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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도서회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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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및특전
(1) 회원자격은가입일로부터1년간주어집니다.
(2) 본원에서계간으로발간하는『교육개발』(연4회)과
『한국교육』(연4회)을보내드립니다.

(3) 기관회원: 기본연구보고서를우송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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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KEDI) 은 지난 38년동안

국가수준의 교육목적, 방향, 비전, 정책, 전략을 연구해 온

교육정책전문연구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분야

연구성과의 폭 넓은활용과 보급을 위하여

’87년부터‘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EDI가 발간하는 최신 연구보고서를 받아보시는 순간, 

귀하께서는 가장 앞서가는 교육자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KEDI 도서회원으로 함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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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도서회원’이라면 

당신은 이미 신지식인입니다

▣ 회원 자격 및 특전

  (1) 회원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주어집니다.

  (2)   본원에서 계간으로 발간하는 『교육개발』(연 4회)과 

 『한국교육』(연4회)을 보내드립니다.

  (3) 기관회원 : 기본연구보고서를 우송해 드립니다.

▣ 가입방법 : 가입신청서와 함께 회비 납부

▣ 연 회 비 : 1계좌당 개인회원 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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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계좌 :  011916-0006202 (우체국)

 070-01-0379-171 (국민은행) 

 예금주 : 한국교육개발원

▣ 문 의 처 :  정보자료팀  Tel : 02) 3460-0407  

한국교육개발원(KEDI) 은 지난 39년 동안

국가수준의 교육목적, 방향, 비전, 정책, 전략을 연구해 온 

교육정책전문연구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분야  

연구성과의 폭 넓은 활용과 보급을 위하여 

’87년부터 ‘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EDI가 발간하는 최신 연구보고서를 받아보시는 순간, 

귀하께서는 가장 앞서가는 교육자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KEDI 도서회원으로 함께 하십시오!



파워인터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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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제 법제화 이후 전망과 과제

박영숙Ⅰ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양성기관평가센터 소장·선임연구위원

주5일 수업제가 성공하려면

정광희Ⅰ한국교육개발원 대입제도연구실 실장·연구위원

인재대국을 향한 교실혁명,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김두연Ⅰ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화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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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한국교육개발원·중앙일보·한국교총 교육포럼」 지상중계

주제 : 대학교육 ‘그랜드 플랜’ 새로 짜자

박유미Ⅰ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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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작가를 배출하는 영국 독서교육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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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네트워크 활성화로 교육의 질 높이는 미국 대학들

백종국Ⅰ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행운의 나라 호주, 교육개혁의 현장을 가다

양승실Ⅰ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초대석

‘소극적 분단관리’ 넘어 ‘적극적 통일준비’ 나서야

조명철Ⅰ통일교육원 원장

이슈와 전망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박승철Ⅰ대학구조개혁위원회 사립대분과소위원회 위원장·성균관대학교 교수

정책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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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인Ⅰ교육과학기술부 창의경영학교지원팀 팀장

현장르포

‘글로벌·전인교육의 전당’ 안양부흥초등학교

서원극Ⅰ소년한국일보 취재부 차장

‘작지만 알찬 배움이 있는 우리학교’ 정선 여량중학교

방기준Ⅰ강원도민일보 기자  

‘공부와 실기,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음악중점학교 서울 대원여자고등학교

박지윤Ⅰ내일신문 리포터 

「교육개발」은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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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대담 _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Power Inter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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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진직업교육체제 구축

을 위해 마이스터고 확대 및 특성화고의 체제 개편과 함께 선취업-후진학 제도의 정착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입시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입학사정관제가 대학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인성교육이 지

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 등 사회 각층의 교육기부를 유도·활성화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등교육에서는 기존 지원사업의 지속적 내실화를 도모하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기반으로 대학의 구조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6일 발표한 하위 15%의 부실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립대학은 통·폐합과 

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사립대학 중 경영부실대학에 대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집권 후반기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분야에서 앞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주호 장

관은 이를 위해 “‘현장행보’를 계속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정책이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잘 스며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장관

은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 개선과 관련, “후보난립과 사퇴를 줄이고 선거비용을 경감시키기에 적합한 공동등록제가 대안

이 될 수 있다.”며 “내년 7월에 출범하는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이를 도입해 보고, 다른 지역에도 확대·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내년에 학자금 대출제한을 받는 

17개 사립대(대학 9개, 전문대 8개)를 포함한 43개 사립대를 평가순위 하위 15% 대학으로 선정했으며, 이들 대학에는 내년에 각종 재정 지

원이 제한되고, 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연말쯤 경영부실대학을 지정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올해 줄곧 현안이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년에 정부 예산 1조5천억원, 대학이 7천500억원 등 총 2조

2천5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이 지난 9월 6일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집무실

에서 이주호 장관을 만나 취임 1년을 맞은 소회와 포부,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과제, 앞으로의 정책추진 방향, 최근 교육계 현안 등에 

대해 물어봤다.

“연말쯤 경영부실대학 지정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 계속할 것”

“내년 7월 출범하는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지자체장-교육감 공동등록제 도입할 것”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듣는다.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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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인터뷰  _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태완 원장 : 국회의원과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지내시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되신 지 지난달 말로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포부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인지요.  

이주호 장관 : 지난 1년간 ‘입시위주에서 글로벌 인재양성으로, 창의·융합을 통한 교육과학기술 

강국으로’라는 비전을 갖고 교육과학기술 현장에 긍정의 변화를 일으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현재 

많은 정책이 현장에 정착되어 가고 있고, 일부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들을 열거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성과를 든다면, 교육분야의 경우, ‘5세 누리과정’ 도입, 마이스터고 및 입학사정관제 

정착, 수석교사제법과 학원법 통과,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기초원천연구 투자의 획기적 증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계획 확정, 융합인재교육(STEAM) 

도입, GPS 시스템 구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진 중인 정책의 현장착근을 도모하면서 

‘공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보다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소수만을 위한 학력경쟁’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넘어 각자의 꿈을 실현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교육기부 활성화, 특성화고 

선취업-후진학 체제 구축, ‘기초학력’ 부족학생이나 ‘정신건강’ 장애로 뒤처지는 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 ‘한 사람의 낙오도 없는 탄탄한 교육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김태완 원장 :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글로벌 창의인재를 키워내는 학교, 세계적 수준의 좋은 학교를 

만들려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련의 교육정책을 펼쳐 오셨는데, 성과와 과제를 중간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 교육의 희망과 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호 장관 : 이명박정부에 참여해 교육분야에 줄곧 몸 담고 있는 이유는 한국의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획일적 교육이 이루어지던 교실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에게 맞는 다양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다양화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자율고,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등 다양한 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교과교실제를 통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큰 틀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선진직업교육체제 구축과 입시제도 선진화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다양화의 기반도 학생들이 희망을 잃는다면 아무런 

▒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글로벌 창의인재를 키워내는 학교, 세계적 수준의 좋은 학교를 만들려는 희망

과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련의 교육정책을 펼쳐 오셨는데, 성과와 과제를 중간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 교

육의 희망과 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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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였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의 정책을 통해 우리 교육이 좀 더 활기를 갖고, 

아이들은 다시 한 번 꿈을 꿀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바람입니다.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학생에 있다는 것을 모두 생각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김태완 원장 : 대부분의 정책이 그렇듯이 교육정책도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쳐도 현장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교육은 교실현장이 바뀌어야 합니다. 장관께서도 

일찍이 그 같은 철학을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현장에 나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 등 ‘현장 행보’를 

계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련의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착근 사례와 관련, 특별히 기억에 

남는 교육현장이나 학교를 꼽는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이주호 장관 : 학교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 어려운 형편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미래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만났을 때, 또, 학부모와 선생님, 학생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일심단결하여 작지만 큰 학교교육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때 많은 

보람을 느끼고 학생의 꿈을 일구어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남 여수에 있는 관기초등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이 학교는 한 해 동안 학생수가 314% 

증가했고, 이 곳에 오기 위해 100명의 학생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또, 학생들은 학교에 오는 

것이 정말 즐겁고, 더 나아가 학교에 오면 ‘피로가 풀린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올해 2월 

서울 구로에 위치한 특성화고인 유한공업고등학교를 방문했던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졸업식에 참여하고 졸업축사를 했습니다. 두 학교 모두 공통적으로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로, 학생들이 모두 학교에 

많은 애착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김태완 원장 : 초·중등교육은 현 정부 출범 이전부터 교실붕괴와 해외 조기유학 만연 등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바꿔보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사교육을 억제하였으며,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와 학업성취도평가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고등교육은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선진직업교육체제 구축과 입시제도 선진화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다양화의 기반도 학생들이 희망을 잃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학생들

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였

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도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위의 정책을 통해 우리 교육

이 좀 더 활기를 갖고, 아이들은 다시 한 번 꿈을 꿀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바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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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인터뷰  _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2018년 이후 고졸자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대학 구조개혁에 더욱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후반기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분야에서 앞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호 장관 : 초·중등교육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진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마이스터고 확대 및 특성화고의 

체제 개편과 함께 선취업-후진학 제도 정착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입시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입학사정관제가 대학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인성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 등 사회 각층의 

교육기부를 유도·활성화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등교육에서는 기존 지원사업의 지속적 내실화를 도모하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기반으로 

대학의 구조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학 재정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하위 

15%의 부실대학을 지난 9월 6일 선정·발표한 바 있는데,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립대학은 통·폐합과 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사립대학 중 

경영부실대학에 대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김태완 원장 : ‘내 지식의 원천은 IT기술과 인문학의 결합’이라고 공언해 온 스티브 잡스나 ‘융합 

전도사’로 새 출발을 시작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모두 특출난 인재입니다. 이들처럼 

특별하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학교 교육을 통해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과학과 기술·예술을 

융합한 융합인재교육(STEAM)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주호 장관 : 융합인재교육(STEAM)은 기존의 이론중심의 수학·과학 교육에 과학원리를 

적용·활용하는 기술공학과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예술교육을 연계하여,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과학적 탐구정신과 창의성을 갖춘 미래 융합형 과학기술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정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미 융합인재교육이 학교현장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16개의 연구시범학교, 27개 교사연구회 운영을 지원하고, 

300여명의 선도교원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00여명의 선도교원 연수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융합형 과학기술 인재양성 모델 개발, 첨단교사 

2014년까지 모든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로 바꾸는 등 공교육영역에서 스마트러닝을 본격적으로 도입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래의 학생들은 무거운 책가방 대신 스마트 패드, 스마트 폰 등 스마트 기

기를 들고 학교에 등교하고, 전국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정부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INterview

Power InterviewPower Interview
✚



9

Educational Development + 2011 Autumn

연수센터운영, 학교 밖 융합과학기술 체험·탐구 프로그램 개발, 미래형 스마트 클래스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의 추진을 통해 융합인재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완 원장 : 2014년까지 모든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로 바꾸는 등 공교육영역에서 스마트러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래의 학생들은 무거운 책가방 대신 스마트 패드, 스마트 

폰 등 스마트 기기를 들고 학교에 등교하고, 전국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정부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호 장관 : 스마트교육을 기획한 2011년도에는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홍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세부시행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전문가와 

현장교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스마트교육이 처음 도입되는 2012년에는 

세종시 전역과 시·도교육청별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스마트 스쿨 모델 학교 구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학습모델과 관련 법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까지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여 초·중·고교 모든 교과에 적용하고, 모든 학교에 무선 인터넷 기반의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2013년까지 학교의 30%이상을 스마트 환경으로 구축하고, 

정규교과에 대한 온라인 수업시수를 인정해 질병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2015년까지 모든 교사에게 스마트 기기를 제공하고, 선생님들의 

스마트교육 실천역량을 키우기 위해 매년 전체 교원의 25%를 대상으로 

스마트교육을 실시하며, 스마트교육 전문 지원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김태완 원장 :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5일 수업제나 현재 시행 중인 방과후학교가 

더욱더 활성화되려면 교육기부를 통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고, 사교육비 절감과 

토요 휴무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교육기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신데, 교육기부와 관련,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주호 장관 : 주5일 수업제, 방과후학교 등에 기업, 대학, 출연(연) 등이 

보유한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극대화하고, 

2015년까지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여 초·중·고교 모든 교과에 적용하고, 모든 학교에 무선 

인터넷 기반의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2013년까지 학교의 30%이상을 스마트 환

경으로 구축하고, 정규교과에 대한 온라인 수업시수를 인정해 질병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학

업중단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2015년까지 모든 교사에게 스마트 기기를 제공하고, 선생님들

의 스마트교육 실천역량을 키우기 위해 매년 전체 교원의 25%를 대상으로 스마트교육을 실시

하며, 스마트교육 전문 지원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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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인터뷰  _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교육현장의 변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기부 참여를 독려중이며, 특히, 최신 정보와 고급인력 등을 보유한 기업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교육기부에 적극 동참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홍보관을 

활용한 학생 진로직업체험, 임직원 연수원 및 최신 콘텐츠를 활용한 교사연수 등 구체적인 

참여방법도 논의 중입니다. 아울러 지역단위에서도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 중견기업, 주요 단체와 학부모 등이 교육기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언론 등과 함께 범사회적 교육기부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김태완 원장 : 쉬운 수능을 사교육 완화의 대안 가운데 하나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주요 영역 만점자가 2~3%나 나와 일각에서 '물수능'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정부 입장은 어떤 것인지요.  

이주호 장관 : 현 정부는 입학사정관제를 내실화하여 정착시키고 수능 준비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는 대입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능-EBS 연계 및 수능 난이도의 일관성 

유지도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학교수업에서 배운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EBS 

교재와 강의를 통해 보완하면 수능시험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는 9월 모의평가는 물론 본 수능에서도 당초 발표한 수능 출제 기조를 지속 유지할 것입니다. 

수능 점수 위주의 선발체제를 개선하고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 면접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김태완 원장 :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지역의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 단체협약이 

관례에서 벗어난 ‘정치적 조항’이 다수 포함되는 등 통상적인 노사단체 교섭의 도를 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고, 이로 인해 학교현장도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판단과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주호 장관 :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교원노조의 요구에 원칙없이 대응해 위법·부당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궁극적으로 학생·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체협약을 체결 중인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원노조법 등 관계 법령 및 

우리 부가 기 배포한 「단체교섭 매뉴얼(’10. 12. 27)」을 철저히 준수하여 합법적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위법·부당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자율시정권고 및 위법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등 관련 조치를 적극적으로 준수하도록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김태완 원장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등으로 오 시장과 

대결구도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감 직선제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이 장관께서 얼마전 

공동등록제를 제안하셨는데,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요.

이주호 장관 : 주민대표성을 강화하고 선거비리 등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선제 병폐를 개선하기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과 관

련, 정부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입

니까. 등록금 인하를 위해 ‘대학 기

부금 공익신탁제도’와 ‘소액 기부

금 세액공제’ 등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서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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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2006년 12월에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하였으나, 지나치게 많은 선거비용이 들고, 일반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갈등 심화 등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이 미흡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공동등록제는 교육감과 시장후보자가 공동으로 등록하고, 투표용지에 공동등록 

사실을 표기하여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후보난립과 사퇴를 줄이고 선거비용을 

경감시키기에 적합한 방안으로 생각하며, 내년 7월에 출범하는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도입해 

보고, 다른 지역에도 확대·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완 원장 : 반값 등록금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나라당에서 

2014년까지 등록금 부담을 30%이상 낮추겠다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과 관련, 정부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등록금 인하를 위해 ‘대학 기부금 공익신탁제도’와 

‘소액 기부금 세액공제’ 등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주호 장관 : 현 정부 들어 국가장학금을 ’07년 대비 5배 이상 확대하고, (’07년 979억원 → ’11년 

5,218억원) 든든학자금 제도(ICL)를 도입하는 등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도입(’10년) 등으로 

3개년 연속 등록금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08년까지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여 등록금 절대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학생·학부모의 학비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어려운 취업여건과 하숙비 등 높은 

생활비로 인한 부담이 커지면서 대학생의 반발과 사회의 우려가 확산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정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일차적으로 내년에 정부 예산 1조5천억원, 대학이 7천500억원 등 총 2조2천500억원을 투입하

기로 했습니다. 등록금 외 대학 재원 다변화 및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대학 기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 ‘신탁

제도를 활용한 대학기부’는 현행 법제 하에서도 실행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향후 우수 사례 발굴 및 적극적 홍보에 노력할 예정입니

다. 또, 대학 기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소액기부금 세액공제제도는 개인이 대학에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 한시적으

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논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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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정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일차적으로 내년에 정부 예산 1조5천억원, 

대학이 7천500억원 등 총 2조2천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등록금’은 전체 평균 5% 정도 낮아지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은 평균 22%이상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든든학자금(ICL)의 낮은 이용률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군입대 기간 이자면제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외 대학 재원 

다변화 및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대학 기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 

‘신탁제도를 활용한 대학기부’는 현행 법제 하에서도 실행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향후 우수 

사례 발굴 및 적극적 홍보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 대학 기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소액기부금 세액공제제도는 개인이 대학에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태완 원장 : 대학구조개혁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350개 대학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뒤 재정지원 중단 대학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발표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구조개혁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호 장관 : 대학구조조정은 전체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 수준인 50여개 대학 선정(재정지원 

제한) →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선정(재정지원 제한 + 대출 제한) → 경영부실대학 선정(재정지원 

제한 + 대출 제한 + 컨설팅을 통한 구조조정) → 학교폐쇄 등의 절차로 추진되게 됩니다. 이같은 

프로그램에 따라 정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내년에 학자금 대출제한을 받는 17개 사립대(대학 9개, 전문대 8개)를 포함한 43개 

사립대를 평가순위 하위 15% 대학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대학에는 내년에 각종 재정 지원이 

제한되고, 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연말쯤 경영부실대학을 지정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는 내년도 신입생에 대한 등록금 완화 예산도 지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국립대도 41개 대학 중 평가대상인 38개 대학을 심의해 이 가운데 6개 대학을 

특별관리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서 시작된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바람이 금융권과 공

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정부도 이를 적극 독려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학력보다는 능력 위주로 인력을 선발, 운용하는 쪽으로 기업

들이 인사정책을 바꾸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배경에 깔려 있는 것 같

은 데요,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복안이나 계획을 가

지고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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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원장 : 교육과학기술부가 얼마 전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지금, 현 정부가 직선제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주호 장관 : 1991년에 도입된 총장직선제는 도입 초기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성 신장에 

기여하였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20년이 지난 현재, 교육-연구 분위기를 훼손하는 각종 폐해로 

인해 대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제는 개선할 때가 되었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수들이 총장선출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정치화로 대학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 연구에 소홀하고, 연구보조비 및 수당 등 교직원 후생복지에 대한 총장의 과다한 공약과 

이행으로 기성회비가 인상되는 등 대학 재정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실시된 부산대 

총장 선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잡음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수들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여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에 기반을 둔 국립대학들이 

지역 산업발전이나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어렵습니다. 총장직선제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대학규모와 임기도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자율적으로 직선제를 개선한 대학에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태완 원장 : 최근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서 시작된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바람이 금융권과 공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정부도 이를 적극 독려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학력보다는 

능력 위주로 인력을 선발, 운용하는 쪽으로 기업들이 인사정책을 바꾸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배경에 깔려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복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주호 장관 : 그동안 우리 부는 산학협력 및 특성화고 채용 확대를 위해 주요 기업·단체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주력해 왔으며, 지난 8월 16일에는 우리 부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모든 시·도교육청과 소속 기관, 국립대학이 기능직(사무직군 제외)의 50%를 특성화고로 

채용하는 ‘교과부 특성화고 채용확대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그간의 실적을 

토대로 고졸자 채용이 ‘전 지역’, ‘전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졸채용의 전국 확산을 위해, 시·도와 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시·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전 업종’ 확산을 위해, 주요 

그동안 우리 부는 산학협력 및 특성화고 채용 확대를 위해 주요 기업·단체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주력해 왔습니다. 고졸채용의 전국 확산을 위해, 시·도

와 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시·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 업종 확산을 위해, 주요 경제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산업별 산학협력 및 특성화고 채용을 촉진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졸자들의 능

력개발을 위한 후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사내

대학·계약학과를 활성화 하는 등 직장생활과 경력 개발을 병행할 수 있는 모델

도 개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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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인터뷰  _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경제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산업별 산학협력 및 특성화고 채용을 촉진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졸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후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사내대학·계약학과를 활성화하는 등 직장생활과 경력개발을 병행할 수 있는 모델도 

개발하겠습니다.

