 실
태를 진단하고 있고 어떤 정책대안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송석구 위원장 : 작년 위원회의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열악한 대학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한 것입

니다. 물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교육계의 해묵은 숙제
중 하나를 해결한 것입니다. 대학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강사료를 대폭 올렸습니다.
또 그 동안에는 계약기간이 6개월 단위였는데, 이를 1년 단위로 연장했습니다. 아직 만족스럽지
는 않겠지만 상당히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교육분야 중 사회통합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세습적인 빈곤층’의 문제입니다. 위원회는 빈곤층이 세습적인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빈부격차를 메워야겠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교육문제입니
다. 현재 서울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균형선발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태완 원장 : 사회통합과 동반성장이 국가적 현안이자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해
소와 동반성장을 통한 사회통합에 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송석구 위원장 : 사회갈등의 해결책 중에서 정책적 측면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인성·교육적 측

면입니다. 학생시절부터 대화와 상호존중, 예절 등을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칙론적인 얘기이지만 각 학급에서의 인성교육이 필
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인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사회갈등이 심각합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 소통학교(혹은 소통리더십 아
카데미) 설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소통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 주민에 관련해서는 그들의 안정적 정착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최근에 북한이탈 주민 수가 2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종
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북한이탈 주민을 관장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 통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
국에서 적응하는데 실패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안정적인 주거와 직업

“

“

을 제공해 제대로 정착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그랬다면 훨씬 많은 북한이탈
주민이 한국에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11
Educational Development + 2011 Spring

≫ 파 워 인 터 뷰 _ 송석구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

“

“우리나라 교육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

“

지역적·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대학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

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하는 상황이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고착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통위는 올해 대학 교육기회의 균등 제공 방안을 마련하
고자 합니다. 지역균형선발제도 확대 시행,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특히 빈곤층 자녀에 대한 제도적
교육혜택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는 우수하

“

면서도 돈이 없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이 적지 않습니다. 그
들이 가난을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원장 : 위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 교육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
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송석구 위원장 : 교육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고 교육을 이념 대립의 장으로 삼아

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갈등사안에 있어서도 우선 접촉과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교조나 교총도 서로 만나고 대화하여 바람직한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한 교육기회
의 보장은 공정사회 실현을 통한 사회통합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지역·생활 여건을 고려한 합
리적인 학생선발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역적·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대학교
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이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고착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통위는 올해 대학 교육기회의 균등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역균형선발제도 확대 시행,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특히 빈곤층 자녀에 대한 제도적 교육혜택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
는 우수하면서도 돈이 없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난을 이
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원장 : 자녀들이 다 장성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자녀들의 교육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평소 가지
고 계신 교육관, 교육철학은 무엇입니까.
송석구 위원장 : 딸은 대학교수이고, 아들은 디자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평소 두 가

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하고 싶
은 일을 하되,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매사에 주체성을 가
지고 공부나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부모 속 썩이는 일도 없었구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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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원장 : 동국대 총장, 전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 동덕여대 총장, 국제신문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하셨고, 얼마 전에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맡아 국가적 대사를 마무리 지으셨습
니다. 지금은 가천의과대 총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사통위를 맡아 안팎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데, 교육계, 언론계, 관계에서 두루 요직을 맡아 지금까지 쉼없이 뛰어오셨는데, 그동안 견지해 온 신념
이랄까 철학, 공직관, 좌우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석구 위원장 :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화쟁(和諍) 정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쟁에서 ‘화(和)’

는 조화를 뜻하고, ‘쟁(諍)’은 싸울 ‘쟁(爭)’이 아니라 말씀 ‘언(言)’변의 ‘쟁(諍)’으로 ‘다툼을 하되
대화를 통해 토론하는 것’을 뜻합니다. 토론은 양극의 조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말 그대로 들
으면 용서할 바가 없지만(如言而取皆不許) 뜻을 이해하면 모두 용서할 수 있습니다(得意而言無
不許). 기본은 대화와 소통입니다. 서로의 얘기를 잘 들을수록 소통을 잘 하게 되고 이것이 곧 사
회통합에 이르는 하나의 해결책이 아닐까 합니다.
김태완 원장 : 한국교육개발원이나 교육계에 대해 위원장께서 가지고 계신 바람이나 기대, 제안이 있다
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석구 위원장 : 사통위는 국책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그것을 각 부처에 전

달하고 대통령께 자문하는 기능이 중요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미래교육 비전 연구, 교육체계
개발, 교육협력 등의 연구는 위원회의 계층분과 업무와 유관성이 높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두 기
관이 향후 파트너십을 갖고 연구협력사업을 추진하길 희망합니다.

송석구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940년 충남 대전 출생. 중동고(‘58),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철학과(’62) 및 동대학원 철학과(’68)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81)를, 키르키즈공화국 국립 키르키즈대학교에서 명예경영학박사학위(’97)를 받았다. 국민대학교 조교수(’72)를 거쳐
동국대학교에서 교수(’77-’03), 총무처장(’86), 중앙도서관장(’88), 의료원장(’89-’91), 부총장(’93), 총장(’95-’03, 13대, 14대) 등을 지냈다.
한국동양철학회 회장(’96), 한국철학회 회장(’98), 전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98), 한국대학총장협의회 회장(’01-’03),
동덕여자대학교 총장(’03-’04), 국제신문 대표이사 사장(’06 ), 제17대 대통령 당선자 정책자문위원단 자문위원(’08),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장(’09-’10)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동국대학교 명예교수(’03-), 중국 상해사범대 고문교수(’11-),
밝은사회국제클럽 한국본부 총재(’08-), 국제신문 명예회장(’08-), 가천의과학대학교 총장(’08-),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10-)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율곡대상(’00), 일맥문화대상(’03), 미시간주립대학 글로벌 코리아 어워드 2003(’03), 청조근정훈장(’03), 동국
청우상(’07), 자랑스런 동국인상(’09) 등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유불사상>, <지혜의 삶, 믿음의 삶>,
<무상을 넘어서>, <율곡의 철학사상 연구> , <바람이 움직이는가, 깃발이 움직이는가>, <불교와 유교>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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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기 획 1 _ OECD 교육지표로 본 한국과 세계 교육

OECD
교육지표로 본
한국과 세계 교육
글_ 박 종 효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교육지표지수연구실장

한국이 OECD 회원국이 된 지 10여년이 지났다. OECD 회원국은 경제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선진국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인 존재이다. OECD 회원국에 걸맞는 국제적 책임과 의무가 적지 않다. 한국이 OECD 회원국이 되면서 겪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락들이 OECD 국민들의 그것과 견주어 그 수준을 논한다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경제적 상황이 우리나라와 사뭇 다른 유럽 중심의 OECD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의 여지는 있지
만, OECD 국가 평균과 비추어 볼 때 한국이 어느 정도로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적어도 현재 한국에서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Ⅰ. 한국교육의 지난 10년
이 글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러한 변화가 OECD 국가들과 유사하게 이루
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1)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2010(EAG 2010)은 OECD 교육국에서
매년 출판하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각 국가의 2년 전 교육 데이터(재정은 3년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

1)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2010(EAG 2010)은 OECD 교육국에서 매년 출판하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각 국가의 2년 전 교육 데
이터(재정은 3년 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지표를 산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현재 가장 최신의 자료는 EAG 2010에 수록된 2008년 교육 데이
터이며 10년 전 자료는 EAG 2000년에 발표된 1998년 교육 데이터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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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를 산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현재 가장 최신의
자료는 EAG 2010에 수록된 2008년 교육 데이터이며 10년

▒ 1998 ▒ 2008

(단위 : %)
8.0

전 자료는 EAG 2000년에 발표된 1998년 교육 데이터를 일

7.0

컫는다. 또한 이제는 2020년의 우리 교육을 전망하고 준비

6.0

하는 마음도 필요해 보인다. 이에 OECD에서 매년 출판하
는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를 활용하
여 한국교육의 지난 10년을 진단하고 향후 10년을 전망하고
자 한다.

7.4

7.0
5.6

5.7

5.0
4.0
3.0
2.0
1.0
0.0

한국

1. 인구와 경제수준의 변화
한국교육을 논하기에 앞서서, 그 기반이 되는 인구와 경

OECD

[그림1] 한국과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교육비 추이

제수준의 변화를 가늠해 보자. OECD 기준 2008년 한국의
인구는 4,860만 6,800명으로 전체 OECD 국가 중 9위를

3. 정부 및 민간 부담 공교육비

차지하고 있다. 1998년에도 한국의 인구는 4,638만 7,000

GDP 대비 교육투자 비율 지표에는 정부가 부담하는 비

명으로 여전히 9위였다.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의 인구 성

용과 학생이나 학부모 등 민간이 부담하는 비용이 모두 포

장률은 5.0%로 OECD 평균 인구성장률 5.9%에 비해 낮았

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부담 공교육비는 지난 10년

다. 경제규모에서 보면, 1998년 당시 한국의 GDP는 6,535

동안 4.4%에서 4.2%로 0.2%p 감소하였고 민간부담 공교

억 US달러였고 10년 후에는 1조 3,063억 US달러로 두 배

육비도 2.9%에서 2.8%로 0.1%p 감소하였다. OECD의 경

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OECD 증가율(65%) 보다 현저히 높

우 정부부담 공교육비는 4.3%에서 4.8%로 0.5%p 증가하

다.

였으며 민간부담은 1.1%에서 0.9%로 0.2%p 감소하였다.

2. 학생 수와 교육투자

▒ 1998 ▒ 2008

(단위 : %)

한국의 인구나 경제 규모의 증가에 비추어 볼 때, 지난

8.0

10년 동안 학생 수와 교육투자는 어느 정도로 증가했을까?

7.0

지난 10년 동안 유치원부터 대학원 박사과정에 이르는 전체

6.0

학생 수는 6,113명 증가에 그쳐 증가율은 0%이다. OECD의

5.0

경우에 인구 증가율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6.7%이고 학생인

5.6

5.7

2.9

3.0
2.0

나라의 경우 1998년 전체 GDP 중 7.4%를 교육에 투자하였

1.0

으나 2008년 현재는 7.0%로 오히려 0.4%로 줄었다. 절대

0.0

를 교육투자 증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OECD 국가들

7.0

4.0

구 증가률은 0.9%였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어떨까? 우리

치로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줄지 않았으나 GDP 증가 속도

7.4

2.8
1.1

한국

OECD
정부부담

한국

0.9

OECD
민간부담

[그림2] 한국과 OECD 국가의 GDP 대비 정부부담 및 민간부담 공교육비

은 평균적으로 GDP 대비 교육비 투자가 지난 10년 사이에
5.6%에서 5.7%로 작으나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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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초중등교육의 경우 정부부

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담은 1998년 당시 3.4%로 OECD 평균 3.3%와 유사하였으
며 10년 후인 2008년 기준으로 OECD는 3.3%를 그대로 유
지한 반면 우리나라는 3.1%로 0.3%p 줄어들었다. 민간부

▒ 1998 ▒ 2008

(단위 : %)
2.5

담 공교육비에서도 1998년 당시 우리나라는 0.9%로 OECD

2

평균 0.5%의 두배에 육박하였으나 10년이 지난 현재도 우

1.5

리나라는 0.1%p 줄이는 데 그쳐 여전히 0.8%로 민간 의존

1

도가 높은 편이다. 반면에 OECD는 지난 10년동안 0.2%p
를 줄여 현재는 0.3% 정도만 민간이 부담하는 무상교육시
대에 도달하였다.

0.5

2

1
0.5

1

0.6

0.5

0.5

0

한국

OECD
정부부담

▒ 1998 ▒ 2008

1.9

한국

OECD
민간부담

[그림4] 고등교육단계 GDP 대비 정부 및 민간부담 공교육비 추이

(단위 : %)
4
3.5

3.4
3.1

3.3

4. 교사 1인당 학생 수

3.3

3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교육이 가장 많이 달라진 지표는

2.5

무엇일까? OECD 교육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학교의 변화

2

가 두드러졌다. 학생 수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과 대

1.5

비되게 교사의 수는 지난 10여년 동안 급격하게 늘어났다.

0.9 0.8

1

0.5

0.5

0.3

0

한국

OECD
정부부담

한국

OECD
민간부담

[그림3] 유초중등교육단계 GDP 대비 정부부담 및 민간부담 공교육비 추이

1998년 당시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체 교원 수
는 469,954명이었고 2008년 현재 616,736명으로 증가폭이
31.4%이다. 이는 OECD 평균 증가폭 14.3%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교원 수 증가로 인해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
지표는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유치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3.6

이러한 현실은 고등교육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명에서 17.6명으로 5.7명이,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1998년 당시 OECD 평균 고등교육 단계 정부부담 공교육비

는 31.0명에서 24.1명으로 6.9명이, 중학교 교사 1인당 학

는 1.0%로 그 당시 우리나라의 0.5%에 비해 두 배 정도 많

생 수는 22.8명에서 18.2명으로 4.2명 줄었다. 지난 10년 동

았고 10년이 지난 2008년도 1.0%를 유지하는 반면 우리나

안 OECD 국가들은 평균 1.2명의 학생 수를 줄이는 데 그쳤

라는 0.1% 늘리는 데 그쳐 GDP 대비 0.6% 정도를 정부가

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현저한 변화이고 발전이다. 하지만

고등교육에 지원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교사 1인당 학

니 한국 고등교육의 민간부담은 1998년 GDP 대비 2.0%에

생 수는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OECD 평균보다 3.5명에서

서 10년이 지난 2008년 현재 1.9%까지 거의 줄지 않고 유

7.7명까지 더 많아서 교육의 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되고 있다. OECD의 교육투자와 견주어 볼 때, 한국의 정
부부담 공교육비는 더 늘리면서 민간부담 공교육비는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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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2008

(단위 : 명)

35

31

30
25
20

17.9

15

17.1 16.4

15.5
14.4

우리나라 학생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어떤 종류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을까? 고등학교의 경

24.1

23.6

6. 고등학교 계열별 학생 수

22.8
18.2

우,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계 고등학교와 노동시장으로의
15.2

13.7

진출을 위한 전문계 고등학교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998

10

년 당시 전체 고등학생 중에서 일반계 고등학생의 비중은

5

60%이었고 전문계(실업계) 고등학생 비중은 40%였다. 지

0

한국
OECD
유치원

한국
OECD
초등학교

한국
OECD
중등학교

난 10년 사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비중은 74.5%로 크게
증가한 반면에 전문계 학생 비중은 25.5%로 크게 감소하였
다. OECD 국가들도 대체로 일반계 학생비율이 51.4%에서

[그림5] 한국과 OECD 국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추이

54.9%로 3.9%p 증가하였고 직업계 학생 비율은 48.6%에
5.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서 47.0%로 1.6% 감소하였다. OECD 국가 전체를 비교해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다른 지표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볼 때, 한국은 고등학교에서 일반계 학생 증가 폭이 가장 두

가 널리 활용된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지난 1년 동안 학

드러진 국가이다.

생 1명을 교육하는 데 어느 정도의 교육비가 들었는지를 가

▒ 1998 ▒ 2008

늠해 보는 잣대이다. 한국과 OECD 평균 학생 1인당 공교

(단위 : %)

육비 격차는 지난 10년 전 초등교육 2,129달러, 중등교육

80

4,342달러, 고등교육 2,076달러였으며 10년이 지난 2008

70

년 현재 중등교육은 격차가 줄어서 2,993달러이지만 초등

60

교육과 고등교육은 격차가 늘어서 초등교육 2,890달러, 고

74.5
60
51.4 54.9

50
40

등교육 4,306달러이다. 즉 한국이 학생 1명에게 투자하는

30

비용이 여전히 OECD 평균보다 작으며 특히 고등교육 격차

20

가 커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

48.6

47

40
25.5

0
▒ 1998 ▒ 2008

(단위 : PPP 환산 US Dollar)
14000

일반계

한국

전문계
OECD

[그림7] 한국과 OECD 국가의 고등학교 계열별 학생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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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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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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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

6741

7860

6844

5437

7. 고등교육 프로그램별 학생 추이

5274
3851

3308

8267

8920 8601

3518

대학은 어떨까? 노동시장이나 특정 직업(군)과 밀착되어

2000

있는 고등교육 Type B 프로그램은 1998년 당시 대학 연령

0

한국

OECD

한국

OECD

한국

OECD

인구 대비 46%가 취학하였고 일반 4년제 대학 및 석사과정

고등교육

대학원에 포함되는 고등교육 Type A 프로그램에는 43%가

[그림6] 한국과 OECD 국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추이

등록하였다. 그 후 10년이 지난 2008년 현재는 Type B 프

초등교육

중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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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38%가, Type A 프로그램에 71% 학생들이 참여하고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이다. 하지만 2000년 대비

있다 EAG 2010년에 수록된 한국 2008년 데이터에는 교육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외국학생 수는 12배 증가할 만큼 가

대학, 산업대학 등 4년제 학사학위 교육프로그램을 Type B

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에서 Type A로 바꾸어 산출하였음. . 고등학교와 마찬가지

▒ 한국 ▒ OECD

로, 고등교육에서도 전반적으로 전문대학교의 진학률이 떨

(단위 : %)

어지면서 4년제 학사학위 이상의 진학률이 가파르게 상승

25

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OECD 국가들은 지난 10년 동

20

안 Type B 프로그램은 16% 내외, Type A 프로그램은 56%

21.1

15
8.5

10

내외로 비교적 안정적인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5

8.6

6

1.3

6.6

1.4

0.6

0
▒ 1998 ▒ 2008

전체고등교육

Type B

Type A

박사

(단위 : %)
80

[그림9] 한국과 OECD 국가의 고등교육단계 외국학생 비율

71

70
56

60
50

46

43

38

40

9. 성인인구의 학력 추이

40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나라 교육의 성과는 어느 정도일
까?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학력은 지난

30
19

20

16

10

10여년 동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중학교 이하 학력 소지자는 OECD 평균보다 더 빠

0

Type A

Type B
한국

Type A

Type B
OECD

[그림8] 한국과 OECD 국가의 고등교육 프로그램별 학생 추이

른 속도로 줄고 있으며 대학교 이상 학력을 갖춘 성인 역시
OECD 평균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
국 성인의 학력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8. 고등교육단계 외국학생 비율

(단위 : %)

최근 들어 가장 주목 받는 고등교육 지표는 국제학생에

50

관한 것이다.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국경을 넘어 질 높

45

은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40

OECD 국가 전반적으로 외국학생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

35

25

한 숫자 중에서 8.5%가 외국학생이다. 이들을 학교유형별

20

로 나누어보면, 전문대학 등 Type B 프로그램에 6.0%, 대

15

과정 프로그램에 21.1%의 외국 학생이 등록해 있다. 2000
년 대비 외국학생 수는 2.6배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
우, 전체 고등교육 학생 중 외국 학생 비중은 1.3%로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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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한국과 OECD 국가의 성인인구의 학력 추이

질적 차원에서의 교육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10여

난 2008년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 졸업자 고용률은 77.1%로

년 동안 국제학업성취도(Programme for International

1% 정도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Student Assessment, 이하 PISA) 평가결과를 확인해 볼

도 고등교육 졸업자의 고용률(84.5%)도 거의 변화가 없었

수 있다. PISA는 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에서 각국 학생들

다. 전반적으로 고등교육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률

의 읽기, 수학, 과학 과목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목적으로

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행되고 있는 국제비교 연구이다.

▒ 1998 ▒ 2008

(단위 : %)

PISA가 시행된 2000년 읽기 영역에서 한국은 525점으로

90

6위를 차지하였고 이후 2003년에는 534점으로 2위, 2006

80

년에는 556점으로 1위, 2009년에는 539점으로 2∼4위를 차

70

지하였다. OECD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0여년 동안

60

한국 학생들의 읽기 수준은 최상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

84.4 84.5

66.1 66.1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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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77.1

74.6 76.1

57.4

58.7

50
40

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초기보다 성적이 향상되었다. 읽기과

30

목에 비해 등락은 있었으나,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 학생의

20

수학과 과학 성적도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10
0

중학교이하 고등학교

고등교육에서의 성과는 어떨까? 고등교육의 성과를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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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중학교이하 고등학교

대학교

OECD

게 볼 지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많지만 고등교육은 노동시
장으로의 연계를 최종적인 종착점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림11] 한국과 OECD 국가의 학력별 고용률 추이

이에 OECD에서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고용률/실업
률, 임금 격차, 수익률을 고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

11. 학력별 실업률 추이

의 그것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OECD 국가와의 비교

실업률 측면에서 고등교육 프리미엄은 더욱 감소하고 있

를 통해, 한국의 고등교육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인지, 지난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8년 고등교육 졸업

10년 동안 고등교육 프리미엄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

자의 실업률은 4.9%였고 고등학교 졸업자 6.8%. 중학교 이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하 졸업자는 6.0%로 대략 1∼2% 정도의 격차가 있었다. 10
년이 지난 2008년 현재 고등교육 졸업자 실업률은 2.6%,

10. 학력별 고용률 추이

고등학교 졸업자 실업률 3.3%, 중학교 이하 졸업자 실업률

1998년 당시 우리나라 고등교육 졸업자의 고용률은

2.5%로 학력별 격차는 미미한 정도이다. 반면에 OECD는

76.1%로 고등학교(66.5%)나 중학교 이하(66.1%)보다

지난 10여년 동안 실업률 격차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경향

10% 정도 높았다. OECD 평균인 고등교육 졸업자 고용률

을 보이고 있다. 1998년 고등교육 졸업자 실업률은 4.1%로

(84.4%)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편이었다. 평균적으로

고등학교(6.7%)나 중학교 이하(10.1%) 졸업자 실업률보다

OECD 국가의 경우 고등교육 프리미엄에 해당되는 고등교

현저히 낮았으며 2008년 당시에도 고등교육(3.2%), 고등학

육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교육 졸업자와 중학교

교(4.9%), 중학교 이하(8.7%)로 나타나 그 차이가 현존함을

이하 졸업자의 격차는 각각 8.4%, 25.8%였다. 10년이 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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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한국과 OECD 국가의 학력별 상대적 임금 추이

[그림12] 한국과 OECD 국가의 학력별 실업률 추이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교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성
12. 학력별 임금 추이

장을 이루어왔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

고등교육의 경제적 효과는 임금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등교육 학력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성취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1998년 당시

도는 지난 10여년 동안 최상위권을 놓친 적이 없다. 또한

우리나라 고등교육 졸업자 임금은 135였고 2008년 현재는

OECD 국가에 비해 고등교육 임금 프리미엄도 높은 편이었

160으로 18.5% 증가하였다. 반면에 OECD 평균은 1998년

다.

당시 147.6에서 2008년 현재 153으로 3.7%로 증가하였다.
상대적 임금수준으로 볼 때 한국의 고등교육 경제효과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부

OECD 평균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앞의 경제적 성과를

족한 상태여서, GDP 대비 정부 부담 공교육비, 특히 고등

종합해 보면,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의 고등교육 졸업은 고

교육단계 정부부담 공교육비는 현저하게 낮은 상태이다. 따

용율을 늘리거나 실업률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고등

라서 1인당 학생 공교육비나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 교육의

학교 이하 졸업자에 비해 임금을 더 많이 받는 데 도움을 준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에 있어서도 10년 전과 마찬가지

것으로 해석된다.

로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다.
10년 동안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
앞으로 10년 후 한국교육의 성과는 지
난 10년 동안의 성과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학생은 학업성취도 뿐
아니라 시민의식이나 태도, 자아효능감
과 삶의 만족도 등에서 전 세계가 부러
워할 만큼 우수한 성과를 보일 것이다.

나라 학생들은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
니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전문대학
보다는 일반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한국 학생들의 입직 연령이나 학교를
떠나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시기는 더욱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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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어 공부하는 학생 비율이 증가하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등

는 추세와 함께, 외국 학생이 한국 고등교육기관으로 입학

교육 재정지표가 향후 10년 동안 어느 정도 나아질지에 대

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10배 넘는 외

해서는 회의적이다. 한국의 GDP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국 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으로 입학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있는 반면에 정부부담 공교육비는 상당부분 정치적 결단에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작년 말 고등교육재정기본계획
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까지 GDP 대비 1%를 고등교육
에 투자하기로 한 부분을 제외하면 여전히 미지수이다. 북

Ⅱ. 10년 후의 한국교육

유럽의 교육모형과 같이 한국의 유초중등교육을 무상화하
고, 고등교육기관의 정부부담을 늘리면서 동시에 대학 자체

과연 앞으로 10년 후 한국교육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의 수익사업을 활성화하는 일련의 교육재정 개혁이 안정화

지난 10여년의 변화 추이를 단순하게 확장해 보면서 대략적

된다면 향후 10년 후 한국교육의 여건은 분명히 더 나아질

인 경향을 예측하고자 한다. 우선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

것이다.

구는 지난 10여년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
로 예측된다. 전반적으로 학령인구는 감소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전제 하에 앞으로 10년 후 한국교육의 성과는 지

불구하고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평생교육이 확대되면서

난 10년 동안의 성과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학생

취학 인구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학생의 유형도 전일

은 학업성취도 뿐 아니라 시민의식이나 태도, 자아효능감

제보다는 시간제 학생이 증가할 것이며 오프라인 교육보다

과 삶의 만족도 등에서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우수한 성

는 원격 또는 사이버 교육을 활용하는 학생 비중도 크게 늘

과를 보일 것이다. 또한 북유럽 교육강국과 마찬가지로, 대

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학생들이 특정 학위과정 또는

학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가시화되면서 대학 졸업생들은 핵

학과에 입학하기 보다는 학점은행제와 같이 모듈 형식의 교

심역량과 전공지식, 인성 면에서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충분

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히 부합할 뿐 아니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대학이 우수한 인력의 양성 · 배출과 함께 신성

학생 수의 증가와 함께 교원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
로 예측된다. 최근 정부는 창의·인성 교육의 강화와 공교

장 동력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원천지식과 기술을 제공함으
로써 국가경쟁력을 배가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육 질 관리 차원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이러한 장밋빛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정

내리는 데 목표를 두고 교원 양성 및 수급 계획을 수립 ·

책 전문가, 일선학교 현장의 교사,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민 모두가 머리와 마음을 모아야 할 시기이다. 지난 1950

교원 1인당 학생 수 지표를 각종 고등교육기관 재정 지원

년대 가장 가난한 나라, 한국이 오늘날 세계 강국이 될 수

및 평가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교원 수 증가가 곧바로 교육

있었던 것은 바로 교육의 힘이다.