김태완 원장 : 최근 OECD DAC 가입(’09. 11), G20 정상회의 한국개최(’10. 11)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교육발전 경험을 자국의 발전모델로 활용하려는 개도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29일에서 12월 1일 사이에 개발원조분야의 최대, 최고 권위의 국제회의인 ‘세계개발원조총회(HLF-4)’가 

부산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도국의 정상 및 장관급의 참여가 예상되는데, 

교육과학기술부가 HLF-4 행사기간 중에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해 개도국에 희망을 

주고, 동반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호 장관 :  최근 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분야 발전경험 전수에 대한 개도국들의 협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금년 11월 

부산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세계개발원조총회(HLF-4)’가 개최될 예정이며, 동 

행사에는 160여개국 정부대표(장관급), 70여개 국제기구 대표, 의회, 시민사회, 학계 대표 등 

2,000여명이 참석해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및 국제개발협력의 비전과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부에서는 원조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개도국의 ‘인적자원개발’과 ‘역량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부산총회 사전행사 및 부대행사로 ‘국제교육 ODA 포럼’을 KEDI 및 

국제기구(UNESCO, WB, OECD)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HLF-4 행사 이후의 새로운 

교육개발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학(원)생 및 일반인들의 부산총회 및 개발협력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청소년포럼(11. 29) 개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태완 원장 : 아직 좀 이른감이 없진 않지만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을 성안하고 추진한 당사자로서 

후일 어떤 평가를 받길 바라십니까. 잘한 정책을 꼽으라면 무엇을 들 수 있는지요. 반면에 아쉬움이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을 성안하고 추진한 당사자로서 후일 어떤 평가를 받길 바라십니까. 잘한 정책

을 꼽으라면 무엇을 들 수 있는지요. 반면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할까 이 것만큼은 꼭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막연한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선택을 통해 스스로의 적성에 맞는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끌었던 정책 중 가장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꼽는다면, 선진직업교육체제 구축과 입시제도 선진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 가능성과 경로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뿌듯한 마음입니다. 

INterview



15

Educational Development + 2011 Autumn

남는다고 할까 이것만큼은 꼭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이주호 장관 : 교육분야에서 일하면서 늘 가장 중심에 두었던 것은 학생들이며, 일관되게 

추진했던 것은 교육의 다양화였습니다. 학생들이 막연한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선택을 

통해 스스로의 적성에 맞는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끌었던 정책 중 가장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꼽는다면, 선진직업교육체제 구축과 

입시제도 선진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고교졸업 후 대학에 갈 필요없이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술명장을 육성하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활성화하고, 대학에 가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입학사정관제를 

정착시킨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 가능성과 경로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뿌듯한 마음입니다. 현재 조금 미흡해 보이는 정책들도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노력하여 모두 현장에 안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완 원장 :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가지고 있는 바람과 기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호 장관 :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분야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에 많은 도움을 준다면 한국의 교육에 

긍정의 변화가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최소 10년 앞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정책의 경우에는 

앞으로 한국의 인구구조·사회구조 등의 변화를 예측하고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미래사회에 걸맞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현장성있는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한국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의 교육정책연구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961년 대구 출생. 청구고 졸업 후, 서울대와 동 대학원에서 국제경제학을 전공하였으며,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책임연구원(’90), 국제정책대학원 교수(’98)로 활동하다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줄곧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교육통”. 교육상임위원 재직 시에는 국정감사 우수의원(’04~’07)으로 

선정되었으며, 학교정보 공개의 효시가 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등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2005년 교육분야를 담당하는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을 맡은 뒤 3년간 

세 번이나 유임할 정도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 대통령실 교육과학 

문화수석(’08),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09) 등으로 활약하며 대입 3단계 자율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학교자율화 조치,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수석교사제, 입학사정관제, 대학선진화 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 대부분을 입안, 추진하였다. 지난해 8월 말 장관 

취임 이후에는 “현장에 답이 있다.”, “학교현장의 변화” 등 ‘현장’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면서 매주 1회 이상 교육현장을 방문해, 

학부모·학생·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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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제 법제화 이후 
전망과 과제
글_박영숙│한국교육개발원 교원양성기관평가센터 소장·선임연구위원

Ⅰ. 수석교사제 시범운영 성과

수석교사제는 2008년에 도입되어 3년 간의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제도를 보완하였고, 금년 6월 30일 수석교사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면서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기 

때문에 법제화 이후 더욱 높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며, 교직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화 이후 수석교사제가 정착, 발전되는 데 필요한 지원과제는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하에서는 

수석교사제 법제화의 추진경과를 약술하고, 법제화로 인해 향후 변화될 내용을 전망하면서 향후 지원되어야 할 

과제에 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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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란 다년 간의 교사직 경험을 통해 습득된 높은 

수업전문성을 토대로 수업활동과 학생지도, 인간관계, 

학급운영 등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교사 중의 

으뜸 교사를 의미한다. 수석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이 요구된다. 시범운영기간 제시된 자격요건은 

국·공·사립학교 재직교사로서 교육경력 최소 15년 

이상인 1급 정교사였다. 시범운영 평가 결과, 수석교사들은 

일반적으로 수업전문성과 수업리더십, 인간관계능력, 현장 

연구지도능력, 장학력에서 뛰어난 자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에서 수석교사제가 도입되어 정착된 경과를 되돌 

아보면 30여 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걸렸다. 수석교사 

용어가 처음 제안된 것은 1983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정책연구(교원인사행정제도의 개선방향 연구)에서였고, 

제도로써 수석교사제 신설이 제안된 것은 1987년 교육개혁 

심의회의 ‘교육발전 기본구상’에서였다. 이후 수석교사제의 

운영모형이 구체적으로 제안된 것은 2000년 교육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시안)에서였으며, 2006~2007년 

동안 수석교사제 도입에 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운영이 

실시되었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수석교사는 인원규모나 수업전문성 

신장 등 다양한 성과가 확인되었다. 수석교사 인원은 

1차년도(2008. 3~2009. 2)에 171명으로 시작되어 

2차년도(2009. 3~2010. 2) 295명, 3차년도(2010. 

3~2011. 2) 333명, 4차년도 765명(2011. 3~2012. 

2)으로 증원되면서 규모가 확대되었다. 수석교사제의 

주요 성과로는 교과수업 지원활동, 교내연수 지원, 교내 

멘토링 등 수업전문성 향상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 및 인성교육 등에 대하여도 수석교사가 열성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수석교사제의 성과를 이끌어낸 

성공요인은 수석교사의 탁월한 자질과 헌신적 태도 

등이었고, 성과를 저해한 요인으로는 수석교사의 역할 및 

직무의 불분명, 수석교사의 법제도 기반 부재, 수석교사에 

대한 낮은 처우, 수석교사 역할에 대한 낮은 인식 및 

교육청의 지원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

Ⅱ. 수석교사제 법제화 추진 경과 및 
의미 

  

수석교사제는 도입 후 시범운영기간 중 제도개선 내용이 

지속적으로 진단되었고, 제도개선 요구 내용을 토대로 

관련 규정의 개정안이 마련되는 등 법제화를 위한 작업이 

이루어졌다. 법제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수석교사제는 

대체로 시범운영 보완 단계(2008~2009년)와 수석교사 

법적 기반 구축 단계(2010~2011년)의 2단계 발전 단계를 

거쳤다. 시범운영 보완 단계에서는 수석교사 정원 규모 

확대와 수석교사 선발 및 배정 절차 개선 측면에서는 높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단위학교에서 수석교사의 직무성과를 

높일 수 있게 교감·교장과의 관계 정립과 근무여건 개선 

등 위상 제고 측면에는 지원이 미흡하였다. 

수석교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수석교사의 역할과 직무수행 여건 

및 처우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법령 개정 작업도 

진행되었다. 1, 2차년도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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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이 실시되던 2010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례적인 수석교사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안에 

따르면, 매년 1,000명씩 충원하여 학교당 1명씩 수석 

교사가 배치되고, 수석교사는 학교업무 등에서 벗어나 

수업에만 집중하는 ‘수업전문가’로 대우되며, 수업경감, 

수당 현실화 등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당시 수석교사의 확대 규모는 

이례적인 것이었다.

이례적인 수석교사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사 

집단의 반응은 냉담하였다.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고는 

법적으로 수석교사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정원과 예산 확보도 어렵다는 우려가 확산되었다. 당시 

현장에서는 수석교사에게 줄어든 수업부담이 후배 

교사들에게 되돌아가는 상황이 발생되고, 수석교사가 

눈치를 보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졌다. 또한 수업을 경감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업무가 과중해졌고, 때로는 

근무평정에서도 불합리한 평가를 받게 된다는 불만이 

고조되어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다.

구분 운영기간 인원 시범운영 평가연구 성과 및 법제화 관련 내용

1차 시범운영 2008. 3~2009. 2 171명

수석교사 시범운영 

평가 연구

(박영숙외 2인)

•수석교사 정원 확대 및 선발 절차 개선 방안 제시

•시범운영 보완 과제 제시

•중·장기 발전 단계 및 운영 시나리오 제시

2차 시범운영 2009.3~2010.2 295명

수석교사제 ‘09년 시범운영 

평가 및 법제화 방안 연구

(이윤식외 4인)

•배치 기준 개선 방안

•법제화 방안 제시

   (초·중등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3차 시범운영 2010.3~2011.2 333명

2010년 수석교사제 

시범운영 평가 및 직무설계 

방안 연구

(조동섭외 3인)

•직무 활성화 방안 제시

•위상 제고 방안

•법제도 정비 방안 제시

※ 수석교사 확대 계획 발표

4차 시범운영 2011.3~2012.2 765명 - •관련 법규 개정 및 공포

<표 1> 수석교사제 시범운영 및 법제화 추진 경과

2011년도에는 수석교사제의 법제화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추진되는 한편, 여론 

측면에서는 교직단체 간의 찬반 입장이 대립되어 정책 

이슈가 되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법제화 미비로 현장 

교사의 이해와 적극 참여를 유인하기 어렵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수석교사의 역할과 위상이 먼저 

정립되어야 하고, 또 하나의 승진 단계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석교사 4명 중 1명에 달하는 약 28%가 

수석교사를 그만두겠다는 설문조사 결과(2011년 4월 

박보환 의원이 문화일보와 전국 수석교사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가 보도되었고, 현장에서 수석교사가 겪는 

업무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공유됨과 더불어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바뀌면서 수석교사제 법제화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마침내 2011년 6월 29일, 국회에 발의 중이던 

수석교사제 도입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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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통과된 

개정안에 의하면,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는 

수석교사에 지원할 수 있으며, 수석교사가 되면 4년마다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해 재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석교사는 직무 및 수당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수석교사가 되고 나면 임기 중에는 

교장·교감 또는 원장·원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며, 

시행령을 마련한 뒤 수석교사를 단계적으로 증원하여 

2014년에 모든 학교에 1명씩 배치하게 된다. 

수석교사제의 법제화가 갖는 의미는 다양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수석교사의 신설로 수업 잘하는 

교사 집단이 우대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수업 

잘하는 교사가 승진에 몰두하지 않고 수업전문성 신장에 

주력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교사집단의 수업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급 정교사 이후 

교감직으로의 승진 트랙에만 집중하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직문화에도 수업지원 중심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Ⅲ. 수석교사제 법제화 이후 전망과 과제

수석교사제가 법제화 된 이후 현장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수석교사로서 활동하다가 2011년 선발에 

지원하지 않았던 후보자들도 내년에는 지원하겠다는 

변화를 보이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도 금년도 16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교사 전문성 제고의 하위과제로 

‘수석교사의 제도화’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수석교사제가 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정착, 

발전되기 위해서는 시범운영에서 확인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고, 교사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관련 정책과 

연계하는 전략도 강구되어야 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보완 요구가 높았던 운영요소로는 

수석교사의 역할 및 직무 정립, 전문성 관리, 직무 평가, 

연수, 재임명 기준, 수당, 처우, 근무환경 등이었다. 특히 

수석교사의 직무 정립과 평가, 전문성 관리는 수석교사제의 

본래 취지인 전문성 신장이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선 지원될 

필요가 높다.

명칭은 다르나 우리와 유사한 수석교사제를 앞서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의 국가 

운영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법제화 이후 지원되어야 할 

과제를 탐색해 볼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수석교사 

자격이 엄격히 관리되는 특징이 확인되는데, 자격관리를 

위해 연수제도, 평가제도, 및 보수제도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는 법적 

근거와 별도의 보수체계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의 엄격한 

자격 및 심사 기준을 적용하면서 자격을 관리하고 

있고, 호주에서는 교사 전문성을 기준으로 교사직에서 

4개의 교사 자격체계(신규교사-역량교사-성취교사-

전문 지도자급 교사)를 구축하여 교사자격의 지속적인 

발달을 유인하고 있다. 이밖에 교장급은 승진 및 행정 

경로로 양성하면서 수석교사는 교사직의 발달단계를 

통해 교육과정 및 학생지원을 위한 별도의 전문 경로로 



20

교육개발 2011 가을

특별기획 1  _ 수석교사제 법제화 이후 전망과 과제

양성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수석교사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양성과 연수, 평가, 보수제도 등과 

연계·검토하고 관련 인프라 지원이 중요함이 확인된다.

2010년도에 발표된 수석교사 확대 계획의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되면, 학교별로 1명씩 배치되는 방향으로 

수석교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확대하는 시기에는 

자격을 갖춘 전문성 높은 수석교사를 합리적으로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수석교사의 자격기준이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선발방식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은 1년 단위로 인증절차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하여 자격을 보증하였으나, 법제화 이후에는 

4년 주기로 업적평가와 연수실적 등을 반영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어 심사기준이 후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법제화가 되면 수석교사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교직에서 적지 않은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선결과제를 수행하지 않고는 운영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선결과제들로는 정원 및 

수급제도 개선, 자격체계 개편, 평가 및 연수제도 개선, 

보수제도 개선 등이 해당된다. 이들 과제들은 정원과 

재정을 관리하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거나 

교육학계와 현장 교원과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들로써 

단기간 내에는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어 우려되는 바가 

크다. 이하에서는 선결과제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과제를 제안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향후 수석교사제의 확대 전망과 관련하여 

수석교사를 증원하여 학교별로 1명씩 배정하는 계획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사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조가 필요하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학생 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교사 증원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전체 공무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 정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수석교사제 증원 규모에 대하여는 

부정적이다. 이에 관계부처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 교육공무원 정원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구조가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그로 인해 교육선진화를 지향하는 다양한 국정과제가 

지연되거나 성과가 저하되는 상황을 명백히 규명하여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교육학계와 교직단체, 

정부가 적극 협력하여 정원 관리권을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해 올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

둘째, 정원확보 이후 전국 학교에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간 시범운영기간에는 지원한 

수석교사의 전공교과와 소속학교 지역을 반영하여 

지역별로 균배하는 방향으로 배정되었으나, 추후 학교를 

기준으로 배정하게 되면 소규모와 대규모 학교는 동일하게 

1명씩 배정되는 것인지, 재학생 수와 교직원 수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석교사가 증원되고, 4년 주기로 재심사될 



것을 전망하면, 수석교사의 자격과 전문성 수준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기준과 방법이 명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석교사제 도입 당시부터 요구되었던 

선임교사직을 신설하고 2급정교사 → 1급정교사 → 

선임교사 → 수석교사로 연계되는 4단계 자격발달단계를 

구축하고 각 자격단계에서 요구되는 자격요건과 전문성 

수준 등의 자격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수석교사제는 

본래 승진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자격제도의 개선이란 

정책 지향성을 갖고 도입된 것이므로 일정한 발달단계로 

수석교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격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높다. 수석교사제는 승진제도 개선을 지향하는 관점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격제도 운영이란 관점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넷째, 수석교사의 자격기준이 마련되면 자격기준에 맞게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양성 및 연수 과정을 

교사양성기관에 설치할 수 있게 지원한다. 또한 연수 

과정도 심화과정으로 주기적으로 일정 기간 참여할 수 

있게 지원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매년 실시되는 

교원양성기관 평가와 연계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전문양성과정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원전문대학원으로 개편·신설하여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연수하는 과정이 운영될 수 있게 지원한다. 

수석교사 직무를 중심으로 전문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직무설명서를 개발하여 지원될 필요가 높고 연수는 일정한 

주기로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다섯째, 수석교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가 수행하는 직무를 설정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이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 

개발되고 평가되는가에 관한 평가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석교사 평가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포함한 평가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법제화 내용에 

4년 주기로 재심사하여 임명하게 되어 있으나, 심사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서 수석교사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만한 기준은 아니고 자칫하면 

개별실적에 대한 인증절차로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수석교사 확대와 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확보가 필요하다. 향후 학교별로 1명씩 배치되는 

계획을 감안해보면 수당지급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야 

말로 수석교사제를 촉진시키는 중요 변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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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1  _ 주5일 수업제가 성공하려면

주5일 수업제가 성공하려면
글_정광희│한국교육개발원 대입제도연구실 실장·연구위원

Ⅰ. 들어가기

2011년 6월 14일, 정부는 2012학년도부터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으로 

하되, 지역별·학교별로 시행여건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감의 승인 하에 자율 

실시하도록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번 발표는 1995년 교육개혁안에서 주5일 수업제가 제안된 지 17년만에, 그리고 2005년 주5일 수업제 월 1회 도입 

이후 7년만에 나온 것이다. 토요일이 휴업일이 되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의 변화는 물론, 가정, 지역사회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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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주5일 근무제 진전과 함께 학교도 월 2 

회 주5일 수업제를 운영해 온 사실에서 볼 때 주5일 

수업제로의 진행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제도시행의 여건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이다. 주5일 

수업제로 인해 더욱 곤란해지거나 비교육적인 상황에 

빠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아이들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어떤 조건을 

갖추고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다음에서는 주5일 수업제 자율 시행의 교육적 의미를 

확인해 보고, 이 정책이 한편으로는 학교를 선진적인 

운영으로 전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학생’이 

행복하고 활력 있는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주체들의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주5일 수업제의 도입과 교육적 의미

1. 경제논리로 촉발된 주5일 수업제

우리 사회에서 주5일 수업제의 단초는 1980년대부터 

운영되어 온 ‘토요일 자율 학습의 날’, ‘가방 없는 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1995년 교육개혁안에서 제안된 

것을 시작으로 2000년 노사정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부터 실제적인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본래 ‘가방 없는 날’의 운영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토요일 학교운영에 대한 논의는 교육적 

관점을 상당 부분 포함한 것이었지만, 주5일 수업제의 

직접적인 계기는 노동계의 근무시간의 변화임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2004년 공무원의 월2회 토요 휴무제가 

시행되면서부터 2005년부터 월1회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었고 2006년부터는 월2회로 확대되었다. 2011년 

7월부터 2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주5일 근무제가 확대 

되는 시점에 이르자 정부는 2012년부터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자율 실시 정책을 발표하였다(2011.6.14). 

외국의 주5일 수업제 도입을 보면, 나라마다 그 

계기에는 종교적, 경제적, 교육적 접근이라는 다른 

관점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도를 시행해 가는 과정의 

중심에 ‘아이들’을 놓고 추진하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정광희 외, 2001). 추진과정에서 주5일 수업제를 학교 

운영, 가정과 사회와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육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우리 

사회가 분명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2. 주5일 수업제는 교육개혁의 단초

  

본래 학교의 ‘5일제’ 혹은 ‘6일제’라는 것은 1주일에 

며칠간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높은 교육적 효과를 

올릴 수 있으며, 아이들의 생활리듬에 맞는 학교운영인지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학교운영의 한 형태이다. 