의 질을 향상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많고, 교

앞으로 10년 후 세계 일류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시

육비 투자가 인건비 확충에 집중된다는 비판의 여지가 없지

한 번 교육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와 투자

않지만, 여전히 한국교육의 경쟁력은 우수한 교원 확보에

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있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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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육격차
최근에 여러 차례 일간지에서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는다” 혹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게 하자”는
등의 기획기사나 칼럼 등이 실렸다. 개천에 비유된 저소득층에서는 용으로 비유된 사회적 출세를 하기 어렵다는 것
이다.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을 예견할 수 있는 현상들 속에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패배의식은 확
산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지난 2월에 실시된 KEDI 온라인 조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능력
과 노력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명문학교에 갈 수 있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68%가 부정적으로 대답
하였다. 젊은 층일수록 더욱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여 2,30대는 83%가 부정적이었으며, 40대는 71%가 부정적이었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 있으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형편)이 어떠하든
명문 학교에 갈 수 있다

[그림1] 상급명문학교 진학과 가정배경의 관련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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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능력과
노력만 있으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어떠하든
원하는 직업을
갖을 수 있다

[그림2] 취업과 가정배경의 관련성 인식

다. 이러한 응답경향은 “우리 사회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

부모의 계층 배경은 단지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자녀의

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취업, 직업 지위 획득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 패널자료 분

있다”는 문항에서도 나타난다. 응답자의 70%가 “그렇지 않

석을 통하여 세대간 교육을 매개로 하여 지위의 대물림이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부정적인 인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여유진, 2008), 부모의 빈곤이

식이 강하여, 2,30대는 79%가 부정적이었으며, 40대는

자녀의 교육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자녀

75%가 부정적이었다.

의 성인기 빈곤 가능성을 현저하게 높인다는 분석결과(이상

이러한 인식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은, 2008) 등이 보고되었다. 교육을 매개로 한 것이지만 세

있다. 외환위기 이후 여러 부문에서 계층간 격차심화 현상

대간 계층이 대물림된다면 사회의 활력은 크게 저하될 수밖

이 포착되고 있다. 소득격차의 심화는 물론 교육, 주거, 문

에 없다. OECD(2010)에서도 세대간 계층이동성이 낮은 사

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계층간 이질화 현상이 진행되어 사

회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려는 동

회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다른 영역보다 교육에서의

기나 의지를 꺾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발달에 부

계층격차 심화, 집단 간 이질화 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심각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가수

하다.

준의 성장잠재력은 그 사회의 계층이동의 유연성을 통해서

교육부문에서 계층 간 격차의 심화는 이미 여러 연구를

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이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의한 계층
간 사교육비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2010년 소득 5분위의
교육부문에서 공정성이란 개인
이 교육기회를 획득하고 교육
을 받아 성취를 이루는 과정에
서 개인의 의지, 능력, 노력 이
외에 가정배경 등의 요인이 장
애가 되지 않는 원리를 말한다.

고소득층 학생은 소득 1분위의 저소득층 학생에 비하여 8배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전년과 대비하여 보면
소득 1분위의 경우 0.6% 정도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였으
나 소득 5분위는 1.4% 증가하였다. 사교육 여부나 사교육
비의 규모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높은 사교육 참여율을 고려하면 경쟁은
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교육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공교육은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
이 보인다.

Ⅱ. 교육의 공정성

어떠한 연유에서든 계층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미치
는 영향은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만하다. 최근

교육부문에서 공정성이란 개인이 교육기회를 획득하고

의 한 논문(Byun & Kim, 2010)에서는 1999, 2003, 2007

교육을 받아 성취를 이루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지, 능력,

년 자료를 통해 인종문제가 결합되어 계층 간 격차가 심각

노력 이외에 가정배경 등의 요인이 장애가 되지 않는 원리

하고 복잡한 미국보다 한국에서 수학과목의 학업성취에 미

를 말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교육적 성취에 가정배경요인의

치는 계층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실증적인 분석결

영향력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공정성의 원리를 어떻게 견지

과를 제시하였다. 계층의 영향력은 사교육, 가정의 지원 기

할 것인가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개인의 능력이

능,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방식, 직접적인 교육 활동까지

나 노력 이외의 요인이 개인의 교육적 성취나 그를 매개로

를 포괄하는 것이다.

한 지위획득에 영향을 미친다면 교육부문에서도 역량 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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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향상 노력이 약화될 것이다. 학습 자체에 대한 내적 흥

줄이는 효과도 거두어야 할 것이다.

미에 의해 인도되는 학습이 효과적이며 좋은 성취를 낼 수
있다는 교육적 원리는 어느 사회에서도 설득력을 지닌다.

학교, 제도 등 전반적인 교육체제의 개
선이 학습자 개인의 불리함을 모두 상
쇄하기는 어렵다. 가정의 영향은 사교육
을 통해서만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돌
봄, 정서·심리적 지지, 사회적 자본, 문
화 자본 등 여러 차원에서 일상적이고
다각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
에서 더 불리한 집단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내적 동기나 흥미도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현실적으로 온전히 내적 동기
유발을 통해서만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인
정하여야 한다. 학습자가 자신의 힘으로 교육적 성취나 그
를 통한 지위획득의 가능성을 느낄 때 노력과 의지가 발동
하게 된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도 할 수 있다.”고 느끼고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의 원리로 움직이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육부문에서 공정성의 원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교

Ⅲ. 대상과 범주

육이 가정 배경이나 지원에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영향을 받
지 않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공교육이 모두의 잠재력을

공교육이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면

최대한 발휘하고 개별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서 한편으로는 처한 여건과 특성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제도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초중등

야 할 집단이 있다. 학교, 제도 등 전반적인 교육체제의 개

교육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교실수업에서 뒤처

선이 학습자 개인의 불리함을 모두 상쇄하기는 어렵다. 가

지는 학생이 없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체

정의 영향은 사교육을 통해서만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돌

제를 갖추고 있다면 저소득층이 저소득층이라서가 아니라

봄, 정서·심리적 지지, 사회적 자본, 문화 자본 등 여러 차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로서 정규수업에서도 유의미

원에서 일상적이고 다각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

한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된다. 중등교육과

에서 더 불리한 집단을 주목해야 한다.

정은 무학년제로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학생의 개

불리한 집단으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층은 빈곤층이

별학습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교과를 선택하여 학습할

다. 우리나라 빈곤 아동을 추산한 연구에 의하면 절대빈곤

수 있다. 교육과정이 모듈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어 이전 단

층은 93만명 정도, 중위소득 50% 미만의 상대빈곤층은 139

계의 학습을 평가한 결과에 의해 다음 단계의 이수가 가능

만명 정도이다(김미숙 외, 2007). 계층화된 사회에서 저소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득층이라는 말로 에둘러 표현되는 빈곤층의 생활은 소득수

보면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체제를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준의 낮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빈곤층 가운데에는 게을

있다. 학생이 미리 예습을 해오면 교사로부터 꾸중을 들어

러 일을 하지 않아 빈곤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함에도 빈곤층

야 하는 독일의 학교가 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공교육

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도 있다. 2009년 전국 다

의 장면에서 가정의 영향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사

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60%는 월

교육은 단지 공교육의 부실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

소득 200만원 이하의 빈곤층이다. 전통적인 빈곤층과는 달

교육 제도가 개선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리 최근의 빈곤층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대상

에도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제도의 개선은 학생들의 학습의

이 되고 있다.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 문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사교육의 영향을

화 등에서 참여 기회를 얻기 어려우며 다른 집단은 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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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심리적 거리두기를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성취를 보장하여야

한다.

한다. 다섯째, 지원의 효과를 고려하여 조기 지원을 우선적

빈곤층 가정 내의 문제는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이나 잠

으로 하며 생애발달단계를 고려한 적합한 지원을 하여야 한

재력 발휘를 통한 교육적 성취를 얻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한

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추구하는 정책 과제로는 다음과 같

여건이나 상황에 처해 있음을 드러내준다. 노동 조건상 빈

은 것들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곤층 부모들은 자녀를 제대로 돌보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
은 빈곤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수록, 빈곤의 수준이 심각할

1.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 제공

수록, 아동들이 겪는 불안과 우울의 정도가 높다는 연구결

출발점의 평등을 위한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무

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김광혁, 2010). 아동의 방임

상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황을 보

정도, 부모의 양육방식,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력,

면 3-5세 유아의 39%만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국제적

자녀가 자주 접하며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친인척의 유무 등

인 수준과 비교하여 보면 4세 이하 유아의 취원율은 30.8%

이 모두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빈곤층의 경

로 OECD 평균인 71.5%에 비해 저조하며, 유아 1인당 교육

우, 학습동기가 싹트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이전 단계의 욕

비는 3,909달러로 OECD 평균인 5,447달러에 비해 낮다.

구들이 충족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유아의 낮은 취원율은 유치원이 아닌 보육시설을 선택하는

현실이다.

부모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육시설의 선택은 교육이
나 보육의 질이 기준이 되기보다 종일반 운영 여부, 차량 이
용 여부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저소득층이 유치원을 선택

Ⅳ. 정책 방향과 과제

하기 어려운 것도 부모의 요구나 생활여건에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종일반 운영, 심야반 운영 등은 물론 빈곤층이나

빈곤층 아동이 타집단과의 관계에서 유·무형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며 가정에서도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

다문화가정 유아가 겪는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문적 프로그램 등이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면 여타의 아동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있다는 것은 분명
하다. 공정하다는 것은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방치하지 않

2.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를 위한 통합적 지원

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생각

빈곤층이나 주변화된 취약계층의 교육적 성취를 돕기 위

해보자. 정책의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정할 수

하여 학교교육 전반이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

있을 것이다. 첫째, 정책 지원은 학습자의 역량 개발을 추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선하는 일은 물론 학습자가 처한 문

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육 부문에서 배

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

제를 극복하고 다양한 집단을 포용(inclusion)하는 방향을

하여야 한다. 빈곤층 학습자들이 흔히 안고 있는 가정에서

추구하여야 한다. 시혜적 관점은 배제는 아니더라도 차별과

의 돌봄 결여, 정서·심리상의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 문화

구분의 기제로 작용하여 학습자의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지

활동 부족 등으로 인한 불리함은 특정 영역별로 제각기 접

못한다. 셋째, 불리함의 극복을 위하여 사후적 결과의 보상

근되어서는 전인적 성장을 꾀하기 어렵다. 학습자의 특성과

보다 학습자가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양질의

처한 상황에 대한 진단에 기초하여 통합적으로 지원이 이루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넷째, 정책적 지원

어져야 한다. 유아교육 단계부터 초중등학교 단계까지 학

이 학습자가 처한 불리함을 완벽하게 극복하기 어려우므로

교에서는 법적 지원을 받는 빈곤층 이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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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찾아내고 적절한 지원을 학교에서 직접 제공하거나

며 국제결혼 가정의 학령기 아동 중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

외부자원을 연계하여 제공해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15% 정도이다. 이

것이다. 올해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교육복지투자우선

들의 취학전 경험, 학교밖 가정에서의 경험 등의 특성을 살

지역 지원사업의 바뀐 이름)은 바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

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규학교로의 복귀를 돕

계를 통해 이러한 통합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

고, 대안학교의 확충, 민간 교육시설 지원을 통해 이들을

고 있다. 특정 사업이나 학교에 재학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야 할 것이다. 대체로 대안학교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나 민간 교육시설의 교사는 학생을 위한 헌신도는 높으나
교육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한

3. 학습자의 상호이해, 상호작용 기회 제공,
다양성 존중경험을 위한 다양한 학습집단 구성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업중단이나 학교부적응 학생들

흔히 학습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하며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인

고 하면 능력별 반편성, 수준별 수업 등을 떠올린다. 그러

턴십, 진로체험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나 학습자 개인의 특성에 기초한 맞춤형 교육과 수준별 수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업이나 능력별 반편성은 구별되어야 한다. 능력별 반편성이
나 수준별 수업을 위하여 학업성취를 기준으로 학습자를 분
류할 때 소득수준과의 관련성이 높을수록 계층에 따른 분류
의 의미를 중첩적으로 가지게 된다. 특히 초중등 단계에서
학업에 기초한 집단별 분리 수업은 상호작용을 통한 이해와
협력의 기회제공에 방해가 된다. OECD에서도 우수 학생에
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취약계층 학생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배

´ de la reussite)
´
프랑스의 성공의 밧줄(Cordees
정책은 모범이 될만하다. 이 정책은 저소득
층 밀집 지역과 농어촌 지역 학생 지원 정책으
로 고등교육기관과 중등학교(특히 고교)와의 연
계, 협력 관계 속에서 선발이 이루어진다. 예
를 들어 파리 6대학에서는 빈곤층 밀집 지역 학
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과학 바칼로레아 공부
를 지원하는 토론수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을 가진 학생의 혼합은 적극 권장되고 있음을 유념할 필
요가 있다.
5. 잠재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4. 학
 업중단자를 위한 학습기회 제공,
진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지원

상급학교 진학기회의 연계
학업 능력과 의욕이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상급학교 진

적절한 지원시기를 놓치거나 지원이 불충분하거나 부적

학 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특별전형 등의 제도가 있

절하여 혹은 다른 사정으로 학습자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

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입학한 학생이 학교에

하고 학업을 중단한 학생 혹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 학업을 중단한 빈

보도된 바 있다. 고등학교나 대학이 이미 우수한 학생을 확

곤층의 경우 적절한 교육기회를 찾기는 더욱 어렵다. 학업

보하기 위한 선발에 쏠려 있는 관심에 비해 이들을 어떻게

중단 관련 통계를 보면 특히 중등수준에서 저소득층이 많이

교육하느냐 혹은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선발과정을 어떻게

재학하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이 일반계의 서너

마련하여야 하는가 등에 대한 관심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

배이다.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은 8-9% 정도에 이르며 되

러한 현실을 타개하는 데 프랑스의 성공의 밧줄(Cordées d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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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ussite) 정책은 모범이 될만하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 밀집

(The United Negro College Fund)에서는 장학금과 함께

지역과 농어촌 지역 학생 지원 정책으로 고등교육기관과 중

인턴십 기회 제공, 멘토 지원,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참여

등학교(특히 고교)와의 연계, 협력 관계 속에서 선발이 이루

기회 제공, 연구기관에서의 연구참여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어진다. 예를 들어 파리 6대학에서는 빈곤층 밀집 지역 학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장학금

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과학 바칼로레아 공부를 지원하는 토

지원 정책을 학교생활은 물론 사회진출을 돕는 지원 정책으

론수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교수는 학생들을

로 스펙트럼을 넓혀야 할 것이다.

가르치고 평가하며 우수한 학생에게 파리 6대학의 입학기

앞에서 언급한 개천과 용의 비유를 더 확대하여 보면 개

회를 제공한다. 다른 빈곤층 혹은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의

천, 강, 바다는 수량, 수질, 품고 있는 자원의 다양성, 길러

고등학교에서는 사회저명 인사를 초청하여 시사문제 등을

낼 수 있는 환경의 풍요성 등의 차이를 계층의 차이로 빗댈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의 사고력

수 있을 것이다. 개천에서 용을 키우려하기보다 개천을 바

을 길러주며 이들의 주제 학습 결과를 심사위원들이 평가하

다와 같은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모든 아동이 잠재역량을
발휘하며 최고의 성취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길이다.

고 그 결과가 대학 입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미국
의 유수 대학에서는 잠재역량에 기초하여 선발하였으나 보
충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적절한 교습과 멘토 등을 제
공해준다고 한다.
6. 성공적인 학교생활, 사회진출을 돕는 프로그램과 함께
충분한 교육비 제공
앞서 언급하였듯이 빈곤의 문제는 금전의 부족으로 환원
될 수 없는 사회·문화·심리적인 배제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였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현행
대학 장학금 정책을 보면 빈곤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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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는 연간 450만원, 차상위계층에게는 연간 2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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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 소득 하위 1분위 이하 학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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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장학금은 현행 연간 학비 평균이 700여만원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하다. 게다가 저소득층은 학비 이외의 교육비는
물론 생활비 부담까지 안고 있어 제공되는 장학금만으로는

OECD(2010). G oing for Growth 중 ‘Intergenerational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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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 한편 이들이 학업에서 성공을 거
두기 어려운 것은 학비 부족 때문만이 아니다. 대학에서 요
구하는 각종 학업을 따라가기 위해, 그리고 사회에 진출하
기 위해 필요한 적절하고 때로는 전문적인 조언이나 정보
도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한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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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
추진과 전망

글_ 한 석 수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통계국장(전 대학지원관)

Ⅰ. 추진배경 및 목표
최근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의 강의 ‘정의
(Justice)’가 소개되어 특히 대학사회에 많은 반향을 불러 일
으켰다. 그의 강의는 1,0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꼬리
에 꼬리를 무는 식’의 문답법 강의로 진행되는데, 학생들의
지식을 지혜로 북돋아주며 생동감 있게 전개된다. 세계적 학자
로서의 관록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탁월한 강의기법과 많은
노력을 들였을 강의준비에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잘 가르치는’ 대학과 교수를 만들어 내고 질 높은 강의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지식과 사고의 폭을 넓혀 21세기 글로벌 지식융합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역
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토록 하려는 것이 정부의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 정책’의 추진 목표이다.
우리 대학교육의 현실을 살펴보면, 세계적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연구경쟁력에 비해 학부교육의 질은 상대적으
로 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다. 대학교육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기업현장에서는 대학 졸업생들의 현장적합도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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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재교육 부담이 크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에 비해 강의 질이 낮다는 점에 대해 불만족스
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10년 IM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제사회요구 부합도가 58개국 중 46위를 차
지하는 등 국제적 지표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동안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강의 내용 및 기법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전통적 학부교육 방식을 벗어나 대
학에서 미래지향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 대학의 공동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하
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학부교육 우수대학 육성’이라는 목표 하에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 추진방향
A대학에서는 교수학습센터를 중심으로 교수의 교수방법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학력 부진 또는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보충수업을 진행한다. B대학에서는 강의평가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교수업적평가에서 연구실적 보다 교육실적 비
중을 높이도록 개편하는 등 교수들이 학생교육에 더욱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C대학에서는 스마트폰 등 IT 기기 활용을 통
해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다.
소위, ‘잘 가르치는 대학’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학교의 교육철학 및 비전·인재상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고, 이
에 따라 학생선발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교수들의 수업역량과 학생들의 학습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
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러한 잘 가르치는 대학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교수들이 더 이상 ‘잘 뽑는 경쟁’, ‘연구실적 쌓기
경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제는 ‘잘 가르치기 경쟁’에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비전, 철학,
인재관 정립

핵심역량
설정

성과
측정
•학업성취평가
•교수업적평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지속적 개편
•교수학습지원 강화
•기숙사 등 교육인프라 구축
•학사시스템 혁신

학생
선발
•입학사정관제 등

[그림1] ‘잘 가르치는 대학’의 선순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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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추진정책
1.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
‘08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지표 포뮬러(formula)에 따라 대학을 선정하여, 이들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지
원금을 나눠주는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포뮬러는 교원확보율·장학금 지급률 등과 같은 ‘교육여건’과, 취업률 등 ‘교육성과’를 반영하는 지
표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별 지원 금액은 포뮬러에 의한 점수, 대학의 규모 및 소재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11년 총 85개 대학을 선정하여, 학교당 평균 29.5억원을 지원하였다.
동 지원금은 대학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교육과정 개편, 교육·실습활동 지원, 교육여건 개선 등에 투자되고 있다는 점
에서, 교육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대학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많은
대학에서 핵심역량 배양 프로그램, 신입생 캠프 또는 산업체 인턴십 등 다양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학의
교육역량 및 학생들의 학습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표1>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 교육지표 포뮬러

성과 지표(50%)
구분

여건 지표(50%)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1인당
교육비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인상 수준

전체

25%

20%

5%

10%

5%

15%

15%

5%

현황 지표

25%

18%

4.5%

9%

5%

13.5%

15%

5%

향상도 지표

-

2%

0.5%

1%

-

1.5%

-

-

기준 경비
9,500천원

규모 지수
×

√재학생수

성과 지수
×

획득점수/총점

지역 계수
×

수도권:3.5/지방:6

×

대학별
재정지원액

[그림2]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 재원배분 포뮬러

2. 학
 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ACE,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잘 가르치는 대학‘을 선정·육성함으로써 다양한 학부교육 선진 모델을 창출,
확산시키기 위해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을 ‘10년 신설하였다. 즉, 선도적 학부교육 모델들이 다른 대학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게 되면, 학부교육의 질과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향상될 것을 기대하며 동 사업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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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교육 선진모델

기초 교육역량 강화

학부교육 선진모델 기반 조성

학부교육 선진모델 정착

학부교육 선진모델 확산

[그림3]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모형

교육과학기술부는 일정한 평가를 통해 기본적인 교육여건이 우수하고, 교육과정의 구성·운영, 교육지원 시스템 등을
총체적으로 선진화할 계획을 가진 학교(‘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를 선정하여 4년간 집중 지원한다. ‘10년에 11개의 학
부교육 선진화 선도 대학을 선정한 것에 이어, ’11년에는 약 9개 내외의 대학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동 사업을 계기로, 참고자료로 제시된 바와 같이 많은 대학에서 기초소양교육 강화, 융복합형 전공교육과정 도입 등 교
육내용과 방법이 새로워지는 한편, 강의평가 공개, 교수업적평가제도 개선 등 강의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대학생들을 미래지향적인 인재
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력, 창의력, 리더십, 글로벌 시민
의식 등을 효과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대학 기초교양교육과정 개선 지원
대학생들을 미래지향적인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의사소통력, 창의력, 리더십, 글로벌 시민의식 등을 효과적으로 체
득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교양교육을 보면, 시대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사실·정보 전달 위주의 수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에게 이러한 핵심능력을 함양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기초교양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학 기초교양분야의
National Resource Center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기초교양교육센터’를 ‘11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기초교양교육센터에서는 전국 대학의 기초교양교육 수업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높은 수준의, 대학생에게 꼭 필요한 교
양교과 모델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대학에 공유·확산시킬 계획이다. 한편, 동 센터에서 개발한 모든 교육프로
그램과 강의 동영상은 Open Course Ware로 대학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공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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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단, 학술
정보원, 대교협,
직능원, 관련 학
회ㆍ협의회 등

연계

기초자료 제공

기초교양교육센터
우수사례 확산
자료
생성·축적

자료
생성·축적

대학 기초교양교육
현황 및 성과 분석

전국 대학의
기초교양교육
지원

자료
생성·축적

핵심 기초교양
교과(군) 개발

융ㆍ복합형
신교양 교과(군) 개발

[그림4] 기초교양교육센터 운영 모델

4. 대학 평가인증제 도입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스스로 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07년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외부 대학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 인정제’
가 있다.
외부기관의 대학평가·인증제는 크게 ⅰ)대학운영의 전반 ⅱ)교육과정(학부, 학과, 전공 포함)의 운영을 평가·인증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인증(기관 평가인증)은 대학의 교육여건, 재정 건전성, 대학사명, 교육 및 교육시설 등 교육
역량 전반에 걸쳐 미리 설정된 준거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그 인증여부를 판정하는 체제로서, 이를 담당하는 외부기관은
정부로부터 인정기관으로서 지정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기관 평가·인증할 수 있는 인정기관으로 ‘10년 지
정하였고, 동 인정기관을 중심으로 ’11년부터 본격적으로 대학에 대한 인증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정기관
(대교협)

대학

평가·인증
기준제시

검토·협의

서면평가

현지방문
평가
(기관평가
위원회)

자체평가
계획서
작성제출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제출

평가·인증
수검
(2~3일)

[그림5] 대교협의 대학 평가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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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평가·인증
결과 통보

인증기준
유지(5년)

한편,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프로그램 평가인증)은 대학의 학부, 학과, 전공 등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여부를 판정하는 체제로서, 현재 인정기관 지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Ⅳ. 결론
고교 졸업생의 약 84%가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우리 대학들은 입학자들의 학력저하 문제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기
존의 단선적인 교육과정 운영방식을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가
치관, 문화양식, 태도 등을 감안한 강의 교재 및 기법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빠른 속도로 생성, 소멸하는 지식이나 정보의
따라잡기에 급급하지 않고 기본원리를 이해하여 변화에 맞춰 이들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즉 문제해결 및 평생학습사회에
부응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대학평가 시 교수의 연구업적을 지나치게 강조해온 것을 반성하고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
으로 추진할 것이다. 사회변화 및 산업체 수요를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취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위 미스매치 문제를 극복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주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과학기술부 직제개편을 통해 산학협력관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현재와 같이 취업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학들은 생존전략으로써도 기초교양 강화 및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등 잘
가르치기 경쟁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학사관리를 엄격히 하고 강의평가를 내실화 하며, 더 나아가 졸업자들
의 사회진출 후 이들의 강의 만족도 및 타당도를 피드백함으로써 현장적합도가 높은 강의를 만드는 등 대학강의의 질 제고
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대학-산업체-정부 간 협력 및 효과적인 강의·교수평가 체제 구축은 더욱 거세
게 요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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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주요 사업계획

가톨릭대학교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과정, 학사제도를 혁신”

● 입학사정관 선발인원을 30%까지 확대(‘09년 5.5%)
● 전공 교과에 융·복합 트랙을 도입, 교양과 전공 교과를 유기적으로 결합
● 39개 학과(전공)를 30개 이내로 축소
● 강의평가 결과를 전면 공개(‘10년~)하고, 교수 업적평가의 교육부분 실질반영률을 40%까지 확대(현재 24.2%)

서울시립대학교

“자체 교육 인증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육의 질 관리”

● 전체 학부·과에 대한 교육 인증시스템 도입(총장 직속의 자체 교육인증원 설립)
● 글쓰기센터 설립 및 융합 교양군(인문+실용, 인문+과학 등) 신설
● 진로 개발 상담 교과목을 개설하고 상시 진로상담 컨설팅을 실시
● 강의 수시평가제 시행 및 동료교수에 의한 강의평가(peer review) 도입

서울여자대학교

“공동체(학생, 교수, 교수-학생) 기반의 학부교육 선진화”

● 기숙형 인성교육 등 바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심화
- 공동체 기반 전공학습, 기숙형 원어민 외국어 집중 교육 등
● 전공 교육과정 공통 프레임(문제해결형 학습, 서비스-러닝 등) 정립
● 자기주도적 학업계획 수립을 위한 교과과정 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
● 교수 생애주기별 교수역량 강화 지원
- 신임 교수 survival kit 제공, Risk Group 지원, 교직 은퇴 예정자 지원 등

성균관대학교

“교육과 연구가 균형을 이룬 잘 가르치는 대학”

● 기초 핵심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 ‘선진형 문리대학(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포괄)’ 형태로 학사구조를 개편
● Academic Adviser(‘09년 21명 → ‘13년 100명), 교육 조교(‘09년 998명 → ’13년 2,500명) 확대
● “시간강사 없는 대학” 실현(‘09년 6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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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