이 점에서 주5일 수업제는 교사의 ‘주5일 근무제’가 아닌,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학교운영의 시간 조직 개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특히 주5일 수업제는 근대교육이 시작된 

이래 처음 맞게 되는 학교운영의 커다란 변화이다.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에 따라 주5일 수업제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는 교육개혁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학교개혁의 관점에서 주5일 수업제가 갖는 교육적 의미 

내지 기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여유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교육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면 주2일의 휴일이 생겨나고, 

학생들은 꽉찬 학교일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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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과 취미활동 등 여가생활을 가질 수 있으며, 자기 

스스로 일과를 계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으로 간주되는 자기주도적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나. 체험학습의 강화

주5일 수업제가 되면 정해진 수업시간 때문에 학교 

교실에서는 하기 어려웠던 활동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교육장소도 학교 밖으로 확대되고, 가르치는 사람도 

다양화되며, 활동의 범위나 내용도 다양하고 풍부해질 수 

있다. 또한, 학교라는 제한된 집단 구성원만이 아닌 가족, 

다양한 연령층, 지역인들과의 다양한 만남, 교류를 통해 

관계능력을 신장시켜갈 수 있다. 간접경험에 편중되어 

왔던 학교 교육의 한계를 휴일의 직접 체험활동을 통해 

완화시켜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 학교·가정·사회의 교육 공동시스템 구축

교육의 이상적인 구조는 학교, 가정, 사회가 각각의 역할을 

균형적으로 담당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의 

중심은 학교로 집중되어 왔다. 학교 기능의 비대화 현상은 

근대화 과정에서 학교가 가정과 사회를 리드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도시화, 핵가족화가 진전됨에 따라 가정에서의 예의범절 

교육이나 기본생활습관 등 가정교육, 스포츠, 취미활동, 

지역민과의 활동 등 지역단위로 이루어져 왔던 교육들이 점차 

학교로 이행되면서 더욱 더 강화되어 왔다. 이 점에서 주5일 

수업제는 학교가 담당해왔던 교육기능 중 가정과 사회의 

교육기능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학교 교육을 축소하는 한편,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주5일 수업제는 가정, 사회, 

학교의 삼자가 역할분담을 통해 교육공동체 기반을 구축해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라. 단위학교 기반의 교육과정 운영

주5일 수업제가 시작되면 학교는 교과, 교과외 활동을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 전체를 학교여건에 기초하여 

재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는 교과외 활동이나 

학교 행사에 대한 조정도 포함되는 것으로, 지역과 학교 

여건,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실제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점에서 주5일 

수업제는 학교개혁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마. 자율과 책임 기반의 교육자치제 실현

이번에 발표된 주5일 수업제는 정부가 아닌 시·도 

차원에서 결정하도록 한 자율 시행이라는 점에 커다란 

특징이 있다. 따라서 시·도별로 지역 내 학교들의 

여건을 확인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시행의 기준 

설정, 의견수렴 등 시·도 단위에서의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교 운영의 중대한 정책을 

 [그림 1] 학교 비대화 현상의 교육구조                                            [그림 2] 교육의 균형적인 역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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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단위로 결정하고 책임 운영하게 된다는 점에서 

교육자치제가 실제로 작동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Ⅲ. 주5일 수업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

1. 주5일 수업제에 거는 기대

주5일 수업제에 대한 기대는 앞에서 언급한 교육개혁적 

의미와 일치하는 것이지만, 이를 ① 체험학습 확대를 통 

한 창의적 미래 인재 교육과 ② 교육공동체 구축에 대한 

기대로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 교육이라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기대가 있다. 학교 교육에서 부족했던 여가 

활동과 체험학습의 확대,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의 함양, 

가족과의 유대 강화, 다양한 인간관계 확대와 관계 능력 

강화 등에 대한 기대가 그것이다.  

둘째, 학교 교육의 슬림화와 교육공동체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기대가 있다. 주5일 수업제는 그동안 학교 

교육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던 교육구조를 가정과 사회와의 

균형적인 구조로 변화시킴으로써 가정-사회-학교의 교육 

공동체를 구축해 가는 중요한 전환적 계기가 될 수 있다.  

2. 주5일 수업제에 대한 우려

한편 주5일 수업제는 교육개혁적 기대만큼이나 아이들과 

무관한 교사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나홀로 아동의 문제는 토요일에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가정의 아이들이 홀로 휴일을 보내게 될 경우에 

대한 우려이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지루하고 무력한 하루, 과도하게 TV시청이나 게임에 

빠지게 될 우려, 집 밖에서 방황하거나 아이들과 어울려 

불건전한 게임이나 집단 놀이, 청소년 비행으로 빠지게 될 

우려 등이 있다. 

둘째, 사교육의 증가 우려이다. 매주 토요일을 쉬게 

되는 경우, 이를 공략하여 사교육 시장이 움직일 것이고 

자녀 성적에만 올인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주말 집중 

학습프로그램에 자녀를 밀어 넣을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주말 사교육의 주요 타켓은 대입 준비생인 고교생이 

되겠지만 자칫 중학생, 초등학생으로 사교육의 저연령화 

현상이 확대될 수도 있고, 일부 학생들의 주말 사교육이 

다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을 조성하여 사교육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셋째, 청소년 비행 문제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에서 중학생에 이르는 사춘기 아이들의 거리 방황이나 

또래들의 집단적 움직임이 불건전한 방향으로 흐를 경우, 

청소년 비행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넷째,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이다. 주5일 수업제와 학력 

저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는 

없다. 다만 우리 교육환경과 유사한 일본의 경우, 주5일 

수업제 도입 이후 학력 저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제기 

되면서 최근 도쿄도를 중심으로 공립학교의 토요 수업이 

다시 부활되고 있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5일 수업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될 학력 저하 우려의 요소도 주목해야 할 부분 이다. 어떤 

대안 없이 다음의 요소들을 방관할 경우, 이들 간에 상호 

복합적인 작용이 일어나면서 학력 저하는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수업일의 축소 : 주5일 수업제가 학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수업일의 축소라는 사실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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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다.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지면 학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단순논리라고 무시하기에는 우리 학교와 사회에는 

근대적 학력관이 너무 강하게 남아 있다.      

- 평일 수업 증가로 인한 학습효과 저하 : 줄어든 수업 

일에 대한 수업시수를 평일로 이동하는 경우, 평일의 피로 

증가와 집중력의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학력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평일의 수업 증가는 교사의 교육 

효과, 학생의 학습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 학습 리듬의 약화 : 2일 간의 연이은 휴업은 아이들의 

학습리듬을 깨뜨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일종의 월요병과도 같은 

것으로, 긴 휴업일로 인한 수업 장애 현상을 말한다. 

프랑스에서 수행된 학교의 시간 조직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특히 초등생의 경우, 한꺼번에 학습하는 것보다 

조금씩 매일 학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있다(정광희 외, 2001). 

다섯째, 교육격차의 증대 우려이다. 휴업일에 부모와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 간에는 단순히 체험활동의 차이만이 아니라 그 

활동이 학습에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교육격차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문제는 학력 향상을 

위한 주말 사교육을 받는가 아닌가에 따라서도 나타날 

수 있다. 사교육이 좋은 대학 진학, 좋은 직장으로 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경우, 계층의 재생산 고리는 주5일 

수업제를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주5일 수업제의 성공조건

1. 두 방향의 핵심과제 인식과 대응

주5일 수업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가려면 핵심적인 

과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주5일 

수업제에 대한 대응은 이 제도의 작용 구조, 즉 ① ‘축소된 

수업일’과 ② ‘증가된 휴업일’이라는 두 방향에 대한 이해 

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    

첫째, ‘축소된 수업일 5일’에 대한 대응 요구는 수업 

일수가 변화해도 동일의 교육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 과제는 ‘학교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대응의 중심 주체는 

‘학교’가 된다. 여기서 최대 과제는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육과정의 정련화와 구조화, 교과 외 활동과 

학교 행사에 대한 재구조화, 교수방법의 선진화, 학교 

밖 활동과의 연계된 학교 수업 등이 그 하위과제가 된다. 

주5일 수업제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학력 저하 문제 역시 이 

과정에서 대응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둘째, ‘늘어난 휴업일 2일’에 대한 대응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이다. 대응의 중심 

주체는 ‘가정과 사회’가 되며, 학교는 광의의 사회 속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서의 핵심과제는 ‘누구도’ 방치되지 

않은 휴일, ‘누구나’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한’ 휴일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다. 전자는 돌봄 

아동 문제나 사교육 문제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소극적인(negative) 대응이라면, 후자는 휴일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 프로그램 등 사회적 인프라를 

정비하는 적극적인(positive) 대응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교육공동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지만, 정책시행의 출발단계에서는 보육과 복지적 

차원의 대응, 즉,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이 최우선 

과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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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주체의 교육 참여 마인드와 협력 : 

    가정·사회·학교의 교육공동체 구축

주5일 수업제의 대응 방향이 ‘축소된 수업일’과 ‘늘어난 

휴일’이라는 두 방향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면, 그 다음은 이 

양 방향에 대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히 

알고 협력하는 일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관련 

주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내 자녀’, ‘내 학생’ 미래 사회를 

짊어질 ‘우리의 차세대’라는 관점을 갖는 것이다. 만일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은 마인드를 갖고 주5일 수업제에 임한다면 

이 정책은 이미 반 이상을 성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각각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관련 

주체별로 그 역할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학교의 역할이다. 먼저 주5일 수업제를 시행하면서 

그 출발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자로 기대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학교이다. 학교는 줄어든 수업일에 대한 대응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휴일에 대한 대응을 함께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업일 축소는 교육과정의 조정을 필수적으로 

요청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학교는 단위 학교 기반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이를 책임 있게 

운영한다는 개혁적 마인드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학교는 휴업일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있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물론 휴업일에 대한 책임을 학교가 

모두 질 필요는 분명히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학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학교가 

과대하게 담당해 왔던 교육의 일부를 가정과 사회에게 

분담하게 하기 위해 학교는 일종의 업무 인계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며, 동시에 교육전문가로서 리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휴업일에 대한 학교의 공공적 

책무성은 크게 4가지로 유형화해 볼 수 있다. 즉 ① 

휴업일에 대한 방향과 방법에 대한 지도와 안내(학생, 

학부모 대상), ② 휴업일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기획과 

운영(학교 여건과 특성 기반), ③ 학교 밖 프로그램에 대한 

연결(코디네이터 역할), ④ 학교 밖 프로그램에의 협력과 

참여 등이 그것이다. 주5일 수업제가 교사들만의 잔치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제도 시행의 출발점에서 

학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시·도교육청의 역할이다. 주5일 수업제가 자율 

시행이라고 하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시·도교육청은 

관할 학교와 지역사회의 정책시행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시행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주5일 수업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안내와 지원적 지도, 기존 

관련 프로그램 및 시설 활용(방과후 학교, Wee센터 

등), 토요 운영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및 인력 지원, 

지자체와의 의사소통 및 협력체제 구축, 지역 대학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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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교육협력, 지역 인재 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 토요 

프로그램 종합 안내 웹사이트 운영, 주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지역 학교에서 학생지도 시 필요한 

다양한 내용과 방식의 구체적인 지원 활동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해야 한다. 정책 시작점에서는 주5일 수업제의 방향과 

방법을 가이드하는 교사 연수, 학부모 연수도 필요한 

추진사업 중의 하나이다.  

셋째, 지자체의 역할이다. 지자체는 주5일 수업제에서 

교육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새롭게 주목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는 지역사회의 교육력 강화에 실제적인 

역할 주체자이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학교와의 커뮤니케이션 

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지역 내 

공공기관과 사회 시설의 개방,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 

및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유관 프로그램과 

연계하면서 주민 주도의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해 나가는 

노력 등도 지자체의 몫이다.  

넷째,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의 큰 틀을 제시한 장본인으로서 시·도에서 자율적 

으로 결정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차원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는 교육과정, 

수업일수, 교사 복무 등과 같은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관 부처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주5일 수업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상황, 

예를 들면 나홀로 아동 문제, 불건전한 놀이 등 청소년 

비행 문제, 사교육 문제, 계층 간 갈등과 교육격차 문제 

등, 앞에서 언급한 소극적인 대응과제에 대해서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누구도 안심할 수 있을 수준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응 정책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단계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가정의 역할이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는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철학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자녀교육에 대한 확실한 책임감을 갖는 일이다. 미래 

인재는 점수만이 아니라 자기주도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력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인식이 없으면 아이를 방치하거나 사교육으로 내몰 

수 있으며, 내 아이 외에는 철저하게 무관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역할이다. 주5일 수업제의 성공 

여부는 사실상 학생의 1주일, 즉 7일간의 생활의 질이 

어떠냐에 달려 있다. 연령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초등학생 고학년 이상이 되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식과 경험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 특히 휴일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앞에서 

언급한 학교와 가정의 지도, 사회적인 지원과 인프라 

확충은 아이들의 자기주도적 삶의 기획과 경험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다.   

3. 핵심적인 3가지 조건 : 수업·경험·휴식의 질 확보 

주5일 수업제가 ‘수업일’과 ‘휴일’에 대한 양 방향 대응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할 때, 확보되어야 할 핵심적인 

조건은 ‘수업의 질’, ‘경험의 기회와 질’, ‘휴식의 질’ 확보로 

요약된다. 수업의 질은 당연히 학교가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이다. 경험의 기회와 질의 확보는 학교를 포함한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고, 휴식의 질은 

가정과 사회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다. 

주5일간의 ‘수업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의 선진적인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주5일 수업제는 향후 학력 저하 

라고 하는 국가적 고민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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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 기회와 질’이 확보되지 않으면 미래 인재 교육 

으로의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5일 수업제의 교육적 

의미는 크게 위축될 수 있다. 경험의 기회는 원하는, 그리고 

필요한 누구에게나 용이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험의 장소, 프로그램을 어디서나,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동시에 경험의 질이 확보되어야 

한다. 미국의 교육철학자 존 듀이는 그의 경험교육론에서 

경험을 교육적 경험과 비교육적 경험으로 구분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경험의 성장을 저지, 왜곡시키거나 

특정방향으로 고정시킴으로써 경험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경험, 다른 경험과 관련이 없어 활동력을 낭비시키는 

경험은 비교육적인 경험이다. 이런 경험은 많이 할수록 

유해할 뿐이다.   

끝으로 ‘휴식의 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휴식(휴업)은 

학생이나 교사에게나 다음 생활에 재충전의 힘이 되어야 

한다. 2일간의 휴일을 아이와 교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월요일이 활력 있게 시작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Ⅴ. 나오기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한 조사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그 중에서도 2012년 전면실시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교사는 81.5~84.0%가 찬성한 데 반해, 학부모와 

학생은 각각 61.4%~65.2%, 54.5%~61.7%에 불과한 

찬성률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주5일 수업제를 찬성하는 

이들도 내년도부터의 시행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부모의 반대도 그렇지만, 

학생들의 40%이상이 내년도 전면 시행에 반대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정부, 사회, 학교 모두가 소홀히 넘기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주5일 수업제가 교육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교사 

들의 주5일 근무제 차원에서 추진되어서도 안 되고, 일부 

특정 지역이나 계층의 학부모가 동의한다고 안심해서도 

안 된다. 주5일 수업제의 중심에는 항상 ‘아이들’이 있어야 

하며, 이 제도가 갖는 교육적 의미는 어떤 가정에서도, 

어떤 계층의 아이도, 그리고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도 

해당되어야 한다. 즉 주5일 수업제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접근될 때, 그리고 ‘모든’ 학생에게 ‘수업’과 ‘경험’과 ‘휴식’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을 때만이 진정 성공한 정책으로, 그리고 

획기적인 교육개혁의 계기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같은 주5일 수업제의 성공조건들은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 교사, 학부모, 

사회, 정부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각자의 역할수행과 제반 

여건을 정비하고 교육 공동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협력해야 하는 우리 사회 모두의 공동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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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대국을 향한 교실혁명, 
스마트교육 추진전략1)

정보기술(IT : Information Technology)의 발전에 따라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을 주도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체제로의 준비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OECD의 Schooling for 

Tomorrow Project, 미국 SRI International의 School 2.0, 영국의 Building School for the Future, 싱가포르의 

FutureSchools@Singapore 등이 그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0). 그리고 이와 같은 

정보기술이 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Ⅰ . 지식정보사회에서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1) 이 계획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대통령께 보고한 ‘인재대국으로 가는 길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2011. 6. 29) 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 . 

글_김두연│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화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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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사회와 스마트기기의 출현 등 다양한 매체와 기기의 탄생은 산업사회의 획일화, 표준화된 교육방식에서 

선택적, 맞춤형 교육방식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크게 교육참여 주체의 역할 변화, 

교수-학습방법의 선진화, 교육체제의 변화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교육참여 주체의 역할 변화로서 지식의 

전달자였던 교사는 학습의 조력자 및 학습 디자이너의 역할로 변화되고, 지식의 피전달자의 입장인 학생은 지식을 

재구성하고 생산해내는 생산자로서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 둘째, 교수-학습방법에 있어서는 정형화된 교과지식 

중심에서 체험을 기반으로 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이 강조되고, 이와 같은 교수-학습방법의 

선진화는 유비쿼터스 학습이 가능한 교육환경으로의 변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체제의 변화로서 

학교가 표준화된 지식을 평균수준에 맞추어 대량으로 전달하는 특정장소의 개념에서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고정되지 않은 장소로 진화하며, 유연한 교육체제와 개인의 선호와 미래의 직업과 연계된 

맞춤형 학습을 구현하기 위한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외적인 다양한 기재에 의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춘 교육의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그것을 스마트교육의 추진전략이라 하고자 한다. 

[그림 1] 미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모습

Ⅱ. 스마트교육의 개념

스마트기기의 출현은 지식정보사회의 모습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기기는 도구일 뿐 

스마트교육(SMART Education)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교육은 21세기 학습자 역량 

“디지털 네트워크에는 원근법이 필요 없다. 거리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혁명의 특징은 시간적 차이의 

소멸과 공간적 거리의 증발(The evaporation of distance)에 있다. 인터넷으로 통하는 디지털 세상에는 중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리도, 시차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곳에서의 소통은 동시적이고 편재(偏在)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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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를 위한 지능형 맞춤 학습체제로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등 교육체제를 혁신하는 동력을 말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MART는 자기주도적(Self-directed) 학습방법, 흥미로운(Motivated) 학습방법, 

내 수준과 적성에 맞는(Adaptive) 학습방법, 풍부한 자료(Resource enriched)를 가진 학습방법,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Technology embedded) 학습방법의 합성어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스마트교육을 미래교육의 한 모습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각자 미래교육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공통적인 모습은 전통적인 교실수업의 

한계를 넘어 시간, 공간, 학습자료, 학습방법의 확대를 의미하고자 한다. 시간의 확대는 등하교라는 전통적인 

수업시간의 한계를 벗어나 원하는 시간에 언제나 학습할 수 있는(Just in time, Any time) 형태의 교육을 의미하며, 

공간의 확대란 사람과 건물의 복합체인 학교라는 장소가 아니라 학교 이외의 공간이라도 교수학습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것이 학교라는 의미이며, 서책형 교과서 중심의 교육자료에서 정보의 바다인 웹상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지식과 전문가들의 교류를 통해 무한하며 풍부한 교육자료를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방법에 있어 교사주도(teacher-focused)의 일방향적 교육이 아니라 참여자 중심의(participant oriented) 쌍방향적 

교육인 협력학습, 체험학습 등의 교수-학습방법이 중시되고 “주고받는 교육”이 아니라 “함께 찾아가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시·공간의 확대, 교육자료 및 방법의 확대의 기반이 되는 것이 정보통신기술이며, 

이를 통해 3R’s(Reading, Arithmetic, Writing) 중심의 교육에서 21세기 학습자 역량(7C,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Creativity and innovation, Collaboration and leadership, Cross-cultural understanding, 

Communication, ICT literacy, Career and life skills)을 양성하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림 2] 현행 교육과 스마트교육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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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1. 비전 및 추진전략

스마트교육은 교육내용, 교육방법과 평가, 교육환경의 

변화를 통해 교육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곳, 바로 

‘교실에서의 혁명’이다. 즉,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의 궁극적 

목표이자 비전은 ‘교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과 추진 과제들이 필요하다. 

스마트교육의 추진전략은 크게 7대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 디지털 교과서 개발·적용, ② 온라인 수업 활성화와 온라인 평가체제 구축, ③ 교육 콘텐츠 공공목적 이용환경 

조성 및 역기능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 ④ 교원의 스마트교육 실천역량 강화, ⑤ 클라우드 교육 서비스 기반 

조성, ⑥ 추진체제 정비, ⑦ 대국민 홍보 등이다. 

이와 같은 7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첫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학교라는 교육장소에서 가정, 병원 등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을 학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장소에서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풍부한 교육자료를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제도, 참여주체, 교수-학습방법, 교육환경 등을 포괄하는 

교육의 선순환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관여하고 있다. 학생들의 정확한 

수준을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통해 개별화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원의 역량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와 참여주체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어야 

한다. 셋째, 스마트교육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격차 해소 및 역기능을 최소화해야 한다. 스마트교육 적용 시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통해 스마트교육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격차로 

인한 교육격차 발생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정보화에 더 많이 노출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터넷중독, 게임중독 

등과 같은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처방, 치료 등의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정보기술을 교실현장에 도입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실험학교, 연구학교 등을 통해 시범적용과 단계적 

확대를 통해 스마트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론적 연구와 현장 컨설팅의 기능을 가진 미래교육연구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통해 스마트교육에 대한 대국민의 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 홍보활동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세부 추진과제

가.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적용

지식정보사회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지식과 정보를 교수-학습에 활용함에 있어 서책형 교과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수시 교육과정체제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개별화, 맞춤형 

적시학습을 위해서도 기존과 같이 서책형 교과서에 의존해서는 불가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실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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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 학생별 맞춤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교과서 발전방안 중 하나가 디지털 교과서이다.

물론 디지털 교과서는 2007년 이후 개발되어 132개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시범 적용된 바 있고, 지속적인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진일보하고 있으나, 클라우드 기반의 학교 학습환경의 변화 등을 통해 더 풍부한 자료와 기능이 포함되고 

다양한 스마트기기에서 구현 가능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교현장의 교수학습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맞는 교수학습 모델 개발 및 적용,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를 위한 법적 지위 확보, 검·인정체제 변화, 배포방법의 

변화, 저작권법 정비 등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e-교과서

풍부한 학습자료
맞춤형

진단처방
학습확장서책형 교과서

·한정된 내용
·최신 정보 반영 어려움
·제한된 학습 활동

·참고서와 문제집이 필요없고
·내 수준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져서
·스스로 공부하는 데 손색이 없는 맞춤 학습 교재

참고서/
문제집

학습
사진

멀티
미디어
자료

보충심화
학습자료

평가문항
DB

학습진단

학습관리
및 처방

글로벌지식
DB연계

정치/경제/
사회/문화기관

DB 연계

[그림 3] 디지털 교과서의 개념

나. 온라인 수업 활성화 및 온라인 평가체제 구축

신체장애, 재난, 질병 등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 학업공백이 발생하고, 고등학교 선택과목의 개설 인원 부족, 도서벽지 

학교의 과목 전공교사 미배치2)에 따른 학생의 학습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1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수업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미 방송고등학교 설립을 통해 학업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했거나  

지속할 수 없는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고, 신체장애, 질병에 따른 장기 결석자를 위한 병원학교의 

온라인 수업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3) 아직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온라인 수업 활성화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온라인 수업시수를 인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정책연구와 시범적용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인한 학업중단 발생 시 온라인 수업을 우선 적용하고, 고등학교 

희소 선택교과 영역, 중학교 집중이수제 대상 학생들에게 점차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주5일제 수업이 전면 

2) 전국 초중등학교 상치교사 수는 865명에 달한다.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연보(2010))

3) 현재 서울, 인천, 경남교육청에서만 병원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인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0 교육정보화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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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됨에 따라 수업시수에 대한 보완책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대학과목선이수제(UP : University-Level Program)4)를 온라인 수업으로 보충하여 고등학교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의 기초교양교육센터, KOCW(Korea Open Courseware), 대학이러닝센터 등을 연계하여 

오프라인상으로 이루어지던 UP제도를 온라인으로 보완함으로써 UP제도의 참여 학생 수 확대, 참여 대학 수 확대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행 지필 선다형의 전통적 평가방식을 스마트기술 활용 컴퓨터 기반 평가로 점진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단위 

평가의 예산 절감, 교사의 단순평가 처리업무 경감을 통한 수업준비 시간 확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평가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IBT(Internet-Based Test)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 

다. 교육콘텐츠 공공목적 이용환경 조성 및 역기능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교실수업을 혁신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자료이다. 현재에도 교원과 

학생들은 전통적인 교실수업에 한하여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으나, 온라인 

수업이 도입되거나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 및 적용될 경우, 현행 저작권법과는 

많은 충돌이 예정되어 있다. 물론 타인의 저작물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으나, 공교육영역에서 수업목적으로 풍부한 교육자료의 활용이 

제한된다면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활동은 지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손해는 국가 전반에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적인 교실수업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시대변화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학교라는 공간의 

확장, 시간의 확장 등에 맞춰 저작물을 교사 및 학생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콘텐츠 관리센터를 구축·운영하여 교육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별도로 관리하고 

교육영역에서 만큼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교육콘텐츠 기부·나눔운동을 통해 

양질의 저작물을 확보하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컴퓨터의 활용 확대, 특히 스마트폰 등 이동성이 강화된 정보통신기기가 급속하게 보급됨에 따라 학생들이 각종 유해, 

불건전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거나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정보통신윤리교육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부처 간 사업의 연계·조정을 통해 

정보화 역기능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러 부처 및 기관 간 연계 등을 통해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된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 중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상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상담 및 치료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기자단, 청소년방송단, 인터넷드림단 등 어린이·청소년 관련 기관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플달기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라. 교원의 스마트교육 실천 역량 강화

변화된 교육환경, 변화된 학생들을 21세기에 필요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 데 교원의 역량 강화와 역할 변화는 대단히 

4) UP제도는 2007년부터 도입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2010년 현재 14개 대학에서 713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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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1  _ 인재대국을 향한 교실혁명,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중요하다. 물론 2001년 이후 교원의 ICT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연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교육정보화에 

필요한 전산보조원 배치가 어느 정도 있지만, 스마트교육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원의 새로운 역량이 필요하며, 

학교의 스마트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가 필요하다. 

교원의 스마트 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연수원 및 교원양성대학에 스마트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연수방법을 다양화하고, 매년 전체 교원의 25% 수준에서 스마트교육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체험중심의 스마트교육 

연수를 위한 교원연수시설을 고도화 해 나갈 계획인데, 시·도교육청별 스마트교육 체험관을 구축·운영하고, 교원양성대학 

등의 교수학습센터 인프라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교원을 위한 교육용 스마트기기도 단계적으로 보급하여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각급 학교에 스마트교육 지원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자 한다. 대규모 학교(30학급 이상)는 1개교당 1명, 그 

외는 5개교당 1명씩 배치하여 교원의 스마트교육을 지원하고, 현행 전산보조원5)은 재교육을 통해 활용할 계획이다. 

마. 클라우드 교육서비스6) 기반 조성

스마트교육의 추진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방안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통합적인 교육정보서비스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 내 무선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고 정보보안체제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풍부한 교육자료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 보급된 전자칠판, PC 등 

교단선진화기기와 교과교실, 멀티미디어실 등 정보자원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교체시기가 된 정보화기기부터는 클라우드 서비스용 단말기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환경 구축은 교육콘텐츠의 

생산·유통·환경 조성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에듀넷을 기반으로 민간과 공공기관 및 개인의 

우수한 콘텐츠가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콘텐츠 오픈마켓7)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그림 4] 교육콘텐츠 오픈마켓 서비스

5)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 채용 현황은 2010년 현재 2,442명으로 전체 학교의 약 27.8% 정도만이 전산보조원을 채용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0 

교육정보화 백서)

6) 클라우드 교육서비스는 교육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서버에 저장하여 이용자들은 일반PC, 노트북,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어느 단말기에서도 활용 가능한 컴퓨터 환경을 말한다. 

7) 오픈마켓(Open Market)은 열린장터 또는 온라인 장터라고 표현되며 기존 시장과 달리 중간 유통의 과정을 생략하여 지식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매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위키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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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추진체제 정비

스마트교육은 교육 전반의 체제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고, 

타부처와 민간의 협력체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스마트교육 추진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부, 산·학·연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교육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스마트교육 전반에 대해 

교육적, 기술적, 행정적, 경제적, 법제적, 정보보안 등 다양한 영역의 연구와 자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부서 간, 직속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핵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학교에 

스마트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스마트교육 전문조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교육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을 가장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학교 모델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미래학교를 2012년 

세종시 첫 마을 학교인 나성초등학교에 적용할 예정이며, 시·도교육지원청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스마트교육 모델 

학교를 시범 운영함으로써 스마트교육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  

3. 스마트교육을 통한 교실혁명을 기대하며 

스마트교육을 통해 우리는 교실혁명을 기대한다. 학생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학습하고, 원하는 교육을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풍부한 자료와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지식을 생산, 재가공하여 지식생산자로서 세계 속에 경쟁력 있는 민주시민의 양성을 통해 인재대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지금까지 요약된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을 통해 변화된 학교의 모습을 학생, 교사, 학교로 구분하여 가시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 모든 학생들은 디지털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다. 서책형 교과서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교육방식에서 음악, 

사진, 동영상 등 생생한 멀티미디어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적성과 수준에 맞는 맞춤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책가방 

없는 학교의 모습이 기대된다. 또한, 온라인 수업을 통해 교실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간에서 학습활동을 할 수 있으며, 

도서지역에 선생님 없는 교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선생님들은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학습의 조력자이며 학습 디자이너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지식은 이제 더 이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함께 찾아가는 것이다. 또한, 지식은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 공유되고 활용될 때 더욱 가치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이 과거와 같이 많은 지식을 전달해 주어야 했던 방식에서 학생들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컨설팅하는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2015년까지 모든 학교에는 무선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며, 클라우드 기반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교실의 선생님 컴퓨터만 아니라 학생들은 원하는 정보기기를 통해 운동장과 생태학습장에서도 원하는 자료와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특별기획 2  _ 대학교육 ‘그랜드 플랜’ 새로 짜자

국경 없는 시대, 구조개혁 시스템 만들어 경쟁력 강화해야 

내년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학 43곳의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중앙일보·한국 

교총은 9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학교육 그랜드 플랜 새로 짜자’를 주제로 교육포럼을 개최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를 만들어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퇴출을 포함한 

국가적 대학 구조개혁 시스템을 내년에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17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발표한 것은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알리는 메시지”라며 “국경 없는 시대에 맞는 대학의 

변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안양옥 회장은 “초등교원 양성과 같은,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시스템은 

수출해야 하지 않겠냐”며 “교육 한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7회 한국교육개발원·중앙일보·한국교총 교육포럼 지상중계

대학교육‘그랜드 플랜’새로 짜자
글_박유미│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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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사회) : 대학 구조조정이 핫이슈입니다. 홍승용 위원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지난 5일 재정지원 제한 사립대학을 발표하셨고, 두 사립대학의 퇴출을 

통보하는 등 등록금 문제로 시작된 대학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 탄 대학들 ‘통행료’ 기대치 충족시켜야

홍승용(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 김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과부가 346개 사립대

학 중 2012년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17개 대학을 포함해 43개의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작한다는 시그널을 대학사회에 던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정치권이나 지역사회의 반발 등 구조조정에 많은 제약이 따

랐지만 이젠 사회적으로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국

경 없는 경쟁체제에 들어섰음에도 그동안 우리 대학들은 이제 곧 들이닥칠 쓰나미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장관님 표현으로는 대학의 빅뱅시대인데요, 저는 고

속도로에 올라탄 대학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내고 들어선 차

는 적절한 속도를 올려야 할 기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금

이 아깝지 않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커진 것입니다. 대학을 둘러싼 스테이크 

홀더(Stakeholder·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세계대

학평가(타임즈 QS평가)에서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이 100위 안에 포함되는 등 우리 대

학의 경쟁력은 세계적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합니다. 골을 넣지 

않는 대학에 대해 더 이상 너그러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대학의 고유 

기능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물음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대학 구조조정이 핫이슈입니다. 

홍승용 위원장님도 이 자리에 계

시지만 지난 5일 재정지원 제한 

사립대학을 발표하셨고 두 사립

대학의 퇴출을 통보하는 등 등록

금 문제로 시작된 대학 구조조정

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습

니다.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토론 참가자(가나다 순)

김윤수 : 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전남대학교 총장

김태완 :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사회)

류지성 :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박  철 :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안양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홍승용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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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상시 구조개혁 시스템을 갖춰놓

고 대학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

면 경고 사인을 줘 혁신을 통해 

발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작년

에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가 구조조정에 성공한 대학들도 

이번에 있지 않았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삼아 혁신을 꾀하는 대학

은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

은 과감하게 퇴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동안

은 국가의 기능이 거의 없었기에 

양적인 팽창만 있고 질적 성장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퇴출

과 관련한 법을 올 연말 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빨래는 한 번만 하는 것 아냐 1회성 아닌 상시적 개혁 필요

김윤수(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 · 전남대학교 총장) : 빨래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닌데, 

이번 구조개혁을 보면서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고등교육 혁

신 프로그램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와이셔츠를 깨끗하게 입으려면 매일 

빨아 입어야 하는 것처럼 대학의 개혁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 철(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 대학의 구조조정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이든 설립 당시에 교육이념이 있지

만 사회적 변화에 맞게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모든 

대학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완 : 이번 좌담을 준비하면서 한국갤럽에 의뢰해 설문조사(대학교수 교육관련 23개 연

구기관, 기업체 909명)를 실시했더니 90%의 응답자가 ‘대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응

답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장 시급하게 해

결해야 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부실대학의 퇴출 경로 마련(50.6%), 부실대학 통·폐합

(23.2%) 순이었습니다. 퇴출 경로 마련이 구조조정에 있어 당면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김 총장님의 지적대로 1회적 줄 세우기식 패널티를 줘서는 

안 되겠지요. 상시 구조개혁 시스템을 갖춰놓고 대학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경고 사인을 

줘 혁신을 통해 발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작년에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가 구조조정

에 성공한 대학들도 이번에 있지 않았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삼아 혁신을 꾀하는 대학은 지

원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과감하게 퇴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동안

은 국가의 기능이 거의 없었기에 양적인 팽창만 있고 질적 성장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봅니

다. 퇴출과 관련한 법을 올 연말 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퇴출, 조세 등 관련법 연말 개정… 국가 기능 강화해 질 성장 유도

류지성(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 장관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상시적 구조조정에 대

비해야 한다는 인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언급하신 것처럼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축

구 프리미어리그처럼 1부 리그에서 떨어질 수도, 또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도 있는 체제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 스스로도 프리미어리그에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

니다. 법과 제도, 재정 등을 통해 구조조정 시스템을 잘 마련해 놓으면 차기 정부에서도 이

어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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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철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국가도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

원육성법을 제정해 교부금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법인의 역할, 

총장의 역할과 교수의 역할이 있

지만 사립대학은 법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권한이 큰 만큼 법인의 재정지원

과 법인 전입금 문제에 대해 교

과부나 정부가 이번 기회에 꼭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안양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저는 이 문제부터 짚고 넘

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교 졸업생의 80%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게 과연 적절한 가, 

하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60%라고도 합니다만, 구조개혁과 함께 과연 몇 퍼센트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완 : 구조조정에 있어 등록금 문제를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갤럽조사에서 등록금 

대책을 물었더니 50%가 대학재정의 건전성 마련을, 25%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지요.  

사립대 법인 책무성 강화 필요… 등록금 대출이자 차등 적용해야

박 철 : 사립대학은 등록금 문제에 민감합니다. 정부가 내년에 1조5,000억의 예산을 마련

해 국가장학금을 구축한다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사립대학들이 그동안 인재를 양성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잘 되기 위해 

대학교육은 이제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가도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육성법을 제정해 교부금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

조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법인의 역할, 총장의 역할과 교수의 역할이 있지만 사

립대학은 법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권한이 큰 만큼 법인의 재정지원

과 법인 전입금 문제에 대해 교과부나 정부가 이번 기회에 꼭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안양옥 : 2005년 설문조사에서는 대학 경쟁력 약화의 원인을 재정에 두었는데, 이번 조사에

서는 재정 건전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은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조5,000억이라는 등록금 지원

책과 더불어 대학의 자구노력을 요구한 정부의 등록금 대책의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교총

에서는 ‘소득수준 연계 대출이자 차등적용제’ 등 세부적 방침도 필요하다고 건의 드립니다. 

기부금에 대한 조세제도 개선 역시 필요합니다.

김태완 : 등록금은 사립대뿐 아니라 국립대의 경우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최근 국립대의 등

록금 인상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김윤수 : 등록금 문제는 사립대와 국립대를 나눠서 봐야합니다. 등록금 총액으로 본다면 국

립대는 사립대의 3분의 1수준 밖에 안 됩니다. 100만원의 30%와 500만원의 30%는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인상률로 단순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정책은 환영할 만합니다. 미국의 유타대학에서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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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기업이든 대학이든 원가 개념은 

중요합니다.등록금 인상을 결정

할 때, 물가인상률 등에만 준하

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원가가 나와야 투자도 얼마나 어

떻게 할 것인지를 계산할 수 있

는 것은 상식이니까요. 기업에서 

쓰는 ABC 원가분석을 일부 도입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재정을 

확충하는 데 있어 한계가 많습

니다. 기부금을 활성화하려면 안 

회장님 말씀처럼 조세제도를 적

극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점 평균 3.5 이상인 학생들을 리스트 업하고,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역순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도 놓치

지 않을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완 : 등록금은 대학재정 운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의 대학 운영 시스템이 

적절하냐는 것인데요. 회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류지성 : 대학에 예산이나 자료를 요청하면서, 교육원가를 물어보면 원가계산이 불가능하

다는 대답이 항상 돌아옵니다. 대학 재정 회계가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기업이든 

대학이든 원가 개념은 중요합니다. 등록금 인상을 결정할 때, 물가인상률 등에만 준하는 것

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가가 나와야 투자도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상식이니까요. 기업에서 쓰는 ABC 원가분석을 일부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재정을 확충하는 데 있어 한계가 많습니다. 기부금을 활

성화하려면 안 회장님 말씀처럼 조세제도를 적극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대학에 기부를 하니 

세금만 몇 백억을 물어야 한다면 기부를 하려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회계시스템 보완, 원가 계산 필요… 기업 ABC 원가분석 등 도입해야

안양옥 : 정부의 재정 지원과 구조개혁은 함께 가야 할 수레바퀴입니다. 저는 대학 기부금

에 대한 과세 특례 기한을 연장한다거나 과감한 면세제도를 도입하면, 구조개혁으로 떨어

져 있는 대학의 사기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개인 기부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다 수도권 일부 대학에 집중되어 쏠림 현상이 심각합니다. 지역 대학 

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총액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립대에는 총

장의 리더십 경영을, 사립대에는 법인에 대한 강한 책무성을 정부가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김윤수 : 맞습니다. 저도 최근 280억의 기부금을 마련하느라 무척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안 회장님이 제안하신 것들이 현실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완 :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고등교육 재정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이 궁금

해집니다. 