“가르쳤으면 취업까지 책임지는 취업역량 극대화 교육”

● 신입생 대상 동기유발 학기(전공 이해, 진로·적성 검사, 팀워크 배양, 교수 상담 등) 운영
● 취업 특성화 역량 극대화를 위한 UMD(Unique Mosaic Department) 학사조직 도입
- 전공별, 학과별 특성에 부합하도록 학사제도 및 교육과정 등을 특성화
● 현장 적합성 제고 : 교수 현장 학기제(신기술 및 산업동향 파악), 전문 기업인 교수제 등
● 전체 교수 강의 공개(1강좌 이상), 강의평가 결과 전면 공개, 교육 우수교원 정년 연장(70세)

대구가톨릭대학교

“인성·창의성·다문화적 전문인 양성 학부교육”

● 현장체험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커뮤니케이션(글쓰기, 토론 등) 교육 강화
● 자기주도형 창의력 신장 교과목 개발
- 학습주제, 학습방법, 학습전략을 스스로 수립, 소수정예로 밀착형 교육
● 강좌유형별 교수법, 현장연계형 강의모형 개발
● 학생 상담 시스템(학업계획서 작성 및 면담) 구축 및 책임지도 교수제 시행

세명대학교

“실용·전문화 교육을 통한 미드필더형 인재 양성”

● 미드필더*의 이해(인성, 기초 직무 능력, 글로벌 역량) 교양 필수 교과목 개설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좋은 인성과 실용·전문 지식을 갖춘 현장적응력이 높은 인재
● 비전 설계 프로그램 : 학생의 비전 포트폴리오 작성, 책임지도 교수의 학년별 지도
● 학습활동 ALARM 시스템 : 학생의 학습목표치 설정 및 책임지도 교수의 상담 강화
● 졸업생 A/S 교육 및 리콜 교육 : 미취업 졸업생 취업지원 및 재교육 기회 제공

신라대학교

“세계화, 실용화, 인간화를 통한 해외취업 명문 도약”

● 소규모(19.9명) 외국어 강좌, 글로벌 비즈니스 교과(무역실무, 마케팅, 회계 등) 개발 운영
● 동북아 비즈니스 지원 센터(‘03년~) : 해외탐방 및 취업특강, 해외 산업체 발굴 등
● 학생 경력개발 및 맞춤형 진로지도를 위한 CDP(Career Development Path) 활성화
● 수업평가의 전면 공개 및 교원 인사 반영(’09년~), 엄정한 학사관리(A학점 : 3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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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의 인재교육,
'킹스 아카데미'
글_ 이 승 희 | EBS 「세계테마기행」 작가

Ⅰ. 불모의 사막왕국, 요르단
요르단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가. 붉은 암벽도시인 페트라나 사해, 붉은 사막
와디럼... 이 정도라도 알면 요르단에 대해 좀 아는 축에 들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에게는
생소하고, 심리적으로 머나먼 나라일 수밖에 없다.
아라비아 반도 북쪽에 위치한 요르단은 우리나라와 면적이 비슷하다. 국토의 80% 이상이
사막이고 농지는 3%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노동인구의 85% 이상이 서비스업에 종사하
고 있다. 다른 중동국가들처럼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천연자원도 없다보니, 기독교 성지
와 로마, 비잔틴, 이슬람의 유적지로 연명하는 관광산업이 요르단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몇 년 전 발표에 의하면, 페트라의 입장수입이 요르단 GDP의 20%를 넘을 정도
라니, 분명 선조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받은 복받은 후손들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제조
업이 취약하고 관광산업에만 의존하다보니, 높은 실업률은 어쩔 수 없는 요르단의 현실이 되
고 있다.
이렇게 구구절절 요르단에 대한 짧은 지식을 늘어놓는 이유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유
일하게 기댈 수 있는 건 바로 인적자원 밖에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요르단은 자원이 아주 부족한 나라입니다. 때문에 인적자원이 경제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거죠.
그래서 요르단은 다른 중동 국가들보다 교육열이 높습니다”
(샌미야기 / 요르단 대학교 교수)

중동국가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고, 국방부 예산 다음으로 교육부의 예산을 책정하는 나라.
요르단 국왕인 압둘라 2세는 2008년 색다른 교육실험을 시작했다. 자신의 사비를 들여,
중동 유일의 남녀공학 기숙 고등학교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첫 졸업생을 배출했는
데, 83명 중 34명이 미국의 최고 명문대학에 합격했다고 한다. 이는 미국의 명문사립고교들
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도대체 어떤 교육을 하고 있기에,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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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의 꿈, ‘킹스 아카데미’의 탄생

“나는 킹스 아카데미를 통해 창조적이고,
개방된 사고를 하는 새로운 세대를 꿈꿉니다.”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2006년)

2008년 9월, 압둘라 국왕은 자신이 다녔던 미국의 사립 고등학교인 디어필드 아카데미를
모델로 아랍 최초의 남녀공학 기숙학교인 ‘킹스 아카데미’를 설립한다.
국왕 취임 후, 수도 암만에서 30분 거리인, 마다바에 있던 80만 평의 국왕 소유의 농장을
학교부지로 기증했다. 그리고 기금모금에 착수해 미국의 학교 동문 그리고 중동의 뜻있는 기
업과 지인들로부터 상당액을 기부 받았다. 암만에서 쭉 뻗은 도로를 따라 달리다보면, 언뜻
리조트처럼 보이는 붉은 건물들이 모여 있다. 겉모습만 봐도 단순히 고등학교라고 하기엔 우
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킹스 아카데미의 모든 건물들은 중동의 지도자들이 기부한 것이
다. 도서관은 두바이 통치자 셰이크 모하메드가, 본관 건물은 쿠웨이트 왕자가 기부했다. 셰
이크 모하메드가 기부한 도서관에는 50만 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고, 책상에는 개별 스탠드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교육환경은 미국의 여느 사립 학교나 유명 대학 못지 않다.

킹스 아카데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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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권 장서와 개별 스탠드를 갖추고 있는 도서관

교사진도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초빙했다. 모두 명문대학 출신들이고 상당수는 박사학위 소
지자들이다. 9학년부터 12학년, 4년제로 운영되는 이 학교의 수업은 100% 영어로 진행된다.
하지만, 요르단과 중동에서의 필수 언어인 아랍어 또한 필수과목이다. 2년 동안은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중 택일해서 제2외국어도 이수해야만 한다. 그리고, 종교과목 (이슬람 또는
기독교 등 선택 가능)도 이수해야 한다. 아랍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남녀공학 기숙학교지만,
아랍의 전통과 문화에 맞게 엄격한 규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남녀 학생들은 이성의 기숙
사를 방문할 수 없고, 아랍의 전통에 맞지 않는 행동들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중동사회의 차
세대 리더를 키우겠다는 압둘라 국왕의 비전에 맞게 국제적이면서도 아랍문화와의 균형감각
을 유지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다. 현재 4개 학년에 400여 명의 학생이 재학중인데, 사우디
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 주변의 중동국가 학생들은 물론이고, 22개국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
하고 있다. 게중엔 한국학생도 4명이나 된다. 요르단의 차세대 리더를 키우겠다는 교육의 모
토치고는 외국학생이 많은 게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하지만, 이 또한 요르단 학생들을
위해서 고안한 글로벌한 환경이라고 한다

“킹스 아카데미는 단순한 미국식 기숙학교가 아닙니다.
다양한 학생들을 한데 모아서 다양한 세계를 체험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리더십 있는 인재를 교육하려면 다른 나라,
다른 전통, 다른 문화의 젊은이들과 함께 교육하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젊은이는 또래 젊은이로부터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존 오스틴 킹스 아카데미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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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온 것은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제 미래를 생각했을 때..
모든 국가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알 수 있어서 좋아요.”
(신주호 한국학생, 12학년)

“저는 이곳에서 축구 같은 과외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대중 앞에서 말하기도 쉬워졌어요.
제 앞날은 매우 밝다고 생각해요.”
(제리파 하미둘라 아프가니스탄 학생, 11학년)

Ⅱ. 귀족학교 vs 모두를 위한 학교
그렇다면, 학비는 얼마나 될까. 기숙학교니 당연히 비쌀테고, 압둘라 국왕의 자녀며, 쿠웨
이트의 왕자, 그리고 각국 대사들의 자녀들도 다닌다니 얼핏 특수계층의 귀족학교처럼 보이
는 면도 있다. 1년에 미화 34,000불, 우리돈으로 약 3,8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요르단 대학
의 4년 학비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하지만,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린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교생의 50%는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우리는 학교가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교직원과 같은 곳에 앉고, 테이블마다 서비스 웨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같은 학과과정과 과외활동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존 오스틴 킹스 아카데미 교장)

게다가 더 흥미를 끄는 건, 장학제도가 있지만 학생들은 누가 장학금을 받는지 알지 못한
다는 것이다. 학생들 사이에 계급적인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비밀리에 학생들을 지
원한다는 것이다. 취재진이 국왕장학금, 그러니까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지원받는 최
고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더니, 교장선생님과 담당자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건 대외비이기 때문에 취재진에게 알려주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누차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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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의도를 설명했더니 어렵사리 한 학생을 소개해줬다. 12학년에 재학중인 함자 알 쿠브다
라는 학생은 카락이라고 하는 시골출신의 학생이었다.

“학교에서는 부모의 능력이나 환경, 가문..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친구들도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능력과 좋은 인성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타인을
존중하면서 살려고 노력하죠”
(함자 알 쿠브다 요르단 학생, 12학년)

함자는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던 중에 킹스 아카데미에서 공립학교 학생들을 위해 운영하
는 썸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여름마다 2주 동안 영어와 컴퓨터 수업을 들었고, 영어
실력 덕분에 킹스 아카데미에 입학원서를 넣을 수 있었다. 그리고 운 좋게도 국왕장학금까지
받게 된 것이다. 올해 졸업반인 함자는 영국의 세 개 대학의 의대에 합격통보를 받은 상태다.
입학금 또한 학교에서 스폰서를 연결해줬다. 형편이 되지 못해서 인재들이 공부를 못하는 일
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킹스 아카데미의 의지이기도 하다. 기껏 국비로 교육을 시켰더니,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정착하는 인재들이 많다. 우리나라도 두뇌유출에 대한 고민들이 거론
되고 있을 정도니... 요르단이라고 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 고
작 17살인 함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요르단은 내 나라고 요르단이 나를 공부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꼭 돌아올 겁니다.
(함자 알 쿠브다 요르단 학생, 12학년)

Ⅲ. 인재를 선발하는 기준
함자같이 시골출신인데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선발될 수 있었던 건, 킹스 아카데미의 썸
머 프로그램 덕분이다. 실력 있는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요르단 전역을 다니며 영어와 컴퓨
터 수업 등으로 이루어진 썸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가능한 한, 요르단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을 직접 뽑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지 성적만 좋다고 해서 입학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봉사활동이나 리더십분야에서 인정받은 학생들도 입학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장 중
요한 것은 영어능력이다. 무엇보다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다 보니, 아랍어가 안되더라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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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실력만은 갖춰야 수업을 쫓아갈 수 있다.
“저희는 고등학교니까 전형적으로 13, 14, 15, 16세 학생들이 지원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중시하는 첫 번째 기준은, 학업 면에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르단 학생이라면 그 전 학교에서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외국학생이라면
성적보다는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적이 좋은 것 뿐만 아니라,
영어에도 능숙해야 합니다. 또한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숙하고 독립적이어야
이 곳 생활을 잘해낼 수 있습니다.” (존 오스틴 킹스 아카데미 교장)

인재를 키우기 위한 압둘라 국왕의 꿈은 조금씩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0년 첫 졸업생 중 70%가 미국의 유명 대학에, 나머지는 유럽과 중동의 명문대학에 진
학한 것이다. 물론, 대학진학 만으로 교육의 성공을 가늠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고등
학교지 않은가. 그리고, 첫 해의 성적이 좋다고 해서, 요르단 왕국의 교육투자가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기엔 섣부른 감도 있지만, 부존자원이 없기에 인재교육만이 살 길이라고 믿는 요르
단의 과감한 교육실험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기 위
한 사막왕국의 꿈, 그들의 교육실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킹스 아카데미 (King’s Academy)
- 마다바 (Madaba)에 위치
- 2008년 9월 개교
- 9학년부터 입학가능 (4년제)
- 전 과목 영어로 수업
- 전화 : +962-6-430-0230
- 팩스 : +962-430-6-0259
- 홈페이지 : www.kingsacademy.edu.jo
- 이 메 일 : info@kingsacademy.edu.jo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요르단은 결국 인재로 승부해야 한다. 킹스 아카데미를 통해
아랍적 가치에 뿌리를 둔 글로벌 스탠더드의 인재를 키우는 아랍 최고의 기숙학교로
키우고 싶다.”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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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Wee)프로젝트 해외 우수사례
- 독일의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1)

글_ 전 인 식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Ⅰ. 들어가며
독일은 연방(Bund) 국가로 16개의 자치주(自治州) 정부(Länder)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자치제도
가 가장 잘 발전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므로 연방국가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시행은 자치주
정부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 업무는 연방정부에서 정한 ‘아동, 청소년 지원법
(Kinder- und Jugendhilfe Gesetz)’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연방정부에는 가정·노인·여성·청소
년부가 있고, 하위에 아동·청소년 정책실을 두고 있다.
자치주에는 주 청소년청(Yugendamt)2), 광역시에는 구 청소년청, 중소도시에는 시 청소년청, 그
리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자치단체 청소년청이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청에서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청소년정책의 관리, 지원, 제도운영,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청소
년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업무에는 지역 내의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
서는 만하임시의 청소년청과 여기에 소속된 청소년 보호 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독일에서의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당국의 책임으로 간주된다. ‘아동, 청소년 지원법’
에서 지자체 당국에게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어린이와 젊은이를 위한 적절한 도움을 주도록 강제하
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당국은 주정부로부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배정받는다. 비록 지자
체 당국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고 감독해야 하지만, 독립된
청소년청에서 전적으로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각 청소년청은 아동, 청소년 정책의 시행도 하지만 독일에서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업무는 비정

1) 본
 고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위(We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1년 Wee 프로젝트 해외 우수 사례 탐방 연수’의 일환으
로 진행된 독일의 청소년 정책 탐방 결과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이유미, 김승혜의 글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혀둔다.
2) 청소년청이란 지자체 내 행정적 조직이며 ‘아동, 청소년복지지원법(KJHG)’에 의하면 시, 군, 구별로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전국적 청
소년 육성 및 재정 지원에 관해서나 민간재단에 관해서는 연방주 청소년국에서 담당하며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 모든 연방주에서
청소년국을 행정 조직화하도록 되어 있다. 업무로는 입양, 양육권 문제, 자녀방문권리, 후견인제도, 가정법정 문제 관여, 청소년소송
관련 관여, 친자확인 소송 지원 등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의 격리수용, 양육권 박탈 등의 업무가 있다. 시설관리 업무로는 지역의 아동
시설, 청소년 시설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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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자녀교육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예시하면 다음
과 같다.

파악, 정책방향 제시가 청소년청이 하는 주요 업무라고 하
겠다. 다만 비정부기관에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탁할 때 위

·결혼, 별거, 이혼 상담

탁에 대한 판단, 법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 등의 업무는 청소

·친권자 상담, 이혼 후 자녀면담 조정

년청에서 전담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의 공동 주거 지원
·아동 긴급구조 및 보호

Ⅱ. 독일의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

만하임 청소년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0세에서 3세 아동
에 대한 지원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아기가 태어나면 간

독일의 ‘아동·청소년 지원’이란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청

호사와 상담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보육환경에 대해 검토하

소년은 물론이고, 나아가 양육자 또는 가족들에게 공공기

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임신 중에도 가

관이나 민간위탁 단체가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상황, 재정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하여 예비부모와 면

‘아동청소년복지지원법’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서비

담을 실시한다. 부모가 어린이 양육에 필요한 지식이 부족

스의 법적 근간이다. 이 법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개개인

한 경우 지원해줄 필요가 있고, 부모를 도와주는 프로젝트

은 자신의 성장발달에 적합한 육성지원과 책임감 있고 전인

가 예방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확대되고 있

적인 인성을 소유한 미래의 자립인으로 성장하도록 교육·

는 프로그램이다.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을 양육하는 것은 당연히 부
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하다. 아동·청소년을

어린이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위한 지원은 이들의 개인적 및 사회적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지방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도움이 되어야 한다.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시키거

있다. 그러나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적합성과 필요성이 있

나 감소시켜야 한다.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

어야 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청소년청에서 한다. 아동 및

해 또는 부모들의 자녀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이

청소년의 지원 및 보호 적합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모

나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부모의 역량 그리고 가족의 가치

와 상담한 뒤에 결정하고, 적합성과 필요성이 충족되는 경

관을 재정립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

우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아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

복지지원법은 개인의 사회적 발달을 위해 개인뿐만 아니라

소년청에서 탁아소,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지원하며, 위기

개인을 둘러싼 전반적인 환경 전체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상황일 경우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긴급구조하여 격리보호

맞추고 있다.

할 권리와 의무가 있기에 청소년청에서 보호시설로 보내도

개인적 또는 사회적 위기문제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을

록 조치한다. 즉 문제상황에 따라 상담만으로 해결하는 경

위한 지원은 매우 다양한데, 예를 들면, 가정에서 자녀양육

우도 있고, 가정으로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면담 및 현황 파

을 원활하게 함을 지원함으로써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자신

악을 하도록 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들의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욱 가지도록 돕는다. 제공

심각하다는 판단이 서면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프로그램으로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과 함께하는

된다. 보호시설의 수용에는 1차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전제

여가시간 등 다양하다.

로 하지만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보호처를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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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재량권을 발동하여 조치하기도 하는데, 만하임 청소년청에
서만 매년 50~100명이 부모의 동의없이 수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이의를 제기하면 최종
적으로는 판사가 결정하게 된다.
청소년복지지원 서비스에 있어서 청소년청은 제일 중요한 조정역할을 한다. 위기 아동과 청소년
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교육상담, 사회성 집단 프로그램, 사회
교육적 가족지원, 주간아동보호교육센터, 기숙형 대안치료교육, 체험교육 프로젝트, 체험교육형 여
행프로젝트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자.

1. 교육상담
교육상담은 개인의 성장발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 부모 또는 가족구성원
들이 자녀양육 문제로 인한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생애위기로 인한 상담과 교육 제공 등이 있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질문이나 문제들이 매우 다양한 만큼 청소년상담실 또한 이에 맞게 다양한 전문
가들이 팀을 편성해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임상심리사, 교육치료사, 사회교육가, 사회복
지사가 하나의 팀을 이뤄 함께 일하며 사례에 따라서는 의사도 참여한다. 각 문제유형에 적절한 전
문가를 정하고 사례에 대한 개입을 실시한다. 절차는 진단 ⇒ 상담 ⇒ 치료의 과정을 밟는다.
가. 교육상담을 위한 진단
갈등상황이나 양육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한 진단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내담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하여 면담은 반드시 해야 한다. 내담자
와의 면담을 통해 문제의 범위와 문제를 야기하는 배경이나 원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아동의 경우, 아동이 놀이하는 상황을 관찰하거나 심리평가를 실시하여 진단한다. 이런 과정은 가
능한 객관적인 경로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인성을 이해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다.
나. 상담
다음 단계로는 상담인데 상담의 목적은 내담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절차이다. 상담을 통
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평가하고 함께 그에 대한 해결책을 탐색한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이
원하는 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대부분의 일반사례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들을 스스로 직면하고 해결할 수 있다. 문제가 더 심각한 경우에는 상담과 심리치료 또는
재활치료를 병행하게 된다.
다. 치료·재활치료교육
다음 단계는 심리치료 및 치료교육이다. 각각의 문제원인과 유형에 따라 다양한 치료적 개입을 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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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성 강화 집단프로그램

- 가족치료
- 정신분석학적 접근

위기청소년 집단프로그램은 12 ~ 14세 사이의 아동 및

- 놀이치료

청소년으로 성장발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행동장애를

- 행동치료
- 심리적 동작훈련

가지고 있는 대상을 위주로 진행된다. 학업능력 부진은 이

- 긴장완화 기술습득

집단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3)

참가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며 외래형 교육지
청소년상담실의 상담만으로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

원서비스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할 때는 청소년 내담자와 부모는 청소년청을 방문하고 이곳

새로운 인생과 진로의 방향성을 일깨우고자 함이 목적이다.

에서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계획’Hilfeplanung을 세우기

아동 및 청소년들은 소집단들을 이루어 전문가의 지도하

위한 면담을 한다. 독일 내에서 위기청소년 지원서비스 및

에 매주 여러 회기를 만나며 여가선용 뿐만 아니라 집단소

기숙형 시설 지원 서비스 제공은 다음과 같다.

속감과 또래친구들에 대한 친근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
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놀이, 게임, 모험, 스포츠, 장

- 교육후견인 제도

기적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위기청소년들은 사회적 경험을

- 위기청소년 사회성강화 집단프로그램

학습하고 나아가 자신에 대해 성취감을 느낀다. 여기서 여

- 사회교육적 가족지원서비스

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들은 자신의 잠재가

- 주간보호교육센터

능성을 발견하고 어떤 행동양식이 집단 내에서 관심과 인정

- 청소년복지지원시설(기숙형 청소년복지지원시설, 그

을 받으며 반항, 공격성, 규칙위반 등의 행동은 집단생활에

룹 홈 등)
- 사회교육적 집중개인사례관리

서는 소용없다는 것을 깨우치게 된다. 집단내 공동의식과
지도자의 인정과 수용하는 자세는 위기청소년들의 자신감
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사회성 강화 집단프로그램은 체험적이고 교육적인 프로
젝트의 실행을 병행하게 되는데, 자주 실행하는 것들은 다
음과 같다.
- 자연체험 : 정원가꾸기
- 동물체험 : 동물키우기 또는 다루기를 통한 새로운 세
계 경험
- 농촌체험 : 생태학 체험, 자연과의 일치감, 학문적 탐구

3) 심
 리적 동작훈련이란 심리적 요인인 인지, 체험, 행동 간의 상호작용과 운동성 요인인 동작에서 기인한 것이다. 음향적, 시각적, 촉각적 인지력을 강화시키고 신체
동작에 안정감을 주는 다양한 손놀림, 물건을 다루는 법 등에 관련된 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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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단기 또는 장기간 여행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실제 체험을 토대
로 하는 범선타기, 해외 자원봉사캠프, 무전여행, 외딴 곳에서 집단생활하기 무인도 프로젝트체험을
진행한다.

3. 사회교육적 가족지원 서비스
사회교육적 가족지원 서비스는 가족이 여러 분야에 걸쳐 고질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가질 때 적당
한 서비스이다. 주된 지원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사, 가족 부양 및 건강문제
- 채무, 무계획적인 가계
- 편부모 가정
- 자녀양육 문제
- 자녀의 행동장애
- 부모·자녀 간 또는 부부 간의 갈등
- 대인관계 문제
- 직장 문제 등
사회교육적 가족역량 강화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구체적인 사례로는 부모가 자녀양육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이의 성장발달상의 문제가 눈에 현저하게 띄는 경우이다. 가족 간의 관계
악화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부모의 별거, 이혼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런 경우 학교나 직업
교육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주택문제 또는 채무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족지원사는 사회복지사, 사회교육 및 관련 전공자들이 활동하며 위기가족을 방문하여 서비스
를 제공한다. 클라이언트 가족의 문제원인과 지원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서 주중에 시간을 정하고
지원과 개입을 진행한다. 가족지원사는 가정방문과 면담을 통해 그 가족과의 신뢰를 쌓는 것이 필
수적이다. 클라이언트 가족은 가족 내의 문제해결을 위해 외부의 지원과 개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지원서비스는 청소년청 내 사회복지과와 클라이언트 가족이 상호 협조하여
결정한다.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조건은 부모가 상담을 받고 외부의 지원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
다. 시간경과에 따라서 부모들이 해야 할 과제가 증가하고 또한 스스로 극복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서비스는 성과를 이룰 수 없다. 지원서비스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가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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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인생을 계
획하게 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학교에서 미진한 수업을
보강하기 위해 숙제 등을 도와주며 학교와 연계하여 면담과
학생 지도에 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학교연계는
중요하게 여기는 과제다.

5. 기숙형 대안치료교육
독일의 대안치료교육의 중심은 가족에서 시작된다. 여기
에서의 가족이란 어떤 가족이 현재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충분한 환경조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도 필요충
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지 못할 경우를 일컫는다. ‘기숙형

4. 주간아동보호교육센터

대안치료교육(Heimerziehung)’과 ‘거주 또는 부분거주형
사회교육적 사례관리(die sozialpädagogische Betreuung

주간아동보호교육센터란 ‘청소년지원서비스’의 형태로 주

in sonstigen Wohnformen)’의 과제는 단기 또는 장기적으

간 보호(teilstationaer) 형태의 서비스이다. 주간아동보호

로 자신의 가족과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아동과 청소

교육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인 상주형 그룹 홈 교육에

년들을 위해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

서 유래되었다. 아동 및 청소년들은 유치원이나 학교 방과

이다.

후 시간에 방문하고 야간에는 가정으로 복귀한다. 3~4명의
지도자가 8~10명의 소규모 집단을 관리 운영한다.

가. 사회교육적 집중 개별사례관리

주간아동보호교육센터는 청소년 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사회교육적 집중 개별사례관리’는 기숙형 대안치료교육

집단생활을 통한 사회성 학습의 강화와 아동 및 청소년의

의 대안책으로 적용되고 있다. 주된 대상은 기숙형 시설 적

원만한 성장발달을 촉진하며 학업부진을 방지하기 위해 학

응에 어려움이 있고 ‘또래집단’에 잘 어울리지 못하며 타인

교수업을 보완하고 부모상담을 실시하여 위기청소년이 자

의 도움을 잘 수용하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집중사례

신의 가족들과 원만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주간아동보호교육센터에서는 방과 후부터 저녁 이른 시
간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청소년은 자신의 가족과 살

이 지원서비스는 고위기군의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
로, 이들의 주된 어려움으로는 다음과 같다.