이주호 : 오늘 토론의 주제가 대학교육의 그랜드 플랜을 짜자는 것입니다. 대학이 집단 이

기주의에 갇히지 않고 긍정적으로 변화해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등록

금 문제로 촉발이 됐지만 대학 재정구조를 위한 백년대계의 틀을 짜야 합니다. 일시적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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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
전남대학교 총장

기초교육을 튼튼히 하는 것, 저

희 대학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학과 중심의 학문체계를 벗어나

기 위해 시범적으로 자율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

다. 대학의 차별성도 인정할 필

요가 있습니다. 산업 밀착형 대

학이 있다면 미래를 이끌어 갈 

연구 대학도 필요한데 맞춤형 교

육, 사회에 당장 필요한 대학을 

강조하다보면 연구경쟁력이 약

화될 수도 있음으로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소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 대학혁신을 뒷받침하는 재정구조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교육

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학의 자구 노력, 자율성 역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

다.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세제 혜택은 정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총장님들

께서 힘들다고 호소하셨지만 재원을 다변화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졸업생들의 

70%가 모교에 기부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동문의 소액 기부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 산업과 지역 대학 간의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역시 노력할 것입니다. 일회적이지 않은 지속 가능한 모델과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문 소액기부 활성화 노력 필요… 지역산업과 동반성장 모델 찾아야

박 철 : 소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꼭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대학

이 변하고 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주호 : 경제 생태계가 있듯이 교육 생태계도 있습니다.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사

회가 대학에 기부하는 긍정적인 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김태완 : 재정확보도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

다. 질 대비 등록금이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다.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지요. 

김윤수 : 컴퓨터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메모리가 아니라 CPU입니다. 우리 대학교육은 그

동안 메모리만 키워왔지만 이젠 달라져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식의 반감기가 5년 정

도라는데 정보 차원의 지식만 공급해서는 경쟁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기초교육을 튼튼히 

하는 것, 저희 대학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학과 중심의 학문체계를 벗어나기 위해 시범적으

로 자율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학의 차별성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

다. 산업 밀착형 대학이 있다면 미래를 이끌어 갈 연구 대학도 필요한데 맞춤형 교육, 사회

에 당장 필요한 대학을 강조하다보면 연구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음으로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부터 줄여야… 기초, 융·복합 전공 구조로 개혁

박 철 : 대학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교수 1인당 학생 수입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초·중등학교보다 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높은데 어

떻게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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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  _ 대학교육 ‘그랜드 플랜’ 새로 짜자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장관님이 1회성이 아닌 상시적, 

지속적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

신 만큼 앞으로 정부 정책이 시

퀀스를 갖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한국의 대학교육은 수세

적 관점에서 이야기가 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

국 대학에 비춰 서열을 매기거나 

사례를 벤치마킹해 오지 않았습

니까. 우리에게도 수출할 수 있

는 교육 아이템이 있음을 이제

는 알려야 합니다. 초등교원 양

성 시스템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

령을 비롯해 여러 선진국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양성 시스템은 반드시 국

가가 육성해 교육 한류를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홍승용 : 대학의 부가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취업, 진학, 창업 트랙

이 다양한 교육이 가능해야 하고 융·복합적 전공구조로의 과감한 개혁, 세계적 수준의 교

육 품질을 확보해 학점을 상호 교환하고 인정받도록 체제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고속도

로에서 낙오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안양옥 : 좋은 지적입니다. 대학 교육과정이 교수 개인의 전공 중심인 점은 심각한 문제입

니다.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평가지표들이 구조 

조정에 반영됐으면 합니다. 저는 인적 요인이 대학교육의 질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오랜 경

험을 통해 느꼈습니다. 인적구조 행정시스템을 개혁해 과감한 공모제를 통해 학과장 등의 

보직교수를 뽑는 등 인사정책의 변화를 통한 대학교육의 질 개선도 필요합니다. 

김태완 : 대학은 지역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산학협력체제 강화도 필요하다

고 봅니다. 

김윤수 : 장관님께서 교육생태계를 언급하셨고 원론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에 산업이 없습니다. 제조업의 70%가 수도권에 몰려있는데 나머지 지역에서 

어떻게 산학 연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1000년 이상 DNA에 고착되어 있는 수도권 쏠림 현

상을 어떻게 선순환 구조로 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류지성 : 지역에 산업이 없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개별 대학이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문

제입니다. 지역사회에 산학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형성해 대학이 공동으로 열매를 수확하

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들이 권역별로 네트워크

를 짜거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김태완 : 지역에 산업이 없다는 생각에는 대기업만 바라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토시는 산

업체와 지자체, 대학 간 컨소시엄을 만들어 대학생들을 취업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수

한 인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고등학교까지 지역 대학에 가도록 연결되어 

있더군요. 이렇게 지자체, 산업, 학교가 생태계를 만들어 서로 공생하는 시스템을 우리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위해 앞으로 대학교육은 어떤 점에 더 주력해

야 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성 :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의 대학교육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습니다. 학부 기초과정을 만들어 학제도 융·복합시대에 맞도록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습방법에 있어서도 혁신이 요구됩니다. 교육과정도 더 유연하게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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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대학 주식회사 시대가 도래할 겁

니다. 기업처럼 고등교육 산업

화, 수요자 중심 교육이 불가피

하겠지요.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훌륭한 대통령이 훌륭한 나라를 

만들고, 훌륭한 CEO가 훌륭한 

기업을 만들듯이 훌륭한 총장이 

훌륭한 대학을 만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총장님들

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생 맞춤형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등 교원양성 등 우수 시스템 수출… 

수세적 관점 탈피, 교육한류 일으켜야

안양옥 : 장관님이 1회성이 아닌 상시적, 지속적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신 만큼 앞으로 정

부 정책이 시퀀스를 갖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한국의 대학교육은 수세적 관점에서 이

야기가 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 대학에 비춰 서열을 매기거나 사례를 벤

치마킹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수출할 수 있는 교육 아이템이 있음을 이제는 알려

야 합니다. 초등교원 양성 시스템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여러 선진국에서도 벤

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양성 시스템은 반드시 국가가 육성해 교육 한류를 꽃

피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김윤수 : 대학교육의 질 제고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랜드 

플랜에 있어 지역을 살리는 주체적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

의 대학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랜드 플랜의 핵심이어야 할 것입니다.  

박 철 : 미래 대학의 질은 국경을 넘어선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이를 뒷받침할 것은 젊은이

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이겠지요. 융·복합적 인재의 첫 걸음이 언어라는 점도 생각해 주셨

으면 합니다. 

홍승용 : 대학 주식회사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기업처럼 고등교육 산업화, 수요자 중심 교

육이 불가피하겠지요.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훌륭한 대통령이 훌륭한 나라를 만들고, 훌륭

한 CEO가 훌륭한 기업을 만들듯이 훌륭한 총장이 훌륭한 대학을 만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총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김태완 : 다양한 의견 속에 좋은 아이디어와 아픈 질책을 주셨습니다. 우리 대학의 그랜드 

플랜을 새로 짜는 정책 수립과 연구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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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지난 7월, 막 여름방학을 시작한 조카에게 나는 책을 사주고 싶었다. 중학교에 입학해 한학기를 보낸 

조카는 내게 생일선물로 시를 써서 줄만큼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다. 책 읽기도 좋아한다. 『곰 사냥을 

떠나자』와 『마법 푸딩』과 『해리포터』를 내게 권해줄 만큼 말이다. 그런데 녀석의 나이쯤에 읽었던 책들을 

떠올리며 읽고 싶은 책을 묻는 내게 조카는 뜻밖의 말을 했다. “삼촌, 나 그 책들 안 읽어도 돼요. 줄거리를 

다 알아요.” 무슨 소린가 멍해 있는 내게 녀석은 얇은 포켓북 한 권을 가져다 보여줬다. 책을 살펴보니 기가 

막혔다. 책은 청소년 권장도서라 이름 붙인 책들의 줄거리가 3~4쪽으로 요약돼 있는 것이었다. 청소년 

권장도서의 다이제스트쯤 되는 책이 한창 책 읽는 재미를 알기 시작할 나이의 소녀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었다. 

  생각할수록 슬프고 화가 났다. 아니, 너무 미안했다. 이 땅의 많은 아이들에게 ‘독서=어떤 책의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책(?)-권장도서 요약본도 책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면-을 만드는 

것도 어른이고, ‘독서=공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하는 책-서점의 책꽂이에는 『초등학교 O학년 

세계의 교육  _ 유명 작가를 배출하는 영국 독서교육의 힘

유명 작가를 배출하는 
영국 독서교육의 힘 

‘영국의 아이들은 책과 어떻게 만나는가?’ 

글_우제호│EBS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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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서』, 『쿨 하게 끝내기 한국 단편소설 OO선』, 

『수능 필독서 OO선』 등의 수능 대비용 책들이 많이 

꽂혀 있다-읽기를 강권하는 사회를 만든 것도 우리 

어른들이 분명하니까. 

Ⅰ. 책 읽는 즐거움 알려주는 나라

  이런 점에서 영국은 다시 생각해도 부럽고 배울 

점이 많은 나라가 분명하다. 책을 출판, 방송, 예술, 

관광, 디자인 등 영국 창의 산업의 중심에 두고 

갖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책과 만나게 하는 나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책과 만날 수 

있게 하고, 책 읽는 즐거움을 알려 주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EBS <세계의 교육현장> 제작팀의 

일원으로 영국의 독서교육을 취재하게 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영국의 독서교육은 많은 양의 책을 읽게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독서가 단순한 읽기의 경험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는 적극적이고 

행복한 경험으로 기억될 때 ‘독서=재미있는 일’로 

이해한다는 생각에서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낯선 풍경-『해리포터』 시리즈가 판매 

되기 전날 아이들이 밤새 서점 앞에서 장사진을 

치고 기다리는 일, 좋아하는 작가의 서점 사인회 

일정에 맞춰 3~4시간씩 기다렸다가 사인 받는 일, 

어린이 문학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오랫동안 용돈을 

모으는 일 등-이 자주 벌어진다. 취재팀도 영국 

남부의 고도(古都) 바스(Bath)에서 낯설지만 부러운 

광경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바스(Bath)는 2007년 이래 ‘바스 어린이문학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이다. 매년 9월 하순에 

열리는 이 축제는 2010년에는 9월 17일~25일까지 

9일간 계속됐다. 100명이 넘는 작가와 삽화가가 

초청됐고, 150여 가지에 가까운 책 관련 이벤트가 

벌어지는 가운데 인구 17만 명의 작은 도시에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축제를 즐겼다. 

대부분이 좋아하는 작가를 만나러 온 아이들과 

보호자들이다. 그래서 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도 역시 ‘작가와의 대화’다. 이 프로그램은 

바스 시청사 같은 대형 강당에서 열린다. 그만큼 

참석자가 많다는 얘기다. 작가들이 이 축제에 

참석하는 이유도 ‘작가와의 대화’ 때문이라고 한다. 

  취재팀은 그림책 『고릴라』와 『동물원』으로 유명한 

삽화가 앤소니 브라운이 어린이 독자들과 만나는 

곳으로 찾아가 봤다. 3백석 가까운 실내가 아이들로 

꽉 채워질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열광적인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등장한 앤소니 브라운은 칠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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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점을 찍고는 한 아이를 불러내서 그 점을 

이어 원을 그려보게 했다. 그리곤 자신이 그리는 

그림도 아이가 그린 원처럼 불완전한 어떤 것을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신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림책을 완성시켜내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곤 아이들의 질문도 받았다. 

‘그림책 『고릴라』에서 아버지 대신 왜 고릴라가 아이를 

동물원에 데려가게 했나요? 사자는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아이들이 쏟아내는 질문 속에는 작가의 상상력을 

훔쳐보길 원하는 갈망이 숨어 있었다. 작가의 어떤 

생각이 빈 종이를 기발하고 멋진 신세계로 만들어 

내는 지를 설명하는 앤소니 브라운의 답변 또한 

진지하고 성실했다. 그러다보니 행사장의 열기는 

상당히 뜨거웠고, 사인을 받겠다며 건물 밖으로 까지 

길게 줄 선 아이들을 위해 앤소니 브라운은 이날 

3시간 이상을 더 머물러야 했다. 

Ⅱ. 책 읽기=공부 아닌, 
    상상력 키우기

  런던으로 돌아온 취재팀은 윈드힐초등학교에서 또 

한 명의 작가와 만났다. 『곰 사냥을 떠나자』의 작가 

마이클 로젠은 헐렁한 스웨터와 낡은 청바지를 입고 

무대에 섰다. 1978년 이래 1주일에 3번,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있는 노작가는 자신을 아이들과 책을 

이어주는 징검다리라고 소개했다. 그리곤 1시간여 

동안 강당에 모인 아이들의 혼을 쏙 빼앗아버렸다.

그가 쓴 책에서처럼 다양한 의성어와 의태어 그리고 

운율을 맞춘 단어들로 조합된 문장을 익살스런 표정과 

행동으로 풀어냈다. 하지만 마이클 로젠은 강연 도중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책’ 혹은 ‘독서’라는 단어는 

물론 직접 쓴 책의 제목조차도 언급하지 않았다. 

  애쓰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그 광경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이야기들이 강연 내내 계속됐다. 마이클 

로젠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독서의 힘을 

느끼게 해주는 책 읽기 선생님이었다. 실제로 마이클 

로젠은 취재팀에게 아이들의 머릿속에 상상력을 샘 

솟게 해야만 글쓰기의 힘도 발휘되는데, 책을 공부의 

또 다른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학교교육이 그것을 

막고 있는 게 화가 난다는 말을 들려줬다.

“내가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어. 식탁에는 뜨거운 

감자가 놓여 있었지. 

나는 감자를 포크에다 조금만 찍어서 끝을 호호 

불어서 조금 식혀서... 

그리고 입에 집어 넣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아빠는 큰 덩어리의 뜨거운 감자를 그냥 

입으로 가져갔어. 식히지도 않고 말야. 

그러니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감자를 입에 넣은 아빠의 눈은 이렇게 튀어나오고 

숨을 내뱉었다 쉬었다가, 

고개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소리 지르고 난리치다가 

결국 접시에 뱉어버리고 말았지.  

그리고서는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 

“얘들아, 조심해! 이 감자는 굉장히 뜨겁다.”

  

이 날이 바로 내가 아빠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니란 걸 알게 된 날이었어.

(아이들 합창하듯 웃음 터지고) 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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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는 공동도서관도 참 많았다.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을 빼고도 전국에 4,500개가 넘는 

도서관이 있다고 했다. 그야말로 공공을 위한 생활 

공간인 셈인데 그만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세워지고, 이용방법도 쉽다. 책을 보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다. 

외국인에게도 마찬가지다. 

Ⅲ.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다양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아주 다양하다. 

학생들의 학교 숙제를 도와주는 숙제클럽도 있고, 

부모에게 아이의 연령에 맞는 책을 고르고 읽어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부모교육 클럽도 있다. 취재팀이 

크로올리도서관에서 확인했던 ‘살인 미스터리의 

밤’처럼 특정 주제의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를 열어주기도 한다. 글을 모르는 영아와 

유아들에겐 책과 장난감이 있는 실내 놀이터 역할도 

한다. 그리고 1999년 이래 매년 여름방학이면 

“우리는 교육에서 감정을 배제시켜 왔어요. 우리 

아이들 교실에는 커다란 판에 단어 읽고 쓰기라고 

적혀 있지만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백지예요. 읽고 

쓰기란 게 뭐지? 그리곤 백지인데? 다섯 살 먹은 

애들을 어떻게 참여 시킨다는 거죠?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단어 읽고 쓰기라는 말을 보는데 감정은 어디에 

있나요? 그림이며 재미는 어디에 갔나요? 그런 게 

있어야 읽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죠.”

- 마이클 로젠 / 

  동화작가, 2007~2009 영국 계관시인



비영리 자선단체인 ‘리딩 에이전시(The Reading 

Agency)’와 연계해 영국 전역의 도서관이 참여하는 

‘독서 챌린지(Reading Challenge)’가 진행된다. 

  ‘독서 챌린지’는 4~11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독서대회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6권의 책을 다 읽으면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데, 매년 다른 주제로 꾸며진다. 2010년은 ‘우주 

넘나들기’가 주제였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도전자는 

누구나 달에 도서관을 지어야 하는데, 책을 훔쳐 

먹고 우주선을 가로막는 방해꾼을 물리쳐야만 

그것이 가능하게 해 놓은 스토리보드에 따라 책을 

읽게 하는 것이다. 6권의 책 읽기를 완성해 가는 

과정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듯 만들어 놓은 

게 ‘독서 챌린지’ 프로그램이었다. 공공도서관의 

독서 증진 프로그램에서도 책 읽기는 즐거운 

경험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그래서 참여만 해도 동메달을 주고, 4권을 

읽으면 은메달을 주는 식으로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는다고 했다. 2010년에는 75만 명이 

참가했는데, 이 행사가 아이들의 독서습관에 미친 

영향도 독서량과는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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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독서단체들의 다양한 활동

  영국에서 공공도서관 못지않게 많은 것이 다양한 

독서단체들이다. 전 세계에 ‘북스타트(Bookstart) 

운동’을 확산시킨 것도 영국의 독서단체 ‘북트러 

스트(Booktrust)’ 다. 

  ‘북스타트 운동’은 1992년 ‘아가에게 책을 

선물하자’라는 모토로 영국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영국에서 취재팀이 확인한 ‘북스타트 운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다. 모든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북트러스트’는 영국의 다양한 어린이 책 관련 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역사도 오래된 자선단체다. 

  초기 소식지에 실린 “아이들에게 칫솔이 중요 

하다고 믿게 하듯이, 우리는 책이 중요하다고 믿게 

할 수 있다. 책은 마음의 칫솔이다.” 라는 구호가 

대변하듯이 이곳에서는 빈부와 장애 등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독서를 통해 건강한 정신으로 

삶의 기쁨을 느끼며 자랄 수 있도록 ‘다섯 번의 

책 선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모두 

무료다. 때문에 영국의 아이들은 생후 7~9개월 

사이에 처음 ‘북트러스트’의 책 선물을 받은 후 

World
Education

1) 『영국의 독서교육』 김은하 지음, 79p 인용.

“결과에 의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의 90%가 

독서를 즐기는 정도가 최소한 유지되거나 상승 

했습니다. 즉,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독서를 더 

즐기게 됐다는 거죠.

또한,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독서량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서 수준이 여름 동안 

유지되거나 향상됐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 린 테일러/ 

  ‘독서 챌린지’ 주관 리딩 에이전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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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4번 더 책이 든 선물 

보따리를 받는다. 이 속에는 책뿐만 아니라 크레용, 

색연필, 스티커, 색칠노트, 연필깎이 같은 학용품과 

지역도서관 회원증, 아이와 함께 책 읽는 방법이 

설명돼 있는 부모용 안내서와 각 연령별 추천 

도서목록도 함께 들어 있다. 자녀의 독서 습관은 

부모가 일관되게 지속성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대변하는 선물도 포함돼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 선물에 대한 부모들의 

반응은 어떨까?

  전통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언어능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꼭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 

지만 남자 아이들의 언어능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끊이질 않는다.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게다가 이런 격차는 상급학교로 

올라가면서 심화된다는 게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영국국립도서재단(National Literacy 

Trust)은 영국인들 중 6분의 1이 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1993년 이래 

문해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NLT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독서량이 

10%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도 분석해 냈다. 가장 큰 

문제로 영국 학교의 독서활동이 남자 아이들의 

성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게다가 에너지가 넘치는 남자 아이들은 ‘독서’를 

남자가 하기엔 너무 여성스런 일이라는 편견까지 

갖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깨줄 남성 독서 멘토의 

부재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NLT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남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캠페인을 만들었다. 독서교육에 

남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끌어들인 ‘읽기 

챔피언(Reading Champion)-리딩 더 게임 

(Reading The Game)’이란 프로그램이다. 그 

포문을 열어준 것이 축구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20개 클럽이 ‘읽기 챔피언’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데 웨인 루니와 같은 스타 선수들이 좋아하는 

책을 추천하고 있다. 또, 프리미어리그 입단을 

준비하는 축구 선수들을 이야기꾼으로 훈련시켜 

남학생들과 직접 만나게 하기도 한다. 훈련된 

축구선수 이야기꾼들은 축구선수를 영웅처럼 

USAEngland Australia

“저도 어려서 본능적으로 책을 읽었고 아이 아버지도 

마찬가지라 우리 부부는 책 읽어주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었는데 ‘북트러스트’에서 

받은 자료가 아이의 독서지도를 하는 데 도움을 줄 것 

같아요. 부모 설명서에 보면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때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러도 되고 책을 잘 못 

읽어도 된대요. 아이들은 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걸 잊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네요.”