면서 방과 후 정해진 시간 동안에는 이 기관에서 지내고 저
녁 또는 주말에는 자기 가정으로 돌아간다. 주간보호교육센
터에 있는 동안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행동수정에

- 개인적 생활환경이나 여건으로 인한 자신 및 타인과의
어려움

대해 알게 된다. 놀이, 취미 및 여가시간 활용 프로그램 등

-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타인과의 마찰

은 가장 효과적인 활동이다. 특수교육적·재활치료적인 접

- 좌절감

근방법의 개인 및 집단상담을 통해 자신의 외상적인 경험들

- 고집불통, 충동성, 공격성, 폭력 등

을 재정리하게 되고 자신의 성장발달상 누락된 부분을 회복

또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실망과 상실감을 더 이상 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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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으며,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다.. 고위기적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행동, 예로 폭발적 공격성향
- 자신이 해야 할 의무나 과제를 외면
- 고질적인 관계형성 문제 징후로 ‘충동적 가출’
- 학교 또는 직장 이탈
- 위반행위, 예를 들어 신체폭행, 범죄행위
이러한 징후를 띠는 위기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전망이 부재하고 무의미한 일상생활과
자신의 미래에 대해 포기한 상태이다.
사회교육적 집중 개인사례 서비스의 과제는 청소년에게 거주할 수 있는 개인 주택이나 거주 가능
한 홈스테이를 제공하고, 이들의 성장발달을 도울 수 있는 체험교육적 활동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문가는 위기청소년들을 위해 매주 20시간 이상을 개별적 사례관리를 위해 할애한다. 위기청소년
의 현재상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기청소년을 방문하고 현재 있는 곳으로 데리러 가기도 하는
데, 상호간의 초기 신뢰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례관리 전문가는 여러 다양한 사회복지적
과제를 실행해야 한다. 예컨대, 관공소 방문 동반, 집 찾기, 학교생활 지원(숙제 돕기), 직업학교 및
직장생활 지원하기 등이다.

6. 체험교육 프로젝트
문제청소년과의 초기 접근방법으로 기존의 교육적인 방법과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
인데, 체험교육방법은 위기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체험하고 발견하게 한다. 이들이 체험을 통
해 감동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규칙을 지켜야 하며 자신의 신체적 또는 한계점을 알게 되고 이와 동시에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 체험교육은 비자발적인 위기청소년들을 자
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체험프로젝트는 가까운 지역 내에서 체험거리를 진행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원거리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다. 위기청소년은 목공소에서 공작체험을 하기도 하고 농촌
체험, 작은 제작공장에서는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을 발견할 기회를 가진다. 자연과의 긴밀한 체험을
통해 동물을 다루거나 키우는 방법을 터득한다.

7. 체험교육 여행프로젝트
전문가와 위기청소년 한 명이 단일적 여행을 가기도 하고 작은 그룹을 형성하여 전문가의 집중적
인 지도 아래 여행을 가기도 한다. 현대문명과는 약간 거리감이 있는 오지탐험을 다녀올 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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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청소년들은 집중적으로 자연체험을 하고 타지역 사

설 또는 대안치료교육시설이라 불리는 4천 8백여개의

람들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인

Heim 가운데 84%의 시설은 민간위탁형이며 16%만

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기회를 발견하기도 한다. 가장 중요

공공기관이 직접운영하고 있다. 민간위탁형이지만 예

한 점은 예전의 자신의 부정적인 인생경험을 탈피하고 새로

산은 청소년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운 시작의 가능성을 여는 기회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
에서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소규모의 집단이 함께

· 부모상담 및 가족상담 연계활동은 아이의 전반적인 인
생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집단원들의 단합활동이 매우 중요

· 전문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35만 인구의 만하

하다. 외진 숲속에서 장기적 체류 프로젝트, 래프팅 활동을

임의 경우 청소년청에 1,200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통한 특별체험 등이 있다.

JOHAN PETER HEBEL HEIM에는 160명의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100명(80명이 교육담당
자)이 근무하고 있었다. 만하임에는 JOHAN PETER

Ⅲ. 마무리하며

HEBEL HEIM과 같은 곳만도 5개소가 있다.
· 어느 누구도 방치하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볼

독일 인구는 약 82,410,000명 정도로 0~19세 사이 연령

수 있었다. 복지시설에 수용되기를 거부하고 길거리

대의 인구가 16,000,000명이며 이중 약 75,000여명의 아

를 배회하는 청소년을 위해서는 자유지역(Free Zone)

동과 청소년들이 4,800개의 크고 적은 기숙형 대안치료교

이란 곳을 두어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육시설에서 살면서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 입소 원인은

원하는 경우 취업도 알선하고 있었다. 상담에 응한 경

아동의 경우 행동장애와 학교문제가 두드러지게 보이고, 그

우에는 체험교육 여행프로젝트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다음으로는 품행문제, 정신장애, 방황 또는 배회, 가출, 범

점은 하나의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한계가

죄행위 등의 문제이다. 10~15세 사이 연령대의 남녀 청소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해보게 한다.

년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원인은 학교부적응, 학교중단 위

· 위기청소년 문제를 다루면서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평

기, 직업학교 이탈 또는 중단문제에 이어 부모·자녀 간의

가가 질적인 점에 주목하고 있었다. 청소년 개개인의

양육갈등 문제이다. 여자청소년의 입소 원인은 배회, 가

문제에 따라 접근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양적인 평가

출, 성에 관련된 행동으로 인한 징후 등의 이유가 많으며 남

는 고려하지 않고 있었으며, 6개월에 한 번씩 실적 점

자청소년들은 이에 반해 비행이 많다.

검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한 협의 및 계약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를 보면 독일의 청소년도 우리와 유사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에 대처하는 정책에 있어서
는 큰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점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 독일의 위기청소년 문제는 예방에 힘쓰고 있다. 영유
아, 가정과의 연계 등에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시설, 예산을 확
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민간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기숙형 청소년복지지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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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이디어 발상 교육
글_ 권 혜 숙 |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 교수

Ⅰ. 일본 디자인 강국의 힘, 창의적 인재교육
일반적으로 서양인들은 동양인들에 비해 창의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많은 동양인들이 다
양한 문화예술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러한 편견은 다소 누그러지고 있으나, 여전히
그러한 생각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들 중 일본은 여러 가지 측면에
서 앞선 동양의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창의성이 요구되는 디자인분야에서 일본은 디자인 강국의
대열에 속해 있다. 뿌리 깊은 성차별, 서양에 대한 맹목적 콤플렉스, 금융과 정치의 불안정, 세대 간의
갈등, 거품경제의 붕괴에 따른 소시민의 고뇌 등과 같은 사회의 여러 가지 병폐를 안고 있는 일본이 어
떻게 디자인 강국으로 설 수 있었을까? 그들의 창의적인 힘은 무엇이고 어디서 기인된 것일까?
우수한 인재는 교육의 힘이다. 우리와 유사한 교육 풍토와 환경을 지닌 일본이 세계무대의 중심에서
디자인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창의적 인재의 힘이 아닐까 한다.
사실상 일본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이 돋보이는 생활제품들이 범람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
명한 독창적인 브랜드와 디자이너가 우리보다 훨씬 많이 있다. 우리보다 전문 디자인 인력이 훨씬 적고,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에서의 학습량과 학습시간이 적거나 비슷한 상황에서 그들이 디자인 강국이 된 배
경에는 한일 간 교육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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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속성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둘째, 창의성과 디자인은 모두 한 가지 문제에서 여러 가

창의성은 21세기형 리더를 지칭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

지의 해결점을 모색하고 다양한 요소와 조건을 하나로 결합

고 있다. 켄 로빈슨 경은 학교교육은 다양한 사고를 인정하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 창조성이 발현되는

고 계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창의성을 계발

여건들은 대부분 디자인 아이디어가 발현되는 과정과 속성

하는 지름길로 창의적인 능력은 누구나 소유하고 있으며 꼭

면에서 본질적으로 거의 동일하다. 예를 들어, 주어진 문제

계발해야 할 중요한 혁신이라고 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는

를 해결함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서 발휘할 혁신이 아니라, 바

가는 창의적 문제해결방식은 디자인에 있어서 목적에 부합

로 학교교육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덕목이라는 점이다. 창

될 수 있는 기능성과 실용성 그리고 적합성 및 심미성 모두

의성이 있어야 회사나 직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를 통합적으로 연결시키고 해결해 모두에게 객관적으로 타

이러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으로 우리나라를 포함

당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는 디자인 과정과 유사하다고

한 많은 국가에서는 창의력 교육을 최전방에 내세우고 있다.

볼 수 있다.

스위스 태생의 화가이자 색채연구로도 유명한 요하네스
이텐(Johannes Itten)은 20세기 모더니즘의 교육 모델이

셋째, 문제해결과정에서 요구되는 창의성 발현의 요소들은
창의적 디자인 아이디어 전개 및 해결 과정에도 적용된다.

된 독일의 바우하우스(Bauhaus)에서 초기의 기초교육을

사실상 디자인의 핵심은 창의성이다. 그러므로 창의성과

담당했다. 이 학교에서 그는 디자인을 위한 기초교육의 목

디자인은 태생부터 공동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적을 각 학생의 창조적 능력을 계발하는 ‘창의력 함양’에 두

러한 이유에서 많은 선진국에서는 창조적 사고를 지닌 미래

었다. 이처럼 창의력을 목표로 삼고 아울러 방법의 기본으

의 인재를 양육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 디자인 교육이

로 삼은 이유는 창의성을 디자인을 포함한 모든 예술의 본

라고 판단했다. 영국이 범국가적으로 ‘디자인 산업’과 더불

연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톰 켈리와 조나단 리트맨

어 ‘디자인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지 수준 높은 디자이

(Tom Kelly & Jonathan Littman)은 『유쾌한 이노베이션』

너를 양성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디자인’을 ‘창의성’의 초

(이종인 역, 세종서적, 2002)에서 ‘21세기 기업 경쟁력의 가

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디자인 교육의 최종 목

장 큰 핵심이 바로 디자인이고, 이 디자인이란 바로 창의력

표는 영국의 미래 인재들이 창조적인 사고를 키우고, 예리

과 혁신을 통해 나오는 지적 게임이란 것을 누구나 알 수 있

한 관찰력을 기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디자인 교육을 통한 창의성 향상을 위해

이처럼 디자인과 창의성은 마치 동일한 개념처럼 다루어

2010년까지 서울 시내 중학교와 인문계 고교 과정에 디자

지거나 혹은 동일한 맥락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만

인 과목을 신설하고 선택 교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큼 공통점이나 유사성이 많다는 의미이며, 사실상 창의성과

창의적 능력의 향상이라는 커다란 교육적 목표는 디자인 교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이 발견되

육을 통해 가능하다는 신념 때문이다. 동시에 디자인은 학

고 있다.

생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므로

첫째, 디자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새로운 것’인가에 대한 판단과 창의적 산물을 평가하는 가
장 중요한 기준인 ‘참신성’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의성과 디자인은 ‘새로운 것의 추구’라는 본질적

21세기형 인재를 기르는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결국 디자인 교육은 창의력 교육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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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디자인 교육의 핵심, 아이디어 발상
학교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목표에 따른 적절한 시기가 요구되기 마련이다. 창의성 발달에 적절한 디
자인 교육의 시기는 조기교육이 효율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유아기 때 대상물에 대한 자유
로운 표현을 중시하는 디자인적 사고를 경험하면 창의적인 사고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 중인 디자인 조기교육 정책에서 의미하는 디자인이란 미술 표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종합적인 사고과정을 기반으로 한 교육 내용
과 개념에 가깝다. 이처럼 디자인 조기교육의 근본적인 목표를 논리적인 문제해결의 사고 과정에 두고
있다는 것은 종래의 표현력 중심의 미술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내용으로 전환하는 중심에는
‘사고과정 중심’이란 중요한 교육적 핵심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사실상 선진국에서는 이미 디자인을
단순히 미술 차원의 역량 개발이 아닌,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과정으로 교육하고 있다.
디자인에서 사고과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왜 중요할까?
“디자인 행위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와 계획을 발전시키는
활동, 즉 사고의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둘째는 설계의 구체화 과정, 즉 구성과 조화를 통해 다양한 형
식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였다(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7, p.13). 즉, 디자인의 과정은 크게 사고
(thinking)의 과정과 시각화(visualization)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사고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문제를 해결할 때 나타나는 ‘생각하는 능력’으로 문제해결과도 유사하게 쓰
인다. 이 사고의 유형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고 각 유형은 창의적 사고에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종합적 사고는 사건의 전후좌우를 충분히 고려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다양한 관
점으로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창의성 발현에 가장 중요한 유형으로 여겨지고 있다.
디자인과정에서 사고과정의 핵심은 아이디어 발상에 있다. 발상은 원래 ‘생각을 편다’는 의미, 곧 어떤
사실에 대해 ‘생각을 해나간다’는 뜻으로, 사전적 의미로 보면 생각(a way of thinking), 착상(an idea),
구상(conception), 표현(expression)으로 나타나 있다. 디자인에서의 발상이란 사고의 기본적 요소 중
하나로 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과정이다. 즉, 아이디어를 생성하
고 개발해 전달하는 본질로 작품의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사람 나름의 고유한 창조적인 이미지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디자인에서 아이디어 발상은 디자인 콘셉트를 설정하기 위한 첫 단계인 콘셉트 아이디
어 발상(concept ideation) 단계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디자인을 위한 콘셉트 아이디어 발상은 산출될
작품의 시각화의 단계로, 아이디어 발상 중에 떠오른 이미지를 구체적인 형상으로 생각을 형성해 가는
과정, 곧 상상의 구체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디자인과정의 모든 단계가 일정한 순서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발상단계는 디자인 아이디어를 산출해내고 종합하고 계속 피
드백하면서 선택과 조정, 통합 등의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디자인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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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 접하게 되면, 디자이너의 놀라운 발상 능력에 놀라게 된
다. 또한 아주 작은 발상의 전환이 가져오는 강력한 힘에 다
시 한 번 감탄하게 된다. 이처럼 완성된 디자인을 평가할 때
창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아이디어
발상의 새로움이나 신선함에 있는 것이다.

첫째, 다양한 범주의 생각과 융통성 있는
발상과정 단계를 스스로 모색해 진행한다.
교육의 목표는 아동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
의 생각과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어 표현하는 과정에서 집중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등 디자인 선진대국에서 진

력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데 있다. 실제로 일본 초등학교

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공교육에서의 디자인 교육의 핵심적

의 조형작업에서는 표현 중심의 결과물 제작 위주에서 벗어

인 부분은 아이디어 발상교육에 있다. 이는 아동의 사고력

나 ‘관찰과 사고’의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개성 있

과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발상 교육이 매우

는 ‘다양한 발상’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나의 대상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아동교육에 있어서 창의적인 사

물을 다양한 시각이나 측면에서 관찰하는 것은 더 나아가

고는 디자인 교육을 통해 진행될 때 훨씬 효과적으로 발휘

자유로운 상상력을 낳는 원동력으로 작용해 창의적인 발상

될 수 있다. 디자인 교육을 통해 아동들은 자신들의 사고를

의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 분석하고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으
며, 자기표현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다.
이처럼 창의적인 발상은 창의적 사고의 핵심적 특성이고
이 부분이 아동의 창의성 교육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아이디어 발상과정을 통해 구체화된 개념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조형작업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동교육에서는 심미적인 측면보다는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
하여 다양하게 표현하는 조형적 경험이 중요하다. 즉, 기술

Ⅳ. 일본의 아이디어 발상 교육

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보다,
스스로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를 깨닫게 하고 자신이 의도

일본에서는 초등교육에서 창의적 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한 바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중요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형활동을 통한 아이디어 발상교육이

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조형활동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문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화공작’ 교과가 대표적이라고 할

해결방안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수 있다. 이 교과과정 속에서 아동들은 자연스럽게 디자인
의 사고과정을 경험하면서 논리력, 추론력, 창의력 등이 길
러지게 된다.

셋째, 도전의식과 혁신적인 사고에서 출발한
역발상을 통한 창의적인 교육이다.
발상 중심의 조형작업은 아름다운 표현을 해야 한다는 중
압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다양한 상상 속에서 창의적인 아

Ⅴ. 초
 등학교의 ‘도화공작’ 교과과정을 통한
아이디어 발상 교육

이디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교육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
러한 발상 중심의 활동이 중요시되는 것은 아동교육에서의
조형활동이란 미술 및 디자인의 재능과는 관계없이 재미있

일본 초등학교의 조형활동 교과인 ‘도화공작’은 미술 조

게 과제를 즐기는 가운데 스스로 문제해결방법을 찾아서 표

형 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아동의 조형적 활동

현해내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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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재능이나 흥미가 없는 아동도 이러한 활동시간을 충분히 즐기면서 몰입할 수 있도록 수업활동의
목표와 과정을 세심하게 배려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사고력을 함
양시키는 창의성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조형활동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넷째, 제작방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상의 세계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재료의 성질과 도구의 사용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표현의 부담감과 어려움은 많은 부분 해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구 사용법이나 소재의 성질 및 특성에 대한 기초지식과 유의사항을 학습하
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조형 표현 활동에 있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시각화
해 나타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현이나 제작을 어려워하
고 부담스러워 한다. 따라서 교과서 각 단원별로 제시되어 있는 조형물 제작법과 관련된 정보와 활용 방
법은 조형 제작활동에서 직접적으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조형물을 더욱 풍부하게 표현하게 하
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Ⅵ. 관찰과 상상을 통한 발상력의 확장
창의적인 발상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화공작 교과의 많은 부분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접
할 수 있는 것들을 작업의 소재 및 주제로 활용하고 있다. 생활 곳곳에서 접할 수 있는 자연현상이나 사
물의 형상 등을 끌어내 소재로 활용하고 자연과 주변 환경을 인식해 표현하는 종합적인 활동이 이루어
진다. 다시 말해 작업물 제작이 문제를 해결하고 종합적인 사고를 모색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
다.
관찰과 상상을 통한 발상력의 확장을 위한 구체적인 조형교육의 실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험과 상상을 통한 발상
기존의 사고나 고정관념을 탈피함으로써 상상력이 증대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한다. 즉, 학습과정에서 자신이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게 되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탐구정신과 호기심이 생성되도록 한다. 반복적인
문제풀이를 통해 하나의 정답을 요구하는 단편적인 교육이 아닌 ‘창의’, ‘발상’을 통한 다양한 방안을 모
색하고 있다.
둘째,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발상
대상물이 가진 기존의 형상을 그대로 재현해 표현하는 기술보다는 아동 스스로 대상물을 재해석해 새
로운 발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상상력을 극대화시키도록 한다. 예를 들어, 아동 스스로 생활주변이나
자연환경을 관찰하고 조형적인 특성을 발견하도록 이끌어 줌으로써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상상이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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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를 통한 새로운 이미지를 발견해내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정과 내용에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들은 자신만의 새

한다.

로운 방식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고 남과 다른 독창적인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된다. 이러한 아동

셋째, 독창적 시각과 관찰을 통한 발상

들의 구체적인 사고방식이나 표현방법의 과정을 평가하는

아동 스스로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상상이나 유추를 통한

데 교사들은 카메라와 비디오 등의 영상정보를 사용해 참고

새로운 이미지를 발견해내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형상에 대
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도화공작 교과서를 3개의 출판사(2008년 기

같은 물체나 풍경이 시점을 바꿔서 볼 때마다 전혀 다른,

준)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각 학교는 그중 1개의 교과서를

새로운 형태로 보인다는 것을 주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어

정해 학습한다. 각 출판사에서는 문부과학성에서 마련한 단

떤 형태가 마음속에서 그려왔던 하나의 형상뿐만 아니라 다

원구성을 준수해 각 단원이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주

양하게 재창조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도록 하여 줌으로써

요한 수업활동의 목표나 목적에 대해 일관된 형식으로 제시

기억과 경험을 통해 형상화되었던 고정된 이미지나 선입견

되어 있어 교사 및 아동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고, 틀에 박히지 않은 창의적인

안내하고 있다.

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3개 출판사 모두 용구의 사용법이나 재료의 특성이
나 성질에 대한 설명을 단원의 중간 혹은 부록의 형식으로

넷째, 새로운 시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발상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거나 난

발상의 전환을 위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해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제작과정에 대해 도전의식을 북돋워

적극적으로 수업이 계획되기도 한다.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

주고, 재료에 대한 이해와 용구의 종류 및 사용법에 대한 지

는지에 대한 조형교육에서 벗어나 사물을 새롭게 인식하고

식과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즉, 조형활동을 하면

관찰하는 가운데 독창성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

서 일상생활의 지혜와 경험을 축적시킬 수 있는 좋은 학습

한 과정 곳곳에서 아동의 무한한 상상력과 발상력이 발휘될

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수 있는 것이다.

교사는 아동이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주위의 친구들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자
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적용해 나가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Ⅶ. 결과물이 아닌 과정에 대한 평가

자신만의 독창적인 발상을 얼마나 새로운 시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구체화시키는지를 관찰하고 평가한다.

일본 초등학교의 조형활동은 결과물에 대한 우열방식으
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구상과 발상에 따라서 실험

이러한 과정 중심의 평가는 아동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발상력을 독려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시 말해 미술적인 기술력

이처럼 일본의 초등교육은 ‘치밀하게 계획된 자유로운

이나 지식보다는 아동들에게 독창적인 창의력을 발상할 수

수업’을 통해 ‘학습결과물에 대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발상과정에 역점을 두고 있
다.

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다양한 재료나 도구를 사용함으
로써 자신만의 사용법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를 통해 아동은
창조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이 교육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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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화·선진화 3년,
한국 사립대학의 현주소와 역할
글_ 박 철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 대학은 위기이자 기회의 시간을 맞고 있다. 국외적으로 글로벌 기조 하에 세계의 모든 대학들이 국경을 넘
어서서 경쟁을 하고 있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됨에 따라 각국은 대학교육의 강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국
내적으로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대학의 구조조정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국외적 변화에 따라 세계적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이라는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
다. 따라서 우리의 대학은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과 함께 생존의 문제,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눈높이에
맞는 훌륭한 인재를 배출해 내야 하는 과제를 한꺼번에 안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최근 고등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논
의되고 있는 몇 가지 주요한 화두가 있는데, 대학의 자율화와 경쟁력 제고, 글로벌화, 사립대학 육성지원이며, 이들 화두는
현재 우리 대학이 당면한 현실을 타개해나가는 정책적 차원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II. 대학의 자율화와 경쟁력 제고
아마도 오늘날 우리 대학이 당면한 현실을 두 단어로 가장 극명하게 표현한다면, 자율화와 글로벌화라고 할 것이다. 자
율의 의미는 스스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을 하며 스스로 통제해 나가는 정도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의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대학의 자율화는 고등교육정책의 주요 이슈였다. 대학이 대학 스스로의 이념과 취지에 맞는 학생을 선
발하고 이를 스스로의 과정에 맞추어 교육시키는 일이 대학의 자율화이다. 그러나 대학은 자율을 주장하기에는 국가경쟁
력의 요체라는 점에서 늘 정부의 관심과 조정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양자 간에 균형 있는 관계가 형성
되어야 한다. 정부와 대학이 단순한 도식적 수직적 관계가 아닌 각자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바탕으로 기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대학의 자율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고 이러한 방향은 지난
3년 여간 꾸준히 이어져 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입전형계획이 이관되었고, 입학사정관제도 등 학생선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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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학교기업의 활성화 조

를 얻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부

치 등 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시

의 사업의 선정지표의 일부는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교육

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과연 자율적으로 이루어

규제정책에 대한 대학의 순응성과 연계되어 대학의 실체적

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놓고 의견

자율을 저해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이 분분하다.

있다.

세계적인 대학평가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세계적인 수준

대학의 자율화와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입학사정

은 그리 높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대학평가의 결

관제이다. 입학사정관제는 선진형 대입제도의 일환으로 지

과가 발표될 즈음이면 연일 언론매체를 통한 사회적 질타가

필위주의 시험이나 암기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고, 다양한

쏟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정부는 대학의 질적 수

전형자료를 심사하여 학생의 성적뿐만 아니라 잠재력과 발

준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 잘하는 대학 지원사업’, ‘교육역량

전가능성 등 다양한 능력과 소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

강화사업’,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학사정관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

제는 대학마다 설립목적, 교육이념 등에 의

의 연구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의 언론사

해 학생선발이 갖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평가 역시 연구분야에 가장 높은 배점을 두

나타나고 있으며, 그만큼 대학이 갖는 학생

고 있으며, 정부 역시 이에 부응하여 연구

선발에 관한 자율적 영역이 늘어났다고 할

잘 하는 대학에 많은 국고를 지원하고 있

수 있다.

다. 대학의 연구기능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그러나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다양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러

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한 평가와 지원은 결과적으로 특성화를 무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시행 3년이 지난 시

시한 양적인 지표 위주의 연구문화라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

점에서 ‘장기로드맵의 부재’, ‘모집인원의 무분별한 확대’ 등

다. 즉 질적인 면에서의 연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보다

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도

는 각 대학의 특성화가 반영되지 못한 일반적이고 획일화한

2-3년 실시하고 성패를 가린다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파악

기준에서 국내논문 몇 편, 국제논문 몇 편식의 기준이 강요

하지 못한 비판이라는 점도 경청할 만하다. 교육의 발전은

되었고, 이는 정부의 대학지원의 참고기준이 되었다. 그 결

진화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과 각 대학의 학부교육은 연구에 밀려 관심이 줄어들게 되

쪽이 정답이다. 물론 다양한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었으며, 학부교육의 질적 저하는 현실적응력이 뛰어난 대학

입학사정관제는 양적확대보다는 제도에 대한 검증을 통해

졸업자를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고교에서 제공하는

다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학부교육 선진화 선

자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교

도대학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선도대학의 선발기준 역

와 대학 간 연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입학사정관의

시 획일화되고 일반화된 기준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인원확충과 자질향상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이 자

더 큰 문제는 연구의 성과가 교육으로 정착되는 즉, 연구와

율적으로 학생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단의 자질이 있는 충

교육이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데 큰 성과

분한 인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많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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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입시제도의 자율화에 있어서 입학사정관제도는 큰 틀에
서 바람직한 제도이지만 이와 반대로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

Ⅲ. 대학의 연구기능의 중요성

해 지난 3년간을 평가하는 언론의 내용을 보면 정부의 간
여에 대해 일부 지적의 목소리가 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

대학은 우리 사회의 최고의 지적 공동체이다. 현대국가는

에서 참고로 할 수 있는 항목의 제한과 대입논술의 축소 요

지식·기술 경쟁 사회이며, 이 경쟁에는 국가 간 경계가 없

구 등은 대학의 자율화에 역행하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다. 그러므로 국가발전은 오로지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대학입시제도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바뀌어 왔

대학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 제대로 시행해보고 평가해 볼 시간조차 없이 진행되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대학의 발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총

온 것이 사실이다. 시간을 두고 보완해 가면서 제도의 변화

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증

교육을 한다는 의미에서 초·중등학교와

과 보완의 과정에서는 정부의 대학재정지

대학은 구별되지 않지만, 대학은 또한 새

원정책과 연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운 지식창출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해

대학에 선택과 보완의 자율을 주어야 하고

야 한다. 초·중등학교가 학생들에게 우리

자율적으로 제도를 정착화 할 수 있도록

사회의 기본 질서와 지식을 전수하여 훌륭

시간을 주어야 한다.