- 4살 딸과 7개월 아들의 엄마 티파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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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남학생들에게 선수생활의 뒷이야기까지 

들려주고 있는데 반응이 뜨겁다고 했다.

  NLT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자 아이들의 

독서습관에 미친 영향도 예상 외로 크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책을 아주 안 읽거나 

조금 읽는다고 했던 남자 아이들의 수가 58%에서 

12%로 대폭 줄었다. 책을 읽는 횟수도 20% 가까이 

늘었다. 

Ⅴ. 네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어떤 거니?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책을 읽게 하는 게 좋을까? 

무슨 책을 사주면 지루해하지 않고 읽을까?’ 한국의 

부모들이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다. 취재팀은 

영국에서 많은 부모들을 만나면서 그들 역시 이런 

고민에서 마냥 자유롭지는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확실하게 다른 점이 있었다. 한국의 

부모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점으로 가서 ‘네가 

원하는 책을 골라 봐. 그럼 다 사줄게’라고 한다면 

영국의 부모들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어떤 

거니? 엄마도 알 수 있게 같이 읽어보면 안 될까? 

엄마가 어린 시절 좋아하던 책도 있는데, 그 책도 

같이 읽어볼래?’라고 하는 식이다. 영국의 부모들 

에게 독서는 단순히 많은 책을 읽게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다. 왜 그럴까?

  취재팀이 이 궁금증을 풀 수 있었던 곳은 영국 

남부의 작은 도시 클룬. 이 곳에서 7살 빈센트와 

그의 아빠를 만났다. 빈센트가 태어난 지 4일째 

되는 날부터 무릎에 앉혀놓고 책을 읽어줬다는 

아빠는 지금도 하루에 30분씩 꼭 소리 내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 빈센트의 집 (거실)

 

- 아빠와 빈센트 쇼파에 나란히 앉아 있다. 

- 빈센트가 아빠에게 Eva Ibbotson의 『Secret of 

Platform』을 들어 보여준다.

아   빠 : 왜 Eva Ibbotson의 책을 좋아하니? 

빈센트 : 유령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잘 쓰는

            작가라고 생각해요. 책이 꽤 커요. 이야기가 

            많다는 뜻이죠. 

(** 7살짜리 아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책과 작가에 대해 

자기만의 이유를 명확하게 대며 정리해서 말했다. 

취재팀을 놀라게 한 첫 번째 대목이다.)

  “95%가 프로젝트 참여에 만족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75%의 남자 아이들이 축구도 읽기, 독서와 

상관있는 스포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축구에 관한 책이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가 놀라는 거지요. 남자 아이들에게 

책을 읽지 않더라도 읽어볼만한 흥미로운 책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 활동의 

목적입니다.” 

- 짐 셀즈 / NLT 리딩 더 게임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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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독서교육은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어야

  2010년 9월, EBS <세계의 교육현장> 취재팀이 

목격한 영국의 독서교육은 종이로 된 책을 눈으로만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었다. 독서교육은 책을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을 넘어 즐겁고 행복한 

경험으로 기억될 수 있을 때 완성된다는 것이 

곳곳에서 실천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셰익스피어의 나라 영국을 21세기에도 『해리 포터』 

의 나라로 기억되게 하는 힘이 돼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취재팀이 영국의 독서교육을 소개한 것은 

단순히 우리보다 앞선 그들의 현실이 부러워서 만이 

아니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독서교육과 

독서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실마리나마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더 컸다. 그러나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일까? 1년 여가 지난 지금 나는 

톨스토이를 권장도서 요약본으로 읽고 있는 조카를 

미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외에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하고 있다.

  ## 빈센트, 아빠가 읽어주기에 좋게 표지를 

넘겨 책장을 펼쳐준다.  

 

아   빠 : 아빠가 읽어주는 게 왜 좋아? 

빈센트 : 아빠니까요. 아빠랑 저랑 둘 다 남자잖아  

           요.

아   빠 : 같은 남자라서 뭐가 다른데? 

빈센트 : 아빠는 더 커요. 

아   빠 : 아빠가 네게 언제부터 책을 읽어줬지? 

빈센트 : 이십억 백만 구십구 년 전부터요. 태어났을

            때부터 읽어줬어요. 

아   빠 : (웃음) 넌 아직 그렇게 늙지 않았어. 7살 이

            잖아. 네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아빠가 항상 

            책을 읽어준 이유는?

빈센트 : 교육적으로 좋아서요.

아   빠 :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게 

            호기심을 키워주기 위해서야

빈센트 : 왜 제 호기심을 키워주시려는 거예요?

아   빠 : 그래야 질문을 하니까? 사실 너는 하루 종일

            질문을 하잖아. 그것은 우리가 항상 책을 

            읽기 때문이야.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취재팀의 눈에 

빈센트 부자는, 함께 책을 읽는 30분 동안 만큼은 

7살 아이와 30대 아빠의 관계가 아니었다. 동일한 

관심사엔 의기투합하고 특정한 주제에 대해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남자대 남자의 

관계로 느껴졌다. 아빠 데이빗은 바로 이것이, 

영국의 부모들이 독서량을 늘려주는 것보다 자녀와 

함께 하는 책 읽기를 더 좋은 독서교육법으로 

생각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USAEngland Australia

“책 읽기를 통해 아이와 더 긴밀한 관계가 형성 

됩니다. 따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사를 나눌 

수도 있고, 특정 주제에 대해 대화할 수도 있죠.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도 물론 마찬가지죠.” 

- 데이빗 / 빈센트 아빠, 칼럼니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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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학과 지식경제의 시대
  

  진리의 자유로운 추구를 본질로 하는 고등교육은 인류역사 이래 잘 조직된 공동체의 정통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통치 이데올로기의 공급, 지배 엘리트의 육성, 문화와 기술의 증진, 질 좋은 

노동력 공급 등 많은 영역에서 고등교육과 고등교육기관들은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에 공헌했다. 

  21세기에 들어 고등교육의 역할은 더욱 확장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발전전략이 양적 투입 중심에서 질적 

향상 중심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약탈적 제국주의 시대의 경제에 있어 고등교육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았다. 경제적 잉여를 착취할 수 있는 정치력과 군사력이 핵심적 요소였다. 그러나 기술력 중심의 

질적 발전에 의존하게 되면서 대학의 연구실은 기업의 실험실과 불가분리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단순히 인적 

개발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위한 기술과 기능의 산실이 되었다. 

  지식경제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파생상품과 특허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실물생산과 달리 오로지 지적 창조물로 발달해 온 파생상품 총액은 이제 

590조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의 GDP가 14조 달러에 불과하다는 점

을 고려하면 얼마나 치명적인 수준인지 잘 알 수 있다. 또 다른 

지적생산물인 지적소유권 즉, 특허문제도 특허전쟁이라 불

권역별 네트워크 활성화로 
교육의 질 높이는
미국 대학들
글_백종국│경상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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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정도로 심각하다. 한국의 경우는 현재 세계 5

대 지적소유권 출원국에 속하지만 막상 기술무역

수지적자는 2009년 기준으로 48억 달러에 달하

고 있다. 상품수지흑자가 특허수지적자를 보전하

고 있는 중이다. 핵심 혹은 원천기술의 부족 때문

이다. 지식의 소유 유무가 국가 공동체의 운명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미국의 공립대학들은 오래전부터 지식경제시

대를 이끌어가는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 이들

의 특징은 매우 자율적인 운영구조를 갖춘 캠퍼스

들의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워싱톤 D.C에 있는 

University of the District of Columbia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공립대학들은 수 개 혹은 수십 개의 대학캠

퍼스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오하이오주립대(University System of Ohio)는 61개에 캠퍼스 47만 명, 뉴욕

주립대(State University of New York)는 64개에 캠퍼스 43만 명,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립대(California State 

University)는 23개에 캠퍼스 41만 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다. 방대한 크기에서 오는 규모의 비경제를 분산과 

집중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 중에서 캘리포니아대학 모델은 미국 주립대 체제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우선, 규모에서 미국 제

일이다. 캘리포니아 경우를 오하이오식으로 환산하면 140개 캠퍼스에 340만 명의 학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3개 특성화된 체제를 갖추고 있어서 분산과 집중, 평등주의(egalitarianism)와 능력주의

(meritocracy), 혹은 지역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권역별 네트워크의 장점

을 가장 잘 살린 모델이다. 철학의 빈곤과 체제적 비효율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의 고등교육에 좋은 본

보기라고 할 수 있다.

Ⅱ. 캘리포니아대학 모델 : 권역별 네트워크와 특성화

1. 1960년 Kerr Initiative

 권역별 네트워크의 전형인 캘리포니아대학 체제는 1960년 캘리포니아대학의 총장이던 Clark Kerr의 지

도하에서 탄생했다. 당시 캘리포니아에는 약 30여개의 4년제 공립대학들이 난립해 있었고 캘리포니아 거

주 고등학생들의 50~60%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하고 있었다. 이처럼 산만한 고등교육 체제는 비효율적이

었고 학문적 수월성을 성취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급속히 증가하는 인구로 인

해 발생하는 교육수요의 폭증을 대비하는 유연성도 고려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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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캘리포니아대학 체제의 특성화 구조

  Kerr 총장의 지도하에서 작성되어 캘리포니아 의회에 제출된 마스터플랜(A Master Plan for Higher 

Education in California 1960-1975)의 핵심은 세 층의 특성화된 대학 체계(University of California, 

California State University, California Community College)였다. 이 체계 하에서 각 대학 시스템은 

각자 별도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었다. 

<표 1> 캘리포니아대학 체제의 개요 (2011년 현재)

종류 최초설립연도 기부금(10억$) 교수수 학생수 캠퍼스수

University of California 1868 4.90 13,335 159,000 10

California State University 1857 0.84 44,000 417,112 23

California Community College 1967 0.25 57,711 2,900,000 112

 출처 : en.wikipedia.org 2011년 6월 검색.

  각 시스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University of California(이하 UC)는 캘리포니아 최고의 연구중심기

관으로서 박사학위를 제공하는 독점적 권위를 가진다. 인문학, 자연과학 및 사범계 분야를 총괄할 뿐 아

니라 치과, 법률, 의학, 수의학, 건축 등의 전문직종 교육에 있어서 배타적 권한(exclusive jurisdiction)을 

가진다. California State University(이하 CSU)는 교육중심기관으로서 인문학, 자연과학, 그리고 2년 이

상의 대학교육을 담당하고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제공한다. 박사학위는 법이 규정하는 바에 한하여 UC

와 합동으로 제공할 수 있다. California Community College(이하 CCC)는 각 학군들이 자체적으로 설립

한 2년제 대학들로서 일반 인문 강좌, 취업 강좌, 차상급 편입을 위한 대학 기본과정을 개설한다. 학위는 

초급학사(The Associate in Art or Science)를 수여한다.

  각 시스템의 통치는 각각 다른 명칭의 이사회가 관장하고 있다. UC 이사회는 Board of Regents, CSU 

이사회는 Board of Trustees, CCC는 Board of Governors 이다. UC와 CSU 이사회의 수장은 주지사이

며 CCC는 주지사가 임명한 사람으로서 주의 부지사, 재무장관, 하원의장, 감사관 등이 당연직이라는 점

에서 한국으로 치면 사실상 국립대학이다. 2011년 현재 전체 재정 수입 중 29%는 주정부 보조와 등록금이

며, 25%가 병원수입, 17%가 주정부 혹은 연방정부로부터의 계약, 7%가 사적 지원금이며 나머지가 기타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CCC는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무료였으나 현재는 재정악화로 인해 

학점별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지출부문 중 가장 큰 것은 교수인건비(31%)이며, 그 다음으로 직원인건비

(25%), 자산 및 용역비(16%), 은퇴연금(15%), 장학금(12%) 순이었다. 

  이 네트워킹의 핵심은 각 시스템별 입학자의 규모를 규정하는 적격자 풀(eligibility pool)에 따른 차별

적 평준화정책이다.1) 각 체제의 특징을 고려하여 UC는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졸업자의 상위 8분의 1 즉 

1) 김영석, “미국의 대입제도: 공립대학의 차별적 평준화 정책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편 『대학서열체제연구: 진단과 대안』(서울: 한울, 2004), 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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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를, CSU는 3분의 1 즉 33.3%까지를 신입생으로 받도록 규정되었다. 유기적 성격을 갖기 위해 UC

나 CSU는 학생선발 시 40~60%를 하급대학에서 올라오는 편입생으로 충원토록 하고 있다. 물론 연방정

부가 규정하는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 따라 인종별 신입생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방식이야말로 “공립대학이 추구하는 평등주의(egalitarianism)의 이상과 능력주의(meritocracy)를 동시

에 추구하는 방식”이었다.2) 

3. 캘리포니아대학 모델의 결과

  자칫 모순적일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과 국제적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는 점이 이 체제의 우수성

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던 당시에 존재하던 공립대학들은 이 체제 중 어느 것에 참여할 

것이냐는 선택의 기회를 가졌다. 예컨대, 역사가 오랜 San Jose State University는 UC로 초대받았음에

도 불구하고 CSU로 남기를 원했다. 그 결과 1960년 이전에는 5개교만 UC로 인가되었다. 그 이후, UC는 

San Diego, Irvine, Santa Cruz, Merced 등 비록 인구가 희박하더라도 캘리포니아의 지역균형발전을 달

성할 수 있는 지역에 UC 캠퍼스를 조성하였다. 캠퍼스를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캠퍼스별 특성화 영

역에 방대한 재원을 순차적으로 집중 투입함으로서 단 시간에 UC 캠퍼스를 세계적 대학으로 탈바꿈시켰

다. The Times 지 순위에서 세계 30위로 랭크된 UC San Diego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표 2> 캘리포니아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개요 (2010년 기준)

캠퍼스명 면적(Acre) 설립연도 교수수 재학생수 배후도시 인구수 Times 순위

Berkeley 1,600 1868 2,082 33,558 746만 4

San Francisco 135 1873 2,400 4,174 746만 34

Davis 5,300 1908 1,673 29,637 6만 38

Santa Barbara 990 1909 1,086 21,016 42만 51

Los Angeles 419 1919 1,998 37,221 1,778만 12

Riverside 1,160 1954 1,638 20,746 30만 -

San Diego 2,124 1960 1,076 25,938 130만 30

Irvine 1,400 1965 1,100 25,024 21만 -

Santa Cruz 2,950 1965 825 15,012 6만 -

Merced 910 2005 282 2,700 8만 -

* http://en.wikipedia.org/wiki/University_of_California, 2011년 6월 검색. 
* 교수 수는 각 학교별 검색 결과.
* Times 순위는 “Times Higher Education’s 2010-2011 World University Rankings” 
  http://www.timeshighereducation.co.uk/

Ⅲ. 한국 국립대학 체제개혁에의 함의

  캘리포니아대학 체제가 지역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2) 김영석 (2004), 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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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 모델이라는 점에서 현재 위기에 봉착한 한국 국립대학의 개혁방향에 좋은 참조가 된다. 

  한국은 먼저 한국의 고등교육을 사적 영역으로 만들 것이냐 공적 영역으로 만들 것이냐를 결정해야 한

다. 말할 것도 없이 한국 발전모델의 미래와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적 성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국·공립대학생 비율은 18%로서 미국의 72%, 프랑스의 86%, 독일의 95%, 이탈리아의 

93%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3)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한다면 국가발전전략의 미래를 고려할 때 과거 국민주력기업(재벌)을 육성

하던 수준의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가 교육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은 국내총생산의 

0.6%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에 비해 너무 낮다. 그러나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하기 전에 먼저 국

립대학교의 캘리포니아식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대학 간 학문의 중복성, 학위의 남발, 특성화 상실, 규모

의 경제 부족 등으로 재정투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10개 거점대학교들 외에도 거점대와 

중복되는 기능을 하는 많은 일반대학들이 존재한다. 이전의 정권들은 특성화 대학이었던 산업대학들 조차

도 일반대학으로 전환시키는 우를 범했다. 대학 자신들이나 정부가 미래의 고등교육에 대한 비전이 없었

기 때문에 발생한 실책이다.

  한국의 국립대학을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려면 39개 국립대학들 중 10개 거점대학교를 연구중심대학으로 

특성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10개 교육대학은 거점대학교의 사범대와 통합하는 게 좋다. 다음은 나머

지 19개 대학들로 각 지역에 필요한 직업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중심대학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석

사학위까지만 부여한다. 캘리포니아 모델과 달리 CCC와 같은 평생교육대학들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 캘

리포니아 경우에는 입학자원이 증가되고 있었는데 반하여 한국의 경우는 점차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 대학의 평생교육시설들이 대신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대학 모델을 기준으로 한국 고등학교 졸업생의 33%는 국립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어야 한

다. 입학자원이 현격하게 감소하는 추세와 2020년 고교졸업생 추정치를 보더라도 지금보다 최소한 2만5

천명의 국립대학 입학정원이 증가되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캘리포니아대학 모델은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를 위해 매우 유익한 모델이다. 이 모델을 적용

하면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선택

과 집중이 원활하고 대학별 특성화와 학문적 특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

다.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을 사용하는 명분과 당위성이 확고해진다. 문제는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는 지도력의 존재이다. 지금까지 관례처럼 국립대 총장

들이 모여 교육부 지식관료들의 지시사항을 답습하는 형태로서는 국립대학

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대학이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다원적 공

동체의 영역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국의 미래가 더욱 밝을 것이다.

3)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61636491 2011년 6월 21일 검색.　

58

교육개발 2011 가을

USAEngland Australia



59

Educational Development + 2011 Autumn

글_양승실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행운의 나라 호주, 
교육개혁의 현장을 가다

59

Educational Development + 2011 Autumn

  세계 최대 자원보유국이고, 광활한 국토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 행운의 나라라고 부

르는 호주는 최근 들어 행운의 나라에서 스마트한 나라로 탈바꿈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전면적인 교육혁

명을 통해 축적해가고 있다.

  최근 호주 노동당 정부가 스스로 교육혁명이라고 명명한 교육개혁은 공사립을 막론하고 모든 학교에 학

교 인프라와 광범위한 개혁 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해 전례가 없는 상당한 재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집행되

고 있다. 호주정부는 2009~2012년에 649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 같은 기간 3350억 달

러에 비해 거의 두 배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모든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를 구축하기 위해 22억 달러는 ‘디지털 교육혁명’에 25억 달러는 ‘기술교육센터프로그램(Trade Training 

Centres Program)’, 162억 달러는 ‘교육혁명 구축(Building the Education Revolution)’ 등에 재정투자

를 하는 것이다. 

세계의 교육  _ 행운의 나라 호주, 교육개혁의 현장을 가다

Worl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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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교육  _ 행운의 나라 호주, 교육개혁의 현장을 가다

  또한 질 높은 교육을 위해 ‘Smarter Schools 

National Partnerships’ 프로젝트를 통해  문해력

과 수리력 등 기초교육을 튼튼히 하고, 교사의 질

을 높이며 소외계층 학생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

고 있다. 더불어 우리의 학교정보공개제도와 유사

한 ‘학교성취의 투명성 확보제도(Transparency 

in school performance data, reporting and 

assessment)’를 도입하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생, 학교, 학부모를 지원하는 개혁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Ⅰ. 교육의 질 제고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제정
 

  호주의 행정구역은 5개의 주와 2개 영토 그리고 

수도 캔버라구역 등 총 8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

는데, 이들 모든 행정구의 교육장관들이 약 10년마

다 주교육부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범국가적인 학교

교육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여 왔다. 1999년 아

들레이드에서 열린 주교육부장관회의에서는 ‘21세

기 호주 학교교육의 목표’를 천명하였으며, 2008

년 멜번회의에서는 멜번선언이라 하여 학생의 학

업성과와 향후 10년 간의 교육비전에 합의함으로

써 아들레이드 선언을 향상시켜 대체하였다. 이러

한 합의를 바탕으로 호주교과과정 및 평가보고기구

인 ACARA(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Reporting Authority)를 설립하여 국가수준의 교

육과정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기초학년에서 

10학년까지의 영어, 수학, 과학, 역사과목의 교과

과정은 개발되어 웹사이트를 통하여 교사를 비롯한 

일반인과 각종 단체의 온라인 의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준비과정으로 분류되는 11학년과 12학

년의 영어, 수학, 과학, 역사 교과과정도 현재 개발

의 마무리 단계에서 다양한 자문을 거치는 중이다. 