한 사회인을 육성하는 데 주력한다면, 대

학생선발에서 자율은 우리나라 대학교

학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

육의 특성화 전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지

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우리 사

닌다. 현재 대학평가시스템이 그렇듯 대학

회를 대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역할

을 바라보는 잣대는 지나치게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오

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기능을 기본

늘날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전문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외

지식 전수로 국한할 수 없다. 세계가 더 이상 기본 지식에

국어를 가르치는 대학에서는 국제적 감각과 외국어의 자질

만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요구하

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도록, 공학을 가르치는 대학에서는

고 있으며, 이런 기준에서 국가 간 경쟁도 숨 가쁘게 이뤄지

수리적 능력과 감각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도록 그 특성과 목

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학은 결코 연구력 증진에 소홀

표를 인정하고 재량의 영역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학이 연구를 소홀히 할 때, 국가경

물론 자율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무가 따르기 마련이다.

쟁력은 뒤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대학의 연구역량에 대한

대학 스스로도 자율을 주장할 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지원은 대학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사활을 좌우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그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리고 향후 대학이 키워낼 인재, 키워낸 인재에 대해서도 책

산-학-연 협력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오늘날,

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대학이 사회로부

대학은 연구과제를 다른 영역에 미룰 수는 없다. 대학은

터 얻어낼 수 있는 신뢰의 출발점이고 자율의 전제는 신뢰

초·중등학교와는 달리 연구에 전념해야 하고, 그 다음 연

이기 때문이다.

구의 성과를 교육을 통해 후학에 전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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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연구성과 없이 기존 지식만을 되뇌는 것은, 그것

한 평가를 통해 부실대학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하되, 전

이 아무리 충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인식과

체적인 측면에서 대학의 수를 줄이는 정책은 신중해야 한

기술의 창출이라는 대학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

다. 대학은 지역경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다.

옥석을 구분하여 가능성이 있는 대학은 적극적으로 키워나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성격의 대학들이 있다. 또 그들 사

가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단순히 슬

이에는 일정 부분 차이도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다소

림화한다는 의미로 인식되기 쉬우나 구조조정의 본질은 낡

간 연구중심과 교육중심 대학의 구분은 있을지라도, 대학은

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잘라내고, 가능성이 있고, 장

어떤 경우에도 연구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대학의 연구역량

점이 많은 부분은 더욱 촉진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곧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밑천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양적축소가 능사는 아니라는 점이다. 학령인구의 감
소와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라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서는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현실적인 대안에 대

Ⅳ. 대학의 선진화와 글로벌화

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오늘날은 다문화시대이자 글로벌시대이다. 학령인구가

우리나라는 참으로 바쁘고 분주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한 시각에서 외국인 학생들

다. 전후 짧은 시간에 고도의 압축성장을 하게 된 원인이자

을 유치하여 개방하면, 학령인구 부분도 해결이 되고 우리

그 결과이기도 한 이러한 사회적 현상 때문에, 그리고 교육

나라의 국격도 높아질 수 있다. 한국학생끼리만 공부하고

비 등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학령인구는 지속적인 감소를

경쟁하는 것은 우리 대학의 글로벌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보이고 있다. 물론 보건 복지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미래세

측면에서 더 이상의 해결책이 아니다. 이제 글로벌과 대학

대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바쁘

의 구조조정이라는 두 화두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

고 분주해야만 하는 사회구조로 인해 그다지 큰 성과를 보

개방정책을 과감하게 써서 그 부분을 메워 나가야 국가브랜

고 있지는 않는 듯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드를 향상시킬 수 있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정부는 대학, 특히 지방사립
대의 통폐합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수학하기 위
한 조건을 다소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주역은 휼륭한 교육을 받은 인적

는 일부 국가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불법근로활동을 하고

자원이었다. 특히 국내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를 주

불법체류를 한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축으로 교육받은 졸업생들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그러한 현상은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우리와 인접

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학령인구수

해 있는 중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온다. 그리고 그 중

의 감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학령인

에서 일부는 불법체류 및 근로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구의 감소만을 고려하여 대학의 수를 줄인다면 인재양성의

따라서 정부는 외국학생의 입학요건에 한글능력시험 3급

동력이 단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

이상의 기준을 두었다. 그 결과 중국유학생들의 유입이 급

다.

격히 줄어들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일본의 경우 30만명

대학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인 만큼 질적 수준에 대

의 외국인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을 펼쳤으며, 많은 외국인

59
Educational Development + 2011 Spring

초 대 석 _ 박 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학생의 유입이 있었다. 특히 많은 중국인 학생들이 우리나
라에서 일본으로 발길을 돌렸다.

들어 내야 한다.
글로벌화와 관련하여 오늘날 모든 대학들이 글로벌을 외

교육의 쇄국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세기 세계 중심국가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없는 허명이라는 비판이 있

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부의 기조적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

다. 일부에서는 진정한 글로벌이라는 고민없이 외형적인 모

하고 교육분야에서는 다소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 안타

습만을 갖춘 글로벌이라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

까움이 느껴진다. G2로 거듭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우리나

실이다. 그러나 외형이든 내실이든 이제 글로벌 교육을 막

라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우리와 중국 간 가교역할을 할 수

시작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실과 외형적 성장을 모두 다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를 배우고자 하는 자원의

논하기에는 아직 정책을 시행해온 시간이 너무 짧다. 많은

보고인 중앙아시아, 중동, 중남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

시행착오가 있어야 하며, 속이 빈 외형적 성장이 한순간 무

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의 공백을 메우고 교육의 글

너지기도 하고 비록 지금은 작지만 착실한 내적인 성장이

로벌화, 국격의 제고라는 복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나중에 큰 성과로 나타나는 과정이 충분히 존재해야 한다.

한편, 대학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대학 구조조정의 대상이 주로 지방사립대학이라는 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정한 글로벌 교육이 정착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다. 지방분권화시대에 지역대학들을 지역의 특색에 맞게
특성화하거나 지역모델화시키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와
부합한다. 지역 간 균등발전의 기본은 지역인재의 고른 육

Ⅴ. 사립대학의 현실과 발전방향

성이다. 현재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학교들의 상당수가
지방소재 대학이다. 지방에 있는 대학 중 가능성이 있는 대

2010년 5월 기준, 우리나라 대학의 구조를 살펴보면 전

학은 지역모델에 맞는 대학으로 특성화하여 우수한 인재를

체 201개 4년제 대학에서 국공립대학이 42개, 사립대학이

양성하는 기관으로 바꾸어야 한다. 대학이 지방에 있다 하

159개로 나타나고 있다. 80%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숫자라

더라도 특정한 분야에서 최고의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유럽국가들의 대부분은 국립대학이며, 미국

면 특성화가 가능하다. 미국의 유명 대학들은 상당수 지방,

의 경우에도 주립대를 포함한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

심지어는 시골의 한적한 곳에 있지만 각자 특화된 분야에서

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우리의 경우 고등교육의 대부

세계적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분을 사학에 의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러한 모델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국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지역대학이 시민들에 대한 평생교

공립에 비해 매우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육의 장을 확대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제 소득수준의 향상

고등교육비에 대한 정부부담수준이 OECD 회원국 평균의

과 지식기반사회의 진입으로 교육의 수요는 연령을 초월하

3분의 1에 해당한다는 점을 볼 때 그리고 국공립대에 대한

고 있으며, 그 양태 역시 고급화, 전문화해가고 있다. 따라

지원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는 점을 볼 때 그 중 사립대에 대

서 지역 대학들이 이처럼 전문화되고 고급화되어가는 평생

한 정부의 지원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교육의 수요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

우리 사회는 우리 대학에게 세계적인 대학으로 거듭나라

가 보다 성숙해지고 지속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

고 주문한다. 정부 역시 세계적인 대학의 기준을 들이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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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사업과 연계하여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금이므로 임의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대학의 장기적인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기준의 지

발전을 위해 관리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의

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적인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대

경우, 전체 2,500여개 4년제 대학 중 하버드, 예일, 스탠포

학의 자율적인 영역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미 언론보도

드 등 62개 대학이 10억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적립, 관리하

를 통해 알다시피 매년 봄이 되면 모든 대학들이 등록금 인

고 있다.

상을 놓고 학생들과 날 선 긴장상태에 들어선다. 그리고 정

사립대학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논의해야 할

부와의 관계속에서 등록금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점이 대학평의원회 제도의 개선이다. 대학평의원회의 도입

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적 수준의 대학

은 재단의 학사간여 견제 및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평의는 대학마다 대학의 최고심

전제이다.

의기구인 교무위원회와 대립하면서 대학의 학사관리에 혼

사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위해서

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는 사립대학지원육성법이 필요하다. 지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에 상당부분 공감

2009년 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제안한 법

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점에서 사학법을 개

안의 주요한 내용은 첫째, 사립대학 육성을

정할 필요가 있다. 대평의의 본래 기능이

위한 경상비 보조금의 재원은 당해 연도의

재단의 감시라는 점에서 본래의 취지에 맞

사립대학 경상비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

게 자리매김하고 운영되어야 한다.

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국가예산에 계상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고등교

고, 둘째 사립대학육성위원회를 설치하며,

육에서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는 비율은

셋째, 사립대학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80%로 압도적이다. 따라서 사립대학총장

위해 국유재산 양도 또는 대부가 가능하도록 법적인 기반을

협의회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근간을 이끌어 나가며, 대학

갖추는 것이며, 넷째, 국가조성부지 원가지원 또는 국유지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인 시대에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의

지원을 하는 것 등이다. 법을 제정하고 법에 근거하여 국고

중요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단체라고 할 수 있

의 일정금액을 고정적으로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 사총협은 사립대학이 더 잘 가르치고, 더 경쟁력이 있

대학부터 배정, 지원하여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그 지원기

는 대학으로 거듭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신 정부

준 및 범위 등에 대해 사회적 동의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특

나 사회에 대하여 요구할 것은 분명히 요구하고 상호간의

별한 기회를 주는 만큼 기준과 범위가 투명해야 하며, 과정

협력을 구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단순한

자체에서도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사립대학들의 단체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거쳐서 지원가능성이 있다면 지원해야 한다. 우리 사립대학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협의단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

은 의지와 잠재적 능력이 있으나, 재정적인 측면이 가장 어

며, 사명감에 부합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려운 점이다. 이를 보완해 주어야 한다. 간혹 언론에서 몇

가 달린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보다 더 큰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몇 주요 사립대학들이 비축한 적립금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
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장학, 건설 연구 등을 위한 목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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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Development

교장공모제,
학교를 바꿀 수 있을까
-교장공모제 도입 5년의 공과
글_ 김 갑 성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교원정책연구실장

Ⅰ. 왜 학교장은 중요한가?
국가발전에 있어 교육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21세기 지
식 기반사회에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가 내실 있게 변해야 한다는 점
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특히, 학교의 개선과 변화를 유도하고 학
교교육의 질을 관리함에 있어서 학교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
하다는 점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해관련자들이 모인 조직이라면 반드시 리더가 있게 마련
이다. 그리고 그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조직에 요구되는 사명과 목표의 달성
정도가 달라짐은 물론, 조직 내 구성원의 삶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지며 조직 전체의
풍토와 문화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각 부문에서 리더의 비전, 역할, 자질, 역량 등을
분석하고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전략 등을 다루고 있는 문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는 점은 현대조직에서 리더와 리더십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조직도 예외는 아니어서 학교장은 학교의 최고경영자로서 교육과정을 구성하
고, 예산 및 시설을 관리하는 등의 일반적 관리뿐만 아니라 학교의 비전을 정립하고,
교육 혁신을 유도하며 규범과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교직원의 사기와 동기유발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이 교사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직무에 만족
감을 느끼며 자기개발에 충실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학교장의 역할이 중
요하다는 점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 경험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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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좌우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학교장의 역할 내지는 능력이 교육에 있어서 주목받고 있다.
학교를 변화시키는 기본적인 힘은 교사로부터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힘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응집시킬 수 있
는 역할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만이 할 수 있다. 즉, 학교장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 학교교육의 목적달성 정도, 학교 문화 내
지는 풍토가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장은 단위학교 발전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교육에 있어 그만
큼 학교장은 중요한 존재이다.

Ⅱ. 교장공모제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학교 교육 및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장은 소위 ‘교직의 꽃’으로 불리며 많은 교사들이 교직
생애의 최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 본연의 역할인 수업보다는 관리와 행정에 관심을 가지면서 학교장
으로의 승진에만 매진하는 교사들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연공서열 중심의 교장승진제도
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단순한 관리자가 아닌 학교의 CEO로서 재정 및 인사 관리뿐만 아니라 학교 비전 제시, 교육과
정 개발, 전문성 개발 계획 수립, 학생 성취도 향상, 지역사회와의 관계 유지, 혁신적 학교 개혁방안 수립 등 미래 교육과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능력을 지닌 학교장을 선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당해 학교에 4년간 재직하면서 학교혁신 및 지역사회 발전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교장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필
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5년부터 ‘초빙교장제’, 2006년 기존 초빙교장제를 개선하여 ‘교장초빙·공모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제도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형식적 운영이 지속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9월, 기
존 제도들을 다시 개편하여 응모자격을 완화하고 민주적인 투명한 공모절차를 적용하는 등 역량 있고 민주적 리더십을 갖
춘 우수한 인재를 학교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였다. 교장공모제는 공모 지원자의 자격요건에 따라 <
표 1>과 같이 내부형, 개방형, 초빙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표1> 교장공모제 유형, 지원 자격 기준 및 대상교
공모 유형

지원 자격 기준 및 대상교

내부형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 관계없음)
- 교장자격증 소지자
-초
 중등학교 교육경력(교육전문직 경력 포함) 15년 이상인 교감자격증 소지자
-교
 육경력 20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개방형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 관계없음)
- 당해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초빙형

- 교육공무원(국·공립 대학교원 제외)교장자격증 소지자

자율학교

자율학교
(특성화중·고, 전문계고,
예체능고)
일반학교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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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장공모제 실시의 효과는 있었는가?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9월부터 현재까지 6차에 걸쳐 526개교(내부형 196교, 개
방형 26교, 초빙형 304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2010년 3월 1일부
그렇다면

터 2014년 2월 말까지 4년간의 6차 시범운영에서는 정년퇴임 등으로 인한 시·도교육

현재 시범운영 중인

청의 결원교장(‘10년 2월 말 기준) 학교 수 대비 15% 수준인 약 140여개 학교가 시범운

교장공모제는

영 대상 학교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 전국 모든 초·중·고

과연 효과가 있는
제도인가?

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장공모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해답은 2010년

그러나 교장공모제와 관련하여 공모 교장의 선출과 추천의 절차, 지원자격, 교장자

한국교육개발원이

격증 제도의 유지 여부, 공모제 적용 이후 학교변화 정도 등과 관련한 이해집단 간 갈

교육과학기술부의

등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모 교장의 학교 내 리더십, 역할 수행 등에 대한

의뢰로 수행한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즉, 교장공모제가 진정으로 교육행정 전문가로서 능력을 갖

『교장공모제 성과 분석 및
세부 시행 모형 개선 연구』
에서 찾을 수 있었다.

춘 인사를 학교장으로 선발하고 있는지, 교장공모제가 학교교육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등 제도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는 과연 효과가 있는 제도인가? 그 해답은
2010년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뢰로 수행한 『교장공모제 성과 분석 및
세부 시행 모형 개선 연구』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교장공모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와 비교 대상 학교를 중심으로
교장, 교사, 그리고 학부모 11,500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조사 영역은 학교장의 인성과 리더십 특성, 학교장의 직무수행 능력, 그리고 교장공
모제도의 학교교육 발전기여 정도 등이었다. 이 중 교장공모제 실시 효과를 직·간접
적으로 알 수 있는 설문조사 영역인 ‘학교장의 직무수행능력’과 ‘교장공모제도의 학교
교육 발전기여 정도’에 주목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1). 두 영역에 대한 구체적
인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장의 직무수행능력’ 문항은 공모제 실시 학교와 공모제 미실시 학교의 교장,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그리고 ‘교장공모제도의 학교교육 발전기여
정도’에 대한 설문의 경우, ‘교장공모제 실시 후 학교변화’ 영역은 공모제 실시 학교의 교장을 제외한 교원과 학부모에게만 실시되었고,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영역은 공모제 실시 학교와 공모제 미실시 학교의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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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설문조사 영역 및 구체적 내용
학교장의 직무수행능력
1. 학교운영계획 수립
-학교 비전 제시 및 발전계획 수립
-수립된 실천계획의 실행
-학교운영계획 공유
-학교운영에의 교직원 의견 반영
2. 행정가적 윤리
-역할의 공정성과 성실성
-학교경영의 투명성
3.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사의 수업 지원
-학생의 교육적 성취 강조 및 향상 노력
4. 학생 지도
-교사의 생활지도 지원
5. 교직원 관리
-교사 복무지침 준수 여부의 관리 및 감독
6. 인사관리
-우수 교직원 유치 노력
-인사관리의 공정성
7. 학교경영관리
-학교 예산의 적절 편성
-학교 재정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학교 시설 및 설비의 효율적 운영
8. 학부모 및 대외협력 지원
-학부모와의 협력 노력
9.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
-교수 · 학습 전문성 신장 지원

교장공모제도의 학교교육 발전기여 정도
1. 교장공모제 실시 후 변화
-학교운영의 민주성 향상
-학교 인사, 재정 관리의 투명성 향상
-교육과정 자율성 신장
-유능한 교장 초빙
-교직원 업무 의욕 향상
-학교에 대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 신뢰 향상
-학생 학업성취도 향상
-교육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
2.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학교 교육활동 홍보 및 안내
-학부모의 의견 수렴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노력
-교사들과의 상담활동 지원 노력
-학생의 특기, 적성교육활동 지원
-교사 수업 지원
-우수 교사 유치 노력
-학생 생활지도 및 진로교육 실시
-교육에 필요한 시설 설비 구비 및 관리
-학부모와의 협력과 지원 활동
-지역사회 자원 활용
-교장의 전반적인 학교경영능력

‘학교장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첫째, 공모제 실시 학교 교장과 교원 응답치가 높았다. 통계적으로 볼
때, 공모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응답 차이는 많지 않은 반면, 공모제 실시 학교와 미실시 학교 교원 간 유의한 응
답 차이는 대부분의 응답에서 나타나고 있다. 둘째, 학교경영과 관련한 영역의 문항(학교 예산의 계획적 편성·운영, 학교
재정 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 등)에서는 내부형이, 전문성 신장 지원 영역의 문항(교사들의 교수-학습 전문성 신장 지원
등)에서는 초빙형 교장에 대한 교원의 긍정적 응답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공모 여부 또는 공모 유형에 상관없이 학교장과
교원의 응답 반응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장 자신들은 학교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을 비교적 높게 평가한
반면, 교원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방형 공모제의 경우에 있어, 학교장과 교원의 직무
수행능력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가적 경험이 요구되는 학교 예산편성·운영과 학교 재정관리의 공정
성 및 투명성 등에 있어 개방형 공모 학교 교장과 교원 간의 응답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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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도의 학교교육 발전기여 정도’에 대한 설문은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
었다. 우선 ‘교장공모제 실시 후 학교변화’에 대한 응답결과는 비록 공모유형 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공모 학교 교원과 학부모들은 내부형 공
모 교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학교운영의 민주성 향상과 교
직원 업무 의욕 향상의 물음에 대해서는 교원과 학부모 모두 내부형 공모 교장에게 상
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주었고, 학교 인사·재정 관리의 투명성 향상에서는 교원이, 유
능한 교장 초빙과 학교에 대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 신뢰 향상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내
부형 공모 교장에게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주었다.
‘교장공모제도의 학교교육 발전기여 정도’에 대한 설문의 두 번째 영역인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공모제 실시 학교의 학교장에 대한 만족도가
공모제 미실시 학교의 학교장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교장공모제 공모유형에 따라서는 내부형 공모 교장
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결과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
미한 것은 아니었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 볼 때, 교장공모제 실시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
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교장공모제 실시 효과는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분명히 나
교장공모제 실시 효과는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타나고 있었다. 교장공모제의 실시 여부에 따라 학교장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의 설문
응답이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나 교장공모제의 실시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다.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어디까지나 시범학교에 한해 의미가 있는 결

교장공모제의 실시 여부에 따라

과라 할 수 있다. 즉, 모든 학교에 교장공모제 효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

학교장에 대한 교원 및

째, 교장공모제 공모유형에 따라 어느 유형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

학부모의 설문응답이 보다

기 힘들다. 이는 설문조사 결과에 터해 언급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교장의 직무수행

긍정적으로 나타나 교장공모제의
실시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능력에 있어서 공모유형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교장공모제
실시 후 학부모의 교육만족도 조사결과에서는 많은 영역에서 학부모들이 내부형 공모
교장에게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같은 설문 영역
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이 일치하는 결과보다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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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3년의 초빙형 공모제의 점진적 확대와
더불어 그 기간 동안 내부형 공모제와
개방형 공모제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Ⅳ. 교장공모제의 성공조건은 무엇인가?

실시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은 단위학교 학부모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교장공모제

2010년 12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대통령 업

실시 여부를 학교에서 결정할 수 없다면 공모절차에 있어

무보고’에서 교장공모제의 지속적인 확대를 발표하였다. 이

학부모의 의견이 교원들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게 반영되어

는 보다 유능한 인물이 책임과 권한을 다하면서 학교를 운

야 한다. 교원들보다 학부모 의견에 배점을 더 부여한다던

영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자율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를

지, 공모 지원 교장의 학교운영계획서 발표 시 참여한 모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의지를 엿볼

학부모들에게 교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방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현재의 교장공모제가 현장에 보다 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교원의 의사를 전적으로 무

착되고 진정으로 유능한 인물이 교장으로 영입되기 위해서

시하고 학부모들의 의견만을 반영한 교장공모제를 제안하

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원의 의견보다는 학부모의 의견이

첫째, 교장공모제의 실시 목적을 명료화하여 교육수요자

좀 더 반영되는 교장공모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중심의 제도 준비가 필요하다. 교장공모제 실시 목적은 크

셋째, 공모 교장 선발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가 반

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잘못된 승진 지향의 교직문화의 개

드시 요구된다. 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이고 다른 하나는 유능한 인재의 교장직 진입 허용이었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현행 공모 교

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내부형, 초빙형, 개방형 등의 경력

장에 대한 심사는 2단계로 진행되는데, 심사 단계별 의사결

및 지원 자격만으로 교장을 공모하는 방식으로는 교직의 승

정 결과가 분절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심사 1단계와 2단계

진문화 개선은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교직 내 갈등

에서 얻은 점수가 누적되어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더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교장공모

어야 한다. 심사 단계별로 피력된 의견이 최종적인 의사결

제 실시 목적을 유능한 인재의 교장직 진입 허용으로 명료

정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

화함으로써, 개별학교의 요구와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 수

요하다.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심사의

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유능한 인사를 교장으로

공정성을 위해, 공모 교장 지원자들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정

초빙하기 위한 제도 준비 및 개선이 요구된다.

보는 공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원자들의 교육자로서의

둘째,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장공모제 운영에는 다음 두

전문성과 행정가로서의 능력 등은 검증을 거쳐 공개될 필요

가지가 요구된다. 첫째, 특정 단위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가 있다. 이와 함께 교장공모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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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기 위해 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들의 자격과 인성을 검증하는 시스템 또한 구
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장공모제의 안정적 정착 및 본격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현재의 공모유형 중
현장의 반발이 제일 적은 초빙형 공모제를 단기적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
가 있다. 물론 확대에 대한 판단은 제도의 효과 및 성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향후 2~3년의 초빙형 공모제의 점진적 확대와 더불어 그 기간 동안
내부형 공모제와 개방형 공모제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부형 공모제의 경우, 현
재 교사가 5년마다 바뀌는 교원순환전보제도의 영향으로 인해 내부형 공모교장의 지
도성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원순환전보제도의 우선 개선이 이루어진 후에 내
부형 공모제의 확대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개방형 공모제의 경우에는, 현재 관련 영
역 경력 3년이면 공모교장 지원자격이 되는 현행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한 직업에서 3년 경력이면 갓 수습기간을 마친 기간
으로 이러한 경력만을 가진 인물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
된다. 관련 경력 15년 정도 또는 교직경력 10년에 관련 경력 5년 등 개방형 공모교장
자격을 현행 보다 강화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개방형 공모제의 확대를 결정해야 할 것
이다.

Ⅴ. 결어
학교장은 학교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학교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로서, 학교를
경영하는 경영자로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연결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고, 이러한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역할로 인해 학교장이
그 역할을 어느 정도 성실히 수행하느냐에 따라 학교의 발전, 교육의 발전, 학생의 발
전, 지역의 발전이 좌우될 수 있다. 어떤 학교장을 초빙하느냐에 따라 그 학교의 향후
4년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교장공모제는 우수한 인물을 학교로 초빙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교육주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제도이다. 교육주체들이 내 자녀, 내
학교, 내 지역사회의 교육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제도를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교육
적 목적으로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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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과교실제 전면 도입, 과제와 전망

글_ 배 성 근 |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관(전 학교선진화과장)

Ⅰ. 창의적 수업 만들기, 교과교실제
‘교과교실제’는 각 교과목별 교사가 학급을 찾아가 학급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현
행의 ‘학급교실제’와 달리, 교과별 특성화된 전용교실을 갖추고 학생들이 매 수업시간마다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창의적인 수업을 받는 방식이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교과목별 특성에 맞춘 교과교실을 도입하
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학생에게 적합한 맞춤형·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교과교실제이다.
즉, 학급중심으로 교수-지도가 이루어지는 수업방식이 아니라, 교과중심 및 학생중심으로 교수-지도가
이루어지는 수업방식이다.

교과교실 구축
(hardware)
교과
교실제

=

교과목의 특성에 맞게 풍부한 자료를 갖춘 학
습공간 구성

교육과정 운영
(software)
+

창의적 수업환경 조성

학생중심의 수준별 이동수업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그림1] 교과교실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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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교과교실제의 개념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중반,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면
서부터이다. 학생들의 흥미와 성취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교육은 글로벌시대에 교육경쟁력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1),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 선택중심의 교육과정과 학생의 성취수준을 고려
한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제7차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1997). 그러나 여러 수준의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학급교실제 하에서는, 수준별 교육과 과목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한
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된 것이 교과교실제이다.
교과교실제가 도입되면 각 교과목마다 창의적인 교실수업 환경이 구축되어, 학생들은 창의·인성 중
심의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2). 교과 특성에 맞는 교실과 학생 편의시설 및 첨단 기자재가 구비된 시
설은 다양한 교수방법의 시도가 가능해진다. 과학교과교실에서 실험수업을 하고, 영어교과교실에서 영
어연극을 하는 등 차별화된 교육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교과교실제에서는 교사가 적절한 학습도
전과제를 제시할 수 있고, 학습 성취수준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여 수업을 받게 되므로 수준에 적합한
교수-학습 지도가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자신들의 수준과 괴리된 수업이 아닌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게 되어 수업참여가 늘고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교과교실제가 논의된 이후부터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꾸준히 형성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
과교실제가 학교현장에 도입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었다. 교과별 특성화된 전용교실을 갖추기 위해
서는, 수준별·맞춤형 수업을 위한 우수 교사뿐만 아니라 여유 교실·기자재·리모델링 비용 등의 예산
이 필요하고 학생 출결 및 생활지도, 학생 이동 시 안전관리 등 학교운영시스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요인
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몇몇 소수 학교를 제외하면3), 현장에 실제로 도입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창의·인성 교육’의 실현을 위해 교육과정 선진화 및 대학입시 선진화 노력이
계속되었다. 수요자 중심·단위학교 자율성 강화·교과 간 통합 등 교육과정의 선진화는 ‘2009 개정교
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창의성과 잠재력을 반영하는 대학입시 선진화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흐름 속에서 교과교실제는 ‘창의적인 교실수업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학교현장에 도입되었다4).
교과교실제는 2년 가량 시범운영되었으며 성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그래서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나타난 단점을 보완하여 2011년 2월 9일에 「교과교실제 전면 도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모든 중·고교
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1) 학
 생들의 흥미가 고려되지 않은 경우,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힘들고, 성취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중간 준의 학생이 교수지도의 주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수학생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수준에 적합한 학습이 곤란함.
2) 특히,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인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교실환경의 구축을 통해 STEAM —과학·
기술·공학·예술·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 교육을 강화하여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음.
3)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체적인 지원을 통해 교과교실제를 시범운영한 학교도 일부 있었으나, 극소수에 불과한 수준이었음.
4) 2009.12.30,「교과교실제 추진 기본계획(안)」, 교과교실제 시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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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과교실제의 현황과 성과
1. 교과교실제 추진 현황
시범 도입된 교과교실제는 교과교실 구축 및 교육과정 운영 수준에 따라 크게 선진형, 과목중점형(수
학, 과학중점형과 영어중점형), 수준별 수업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교과교실제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가 해당 학교 교원들의 동의를 받아 시·도교육청에 신청면, 심
사를 거쳐 교과부가 시범학교로 최종 선정하였다. 시범학교의 선정은 A형보다 B형과 C형이 대부분인
데, 이는 A형은 교실 증축 및 리모델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교과교실 과목이 많을수록 시간표 및 학
교운영방식 변화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 B·C형은 A형에 비해 기존의 학급교실제에서 교과교실제로의
변화·적응에 용이하므로, B형과 C형 중심으로 도입된 뒤 차후 여건이 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엄격한 심
사를 거쳐 A형으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2010년 12월 기준으로 교과교실제가 시범 도입된 학교는 전국 중·고등학교의 15% 수준인 806개교
이다.
<표1> 시범 도입된 교과교실제 추진 유형 및 규모
유 형

교과교실 구축

교육과정 운영

소요예산
(평균)

선진형(A형)

대부분 과목

대부분 과목 이동 수업
3개 교과 이상 ‘+1학급’ 수준별 이동 수업

15억원

과목중점형(B형)

중점 과목
(과학/영어/예술/체육)

1~2개 교과 ‘+1학급’ 수준별 이동 수업
중점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강화

5억원

수준별수업형(C형)

일반교실도 활용

3개 교과 이상 ‘+1학급’ 수준별 이동 수업

3억원

유 형

‘09년

‘10년

계

중

고

계

중

고

계

선진형(A형)

17

28

45

23

37

60

105

과목중점형(B형)

74

149

223

24

61

85

308

수준별수업형(C형)

206

173

379

8

6

14

393

계

297

350

647

55

104

159

806

시범 도입된 교과교실제는 교과교실 구축 및 교육과정 운영 수준에 따라 크게 선진형,
과목중점형(수학, 과학중점형과 영어중점형), 수준별 수업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교과교실제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가 해당 학교 교원들의 동의를 받아
시·도교육청에 신청면, 심사를 거쳐 교과부가 시범학교로 최종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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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범 도입된 교과교실제의 성과
교과교실제가 도입된 지 실제 운영기간은 1~2년여 남짓의 짧은 시간이다. 교육성과의 특성상 짧은
기간 내에 계량적인 검증은 곤란하나 수업의 변화 및 사교육비 경감 등 학교교육 전반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과교실제 학교 대상 현장 의견수렴 결과, 수업이 창의적으로 변화하고 교사
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서 교과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 의견을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학부모들은 다양한 학습자료가 갖추어진 교과교실에서 수업을
하면 흥미도 및 집중도가 높아져 교과수업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졌다고 응답했다. 즉, 자기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학습태도 배양에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교원들도 기자재 및 수업자료 확충이 용이해져 창의적
수업 구안이 용이해지고, 집중이수제·블럭타임제 등 탄력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다양한 수업시도
를 해 볼 수 있게 되어 긍정적인 입장이다. 언론에서도 교과교실제 운영학교를 공교육의 우수사례로 보
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창문여자고등학교5)에서는 2010년 교과교실제를 선진형(A형)으로 도입하여 과목당 100분
씩 수업하는 블록타임제를 통해 학생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었으며, 교과협의회가 활성화되어 수업 및
평가계획 수립에도 큰 효과를 보았다. 초기 1개월 정도는 학생은 이동수업의 번거로움을, 교사는 교과교
실 리모델링 작업부터 교육과정·학교운영이 새롭게 바뀌어 행정업무 부담을 불평하였으나, 1년 여 동
안 운영 후 만족도조사를 해 본 결과, 모든 부분에서 학생·학부모·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6). 학
생은 교과교실 속에서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으며 학생중심의 수업의 질이 대폭 상향되었다며 만족해
하였다. 교사는 교실환경이 깨끗해지고 양질의 교육기자재가 마련되었으며 100분 수업동안 다양한 교
육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게 되어 수업의 자율성이 대폭 제고되었다는 반응이다.
교과교실제에서는 학생 중심의 수준별·맞춤형 수업이 이루어지므로,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가 줄어
들어 가계 사교육비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사교육 의식조사’7)에서 사교육 감소효과가 큰
정책 1순위로 ‘영어, 수학교실 등 교과교실제’가 선정된 것은 사교육비 감소에 교과교실제가 기여하였음
을 보여준다8).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교과교실제를 통한 공
교육 정상화’에서 본 것이다.

5) 2 010년 상반기 교과교실제 A형 최우수학교 지정학교임.
6) 교과교실제 이전에는 학생들이 ‘잘난 체, 있는 체 하는 아이’를 가장 싫은 친구로 꼽았으나, 교과교실제 이후에는 ‘재미있는 교실수업을 방
해하는 아이’를 가장 싫은 친구로 꼽았음.
7) 사교육 의식조사, ‘10.6.7~6.18,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78,000명 대상 (6위 이하는 생략)
순위
1
2
2
2
5

내 용
교과교실제(영어 수학교실 등 과목전용교실 운영)
다양하고 좋은 학교 확산
창의 인성교육 강화
학원비 안정화
기초학력 부진학생 책임지도

점 수 (5점만점)
4.0
3.9
3.9
3.9
3.8

8) 그
 외에도 “교과교실의 운영 여부”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은 -1.678이라는 음(-)의 관계로 나타남(학업성취도·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특성 분석, KEDI,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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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과교실제 전면 도입
1. 기본방향
이명박정부는 교과교실제를 2014년까지 모든 중·고교에 도입하여 창의적인 교실수업 구현을 지원하
고자 한다. 우선 1단계로 2012년까지 일반고에 교과교실제를 전면 도입하고, 2단계로 2014년까지 6학
급 이하 소규모 학교 등을 제외한 전체 중·고교(5,383교)의 약 90%에 교과교실제를 도입한다9). ‘2009
개정교육과정’이 2011학년도부터 고1학생들에게 적용됨에 따라, 선택형 교육과정의 운영이 시급한 일반
고부터 우선 지원하려는 것이다. 특히 직업교육 고교체제 개편에 따라 현행 직업계열 특성화고 중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291개 특성화고는 교과교실제 도입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예산은 한 학교당 평균 3억 원의 시설비가 지원되고 2011년~2014년까지 총 1조 2천억원을 투입할 계
획이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교육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선정할 때 학교 구성원의 의지와
유휴 교실, 과학실험실 등의 교과교실 구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1단계

‘12년까지 일반고에 교과교실제 전면 도입

⇨

2단계

‘14년까지 중·고교에
교과교실제 전면 도입

[그림1] 교과교실제 전면 도입

<표2> 연도별 도입계획 및 소요예산
구분
학교수
(교)

중

’10

’11

’12

‘13

‘14

352

673

1,000

1,800

2,800

고

454

727

1,500

1,800

2,000

계

806

1,400

2,500

3,600

4,800

소요예산(억원)

850

2,000

3,300

3,300

3,600

아울러, 교과교실제의 운영 유형도 ’선진형‘과 ‘과목중점형’으로 재구조화한다. 현행 3개 유형 중 과목
중점형(B형)은 적용 교과가 1개뿐이라는 문제점이, 수준별수업형(C형)은 교과교실 환경 구축 지원이 미
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두 유형을 ‘과목중점형’으로 재구조화하여 문제점을 보완한다. 개선
된 과목중점형은 학교에서 희망하는 2개 이상의 교과에 전용 교사실, 교사 연구실, 준비실 및 기자재 등
확충을 지원하게 된다. 신설학교는 ‘선진형’으로 도입하고, 기존 학교는 유휴 교실 등 학교여건 및 학교
구성원의 의지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선택하게 하며 ‘과목중점형’을 적용한 학교는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점차 선진형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9) 다만, 농어촌·중소도시 등의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의 증감 추세, 지역적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지원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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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교실제가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운영되기 위해서는 후속 노력이 필요하며, 전면 도
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추진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2. 추진과제
가. 교원 수급 및 배치 개선
교과교실제는 교과교실에서 학생 중심의 수준별 수업 및 맞춤형 수업을 받기 때문에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처럼 우수한 교원일수록 교육적 성과
는 더 커질 것이다. 현행 시범 도입된 교과교실제 대상학교에서는 예산 및 채용구조상 어려움이 있어 대
부분 시간강사가 활용되고 있다10). 시간강사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학기 중에도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비
일비재하여 학교현장에서는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수한 계약제 교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우수한 기간제 교사 채용을 확대하고, 채용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
며,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정규교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교과교실제 요인을 반영한 ‘2011~202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한다.
학교급별 교원배치 기준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진다. 학급교실제 하에서는 학급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교과교실제 하에서는 교과수업이 중심이 되므로, 교사의 배치는 ‘학급 수’보다는 ‘학생 수’로 변화
하여야 한다.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한 반에 40명 이상의 학생이 집중되어 수준별·맞춤형 수업
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는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하기 때문이다. 교원배치기준이 바뀌
면 수준별 반을 편성할 때 몇 명이 적정 수준인지, 교사 개인이 담당 가능한 주당 수업시수는 몇 시간인
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교원수급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교실제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
능해지리라 기대되므로 현재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나. 교과교실 시설비·운영비 지원 제도화
교과교실제의 시설비 및 운영비는 학급교실제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 교과별 특성화된 교실의 리모델
링부터 다양한 맞춤형 수업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우수한 기간제 교원 및 행정보조 인력 인건비는 일선
학교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향후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교과교실제를 갖춘 뒤에 개교할 수 있도록, 신설비에 교과교실 설치비를
포함하여 교부한다. 기존학교의 경우에는 교실 증축 및 일반교실의 교과교실 리모델링을 위한 비용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 수요 측정항목11)’으로 (가칭)‘교과교실 시설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시설비가 교

10) 2010년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담당하는 기간제교사는 463명(17.7%)이고 시간강사는 2,153명(82.3%)임.
11)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면, 본래 목적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함. 즉 교과교실 시설비 명목으로만 관련
예산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예산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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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교실 환경 구축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교과교실제가 시범 도입될 때에는 특별교부금을 통해 시설비 및 각종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었으
나, 모든 중·고교에 교과교실제가 전면 도입될 때에는 특별교부금보다는 보통교부금을 통해 예산 지원
을 하는 것이 안정적12)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보통교부금의 교부기준 조정을
통해 교과교실제가 보편화되는 2015년부터는 교과교실 운영비를 ‘학교교육 과정운영비’에 반영할 계획
이다.
다. 학교운영시스템 및 학생관리 지원 강화
현행 학교운영체제는 행정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교실제 하에서는 교과중심으로 모든 수업·
행정 운영이 재구성되므로, 새로운 학교운영 업무체제 및 운영 방식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시간표 작성 및 학사관리 등 학교운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학교
규모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교직원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다양한 학교운영의 모
형을 개발한 뒤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수업으로 인한 생활지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진다. 교과교실제가 전면
도입되는 2014년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지도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교과교실제에 적합한 학
생생활지도 매뉴얼도 함께 개발·보급한다. 즉 담임교사의 역할, 학생 출결, 학생동아리 활동, 이동상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학생 생활지도 및 학사관리에 대한 지원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라. 교과교실 기반의 창의적 수업 확산
교과교실제는 교과교실의 구축을 통한 교실환경의 변화와 동시에, 수준별·맞춤형 교육과정의 운
영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과교실의 안정적 구축과 함께 수준별 프로그램 개발 등 학생 중심
의 교육과정 운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교과교실제 학교에는 창의·인성 수업 모델을 개발하
여 적용하고, 수업과 연계한 수행평가 및 서술형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꾸준한 수업모형의 연
구를 위해 교과연구회의 지원을 확대하고13), 교과교실을 활용한 우수 수업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에듀넷
(edunet), 크레존(crezone) 등에 탑재하여 많은 교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창의적인 수업을 위해, 수업을 구성하는 교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교육과정 운영 노하
우 및 수업 개선 컨설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단위학교의 리더인 교장·교감을 대상으로「교과교
실제의 이해도 제고」연수를 도입하여, 교사들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교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12) 지
 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매년 교육예산 책정 시, 자동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지급되므로 각급 학교는 교과교실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특별교부금은 정책집행 등 특별한 사정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안정적인 운영비 확보가 곤란할 여지가 있음.
13) 2010년에는 교과연구회 400개를 지원하였으나, 2011년에는 1,000개까지 지원을 늘리는 등 열심히 하는 교사들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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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과 현장

Ⅳ. 달라지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 : 교과교실제의 향후 전망
교과교실제가 도입되면, 학생·교사·교육과정이 새로운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학생은 교실수업
참여가 활발해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제고될 것이고, 교사들은 교과별 교사연구실에 모여 교수·학
습방법의 연구를 통해 수업전문성이 신장될 것이며, 단위학교 교육과정은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교육경
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 위주의 학교운영체제도 교과수업 중심으로 전환되어 학생 맞춤형
으로 교육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사교
육 수요가 감소되어 사교육비가 경감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교과교실제가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실수업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다. 교과교실제가 시행되면, 교사는 특성화된 교과교실 구축 및 창의적 수업을 구안하기 위한 교
과연구 등 꾸준한 수업전문성 신장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은 이
동수업을 번거롭게 여기기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때 교과교실제의 교육적 성과가 커질
수 있다.
교과교실제의 전면 도입은 공교육 발전의 계기로서 향후 우리나라 교육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교
육과학기술부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과교실제의 전면 도입을 충실히 준비해 나갈 것
이다.

도입 이전

도입 이후

·낮은 공교육 만족도
·교사 교수 만족도 저하

⇨

교육과정 운
영

⇨

·공교육 만족도 제고
·교사 교수 만족도 제고

·주입식 일방식 수업 위주
·교과 전문성 신장기회 부족
·교육보다 관리 위주 학교

⇨

학교
교사

⇨

·경험적 쌍방향 수업 가능
·교과의 전문성 심화
·연구 및 교육 중심 학교

·수준에 맞는 교과 선택 미흡
·수업 참여율 저조
·타율적 시간관리

⇨

학생
학부모

⇨

·학생 수준에 맞는 수업 선택 가능
·적극적이고 능동적 수업 참여
·자율적 시간표 관리

·학교관리 기능 위주
·경직된 조직 편성

⇨

교육행정조
직

⇨

·학교 지원 위주 기능으로 전환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직 편성

[그림2] 교과교실제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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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참 인재 키우는’
서울 송화초등학교
글_ 서 원 극 | 소년한국일보 취재부 차장

“소나무처럼 푸르고 올곧게 키우겠습니다.”
송화초등학교(서울 강서구 송화초길 2)는 전교생 1,340여 명이 자존
감을 갖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쏟고 있다. 이런 큰 목표를 한데 모아 요
약한 상징이자 구호가 바로 ‘솔꽃 비상’(Vision-Up, Learning-Up,
Teaching-Up)이다. 이는 전 교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오랜 기간 궁리해
서 내놓은 합작품으로, 어린이의 가슴에 행복과 꿈을 심어 주는 일을 귀
하게 여기겠다는 갸륵한 뜻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
봉사하는 학부모, 지역공동체가 긍지를 갖는 학교가 되겠다는 다짐까지
두루 포함된다. 어린이와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가 한마음을 이뤄
개교 21년 만에 명문학교로 우뚝 선 송화초등학교를 찾았다.

창의성과 소통력 높여 주는 독서·토론·논술
3일 아침 8시 30분, 교실마다 활동(학습)지를 푸느라 어린이들의 숨
소리와 연필소리만 들릴 정도로 차분하다. 전교생은 이렇듯 아침마다
자율학습시간 등에 담임교사가 나눠 준 개요 짜기, 의견 제시하기, 생
각 그물 그리기 같은 학습내용을 꼼꼼히 푼다. 10~20여 분간 문제를
다 해결한 뒤엔 이를 교사에게 제출하거나, ‘생각 쑥쑥’ 묶음에 스크랩
을 한다.
교사들 역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어린이들의 답을 일일이 채점하
고, 모자란 부분을 첨삭해 알려 준다. 송화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학기

77
Educational Development + 2011 Spring

현 장 르 포 : 0 1 _ 서울 송화초등학교

초 토론과 독서ㆍ논술을 익히고 다지는 ‘생각 쑥쑥 창의 톡톡’과 창의와 인성ㆍ감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고운 마음 바른 행동’을 해마다 나눠 준다. 여기에 색다른 학습지가 한 주에 한 번 보태진다. 집
에서 하는 창의와 인성 학습지로 친절, 우정, 효, 흥미와 진로 등의 내용이 시의적절하게 담긴다.
이 모든 게 어린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 교사가 손수 제작한 자료들이다.
또 5~6학년을 대상으로 1ㆍ3주 토요일 아침 토론방, 월 1회 토요 휴업일에 토론 가정 학습이 실시
되며, 월별로 논술 주제가 제시돼 재량활동시간 및 일기 쓰기 때 활용된다.
어린이들은 수년째 이런 방식으로 공부해 오면서 어렵게만 느꼈던 논술과 친구가 됐고, 저학년들
도 창의적ㆍ비판적ㆍ논리적인 글쓰기가 가능해졌다.
5학년 전수민 양은 “창의 학습지를 꾸준히 푼 습관 덕분에 제 학력이 부쩍 높아짐을 느껴요.”라고
말했다.
“스스로 계획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일깨우고 싶었지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공부와 자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이춘혜 교장이 밝히는 독서와 토론 그리고 논술의 가치와 힘이다.

송화 어린이들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학교에 건의할 내용을 적어 게시판 ‘솔꽃들의 속삭임’에 붙이고 있다.
어린이들의 진심어린 충고와 격려는 송화 발전의 든든한 디딤돌이다.

3단계 맞춤형 영어교육과 차별화된 토요휴업일 영어체험
송화초등학교가 주변 학교 교원과 학부모들로부터 ‘최고!’ 소리를 듣는 이유는 이 학교 만의 독특
한 학력신장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다. 그 첫째가 3단계(3Level) 영어 프로그램이다.
초(옐로우)·중(그린)·고급(레드)으로 구분해 어린이의 영어수준에 맞춰 교육이 이뤄진다. 이는
정규교과시간뿐만 아니라 방과 후, 토요 휴업일, 방학 중 프로그램 모두에 적용된다. 배우는 과정은
같지만 가르치는 내용이나 방법, 교재는 전혀 다른 것이다.
토요 휴업일 영어를 익히는 ‘테마가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도 여느 학교와 차별화된다. 쿠킹
데이(9월), 할로윈 분장 만들기(10월), 입체 작품 만들기(11월) 등이 진행되는데, 회당 80~100여 명
이 참가할 정도로 호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인증 책자 ‘영어로 말해요’에 실린 대화문을 줄
줄 외우고, 이를 주 3회 학부모 영어 인증 도우미로부터 검증을 받는다. 특히 시험에 통과하면 인증
통장에 스스로 기록하게 해, 꾸준히 공부하는 힘을 키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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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놀이 공간 마련…
지식과 정서의 조화

헌신으로 학교 안팎의 환경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어린이
들의 표정까지 더욱 밝아진 것이다.

아침 달리기와 정성의 방과 후 학교
송화초등학교에서 영어와 독서가 하나의 바퀴라면, 아침
달리기는 또 다른 하나의 바퀴다.
학습과 건강의 바퀴가 달린 수레에 꿈을 싣고 매일 달리
는 것이다.
송화 교원들이 교육과정 등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는 모습.
이런 다양한 협의와 연수를 통해 학교는 좀 더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 으뜸 학습 프로그램을 갖춰가고 있다.

우선 전교생은 아침마다 등교 후 교실로 들어가기에 앞서
운동장을 1~3바퀴 뛰거나 빠른 걸음으로 걸으며 건강을 다
진다. 이 맞춤 체력장은 어린이의 기초체력을 다져 주기 위
해 이뤄지며, 교사도 어린이와 호흡을 맞춰 달리며 스승과
제자 간 믿음과 사랑을 쌓아간다.

송화초등학교가 명문학교가 된 데에는 공부에만 열성을

특히 지난해 중도 비만 이상 44명을 대상으로 비만 프로

쏟지 않고, 새로운 교육환경을 갖추는 데 많은 힘을 쏟기 때

그램을 실시했는데, 이들을 몸짱으로 만들어 줬을 뿐 아니

문이다. 그 중 하나가 지난해 3, 4층에 들어선 솔꽃 갤러리

라 학교생활에 흥미와 활기를 갖게 해 학부모의 호응을 얻

다.

었다.

어둡고 침침한 구석자리라서 어린이들이 즐겨 찾지 않았

방과 후 학교도 내실 있게 운영된다. 60개반 800여 명이

지만, 요즘엔 늘 이야기꽃을 피우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이

참여중인 방과 후 학교는 자율형(학부모와 어린이의 필요에

곳에서는 방과 후 수업이나 발표회가 수시로 이뤄진다. 여

따라 프로그램 내용 및 기간을 정해 운영)·발전형(3개월

기에 본관과 별관 곳곳에 어린이의 정서를 가꾸는 나무 15

단위로 지속적으로 운영)·몰입형(학기별)으로 세분화해,

그루를 갖춰 놓아 상쾌함을 안겨 준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급 명패를 꽃 등의 형태로 아기자기하게

이런 가운데, 지난해 가을에는 서울의 공립초등학교로는

꾸미고, 건물이름을 지혜의 샘터(도서실), 솔꽃 뜨락(교사

드물게 어린이가 전시와 발표 등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

회의실), 솔꽃 재미방(다목적실), 빌 게이츠실(컴퓨터실),

하는 축제 ‘솔꽃 드림 페스트’를 3일 동안 열어 인기를 끌었

솔꽃 뿌리방(역사관) 등으로 붙여 어린이가 자부심을 갖게

다.

이끈다.
화장실과 교무실 역시 호텔 수준의 쾌적한 공간으로 새롭
게 단장했다.

인재의 수레를 앞에서 끄는 교사와
밀어주는 엄마들

특히 교장실 앞에 게시판 ‘솔꽃들의 속삭임’을 비치해, 어
린이들의 건의 및 충고를 받고 있으며, 그 내용 중 바람직한

교실에서만 잘하면 강사, 학교에서 잘하면 교사, 학교 밖

것은 학교경영에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이런 다양한 노력과

에서까지 잘하면 스승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 점에서 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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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은 한결같이 스승을 지향한다. 이런 신념 아래 각종 연수와 장학 활동을 통해 어린이가 바른
인성을 갖고 꿈을 이루게 정성껏 뒷바라지하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는 장면 하나. 여느 학교는 3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지만, 송화 교원들은 이보다 몇 달
앞서 수업 사랑방에서 새 교육과정을 차분히 준비한다. 이때 학년별로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를 꾸미
고, 전년도에 부족하거나 빼놓은 커리큘럼을 넣고 보완한다. 여기에 학습 예고제와 학급 특색 및 자
기 장학 주제를 정해 꾸준히 실천한다.
이를 하나로 응집시킨 게 바로 ‘송화 최고 교사 프로젝트’다. 모델화 교과 공개 수업, 교사 멘토링,
학습 연구 동아리 활동, 학년 및 팀별 장학, 학부모 수업 공개 등이 두루 포함된다.
하지만 아무리 교원들이 열성을 보여도 눈길, 손길이 못 미치는 곳이 있게 마련이다.
그 빈틈과 구석을 메워주는 것이 어머니들의 눈길, 손길이다.
‘솔꽃 사랑 뿌리단’에는 어머니회, 안전둥지회, 녹색어머니회를 비롯해 상담 도우미, 솔꽃 준비방
(학습 자료실) 도우미, 아버지회가 꾸려져 교육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도서 명예 교사회
도 어린이의 독서열기를 뜨겁게 달군다. 그런 덕분에 학교변화를 앞장서 이끄는 쌍두마차가 교사와
학부모임을 송화인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송화 어린이들이 내 집 안방 같은 도서실에서
책을 읽으며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있다.
이 곳에는 학무모와 교사를 위한 성인 도서
1000여 권까지 갖췄다.