또한 지리, 언어, 예능 교과의 교육과정이 2012년 

완성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으며, 멜번선언에서 호

주 청소년을 위한 기타 학습분야로 합의된 경제 및 

경영, 공민학 및 공민권, 보건과 체육, 디자인과 기

술 등도 2013년까지 개발계획을 확정하였다. 

  호주에서 국가교육과정은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

에게 호주의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든지 반드

시 배워야 할 것과 양질의 교육이 어떤 것인지를 분

명하게 알려주고자 하며, 이를 위해 개발과정에 전

국의 우수한 교사, 교육과정전문가, 교과전문가, 공

평 및 다양성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다양한 전

략적 의사소통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고자 한다.

  호주의 국가교육과정은 젊은 호주인들이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세계화된 국제환경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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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을 갖추어 미래의 정보화된 직장에 성공적으

로 적응하는 데 필요한 지식, 이해력, 기술을 갖추

는 데 초점을 두고 개발되고 있다. 특히 문해력, 수

리력, ICT능력,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 윤

리적 행동, 자기관리능력과 사교능력, 지적 이해력 

등의 7가지 일반능력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아니

라 다문화국가로서의 특성과 국제적으로 세계화된 

환경에 주목하여 교차교육과정 우선순위(Cross-

Curriculum Priorities)라는 개념을 구안하여 모 

학습영역에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우선적으로 적

절하게 녹여 학습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호주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들

이 현대사회에 미친 영향과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

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 호주 젊은이들

이 아시아지역의 국가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함과 

아울러 정치, 경제, 문화적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

도록 한 것이며, 셋째,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의 필

요를 인식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조하는 데 필

수적인 사고와 가치를 습득하도록 조장하는 것이

다. 이러한 틀 안에서 국가교과과정은 교사가 가르

쳐야 하는 교과목에 대한 내용설명과 학생이 특정 

교육시점에 갖추어야 할 성취표준을 담도록 하고 

다양한 예들도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적인 합의로 모든 학교는 학부모에게 

일 년에 두 번 학생의 학습진도와 성취에 대해 쉬운 

영어로 보고해야 하며, 성적은 5점 척도를 이용하

고 성취기준에 비추어 분명하게 각 학생의 수준을 

설명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충족

시키고 교실에서의 광범위한 학습성과를 올리기 위

해 국가교육과정을 활용하여 학생의 현재 성취수준

을 확인하여 맞춤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평가는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

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첫째, 학습

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교실 내에서 지

속적으로 시행하는 형성평가, 둘째, 학교가 학부모

에게 일 년에 두 번 학생의 진도와 성취수준을 종합

적으로 보고하는 종합평가, 셋째, 3·5·7·9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문해력과 수리력에 대한 국

가고사(National Assessment Program-Literacy 

and Numeracy : NAPLAN), 넷째, 호주교육과정의 

각 학습영역에서의 표본검사(National Assessment 

Program : NAP)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호주에서 국가교육과정의 실행과정은 험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가교육과정의 실행은 

승인된 교과내용과 성취기준에 따라 교육하고, 평가

하여 보고하는 것 까지를 포함하며, 전적으로 주교

육청과 지역교육청(각 자치행정구)의 몫이다. 각 자

치구들은 2013년 말까지 기초학년부터 10학년까지

는 영어, 수학, 과학, 역사의 국가교육과정을 실행하

기로 총론은 동의했으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주

별로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이해가 엇갈려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스스로 

우수한 교육과정을 보유해왔다고 생각하는 뉴사우



62

교육개발 2011 가을

World
Education

세계의 교육  _ 행운의 나라 호주, 교육개혁의 현장을 가다

스웨일즈주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을 따르는 것이 오

히려 현재의 성취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여기

는 상황이며, 2010년 최초로 정보공시사이트인 ‘My 

School’에 기록될 국가고사 실시과정에서 성적부진

아의 응시를 막거나 시험지 유출 및 시험시간 연장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Ⅱ. 국가수준의 교사전문성 
     기준 개발
 

  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을 이끌어가야 할 교

사의 질 관리가 선진국 중에서 하위에 속한다

는 OECD의 설문조사결과가 발표되고, 무한경쟁

시대에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개혁을 위

한 국가 어젠다의 일환으로 ‘국가수준의 교사전문

성 기준(National Professional Standards for 

Teachers)’이 2009년에 장관자문위원회의 주관으

로 시작되어 초안이 마련되었다. 멜번선언에서 천

명하였듯이 호주가 학생의 학업성취를 높이고, 세

계적 수준의 교육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사

의 질 제고가 필수적인 개혁이며, 또한 질 좋은 교

사를 확보하고 유인하며 인정하고 개발하기 위해

서도 교사전문성 기준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2010년 후반기부터 ‘The Australian Institute 

for Teaching and School Leadership’이 초안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마무리 짓는 작업의 책임을 맡

아 다양한 검증절차를 거쳐 장관자문회의에서 ‘국

가수준의 교사전문성 표준’이 비준되었다.

  교사의 전문성 기준을 개발하는 것은 전문적인 

학습과 실천을 이끌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사에 대

한 일반인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질 높은 교수

활동의 핵심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교사전문성의 

기준은 교사가 경력단계(신임교사, 숙련교사, 높은 

수준의 성취교사, 선도적 교사)마다 보유해야 하는 

지식과 행동을 구체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6,000

여명의 교사가 참여한 폭넓은 타당성 검토과정으

로, 각 경력단계별로 필요한 지식과 행동 등의 요

소가 인증되었다.

Ⅲ. 경제성장 및 기술발달과 
     연계한 교육혁명방안
 

  ‘교육혁명 구축(Building the Education 

Revolution)’ 프로젝트는 가능한 모든 호주학교

에 새로운 기반시설 및 리모델링을 통해 세계적

인 수준의 교육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

방정부의 ‘국가재건을 위한 경제촉진계획(Nation 

Building : Economic Stimulus Plan)’에서 가장 

큰 하위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 교육혁명 구축 

프로젝트는 호주 전역의 학교를 현대화하기 위한 

직업기회와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경제를 진작시키

고자 하는 것으로 ‘21세기 초등학교 구축(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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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s for the 21st Century)’, ‘중등학교 과학과 

언어센터 건립(Science & Language Centres for 

21st Secondary Schools)’, ‘자랑스러운 학교 구축

(National School Pride)’ 등 세 가지 사업부분에서 

24,000개의 세부 사업에 재원이 분배되었다. 예를 

들면 21세기에 걸맞은 초등학교를 구축하기 위해 

도서관과 다목적교실의 신축과 새로운 교실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중등학교의 교육환경을 증

진하기 위해 과학실험실과 언어센터의 신축과 리모

델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학교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초중등학교의 운동장이나 낙후된 시설을 개·

보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교육혁명(Digital Education Revolution)’

의 목적은 학교가 디지털세상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양을 가르치고 배우는 장으로서, 의미 

있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호

주정부는 국가교육과정의 제정을 포함한 정부의 광

범위한 교육개혁에 발맞추어 학교에서 정보통신기

술(ICT)이 효과적으로 융합되도록 24억 달러 이상

을 투자하고자 한다.

  국가광대역통신망(National Broadband Network)

이 개별학교, 가정, 직장을 초고속으로 연결해주

어 ‘교육과 기술훈련서비스를 위한 NBN’ 프로그

램을 가동하여 직장이나 가정에서 온라인 교육이 

용이하도록 할 뿐 아니라, ICT개혁기금으로 교사

와 교장의 ICT활용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온라인

으로 발행할 국가교육과정의 효과적인 보급을 지

원하고 있다. ‘온라인 교과과정 자원과 디지털구

조(Online Curriculum Resources and Digital 

Architecture)’사업은 국가교육과정의 실행에 도움

이 되는 인프라와 도구, 자료를 개발하도록 하고, 

개별학교나 관할구역을 넘어 상호협력하고 소통하

며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러

한 개혁안이 실행되면서 모든 9~12학년 학생들에

게 휴대용컴퓨터를 무상공급하고 있으며, 소프트웨

어의 지원과 통신망의 관리도 지원하고 있고, 교사

들을 위한 정보공학 연수도 확대해가고 있다.

Ⅳ. 막대한 규모의  교육산업 
     육성과 균형발전

  호주인들에게 호주교육의 강점이 무엇이냐고 물

으면 한결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교육, 문제를 찾아

내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라고들 한다. 

최근 들어 교사전문성 기준을 개발하는 등 교사의 

질을 강조하고 있으나, 교사를 지식과 정보의 근원

이라고 보지 않고 배움의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촉진자나 안내자로 봐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행한 

객관적 성취와 별개로 교사에 대한 불만도 그리 높

지 않은 편이다.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

기보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창조적 교육환경

을 제공하도록 하는 교육방법이 중요시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교사교육에서도 전문적 지식보다는 

교수방법론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물론 교원

노조가 활발히 활동하여 늦어진 측면도 있으나, 세

계적 추세에 비추어 교사의 질 관리 방안 마련이 늦

어지고 있는 데는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활동’의 가

USAEngland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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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보다는 자료, 인프라, 리더십, 참여 등을 더 중시

하기 때문인 듯하다. 이러한 창의적 사고함양을 통

한 실용적인 교육으로 초중등교육시장도 경쟁력을 

구비하고 있다.

  호주는 대학경쟁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였는데, 

세계 100대 대학 순위(영국 더 타임즈, 2010)에서 

50위권 안에 6개 대학, 100위 안에 총 8개 대학을 

포함시켰다. 국제무대에서의 이러한 약진은 호주 

국내에서 교육산업이 차지하는 위치를 보면 이해가 

가능한데, 호주 유학시장 규모는 석탄, 철광석, 금 

수출에 이어 단일 수출로는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호주에서의 교육은 자국민에게는 교육이

용, 외국인에게는 산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

육산업이 팽창하면서 교육산업의 질 개선을 위해서

도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2009년에 호주 교

육고용노동관계부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호주

의 교육서비스 실태를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보고서

(Stronger, simpler, smarter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로 발간하였으며, 이 보고

서에서 호주교육산업의 질 향상과 구조조정방안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교육이 이민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호주 교육제도의 좋은 점을 꼽으라면 TAFE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으로 대변되

는 현장 적합성이 있는 직업기술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전문대학과 성

인교육에 이르기까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데, 최근에 학생들이 고등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10학년에 그만두는 경향을 

막고 12학년까지 고등학교에 머물면서 새로이 부상

하는 산업에 필요한 기술과 부족직업군의 기술을 학

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교육센터프로그램’에 

3년간 10억 28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호주는 현 길라드 총리가 2008년 교육부

장관 시절 추진하기 시작한 교육개혁(Save Our 

Schools)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부에서

는 다소의 갈등과 저항으로 추진이 지연되기도 하

나, 국제적 교육개혁 동향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

해서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교사의 봉급체계가 객관적 능력을 

반영한 성과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OECD의 발표

에 힘입어 호주는 교육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과 호주는 세계화의 파고 속에서 다른 

듯하나 유사한 교육정책을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담당 부서의 

명칭을 수시로 바꾸는가하면, 교육경쟁력이 곧 국

가경쟁력이라는 기조 하에 전방위적인 교육개혁을 

숨 가쁘게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쟁중심의 교육개

혁과정에서 벌어진 교육격차를 메우는 정책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원주민 학생들과 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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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학생들의 학력격차를 2018년까지 현재의 절반

으로 좁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이스쿨로 전

국학력평가고사(NAPLAN) 결과가 공개된 이후 원

주민 학생의 학력이 6년 이상 뒤처져 있으며, 12학

년 이수율이 45.3%로 비원주민의 86.3%에 비해 현

저히 낮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주민 학생들의 효

율적인 교육을 위해 실력 있는 교사와 교장을 파견

하는 한편 원주민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문화토양을 

만드는 정책을 고심하고 있다.

  올해로 한국과 호주는 수교 50주년을 맞고 있

다. 양국 간 무역거래량은 호주쪽에서 보면 3~4위

를 넘나든다고 하나, 교육이나 문화교류는 미미하

여, 일반 호주인들은 여전히 기대보다 훨씬 더 한국

을 모르고 있다. 근래 들어 호주가 아태지역에 위치

한 다문화국가로서 아시아 언어와 역사, 문화 등 아

시아를 배우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이를 국가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이

나 중국에 비해 국가 브랜드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학교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다. 호주 전역의 초중등

학교 중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학교는 1,900여개, 

중국어는 700여개인데 비해 한국어를 채택한 학교

는 최근에 조금 증가하여 49개인 실정이다. 학교를 

방문해보면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인식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실감하게 된다. 호주가 영어가 모국어인 장

점이 있기는 하나, 교육브랜드 해외홍보 전담기구

인 호주국제교육기관(AEI)을 설립하여 전 세계에 

호주교육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느 교육제도나 양과 질의 높낮이가 있을지언정 

나름대로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한국

과 호주의 교육 강점을 접목한 교육프로젝트를 구

안하여 양국의 교육정책의 교류와 학생, 교원 등의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면 양국의 교육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이다.

  지금도 호주는 다양한 교육개혁방안을 구안

하여 확정하기까지 심도 있는 타당성 검토과정

(validation process)을 밟고 있는 중이다.

USAEngland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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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조 명 철 | 통일교육원 원장

‘소극적 분단관리’ 넘어
‘적극적 통일준비’ 나서야

Ⅰ. 내 인생의 광복

  지난 8월 15일 66번째 광복절을 맞이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강점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

리게 된 이 날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이다. 사실 나는 1959년생으로 

1945년의 그 날은 광복 이후의 모든 세대와 마찬가지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과거의 역사이자, 그 날의 감격

은 추정되는 것에 불과했다.

  북한의 억압체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찾게 해 준 1994년 광복절 즈음의 그 날은 광복절의 민

족사적 의미에는 견줄 수 없을지라도 내 개인에게는 인생의 광복을 누리게 한 날이었다. 공교롭게도 한민

족이 일제의 35년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것과 같은 기간을 북한의 억압통치에서 살다가 벗어났다는 것은 우

연을 넘어서 내 개인에게는 광복절과 탈북의 그 의미를 더 생각하게 한다.

  안타까운 것은 광복 이후 35년에 더하여 또 다른 35년이 더해질 날이 얼마남지 않은 2011년 이 시점까지도 

북녘의 동포들은 진정한 광복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나만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 데 안

≫ 초대석  _ ‘소극적 분단관리’ 넘어 ‘적극적 통일준비’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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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할 수 없게 한다. 북녘의 동포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생각할 때, 나만의 

광복으로 인한 기쁨마저도 사치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어 북녘 동포들에

게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한반도의 역사적 사명

이자,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하루도 잊지 않

고 있었고, 그 날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찾아 

나선 가운데 통일교육원장이라는 중대한 역할이 주

어지게 되었다.

Ⅱ. 짧고도, 긴 3개월

  지난 6월 8일 많은 상징적 메시지와 함께 통일교

육원장으로 임명된 후 활동한 기간은 이제 불과 3

개월이다. 하지만, 그 3개월은 마치 3일 같기도 하

고 3년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통일교육원장으로서 

통일교육원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고받고 이

해하는 것에 더하여서 개인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왔

던 통일교육에 대한 구상과 비전을 실제 교육에 담

아내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다보니, 시간이 어떻

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짧은 순간이었다. 반면에,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느낀 통일교육의 복

합적인 측면에 따른 어려움들은 지난 3개월이 3년 

만큼이나 길게 느껴지도록 많은 부담감을 안겨주기

도 하였다.

  통일교육원장이 되기 전에 생각했던 통일교육과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 통일교육, 그리고 통일교육

원장으로서 그리는 통일교육 간에는 작지만 미묘한 

차이가 존재했다. 하지만, ‘바른 통일교육’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그 미묘한 차

이는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부족한 점을 

메우면서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극복해 낼 수 있다

는 희망을 보게 되었고, 앞으로 바른 통일교육을 위

해 매진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점에

서 지난 3개월은 내게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Ⅲ.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준비

  냉전이 종식되고 독일이 통일한 지 20여 년이 흐른 

지금, 한반도의 통일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매우 복

잡해졌다. 남과 북은 물론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고도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었다.

  첫째, 세계 보편적 가치와 질서의 확산이다. 공산

주의는 몰락하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세계질서의 규

범이 되었다. 더 이상 체제대결은 무의미해졌으며 이

제 인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통합의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

경 속에서 한반도의 분단구조가 홀로 지속되고 있다

는 것은 인류문명사의 거대한 흐름에 반하는 것이며, 

한민족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도약의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남북 간 격차의 심화이다. 우리는 분단의 참

혹한 상처를 딛고 경제성장의 모범국가로 세계경제

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다. 또한, 지식정보화를 

선도하는 개방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제 G20 

의장국으로서 신(新) 세계질서 재편을 주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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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북한은 세계사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지난 20년 간 개혁·개방을 거부해 왔다. 그 결과, 

경제파탄과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 나머지 세계 최

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처럼 갈수록 벌어지

는 남북 간 격차는 남과 북이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현격한 국력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환경을 순탄치 않게 하는 요인

이 되고 있다.

  셋째, 북핵문제의 대두이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에 이어 2009년 2차 핵실험 후 핵무기 보유

국으로서 인정받기를 고집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

기 개발은 한반도 통일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

한다. 북한이 핵개발에 집착하는 한 국제사회는 한

반도의 통일을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를 

바라는 그 어느 국가도 북한과의 진정한 협력을 원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핵은 이처럼 현실적으로 한반

도 평화를 위협하고, 실질적으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제약하고 있다.

  넷째, 북한정세의 불확실성이다. 북한의 만성적 

경제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의 폐쇄정책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북한의 경제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북한 내부의 정치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어떤 공산국가에서조차 시도하지 않은 3대 세습

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

라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필연성은 이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목도하

고 있는 세계사의 흐름도 이를 뒷받침한다. 대통령

께서는 올 초 독일 통일현장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

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

연적 과제임을 강조하고, 통일재원 마련 등 통일준

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한반도의 통일은 도덕적 정당성과 현실적 필요성

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통일의 

당위성에 기초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준비

를 해 나가야 한다. 먼저, 통일의 당위성을 넘어 그 

편익에 대한 보편적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이는 

통일준비를 위한 윤리적·실천적 기반이 될 것이

다. 이를 통해 통일 전(全)과정에 대한 국민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소극적 평화유지와 분단관리

를 넘어 분단극복을 위한 적극적 통일정책을 추진해

야 한다. 통일준비 인력을 양성하고 법·제도적 기

반을 강화해야 한다. 각 분야의 통합준비도 본격화해 

나가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

다 먼저 통일준비의 선봉에 통일교육이 서야 한다.

Ⅳ.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통일교육은 크게 학교와 사회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보다 중점을 두는 분야는 학교통일

교육이다. 청소년들은 통일한국을 이끌 미래이다. 

청소년들의 통일에 관한 의식은 미래의 통일한국으

로 나아가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일한국

≫ 초대석  _ ‘소극적 분단관리’ 넘어 ‘적극적 통일준비’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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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인식한다면,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각종 장애

요소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결과는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한국’을 장밋빛으로만 보지 않는다

는 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나아가, 비록 통일이 된

다 하더라도, 남북이 하나되어 함께 살아야 하는 통

일된 미래가 결코 평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추측하

게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2008년 42.8%에서 2010년 23.3%로 급

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러

한 추세가 단지 최근만의 것이 아닌, 상당기간 동안 

지속하여 온 추세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청소년들이 경쟁위주의 입시교육의 영향으로 ‘남과 

더불어 사는 능력’이 36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아쉬운 결과도 보였다. 이 결과는 당장은 북한이탈

주민과의 화합, 그리고 통일 이후 북한 주민과 더불

어 살아야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려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통일인식은 적극적인 통일교육

이 중요하고도 시급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학교현장의 분위기와 현실은 그렇게 녹록

지만은 않은 것 같다. 통일교육은 학교에서 해야 하

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들에 밀려 있다. 입시 위주

의 교육으로 교과서에 정해진 통일교육 시수조차도 

50%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

일교육의 콘텐츠, 자료가 부족함을 호소하는 선생

님도 있다.