지난 2일 송화초등학교 입학식 모습.
이날 이춘혜 교장은 왕비 분장을 한 채 1학년
교실을 돌며 신입생들에게 입학 축하 편지와
교과서를 나눠 줬다. 어린이들이 쓴 왕관은
언니들이 준비한 것이다. 이처럼 어린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풍경은 1년 내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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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초등학교 교원은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전교생이 지덕체가 조화를 이룬 21세기 글로벌 인재로
커가게 갖은 정성을 다하고 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송화 어린이
들은 평소 독서, 학력, 영어, 컴퓨터, 리코더, 단소 등의 분야에서 스스로 도전 과제를 정해 실천하고,
그 성과를 ‘도전 My UP’ 통장에 적으며 성취감을 높인다.
학교는 정서의 조화를 위해 지난해 솔꽃 갤러리를 갖춘 것을 비롯해 올해 건물 사이 빈 공간에 야외
공연장을 새로 꾸미고 있다. 이곳을 방과 후 또는 계발활동 시간에 발표의 장으로 활용토록 해, 꿈을
더 크게 키우도록 이끌어 준다. 특히 기존의 돌봄교실 외에 학습 부진아를 위한 공부방까지 갖춰 어
린이가 희망과 행복을 갖도록 선도할 예정이다.
“학교는 미래의 참 인재를 키우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꿈은 긍정의 바탕 위에서 이뤄지
며, 이런 교육이 가능해야 창조적인 학교로 우뚝 설 수 있지요.”
김대준 수업혁신부장의 말에서 보듯, 송화는 어린이와 교원, 학부모 모두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긍지를 느끼는 으뜸 학교이자 ‘어린이 공화국’으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학교 전체가 갤러리지요.” 지난해 단장한 솔꽃 갤러리에서 음악
발표회를 갖고 있는 어린이들. 이런 과정을 통해 어린이의 특기와
적성이 절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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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문 연,
첫 공립 대안학교 정읍 동화중학교
글_ 박 임 근 | 한겨레신문 기자

‘스스로 배우고, 마음이 풍부하며, 심신이 조화로운 학생’
“너무나 힘들었지만 우리 주위에 여러 불편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장애
인들을 놀릴 게 아니라,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안학교인 전북 정읍 동화중학교 누리집에 올라온 한 학생의 봉사활동 보고서이다. 2학년 배민
현군이 지난해 가을, 전북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및 종합장애인복지관으로 체험학습을 다녀와서 다
른 교우와 함께 보고서를 만들어 올린 것이다. 여기 학생들은 인성교육을 스스로 체험하고 있다.

“

‘스스로 배우고, 마음이 풍부하며, 심신이 조화로운 학생’이 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배우며,
다양한 인성계발로 실천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이 되는 것이다

”
이 학교는 공립 대안중학교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0년 3월 문을 열었다. 전북 정읍시 태
인면 태창리에 둥지를 튼 지 이제 1년이 넘었다. 폐교한 옛 태인여중을 리모델링해 새 학교로 거듭
났다. 이 학교가 바라는 학생상은 ‘스스로 배우고, 마음이 풍부하며, 심신이 조화로운 학생’이 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배우며, 다양한 인성계
발로 실천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런 교육목표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동화중학교를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그림 같은 얘기가 실제 현실로 다가온다.
동화중학교 학생들은 일단 등교하면 재미가 있다.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다. 따라서 이곳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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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장 큰 변화는 어둡고 부정적인 태도에서, 밝고 긍정적으로 바뀐 것이다. 욕설을 하며 거칠었
던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시선이 따뜻해지고, 친구들을 이해하는 여유가 생겼다.
대구에서 온 배군의 어머니(42)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반항적이어서 일반 학교에
서 적응하기 힘든 성향이었다. 그래서 대안교육을 생각했다. 대안학교는 아이 생각을 이해해주고
자유로움을 주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았다. 이 곳에 온 뒤 배타적인 성격이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
다. 기숙사생활을 하는 아이가 주말에 집에 오니까 가족의 소중함도 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부산에서 전학온 2학년 이효민군은 “학교에서 공부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체험학습
위주로 배우기 때문에 즐겁다”며 “선생님들이 전에 있던 학교와 달리, 잘 이해해주고 챙겨준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일반학교와 달리 체험학습을 계절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동학 숙영
캠프, 지리산 산악등반, 완도 인성체험수련관, 독서캠프 등을 진행했다.
이군은 5개월 전부터는 트럼펫에 푹 빠져 있다. 지난 겨울방학때 음악캠프에 참가했는데 너무 좋
았다. 이군 어머니(38)는 “아이가 처음에는 ‘다 똑같지 뭐’하면서 마음을 닫고 어두웠는데, 전학 1개
월뒤부터 밝아지기 시작했다”며 “선생님들이 아이를 끌어안아 주니까 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시’보다 ‘스스로 참여’ 토록 유도… ‘칭찬합시다’ 코너 운영
이곳 학생들 상당수는 한 번 이상씩 상처가 있다. 어린 나이에 자신이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인
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래서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 하지만 상당수는 자신
감을 회복하고 자립심이 좋아졌다. 그것은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또 모든 문제를 학생들의 동의부터 먼저 얻는다. 인격체로 인정하
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 학교 학생들은 모두가 기숙사생활을 한다. 학생들은 일요일 저녁에 기숙사에 들어
와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다음주 토요일 집으로 나갈 때 찾아간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아이들 스
스로 정했다고 한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기숙사에서 따로 전화가 있기 때문
에 부모와의 소통에는 지장이 없다.
이 학교 누리집에는 ‘칭찬합시다’ 코너가 있다. 여기에는 ‘자신없던 일에 당당히 도전한 지영이를
칭찬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시인 김춘수의 <꽃>을 외우게 됐어요. 처음에 암기하
는 일은 죽어도 못한다며 망설였지만 곰곰히 생각한 끝에 외워보기로 했답니다.…그동안 자신이 잘
하지 못해 자신 없었던 일에 도전해 본 지영이가 대단했습니다. 아마 지영이는 이번 학기가 끝날
때 쯤이면 아주 진취적인 학생으로 무슨 일이든 자신있게 해내는 멋진 학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 학교는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 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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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측면에서도 인기가 있다. 부산에서 연고가 전혀없는 정읍으로 2년 전 이사를 온 학부모 진아무
개(41)씨는 “아이가 산만해 대안학교 입학을 모색하던 중, 가까운 곳에 교육이념과 방식이 마음에
드는 동화중을 찾을 수 있어서 행운이었다”며 “이 학교는 다른 사설 대안학교와 달리, 경제적인 부
담이 적고 교육내용에 믿음이 가기 때문에 좋다”고 말했다. 진씨는 1학년을 마친 뒤 겨울방학때 아
이와 얘기를 했더니, 전혀 불만이 없고 만족스럽다고 아이가 말했다고 전했다. 또다른 한 학부모도
“이 학교는 아이들의 급식을 집에서 먹는 것 보다 더 신경쓰고 있어 영양면에서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현장체험 학습, 인성교육, 소질·적성 계발교육 중점 운영
이 학교 특징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일반 교과과정에다 현장체험학습, 인성교육, 소질·적성 계
발교육을 중점으로 운영한다. 제도권의 획일적 입시위주 교육보다 학생 개성을 살려서 전인교육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전에는 일반 교과목을 가르친다. 그리고 오후에는 동물농장과 텃
밭가꾸기 등 체험학습, 예체능교육 등 특성화 교육을 실시한다. 저녁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1
시간 동안 취미에 따라 검도·농구·댄스·독서 등 동아리활동도 한다.
아이들의 기쁨은 뭐니뭐니해도 자연에 있다. 도시학교에 다녔으면 아이들은 공부만을 쫓아 학원
을 돌아야 했을 것이다. 학생들은 동물키우기와 텃밭가꾸기를 통해 매일 자연과 접한다. 동물들은
둘도 없는 친구들이다. 100여 마리의 닭과 오리, 칠면조, 염소, 토끼들이 이들의 친구다. 틈만 나면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달려가 따뜻한 사랑을 준다.
또 본관 앞의 작은 텃밭에는 상추·고추·오이·토마토 등 온갖 채소들이 학생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다. 아이들이 가꾼 것을 직접 따서 식탁의 찬으로 올라가기도 한다. 자연과 더불어 사
는 삶을 배우는 학습장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제도권의 획일적
입시위주 교육보다
학생 개성을 살려서
전인교육에 힘쓰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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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하위 5% 아이들도 소중”
이 학교의 또 다른 장점은 학급당 25~30명으로 학생 수가 적다는 점이다. 그래서 교사와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일반학교는 35~40명이다. 일반학교를 다녔으면 중도탈락할 아이들이 나
름대로 꿈을 찾아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게 된 교사들이 다그치지 않고 기다려준다. 전미
자 교사는 “아이들이 개성이 강한 편이어서 일일이 상대하기가 벅차기도 하다”며 “부모의 관심부족
으로 담배까지 피우며 까칠했던 여학생이 선생님들이 관심을 보여주자 변했다”고 말했다.
황종락 교사는 “2학년은 정원이 20명씩 2개반(40명)이지만, 효율적으로 일대일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 1학년을 15명씩 2개반(30명)으로 10명을 줄였다”고 말했다. 황 교사는 “현재 2학년 39
명, 1학년 26명이지만 3월 중순이 되면 전학희망자가 몰려서 곧 채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교
사는 “전북 전주에서 학교당국자가 전학을 원해 우리 학교로 옮겨온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
서는 적응을 잘하고 있다”며 “우리같은 대안학교가 없었다면 이 학생들은 배움을 이어가지 못하고
탈락했을 텐테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장 출신 박병훈 교장은 “지금의 사립 대안학교는 귀족화한 경향이 있고, 입시위
주로 변해 초기정신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며 “상위 5%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하위 5% 아이들도
소중하기 때문에 공립 대안학교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장은 “교육이라는 것은 곧바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는 없다. 3년간 따뜻하게 보살피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
초공사를 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제로 뽑힌 박 교장은 권위적인 교장실을 없애고 교사와
같이 교무실을 쓴다. 종전 교장실은 학생상담실과 교사휴게실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한 학부모는 “공교육에서 대안학교를 담당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 같
다”며 “예를 들어 방과 후 학교가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태권도와 택견 등
이 몇개월만 운영되다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학교 쪽은 이에 대해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외부강사
가 전주에서 정읍까지 오는데, 사명감이 없으면 계속 올 수가 없다”며 운영의 어려움을 전했다.
전북도교육청 임정래 장학사는 “개교 1년이 지났어도 성과를 수치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성
질의 것은 아니다”며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

교육이라는 것은 곧바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는 없다.
3년간 따뜻하게 보살피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공사를 다지게 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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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주인처럼” 입소문…
명문高 제치고 서울지역 고교선택제 1위
건국대부속고등학교
글_ 최 재 헌 | 서울신문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건국대부속고등학교
(이하 ‘건대부고’)는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주는
‘2011학년도 서울지역 고교선택제’에서 193개 일반
계고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서울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
교임이 입증된 것이다.
건대부고는 1단계 선발(98명 모집)에서 총 1948
명이 지원해 19.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강남·
서초·송파 등 쟁쟁한 전통 명문고들을 모두 제쳤
다. 교내 생활보장 지원대상자만 300명, 서울대 입
학생 연평균 3~4명, 4년제 대학 진학률 전국 최하
위권, 주변 2㎞ 안에 입시 명문 A고 인접. 어느 것
하나 입학에 유리한 조건이 없었지만 올해 서울에
서 가장 많은 40여 곳의 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가
고 싶은 학교’로 건대부고를 선택했다. 지난 2월 기
자가 직접 건대부고를 찾아 이유를 들어봤다.

이
 군천 교장이 학교 지하에 마련된 복합문화시설공간을 소개하고 있다.
학기 중에 학생들은 이 곳에 설치된 당구와 피아노를 치고 커피숍과 테라스에서 책도 보며 휴식시간을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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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습·체벌·체육대체수업 없는 학교
건대부고의 인기비결은 무엇보다도 학교가 학생을 주인으로 여기는 데 있었다.
건대부고는 이른바 ‘3무(無) 학교’다. 이 학교에는 ‘냄새 나는 화장실’, ‘먼지 날리는 운동장’, ‘그
물망이 망가진 농구·축구 골대’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없다. 으레 학교 화장실이라면 퀴퀴한 냄
새와 지저분한 분위기가 연상되지만 이 학교의 학생 화장실은 오히려 교직원 화장실보다 깨끗하
다. 또 점심시간과 체육 수업에서 학생들은 흙이 깔린 운동장이 아닌 잔디구장에서 뛰어놀 수 있
다. 또 한 달이 가기 무섭게 닳아 없어지는 축구와 농구 골대 그물은 낡기가 무섭게 새것으로 바
뀐다. 세 가지 시설 중의 하나라도 흐트러진 것이 발견되면 당장 교장실에서 호통 전화가 떨어지
기 때문이다. 이 학교 김 모 교사는 “사소한 부분이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실만큼이나 중요한
비중을 갖고 하루 중에 상당 시간을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가장 먼저 예산을 들여 정비한다.”고
귀띔했다.
건대부고는 수업시간에도 ‘3무(無)’가 있다. 또 다른 3무는 바로 ‘자습하는 학생’, ‘체육 안 하는
학생’, ‘체벌 받는 학생’이다. 중간·기말고사나 전국학력평가시험이 임박해도 이 학교 선생님들
은 학생들에게 절대로 자습을 시키지 않는다. 학교에 온 이상 수업시간에는 반드시 선생님과 함
께 학습을 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 이 때문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정해진 일과에 따라 공부를
하게 되고, 따라서 자습을 핑계로 수업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거나 꾸벅꾸벅 조는 학생을 찾아보
기 어렵다.
수업시수를 최대 20%까지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대부분 학교에
서는 체육수업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게 요즘 학교 현실이다. 하지만 건대부고 학생은 졸업 전까
지 체육과 한시도 떨어질 수 없다. 신입생 전원은 체육수업 외에 반드시 구기종목이나 등산 같
은 체육 관련 동아리 활동에 가입해야 한다. ‘체력과 학력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는 생각 덕분
이다. 최근 서울지역 학교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른 체벌 문제도 건대부고에서는 예전부터 찾아
볼 수 없었다. 매보다는 따뜻한 관심이 학생지도에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미 더 잘 알고 있기 때문. 이 때문에 교문에서 아침마다 벌어지는 얼차려도 볼 수 없다. 수업에
지각한 학생은 먼저 담임교사와 함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이해할만한 이유를 설명한다. 체벌로
생길 수 있는 학생과 교사 간의 틈새를 대화와 이해로 풀어나가는 것이다.

“

‘냄새 나는 화장실’, ‘먼지 날리는 운동장’, ‘그물망이 망가진 농구·축구 골대’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없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실만큼이나 중요한 비중을 갖
고 하루 중에 상당 시간을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가장 먼저 예산을 들여 정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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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한 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본 학부모가 먼저 만족하고,
책임감과 실력을 갖춘 선생님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뒤이어 호응한다.”

”
깔끔한 시설·쾌적한 환경 학생·학부모 모두 만족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생들이 건대부고를 가고 싶은 학교로 꼽은 이유에 대해 이군천 교장
은 “고교선택제라고 하면 당연히 유명 대학 진학률이나 일제고사 성적만 찾을 거라는 편견이 깨
어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깔끔한 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본 학부모가 먼저 만족하고,
책임감과 실력을 갖춘 선생님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뒤이어 호응한다.”면서 “우리 학교에는 유
서 깊은 역사도, 탁월한 입시 성적도 없었지만, 이 곳을 졸업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소문을 타
고 서울 최고의 인기학교가 됐다.”고 자랑했다.
인기비결 뒤에는 스스로 수업실력을 높이려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있었다. 수업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해 직접 자신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게 만든 ‘자기모니터링’ 시스템이 바로 그것이
다. 영상시설이 설비된 빈 교실을 활용해, 교사들은 손동작 하나부터 말투까지 세심하게 점검할
수 있다. 또 주변 선생님들과 함께 이 모습을 공유하면서 서로 단점을 지적해 줄 수 있는 ‘동료
장학 멘토’ 프로그램도 수업의 질을 개선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처음에는 번거롭다는
이유로 모니터링을 꺼리던 교사들도 동료교사들의 우수한 수업방법을 통해 자기실력의 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순간, 자발적으로 찾게 됐다.
건대부고에는 다른 학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사도 있다. 매년 봄 수학여행은 해외로 떠난
다. 지난해는 전교생이 일본 오사카와 교토를 다녀왔다. 학생 한 명당 백만원이 넘는 비용이 부
담스럽지만, 배편을 이용해 경비를 절약했고 돈을 댈 수 없는 가정이 어려운 학생 수십 명을 위
해 독지가의 지원도 받았다. 비용부담이 해결되자 아이들은 교과서에서만 배우던 일본을 직접
찾아 역사공부도 하고, 어린 나이에는 누릴 수 없는 배낭여행의 자유를 만끽하며 즐거워했다.
일본 수학여행 당시 학생들을 인솔했던 한 교사는 “일본에서 혼자 적응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
해 학생 한 명당 1500엔씩을 쥐어 주고 점심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더니 혼자 회전초밥집
을 찾아가 열 접시를 비우거나, 직접 일본인에게 말을 걸면서 쇼핑까지 하는 등 반나절 만에 배
낭여행자가 다 되더라.”면서 “함께 모아두면 망아지처럼 날뛰던 학생들이 다른 나라 여행객들이
함께 있는 호텔 조식 뷔페에 들어서자 자연스럽게 예의 바른 학생으로 처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해외 수학여행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고 돌이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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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자 박칼린과 KBS ‘남자의 자격’에서
연예인들이 합창을 통해 보여준
진한 감동도 건대부고에서는
이미 5년 전부터 시작됐다

영어중점학교 지정, 교사 인력풀 다양
건대부고 학생들은 영어학원에 다니지 않는다.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수준에 따라 마음
에 드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영어 중점학교로 지정돼 다른 학교
보다 많은 12명의 넉넉한 교사 인력풀이 있고, 100%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 교육청
이 지원하는 우수한 전담교사 덕분에 수업의 질은 여느 사설학원에 뒤지지 않는다는 게 학생들
의 평가다.
영어수업에 개설된 교과교실제를 통해 예전에 2개 반에서 운영하는 교과목을 3개로 나눠 들을
수 있어, 회화수업에 필요한 학생 수 기준을 20명 이하로 낮췄다. 영어 교사들도 별도로 워크숍
을 통해 학생 수준에 맞는 교재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눈높이 수업을 제공한다. 수업환경이 바뀌
면 아이들이 저절로 학교를 찾게 된다는 진리를 발견한 것이다.
지휘자 박칼린과 KBS ‘남자의 자격’에서 연예인들이 합창을 통해 보여준 진한 감동도 건대부
고에서는 이미 5년 전부터 시작됐다. 기말고사가 끝나는 6월, 대회가 가까워지면 교정에는 아이
들의 노랫소리가 가득하다. 주변 건국대학교 사범대학의 도움을 받아 합창지도를 통해 학생들은
피아노와 기타를 치면서 점점 음악의 세계로 빠져든다. 창의·인성을 위해 최근 주목받는 문·
예·체 교육의 현장이다.
이군천 교장은 “‘최신 가요가 익숙한 학생들 귀에 가곡과 베토벤이 어울리지 않는다.’며 반대한
교사도 많았다. 처음에는 (합창반이) 싫다던 학생들도 막상 대회에 나가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조명을 받으며 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나더니 눈빛이 달라지더라.”면서 “합창대회를 통해 아
이들의 행동도 적극적으로 바뀌고, 시험과 경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친구들과의 팀워크와 협
동을 중요하게 여기게 됐다.”고 말했다.
평교사로 들어와 28년째 건대부고에 몸담고 있는 이 교장은 간디의 철학을 빌려 ‘인격 있는 교
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교시설이 좋아지고, 교사가 학생을 신뢰하면 학생들은 스스로 존중
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빗나가던 학생들도 다시 돌아오죠. 고등학교가 대학만 잘 보내는 곳
이라면 이미 학부모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찾았을 겁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꼭 우리 학교에
오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교장으로서 해야 할 일의 전부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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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essage

미국언론에 비춰진
한국교육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실

1. 미국언론의 한국교육 관련 보도는 오바마 대통령과

본, 뉴질랜드, 캐나다, 노르웨이 등과 함께 고등교육

던컨 연방교육부장관의 한국교육 관련 언급을 인용하는

이수율이 높은 국가로 거론되고 있다.

예가 주를 이루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 교육이

4) 우수한 교사 확보 관련 : 2011년 신년정례연설에

주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사를 “국가 건축자

서 우리나라를 경쟁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Nation Builders)”로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 하여
오바마 대통령과 던컨 연방교육부장관은 한국의 우

2. 주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수한 교사인력을 예시로 들며 미국 교육개혁에 있어

1) OECD PISA 2009 점수와 관련 : 특히 수학 및 과학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모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한국학생들의 점수와 하위
에 머문 미국학생들 간 성취수준이 비교언급되었다.

강조하였다.
5) 학급당 학생수 관련 : 미국에서 교육개혁을 논할 때

2) 학부모의 교육열 : 2009년 오바마 대통령 방한 시 이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것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

명박 대통령과 나누었던 대화를 인용하여 한국 학부

는 것에 자성을 촉구하며, 학급당 학생수 가 미국보

모들의 교육열과 영어교육열에 대해 언급. 미국 초등

다 월등히 높은 한국과 일본 학생들이 국제적인 성취

학교의 외국어교육 현황과 한국 초등학교 학부모의

평가에서 높은 성취를 보이는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

영어교육열이 비교언급되기도 하였다.

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3) 고등교육이수율 관련 : 오바마 대통령이 2020년까

6)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한국 내 유학생 수에 대해 언

지 미국의 고등교육이수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

급하며 한국이 중국 등과 함께 새로운 유학유치국가
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어 올리겠다고 제시한 목표에 따라 미국국민의 고등
교육이수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한국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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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미국언론의 보도내용 요약
No.

보도일자

기사제목

자료출처

작성자

NYT

Peter Baker &
Sam Dillon

1. 미국, 한국교육을 벤치마킹
2010. 2. 22.
①

Obama Pitches Education Proposal to Governors

-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교육의 개혁과 질 향상에 대한 주장을 펼친 것을 보도하며,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언급함
-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 중에 미국 아이들보다 한국 아이들이 더 우수한 성적을 보이도록 교육하겠다는 한국정부의 말을 듣고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의 현실에 대해 절감하게 되었다고 함
2. PISA 2009 결과 한국의 성취도점수 분석(학교수업시수 증대 및 교육투자 강조)

②

2010. 12. 7.
Top Test Scores From Shanghai Stun Educators
NYT
Sam Dillon
- PISA 결과 탁월한 성취를 보인 중국 상하이 학생들에 대해 심층보도하면서, 읽기영역에서 평균 539 점으로 2위를 차지한 한국학생들과 비교할
때 상하이 학생들이 556점을 보여 월등하게 높은 성취를 나타냈음을 언급
- 또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성취를 보이는 메사츄세스주의 2007년 성취도를 언급하면서 이 때에도 미국학생들은 우리나라, 싱가포르, 홍콩, 타이
완, 일본 학생들에 비해 낮은 성취를 보였음을 언급함
2011. 1. 20.

③

WP

Nick Anderson

-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학생들이 국제학업성취도평가를 비롯한 국제경쟁에서 한국 아이들 등 다른 나라 아이들 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학
교수업시수를 늘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
2011. 2. 5.

④

In Alexandria, fight over additional class time mirrors national debate

Investing in Education at Home and Abroad Will Reap
Big Returns for the U.S.

Brookings
Institution

Justin van Fleet &
Rebecca Winthrop

-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기술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2011 신년연설을 인용함
- 특히, OECD PISA등 국제적인 성취평가에서 특히 미국학생들이 수학 및 과학과목에서 중국, 한국, 핀란드 아이들보다 뒤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
적하면서 교육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을 인용함
3. 한국의 우수한 교원 확보 및 교원에 대한 국민인식

2010. 12. 7.
⑤

Secretary Arne Duncan’s Remarks at OECD’s Release of the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2009 Results던컨교육부장관 2009 OECD PISA 결과에 대해 언급

연방교육부

Arne Duncan

-2009 OECD PISA 결과 중, 수학과 과학 점수를 예로 들어 한국과 핀란드의 15세 학생들이 미국의 동일연령 학생들보다 평균 1-2년 앞선다고
언급함
- 뛰어난 학생들을 교원인력으로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핀란드, 싱가포르, 한국을 언급함
⑥

⑦

⑧

2010. 12. 6.
A Former Schools Chief Shapes Her Comeback
NYT
Trip Gabriel
- 교사조합이 교육개혁의 걸림돌이라고 언급하곤 하는 미쉘 리 전 워싱턴 D.C교육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학생들의 성취도 면에서 세계적
으로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핀란드, 한국라, 싱가포르의 경우 탄탄한 교사조합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함
2011. 1. 25.
Obama: Education today key to tomorrow
UPI
-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학부모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끼치는 교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오바마 대통령의 2011년 신년연설을 인용하여 보도
함. 특히 한국에서 교사는 “국가 건설자 (Nation Builders)”로 존중받고 있는 것을 본받아 미국에서도 교사를 중요시 여기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
들어야 할 것이라는 대목을 발췌함. 아울러 한국의 교사는 국가의 부름에 따라 교직에 헌신한 사명감을 가진 집단이라고 언급함
2011. 1. 30.
Mr. Duncan’s Smart Lesson Plan
Newsweek
George Will
-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상위 10%의 우수한 학생들이 교직을 희망한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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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높은 고등교육이수율
⑨

2010. 8. 9.

2010. 9. 16.
⑩

President Obama Outlines Goal to Improve College Graduation Rate in U.S

ABC News

Yunji de Nies

- 오바마 대통령, 미국의 고등교육이수율(40%) 증가의 필요성에 대한 연설 중,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한국(55%)을 예로 듬
The School of Hard Drives

NYT

Deborah Solomon
(Interview with Duncan)

- 전세계적으로 고등교육이수율이 높은 나라는 어디냐는 질문에 대한 던컨 장관의 대답 : 한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가 고등교육이
수율 Top 5국가라고 대답. 특히 한국은 우리가 긴밀하게 관찰하고 있는 나라라고 대답함
5.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
2010. 10. 19.

⑪

연방교육부

Arne Duncan

-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 :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11월 방한 중 이명박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소개함. 오바마 대통령은 짧은 시간에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력을 교육으로 길러낸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한국교육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고 질문. 이에 이명박 대통령이 학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이라고 대답함
- 국제경쟁 : 국제경쟁에서 미국학생들의 상대는 한국, 캐나다, 중국, 인도 등 급격히 발전하는 나라들의 학생이라고 언급
- 고등교육이슈율 : 한국의 고등학교 이수율 (58%)이 미국의 고등교육 이수율(42%)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언급함
- 우수한 교원인력 : 멕킨지보고서를 인용하여 국제적인 평가지표에서 높은 성취를 보이는 핀란드, 싱가포르, 한국 등에서는 학문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에 들어간다며 지적함
2011. 1. 27.

⑫

[Secretary Duncan’s Remarks to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Education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 Win-Win Game
[던컨 교육부장관이 외교위원회에서 한 연설문] 교육과 국제경쟁: 상생게임

Duncan’s school of wisdom

WP

George Will

- 던컨장관이 미국 교육개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방한 중에 이명박 대통령과 나누었던 대화를 인용함
- 한국교육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이며, 일례로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1학년부터 영어교과를 제공해야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함
- 반면 미국 초등학교 중 외국어과목을 제공하는 학교는 25%에 그침. 또한, 던컨장관은 미국 교육개혁에 있어 학급수를 줄이는 것만이 묘책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중고등학교의 경우,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36명에 이른다고 언급함(미국은 25, 일본은 33명)
6. 한국, 중국 등으로 유학유치국가 변화 추세
2010. 11. 15.

⑬

China Surges Past India as Top Home of Foreign Students

NYT

Tamar Lewin

- 국제교육연구소(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가 발간하는 연례보고서(Open Doors)를 인용, 2010년 미국 내 유학생 중 중국학생이 차지하
는 비중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보도함
- 아울러 전통적으로 유학생들이 많이 몰렸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로 유학가는 학생들의 수는 줄어든 반면, 칠레, 페루, 한국 등으로 유학가는
학생수는 약 26% 증가하였다고 보도함
7. 이공계열 학생비율 비교
2011. 1. 21.

⑭

An Infusion of Science Where the Arts Reign

NYT

Lisa Foderaro

- 미국의 경우 자연과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학부생 비율이 2006년을 기준으로 16%인데 반해 중국은 47%, 한국은 38%, 프랑스는 27%인 것을
언급
* NYT: New York Times
* WP: Washingto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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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언론에 비춰진
한국교육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실

1. 한국형 한자학습을 위한 만화

또한, 이는 올 여름 영화화되어, 내년 5월부터는 텔레비

일상생활에서는 한자를 거의 쓰지 않고 주로 민족 고유의

전 만화로 방영될 것이 결정되었고, 이러한 행보는 한자를

한글로 표기를 하는 한국에서 재미있게 한자를 배우는 초등

쓰지 않는 한국에서 한국형 한자학습 애니메이션이 세계를

학생용 만화 ‘마법 천자문’이 장기간 히트를 치고 있다. 이

석권할 날이 가까워질지 모른다.

만화는 주인공 손오공이 모험 도중, 한자의 마법을 무기로

한국, 한자배우기 만화 히트(2010.11.11 요미우리 신문)

나쁜 자들에게 맞선다는 줄거리이다.

http://www.yomiuri.co.jp/kyoiku/jijou/sekai/20101111-OYT8T00273.
htm

적이 거대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키우고 싶을 때는 ‘대
(大)’, 적의 공격을 피할 때는 ‘피(避)’등을 외치며, 나오는 한

2. 한국의 특목고 현황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자의 의미를 해설하는 페이지나 따라쓰기 연습장도 붙어 있

하시모토(橋下) 오사카부 지사와 부 교육위원, 고교교사

다. 2003년 판매시작 이래 18권 약 1,200만부가 팔렸다.

등 21명이 이달 3-5일 서울의 교육현장을 시찰했다. 무엇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인 1960년대 중반 이후

을 보고 오사카의 교육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시찰단

학교에서 한자교육이 제한되어 왔고,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과 동행하였다. 3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서울과학

교과서가 모두 한글로 표기되어 필수한자도 없다. 중학교,

고를 방문한 하시모토 지사와 부 교육위원들과 인사를 나눈

고교에서도 선택과목에서 한자를 가르칠 뿐이다.

박희성 교장은 당당하게, ‘본교에서는 이 나라의 최고 인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자어는 한국어의 70%를 차지하고

를 모아 교육하고 있다.’ 고 말했다.

있고, 한자를 모르면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휘력을

한국에서는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를 계기로 ‘인적자원

높이기가 곤란하다. 이 때문에 출판사 ‘북21(21세기북스)’의

의 개발이 중요하다.’는 기운이 높아져 2000년도에 제정한

김영곤 사장은 한자를 배우지 않은 ‘한글세대’를 염려해 “어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올해까지 전국 3개의 공립 ’영재학

린이에게 한자를 배우게 하고 싶다.”는 시도가 수요를 일으

교‘가 생겨났고, 그중 하나가 서울과학고이다. 이 학교는 전

켰다고 분석하고 있다. 요즘 한자의 본가 중국과의 관계가

국에서 약 2천명이 지원하여 서류심사와 필기시험 등 4단

강해지고 있는 점이나 ‘한자를 아는 어린이가 학업성적이

계의 선발과정을 통과한 120명이 입학한다. 최종선발은 2

좋다.’는 자료가 발표된 것도 한자학습열을 뒷받침해주고

박3일의 합숙에서 응용력과 협력,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평

있는 듯 하다.

가한다고 한다. 한 반에 15명의 소수학급에서 배우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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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80% 이상이 월반하여 대학에 진학하는데 거의 서울대이
다.

게 돈을 쏟아 붓는 것에는 저항감을 느낀다.’고 반발했다.
올해부터 공립고교의 수업료가 무상화되는 것 외에, 부는

영재교육은 “특별취급이 아닌가” 라는 비판도 있지만,

내년도부터 부내 사립학교의 수업료를 무상화하는 대상 세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국민

대를 확대하여 전 사립고생의 약 반수가 혜택을 받을 전망

의 공통인식이 있다고 박교장은 역설했다.

이다. 그러나 이 교장은 ‘지금의 오사카는 생활이 풍요롭고

하시모토 지사 등은 다음날인 4일 한국에서 최고 수준의

학력도 높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양극화되어 있

대학진학 실적을 자랑하는 사립 명문 대원외국어고교도 방

다. 수업료 부담이 가벼워져도 교육환경이 충실한 것은 아

문했다. 영어수업을 본 부립 기타노(北野)고교(오사카시 요

니다. 격차가 넓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시모

도가와구)의 고바야시 지도교사(영어)는 영어검정 1급 수준

토 지사가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한국의 교육사정에 밝은

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영어토론능력은 미국의 고교생과

다나카 미츠하루(田中光晴-규슈대학조교(비교교육학)는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 더 좋은 학원에 보내는 가

하시모토 지사는 시찰 후, “이러한 영재교육으로 점점 세

정의 어린이가 아니면 영재학교와 같은 엘리트 고교에 입학

계로 인재를 배출한다면 5년 내에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생

하는 것은 어렵다. 엘리트층만을 위한 교육이 되어 있다.’라

긴다. 지도자 양성은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오사카에서도 전체의 수준을 끌

오사카에서도 내년 봄부터 기타노(北野)나 이바리키(茨

어올리는 교육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학력 이외에 장래

木), 덴노지(天王寺) 등 부립 고등학교의 진학실적 상위 10

취업으로 이어지는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커리어교육을

개교가 ‘국제사회에서 활약하는 지도자 육성’을 목표로 ‘진

충실히 하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로지도 특색교’(가칭)로 변경될 예정이고, 각 학교가 신설하

한류교육, 하시모토 지사가 시찰 “지도자 양성, 배워야” (2010.11.21) 아

는 ‘문리학과’는 종래의 학구와 관계없이 부내 전역에서 정

사히신문

원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각 학교 160명을 모집한다.
진학지도특색교의 목적은 애초, 유명대학 진학지도의 강

http://mytown.asahi.com/areanews/osaka/OSK201011200186.html
관련기사 : 진학실적 높은 ‘특색교’, 통칭은 ‘글로벌리더즈’로
http://www.yomiuri.co.jp/kyoiku/news/20101207-OYT8T00608.htm

화였다. 하시모토 지사는 2009년 10월에 부의회에서 “수험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3. 제주도에 영어교육을 위한 분교 설치

그러나, 아시아 각국 시찰을 거듭하면서 하시모토 지사는

외국에 조기유학이 활발한 한국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한

특색교 목적은 ‘지도자 양성’으로 옮아갔고, 길러야 할 지도

학원도시를 만드는 국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리조

자의 자질로서 ‘영어력’이나 ‘프레젠테이션 능력’ 등임을 언

트로 알려진 동지나해의 제주도에 구미의 초·중·고교에

급했다. 하시모토 지사는 내년도 이후, 특색교 10개교에 연

분교를 설치하여 국내에 있으면서 ‘유학’을 가능하게 할 계

간 2억 엔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는 소수학급을 시행하기

획이다. 올 가을 개교하는 제1호 학교가 학생모집을 시작했

위한 인건비나 학생의 외국파견 보조비 등에 충당할 것을

고, 대상에는 일본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에서 제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까지 직항 편으로 2시간 남짓으로 짧기 때문에 이웃나라

이러한 움직임에 부 남부의 공립중학교장은 ‘특정 아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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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어교육을 일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학원도시의 명칭은 ‘제주 영어교육도시’이다. 도쿄돔 약

상 외국에 유학한 일본의 고교생은 3,190명으로, 1998년도

80배 정도의 379헥타르의 넓이로 조성하여 구미 명문 사립

(4,186명)에 비해 76%로 줄어든 경향이 있다. 수업료와 기

교의 분교를 설치한다. 2013년도까지 영국, 캐나다, 미국의

숙사비를 포함한 유학비용은 연간 3만 5,000달러 정도(약

학교 진출이 굳어지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초·중·고 12개

300만 엔)이다. 영미의 명문교에 유학하는 것보다는 낮게

교와 대학 1개교 등에서 약 1만 2,000명이 다닐 수 있도록

설정된 것이지만 싼 것은 아니다.

할 계획이며, 정부도 산업기반시설 정비에 14억 8,400만
달러(약 1,250억 엔)을 투자한다.

15일에 도쿄도 내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약 100명이 참가
한다. 중학 3년의 아들을 둔 도내 40대 어머니는 ‘유토리(여

각 학교는 구미출신의 교사가 영어로 수업하는 것을 원칙

유)교육의 일본학교는 불안’하다며, 제주 영어학교에 대해

으로 한다. 도시 안의 편의점 종업원을 필리핀인들이나 한

서는 ‘한국의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정확한 영어 어학력을 익

국어를 할 줄 아는 영어권의 외국인으로 하는 등 학교 밖에

힐 수 있는지 등,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아직은 많다.’라고

서도 영어를 말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든다고 한다.

고민스런 모습을 보였다.

2011년 9월에 개교하는 것은 영국의 사립여학교: 노스·

2011년 입학대상은 유치원에서 고교1년생이고, 원서는 1

런던·칼리지에이트 스쿨(NLCS)의 첫 국외 분교가 되는

월 2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영어로 능력검사 등을

‘NLCS 제주’는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14년간 공학 일관교가

치른다고 한다.

된다. 이 학교의 런던 본교는 많은 졸업생이 캠브리지나 옥

한국 제주도에 영어교육 위한 구미(歐美)학교 분교 설치(2010. 12. 20 마

스퍼드대 등에 진학하는 명문교이다.

이니치신문)

한국에서는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에 국내 산업이 타격
을 받은 것을 계기로 어린이에게 조기영어교육을 시켜 대기
업 취직에 유리하도록 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NLCS제주
의 김철희 대표이사 말에 따르면 2008년에 외국으로 유학
간 초·중·고교생이 약 2만 7,000명을 넘어서 10년간에 5
배 이상이 되었다. 또한 어머니가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유
학함으로써 가정 붕괴나 외화유출 등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
다. 김대표는 ‘국내에서 외국유학과 같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수요는 상당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학교는
이달, 북경이나 상해 등 중국 4개 도시와 도쿄도 내에서 입
학설명회를 열었다. 제주도는 나리타나 간사이 등에서 직항
편이 있고, 후쿠오카에서 1시간, 나리타에서도 3시간정도의
비행편이 있다. 김 대표는 ‘한국인 50%, 일본인과 중국인이
각각 25% 정도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문부과학성의 말에 따르면 2008년도에 3개월 이

http://mainichi.jp/life/edu/archive/news/2010/12/20101221dde00103
0065000c.html

4. PISA 보고서 결과, 한국 세계 정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09년도의 학력테
스트(PISA)에서 일본의 라이벌 한국도 계속해서 상위를 유
지했고, 세계 정상의 학력을 보였다. 그 배경을 살펴본다.
한국의 교육을 연구하고 있는 교토대학의 이시카와 유지
(石川裕之) 조교(비교교육학)는 ‘학원을 다니기가 쉬운 한국
이 학력이 높은 이유는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의 성과이
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일본 이상으로 대학간판에 따라 장래가 좌우하는
나라로, 초등학교부터 학원 다니기가 시작된다. 대학입시
에서 사고력을 묻는 논술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학원이 이를
대비한 결과로 PISA형 학력도 길러진다’고 이시키와 조교
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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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 한국도 학력에 고충을 겪는 어린이의 자살이
나 높은 교육비 부담, 가정의 경제력 격차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문제 전문가는 순위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

를 해왔기에 어떤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다.’며 졸업 후 미
국에 유학하여 유기화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의 거의 모든 교사는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대

고,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수의 수업도 있다. 학생은 대학처럼 다양한 교육과정

국제학력테스트: 실천강화에서 상해 대두 과열수험, 폐해도(2010. 12 .20

에서 수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월반이나 조기졸업도 가능

마이니치신문)

하다.

http://mainichi.jp/life/edu/archive/news/2010/12/20101208ddm0101
00133000c.html

작년부터는 이공계 국립대학 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부속교가 되어, 1학년 약 150명 전원이 KAIST에 진학하며,

5. 한국의 영재교육

서울대 등에도 특차 지원이 가능하다.

OECD에서 발표한 PISA 보고서에서 일본을 넘어선 성적

입학시험은 서류심사와 2박3일의 면접과 필기시험, 학점

을 거둔 한국은 장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영재교육’에도 발

뿐만 아니라 창의력, 논리력, 열정을 본다. 학생은 전국에

빠르게 대처해왔고, 2000년에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에

서 모이며 경쟁율은 20:1 정도이다.

따라 탄생한 ‘영재학교’도 4개교로 늘었다.

이 학교의 권장혁(權章赫) 교장은 ‘노벨상 수상자의 연구

영재학교는 뛰어난 과학자를 기르는 ‘엘리트교육’을 하는

는 어린시절에 발견이 많고, 일찍부터 연구에 몰두할 수 있

이과계열 고교 수준 교육기관이며 한국 교육정책의 하나로

는 환경이 중요하며, 뛰어난 과학자는 일관된 교육에서 나

학교의 운영예산도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영재교

그 하나인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부산역에서 차로 15분,

육 시스템도 그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조용한 주택지에 있고, 2002년에 영재학교로 처음 지정된

한국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이시카와 유지 교토대학조교

기숙사제 고교이다. 겨울방학을 앞둔 작년 12월 20일, 2학

(비교교육학)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재능을 길러주는 교육

년생들의 ‘연구성과’ 발표가 있었다. 이 학교에서는 첫 해에

을 함으로써 다양한 개성을 살릴 기회가 보다 많이 보장될

고교수준 수업을 끝내고, 2학년이 되면 수학이나 물리, 생

수 있다.’며 ‘영재학교의 존재가 수험경쟁을 부채질하거나,

물, 지구과학 등에서 주제를 골라 대학교수의 지도 아래 4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지름길로 이용되는 경우도 사실 있

명이 한 조로 연구를 한다.

다.‘라고 지적했다.

서진영(徐進榮,17세) 군의 그룹은 항암효과를 지닌 약초
에 대해 발표했는데, 프레젠테이션 소프트를 사용하여 깨풀
등이 암세포를 파괴한다는 실험결과를 보고했다.
그룹에서는 주말이나 장기휴가를 이용하여 전북대학 의
과대학에 다니면서 지도교수에게서 조사방법을 배우거나
대학원생과 토의를 하면서 연구를 진행해왔다. 심사원은 부
산대학교수 등 3명인데, ‘신약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가’,
‘부작용은 없는가’ 등의 질문에 서군은 ‘1년간 충실하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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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엘리트 양성 고교의 내용은 (2011. 1. 11 아사히신문)
http://www.asahi.com/edu/news/TKY201101110120.html

6. 노
 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해
한국정부 국가차원에서 지원
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목
표로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원사업
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노벨상 수상자는 평화상의

고 김대중 대통령뿐으로, 자연과학계 수상을 향해 국가차원

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빈부의 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

에서 지원에 나섰다.

고 있다. 한국은 빈부, 지역(도서산간지역)의 격차를 해소

선발된 박사과정 학생 300명에게 한 사람 앞에 2년간

하려는 목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위해 ‘교육정보화’, ‘디

6,000만 원(약 450만 엔)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학비, 생활

지털교과서’ 개발이 15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비, 외국 단기연수비 등으로 쓰이며, 우수한 학생은 3년차

학교의 정보화도 이미 10년 전에 끝났다.

이후에도 지원한다. 교과부는 ‘학생이 학비나 생활비를 걱

지금은 ‘교실정보화’가 주제가 되고 있다. 교실에서

정하지 않고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여 노벨상 후보로 성장하

IPTV, 디지털 칠판, 디지털교탁(컴퓨터가 들어있는 교탁)

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있고, 2007년부터는 터치식 노트북과 무선을 사용한 ‘디

노벨상 획득을 목표로 지원금 대학원생 300인 - 한국 (2011. 1. 12 아사

지털 교과서’ 실험이 시작되었다.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

히신문)

에 참고서, 백과사전, 각종 테이터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하

http://www.asahi.com/international/jiji/JJT201101120096.html

7. 한국의 열혈 엄마
한국의 입시는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인 것으로 이야기되
고 있다. 어머니와 아이의 2인 삼각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엄마가 학원에 다니며 카리스마 강사의 강의를 녹화하고 요
약정리집을 만들고 자녀는 유명 입시학원에 다니면서 엄마
가 만들어준 수험노트를 참고서로 쓴다. 인터넷에서 커뮤니
티를 만들어 유명 강사의 정보를 공유, 성적별로 그룹을 지

게 되어 어린이 학습능력을 기록하여 개별지도할 수 있다.
디지털 교과서가 있으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질 높은 학
습환경을 정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부터 ‘융합컨텐츠 개발지원’의 일환으로 디지털 교과
서에 연결되는 멀티플랫폼 표준전자서적 제작, 3D 교과서,
가상현실, 홀로그램컨텐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IT사정-1] 열혈교육 엄마에게 배우는 교육과 ICT…
대학입시편
http://resemom.jp/article/2010/11/01/203.html

어 유명한 강사에게 개별지도를 받고 있다. 수험 컨설턴트
나 입시설명회도 빈번하게 출석하여, 최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다. 학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기, 영양식 해먹이기, 나아
가 교육비를 위해 맞벌이를 하는 엄마가 대부분이다. 수험
생 엄마는 수퍼맨, 입시생보다 더 힘들다.
한국은 언제나 힘이 넘치고 살아있는 나라라는 인상을 주
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점점 취직이 힘들어지고 있다. 4
년제 대학졸업생의 20% 정도 밖에 정사원이 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한국은 조선시대부터 공부만 잘하면 출세할 수 있는 사회
였다. 지금도 집은 가난하지만 공부만 잘하면 장학금을 받
고 명문대학을 졸업하여 국가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취직하
여 유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교육에 목숨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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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동정………………………………………………………………………………………
마크 긴스버그 미국 교육개발아카데미

학교 담당자 등 6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주제발표를 한 후, 김홍원 KEDI 학교선진화지원

(AED) 수석연구원 초청,

27일(목), 28일(금) 이틀간 일산 킨텍스(한국국

센터 소장의 사회로, 박현정 서울대 교수, 김성

‘국제교육 개발협력의 경험과 시사점 도출’

제전시장)에서 열렸다.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평가연구본부장, 김

주제로 해외석학 초청 강연 개최

학교 교육과정 선진화 엑스포’는 2009 개정 교

창동 양정고등학교 교장, 강병재 보인고등학교

육과정의 취지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창

교사(서울지역진학지도교사협의회 부회장), 박

의·인성 교육 우수학교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

정선 연세대학교 입학사정관, 구안규 한국대학

해 마련되었다. 박람회에서는 특히 우수 사례와

교육협의회 입학관리팀장, 김승현 사교육걱정없

새 교육과정에서 추진되는 내용을 학교에서 곧바

는세상 정책실장,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

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컨설팅을

모임 상임대표, 신순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공동대표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27일, 윤인구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개진했다.

개회식은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장의 개회사에
한국교육개발원이 마크 긴스버그 미국 교육개발

이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격려사, 변

‘교과교실제 운영과 창의적 학교교육 실천’

아카데미(AED : Academy for Educational

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과 정 윤

주제로 제4차 KEDI 교과교실제포럼 개최

Development) 수석연구원을 초청, 2월 11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

한국교육개발원은 3월 25일, 서울교육문화회관

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원내 제

어, 학교 교육과정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앞으

2층 가야금홀(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에서

2회의실에서 ‘국제교육 개발협력의 경험과 시

로 나가야 할 방향과 2009년 새 교육과정의 취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대학

사점 도출 - 잠비아와 이집트의 교육개혁 평가

지를 주제로 한 주제영상 상영이 있었고, 100대

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 일선학교 교원,

(Evaluating Educational Reform in Egypt

우수학교 선정 경과보고와 100대 교육과정 우수

교과교실제 관련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 Zambia)를 주제로 해외석학 초청 강연을 개

학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금번 엑스포

가운데「교과교실제 운영과 창의적 학교교육 실

최했다.

행사는 27일, 28일 양일간 전시관 개막식 및 오

천」이라는 주제로 제4차 KEDI 교과교실제포럼

긴스버그 박사는 이날 강연에서 아프리카 잠비아

프닝, 전시, 컨퍼런스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을 개최했다. 금번 포럼은 정부가 오는 2014년

와 이집트에 대한 미국의 교육협력개발의 성과

킨텍스 제4전시관에서 개최됐던 전시관 오프닝

까지 중·고등학교에 교과교실제를 전면 도입키

와 그에 대한 평가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구체적

에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변재일 국회

로 한 가운데 일본에서 운영 중인 교과교실제의

으로 잠비아 교육체제의 개혁내용과 미국의 對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내빈 70여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비아 교육개발 지원 프로젝트 및 성과에 대한 연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숙정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국내 교과교실제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방안을 모

구결과와 이집트의 교육 거버넌스와 매니지먼트

과정기획과 과장의 전시관 소개에 이어 테이프

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의 개혁 등이 소개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교

커팅 행사가 있었으며 이후 내빈의 전시관 관람

마츠키 켄이치(松木健一) 일본 후꾸이대 대학원

육 ODA 사업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들과의

이 이어졌다. 전시관은 주제관, 100대 교육과정

교육학부 교수 등 일본의 교과교실제 전문가들을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시사점 등에 대한 논의가

우수학교관, 창의·인성 교육 Zone, 대학입시

초청, 일본의 교과교실제 도입과 창의적 교육 구

이루어졌다.긴스버그 수석연구원은 미국 피츠버

상담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현 방안 및 교과센터방식의 창의적 교실수업 개

그대학교(University of Pittsburgh) 교육학과

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색, 논의했다.

교수와 국제비교교육학회(Comparative and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를 위한

한국교육개발원 교과교실제연구·지원센터는 교

International Education Society) 회장을 지

정책토론회’ 개최

과교실제의 중·장기 발전방안 등 교과교실제 관

냈으며, 2005년 이래 미국 교육개발아카데미에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선진화지원센터는 2월 18

련 기초 및 정책 연구 수행과 교과교실제 선정,

서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일(금) 오후 2시 한국교총회관 다산홀(2층)에서

운영학교의 교원연수 및 컨설팅, 각종 정보지원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국책

등 교과교실제의 도입에서부터 일선학교 현장 착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연구기관 연구위원, 대학교수, 일선 고등학교 교

근 및 운영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교과교실제

선진화 엑스포’ 개최

사, 대학의 입학업무 담당자, 교육 유관 기관 및

전반에 걸친 관련 연구 및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단체 관련자,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

원하고 있다.

주관하는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학교 교육과

운데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

정 선진화 엑스포’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

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태완 한국교육개

관,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발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지은림 경희대 교수가 ′

16개 시도교육청 관계자, 100대 우수교육과정

중·고교 학사관리 선진화방안`이라는 제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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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홈페이지

영문 홈페이지

사이버 출판

Now KEDI

열린마당

교육개발

교육정책포럼

전자도서관

학교평종합평가

교육인적자원통계서비스

교육안전망지원센터

방송통신고등학교

영재교육연구센터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OECD 교육정보센터

한국교육종단연구

교육정책정보센터

사교육없는학교지원센터

교과교실제연구·지원특임센터

http://www.kedi.re.kr

http://open.kedi.re.kr

http://eng.kedi.re.kr

http://www.kedi.re.kr

http://public.kedi.re.kr

http://mailzine.kedi.re.kr

http://now.kedi.re.kr

http://askkedi.kedi.re.kr

)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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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

http://eval.kedi.re.kr

http://gifted.kedi.re.kr

http://kels.kedi.re.kr

KEDI IdeaBank
http://idea.kedi.re.kr

평생교육통계정보서비스
http://lifelong.kedi.re.kr

http://cesi.kedi.re.kr

http://edumac.kedi.re.kr

http://edpolicy.kedi.re.kr

IDEC

http://idec.kedi.re.kr

학교선진화지원센터
http://serc.kedi.re.kr

http://safe.kedi.re.kr

http://eduzone.kedi.re.kr

http://www.schoolup.go.kr

위(WEE)프로젝트연구특임센터
http://www.wee.or.kr

사이버교과서박물관
http://www.textlib.net

http://www.cyber.hs.kr

http://oecd.kedi.re.kr

http://scmc.kedi.re.kr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http://www.hub4u.or.kr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학교엔 ‘자율’ 과 ‘창의’, ‘다양성’ 과 배려가 살아 숨 쉽니다.
무엇을 배웠는가 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지향합니다.
맞춤형 교육복지로 교육희망사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손으로 길러낸 인재들이 세계로 나가고 세계의 인재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꿈을 이루는 교육·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한국교육개발원이 디자인합니다.
‘선진일류교육ʼ ‘인재대국ʼ 한국교육개발원이 만들어갑니다.

1972년에 설립되어 지난 39년간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온 한국교육개발원,
4 4 44

4 4

4 4 4 4 4 4 4 4

‘세계일류교육’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길 220-1

www.ked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