  이러한 학교현장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통일교

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통일교육원은 다양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에 갖추어지고 있는 

IPTV 교육환경을 활용하여 통일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IPTV용 통일교육 콘텐츠를 작년부터 개발

하여 보급하고 있다. 또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청

소년들이 현장을 체험하며,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

램으로 ‘평화통일대행진’, ‘청소년 통일미래 글로벌 

리더십 캠프’, ‘통일 용틀임 한마당’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선생님들의 역량강화와 학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통일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통일

교육 연구시범학교 확대와 보조금 지원 등을 새롭

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학교통일교육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겠다.

  첫째, ‘바른 통일교육’의 정립이다. 우리가 지향하

는 통일은 ‘바른 통일’이다. 바른 통일은 자유민주주

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인

간의 존엄과 자유가 보장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통일을 의미한다. 학교통일교육 역시 이러한 바른 

통일의 가치와 방향을 확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먼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방향에 대해 명

확히 알려 주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우리 헌법의 정

신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에 기초하

고 아울러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입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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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바탕에서 통일미래의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

여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래세대들이 통일시대를 준비

할 수 있도록 역사적 안목을 키워 주어야 한다. 이

와 관련하여 최근 눈여겨봐야 할 것은 고등학교 역

사교과서와 관련한 논쟁이다. 올 초부터 많은 언론

과 전문가들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국사편찬위원회는 이

러한 논란에 대한 대책으로 북한·통일 부분의 분

량을 기존 교과서보다 축소하는 교과서 개정방향

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통일부

는 역사교육을 통해 통일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

게 올바른 국가관·민족관을 형성시키고, 미래지향

적 통일관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첫째, 북

한 정권 수립이나 북한 실상 등 북한 관련 내용이 

균형적·객관적으로 기술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기

존 교과서의 북한·통일 부분에 대한 비중·분량이 

최소한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둘째, 학교통일교육의 확장이다. 즉, 통일교육이 

특별한 때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일매일 어디에서나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확장이 필요하다. 먼저는 

통일교육 개념의 확장이다.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안

보교육을 비롯하여, 민주시민교육, 나

라사랑교육 등 유사한 내용의 각종 교육

들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들은 

모두 통일교육의 큰 테두리 내에 포함된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개념이 이러한 유사 교육들을 포괄하는 

범국민교육으로 자리잡아가야 한다. 또 한 가지 필

요한 것은 학교통일교육 실행능력의 확장이다. 즉, 

‘찾아가는 통일교육’이다. 통일교육원이 최근 들어 

많은 곳을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그 교육의 대상은 너무 적다. 전국 11,000여 개 학교

와 40여 만명의 교원들 중에 통일교육원이 접촉하는 

규모는 1년에 불과 2%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규모

가 최소한 10~20%는 되어져야 한다. 통일교육을 받

고 싶은 분들이 통일교육원으로 찾아 오길 기다려서

는 활발한 통일교육이 되기 어렵다. 통일교육을 받

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상 교육받지 못하는 분들

도 많다. 통일교육의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던 곳에 

통일교육이 적극적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통일논

의를 확산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 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풀뿌리 통일운동’이 불 붙

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등 유관부처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

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 학교통일교육을 전

담으로 실행하고 센터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적 조직

과 전문인력을 갖추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

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셋째, 통일교육을 맞춤형 교육으로 변모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그동안 통일교육이 재미없는 교육으로 

인식된 것은 국민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

지 않았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특히 젊은층은 통

일로 인한 비용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

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학교통일교육에서 통일의 

필요성 논리로 여전히 중심에 서 있는 ‘민족적 당위

론’ 위주에서 벗어나 ‘국가발전과 개인의 편익’에 입

≫ 초대석  _ ‘소극적 분단관리’ 넘어 ‘적극적 통일준비’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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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논리가 강조되어야 한다. 통일교

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통일비용과 통

일편익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밝은 통일미래

를 제시하여야 한다. 통일한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누리게 될 각종 혜택은 바로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누리게 될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

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

과 수단으로 교육한다면,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

기 어렵다. 따라서,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등 다양

한 각도에서 맞춤형 눈높이 교육을 통해 국민 만족도

를 높여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육을 둘러싼, 빠른 속도로 변

화하는 기술적 환경에 발맞추려 한다. 온라인 환경

을 비롯하여 스마트폰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뉴미

디어의 발달은 통일교육에게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

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원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

이버 통일교육을 보다 활성화하여 추진해 나가려 

한다. 최근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전면 개편하여 그

동안 공무원과 교원에게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개하는 열린 강좌를 준비 중에 있

다.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통일교육의 전파도 

중요하다. 통일교육원이 개발하는 각종 자료들을 

스마트폰 앱용으로도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

다. 연말에는 통일 관련 각종 자료들을 집대성하여 

포털기능을 수행하는 ‘통일 사이버 라이브러리’를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Ⅴ. 통일 준비과정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2만명을 넘어섰

다.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의 의미는 특별하다. 

이제 이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

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

들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이들에 대한 이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할 때이다.

  우리 사회가 통일에 대비해, 북한이탈주민을 포

용하기 위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

째, 사회적 인식개선의 방향성 모색이다. 우선, 북

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생산적 기여자’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우리와 동일

한 언어와 문화,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북한이탈주

민에 대한 관심이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관심에 미

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 사

회 곳곳에서 노력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

여주어야 하며, 우리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따

뜻한 관심과 포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에서의 

경력과 노하우를 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활

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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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가 지니고 있는 전통문화요소, 북한이탈주

민의 특성을 계발할 수 있는 문화·예술분야, 통일

교육 강사 활용 등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스스로의 자정노력도 요구된

다. 최근 외국인 이주민, 즉 다문화가정이 우리 국

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적

극적인 홍보노력도 한 몫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우

리 사회에 와서 3D업종에 종사하거나 시골 노총각

과 결혼하여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

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이미지가 각

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부 북한이탈주민

은 힘들게 노력하여 정착하기보다는 손쉽게 살아가

는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둘째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문제이다. 이들

은 한반도 통일시대에 이루어질 사회통합을 사전 

실험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먼저 온 통일미래’

의 모습이다. 통일과정에서 통합의 대상이 되는 동

시에 북한주민을 직접 설득하고 화합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할 주체로서의 이중적 위치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자

존감과 정체성에 기반한 ‘자기주도적 정착노력’을 

강화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국회·언론 등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북

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장과 이익을 표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세번째로 북한이탈주민을 진정한 우리의 이웃으

로 받아들일 때이다. 우리의 대중매체는 북한이탈

주민의 부적응 사례에 대해 ‘보통의 남한주민’으로 

보기보다는 필요 이상으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

킴으로써 일반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사회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왔다. 언론

의 이러한 부적응 사례에 대한 보도는 문제점을 선

정적으로 지적하고 있을 뿐이고 효과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서해에서의 도발 등 

남북관계가 악화될수록 북한이탈주민은 죄인처럼 

움츠러들고, 마치 북한의 잘못된 행동이 자신들의 

책임인 양 주위로부터 따돌림을 받는다고 한다. 또

한, 아직 이들을 만나 보지 못한 국민들 중 상당수는 

북한의 가족과 친지를 등지고 온 불가피한 사정을 이

해하기보다는, 의구심 또는 부정적 인식과 차별적 편

견을 표출하고 있다. 우리의 ‘친근한 이웃’으로 이들

을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우리 국민들의 

포용적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배가 고파 부모·형제를 등지고 사선을 넘어 오랜 

타국생활을 견디어내며 우리나라에 왔지만, 아무런 

배경과 자본 없이 생존해야 하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만 모든 것을 버

리고 남한사회에 동화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을 

포용하고 이해하려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또한, 소수자인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행복한 사회

≫ 초대석  _ ‘소극적 분단관리’ 넘어 ‘적극적 통일준비’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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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기 위해서는 다수자인 일반 국

민들이 이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인정

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수자교육’ 프

로그램도 많이 늘어나야 한다. 특히, 남북주민통합

모임, 북한이탈주민 이해교육, 통일교육 등 학교

와 직장 등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노력을 구체화해

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이 스스로 ‘2등 국민’이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결국 통일과

정에서 북한주민 모두의 마음을 얻게 되고, 통일은 

선뜻 우리 앞에 와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2등 국민’이라는 열등감을 버리고 

주인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

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통일준비를 본

격화해야 한다. 정부를 비롯한 각 분야 지원주체들은 

향후 정책고객이자 수요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참여를 

통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을 통일역군으로 

인정하고 이들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우

리 국가와 사회는 그만큼 통일역량을 키우게 될 것이

고 이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을 통일인재로 

육성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

가 있다. 물론 여러 가지 공식·비공식 대안을 포함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

다. 예를 들면, 통일교육원 프로그램에 북한이탈주

민을 포함하여 전문강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

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각 분야 출신의 북한이탈

주민의 소질과 능력을 잘 계발하고 육성함으로써, 

현재의 우리 사회는 물론 통일미래에 있어 각 분야

별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금부

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 

Ⅵ. “통일은 반드시 온다.”

  통일은 반드시 온다. 하지만, 한반도의 통일이 언

제 어떠한 형태로 우리 앞에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

르며, 저절로 오지도 않을 것이다. 통일은 어느 누

구만의 것이 아니다. 나의 통일이자, 우리 모두의 

통일이다. 우리 모두가 통일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소극적 분단관리’를 넘어 ‘적극적 통일준비’에 나서

야 한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통일역량을 기르

고 국론을 결집해야 할 때이다. 잘 준비된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통일교육을 통해 한반도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

지고, 그 미래를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은 통일한국

에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요구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통일교육의 허브인 통일교육원은 1990년

대 말 인력이 절반으로 삭감된 이후, 현재까지 만성

적인 인력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의 

재원은 최근 2년 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이

고 실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

준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통일교육은 북한과 통일

에 대한 무관심을 막아내지 못했고, 통일준비 역량

을 성장시키는 데 역부족이었다. 이제라도 통일교

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통일교육이 균형잡

힌 북한관, 건전한 안보관, 미래지향적 통일관을 정

립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세우고 자유민주

주의 체제를 수호하며 우리가 이룬 유무형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행복한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데 초석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I.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

  급격한 학력인구의 감소, 특히 2018년을 기점으로 반전되는 대학입학 정원과 고교졸업생 

수의 역전현상은 2024년에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이 때가 되면 대학입학 정원 58만여 명

에 고교졸업자 40여 만명으로, 80% 대학진학률을 가정할 때 40%의 대학이 도산되는 심각

한 위기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구조조정 문제는 더 이상 중장기 과제가 

아닌,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

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위상과 역할, 교육목표, 기능 등이 혼재되어 있어서 고등교육의 효능

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작금의 대학 정원구조, 학문체계는 사회의 산업수요, 국제

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인력수급체계와 괴리되어 있어서 국가의 경쟁력 및 성장동력을 창출

하는 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유사한 종합대학의 구조

를 갖고 있고, 학문중심적인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 심지어 직업교육에 충실해야 할 전문대

학 조차도 4년제 대학과 대동소이한 학과구조를 갖고 있고, 4년제 대학으로의 변환을 추구

해 왔다.

  이처럼 기능적으로 분화되지 못한 대학구조는 선진국은 물론, 주변 경쟁국과의 국제경쟁

력 비교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해 장래 국가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 창출에 커다란 장애

가 되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이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정원구조도 산업계의 인력수요와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대졸 신입사원의 재교육 및 훈련

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대는 대학교육의 비효율성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

다. 대졸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학의 정원 및 학문체계가 국가의 인력수급

체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선진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가들은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개혁작업을 수행해왔다. 

특히 중국은 ‘211 공정’으로 신기술 혁명의 도전에 대응해 중점육성 학과를 집중 배치하였으며, 

세계일류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985 공정’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소위 ‘도야마 플랜’으로 불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글_박 승 철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사립대분과소위원회 위원장·성균관대학교 교수반값 등록금 논쟁으로 시작된 대

학 등록금 부담 완화는 궁극적으

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정의 

투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국가재원의 투입은 고등교육의 

질 제고, 국가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 성공적인 재정

투입을 위해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대학의 일련의 구조개혁을 요

구하고 있다. 부실한 대학을 정

비하고,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정

원 감축, 대학정원의 학문체계 

변화, 대학의 기능 및 역할 분화 

등 구조조정을 넘어서는 상당하

고도 획기적인 수준의 구조개혁

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슈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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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국립대학 구조개혁과 일본 21세기 COE 프로그램을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78%, 전문대학의 97%가 사립대학으로, 재정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

록금 의존율은 70%를 상회하고 있어 선진국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 35%와 비교하면 재정적으로 교육수요자에게 부담

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입학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재정적으로 취학한 구조를 안고 있는 사립대학은 이미 재정

상태가 악화돼 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미 교육적으로 더욱 부실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러

한 부실대학이 이미 상당수 출현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이다. 반값 등록금 논쟁으로 시작된 대

학 등록금 부담 완화는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정의 투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국가재원의 투입은 고등교육의 질 제고, 국가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 성공적인 재정투입을 위해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대학의 일련의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즉, 부실한 대학을 정비하고,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정원 감

축, 대학정원의 학문체계 변화, 대학의 기능 및 역할 분화 등 구조조정을 넘어서는 상당하고도 획기적인 수준의 구조개

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학의 변화와 혁신 없이는 선진국 및 복지국가로의 진입은 요원하며 이는 우리 시대의 

시대적 사명이다. 

II. 구조개혁의 방향

  대학 구조개혁은 단기적인 것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국가적인 고등교육체계의 마스터 플랜도 마

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은 고등교육 수요, 학부모의 교육열 충족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해 많은 후발 대학들이 선발 대학의 학문체계, 정원체제를 답습하였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문중심, 연구

중심 대학을 지향해 사회의 산업수요와 상당한 괴리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대학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 교육 또는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방향 설정, 대학의 적정 수, 적정 정원 등을 새롭

게 정립해야 한다. 그런 연 후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대학 고등교육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III. 사립대학의 구조개혁

1. 정원감축

  학력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의 감축은 피할 수 없는 과

제이다. 현재의 대학진학률 80%를 유지하더라도 2024년까

지 초과정원 20만명에 대한 감축작업이 지속적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져야 한다. 선형적인 스케일로도 매년 평균 15,000

명의 대학입학정원 감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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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실대학의 출현, 정비 및 퇴출

  1995년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시행된 이후 많은 사립대학들이 설립되었고, 이 중에 상당수

의 대학은 현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부실의 늪에 

빠져 있다. 부실대학이 된 원인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첫째,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단의 무분별한 대학설립을 들 수 있다. 대학 설립에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상당한 재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충분한 재원 없이 대부분의 인프라를 등록

금에 의존해 설립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부실한 교육이 될 수밖에 없었다. 둘째, 대학을 설

립하면서 대학의 학문체계, 정원체계를 기존 대학의 행태를 답습하였고, 학문중심의 백화

점식 학과구조는 후발 대학의 특성화를 살리지 못하였다. 이러한 학과 및 정원체계는 사회

의 인력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교육내용 또한 사회적 요구와 거리가 멀어 졸업자들의 취업

률이 매우 저조하다. 취업률이 저조하다 보니 사회적 인지도나 지명도, 학생의 선호도 등이 

낮을 수밖에 없다. 대학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입학 선호도에서 지방의 대학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도 요인 중에 하나일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 후발 대학 가운데 몇몇 

대학은 교육중심대학을 지향하고 사회적 수요에 부응한 학과운영 등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

어 지역적 요인이 커다란 요인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부실대학의 구조적인 결함은 입학자원의 감소로 인해 빚어진 재정적 어려움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대학들은 고비용의 대학 등록

금을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교육적인 가치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교육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국가재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 퇴출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실대학의 판정과 퇴출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구조

개혁위원회가 정한 10가지 부실판단지표 즉,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학

사관리,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등 6개의 교육지표와 법정부담금 부담률, 법인전입

금 비율, 등록금 의존율, 신입생충원율 등은 매우 합리적인 정량적인 평가로 판단된다. 이

러한 정량적 평가에 의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은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에서 배제되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학들은 현재의 입학자원 등을 고려하면 정상대학으로 회복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대학은 보다 치밀한 실사과정을 거쳐 부실대학으로 최

종 판정되면 공익을 위해 퇴출되어져야 할 것이다.

  부실판단지표 10가지를 기준으로 판정한 대학 중 하위 30% 대학은 2024년의 입학 자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예비 부실대학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대학들은 설령 이번에 부

실대학 판정을 모면했더라도 강력한 내부 구조조정을 스스로 단행해야 할 것이다. 

부실대학의 판정과 퇴출은 합리

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구조개

혁위원회가 정한 10가지 부실판

단지표 즉, 재학생 충원율, 취업

률,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등 6개의 교육지표와 법정부담

금 부담률, 법인전입금 비율, 등

록금 의존율, 신입생충원율 등은 

매우 합리적인 정량적인 평가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량적 평가에 

의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

은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에서 배

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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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 구조조정

  많은 대학들이 종합대학형 학과구조와 학문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학이 동시다발

적으로 설립되면서 대학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이 미처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과체계, 학문체계가 교

수의 호불호, 선호도에 의해 개설된 것이다. 사회적 수요, 미래지향적인 산업인력구조에 대응하지 못했고 교수의 기득

권 때문에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부실요소를 안고 있는 부실 가능 대학은 보다 과감한 구조개혁, 학

과통폐합 및 사회의 수요에 맞는 학과체계로 변혁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취업률이 저조한 학과는 과감하게 폐과

를 단행해 교육소비자들이 4년간의 고등교육 투자가 실업자로 전락하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스스로 변화하고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지원, 장려하는 시책을 펴야 할 것이다.

4. 대학 간의 통합·폐합·정원감축

  2024년까지 20여 만명의 대학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정원감축방법으로 부

실대학을 퇴출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매년 15,000명씩 감축하는 데 슬기와 지혜를 발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실대학

이 출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실 가능 대학들은 주변 대학과 통·폐합을 하거나 유사학과 통·폐합을 통해 보다 건

실한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정원이 과다한 것이지 대학의 절대 수가 과다한 것은 아니

라고 주장한다. 외국의 경우, 매우 적은 정원으로 아주 훌륭하게 운영하는 대학이 많은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 사립대

학의 경우, 상당수가 재정이 건전치 못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등록금 수입의 임계 선을 넘지 못하면 

재정부실에 빠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정원을 감축하여 많은 수의 대학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올바른 

방법이 아니며 계속 재정부실의 여지를 남겨놓을 수 있다. 

 

VI. 국립대학 구조개혁 및 선진화

1. 문제점

  국립대학은 국가의 고등교육 육성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립대학들

은 종합대학 모형을 갖고 있고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고 있으며 특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하지만 국가 재원이 투입된 

관계로 사립대학에 비해 훌륭한 교육 인프라를 갖고 있고 매우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우수한 교

육여건에 비해 교육이나 연구 경쟁력은 소수의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학문분야가 너

무 세분화 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연구와 학문 체제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미래의 국가 인적 자원을 양성하

는 데 뒤처져 있다. 이에 지역의 거점대학들은 연구중심체제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학부중심의 교육중심체제로 변환

해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기관으로 교육의 틀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립대학도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국립대학 평가에서 하위 50% 대학은 학부교육중심체제로 체제전환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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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대학원 교육과 연구는 해당 지역 거점 대학으로 이관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는 광역자치지역에 한 개의 대학으로 모두 통합되고 그 지역 내에 다른 대학들은 교육전담 

칼리지(college)로 변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과는 통·폐합되어져 보다 선진화

된 학사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2. 총장 직선제 폐지 및 임용방법의 선진화

  개별 대학들의 특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대학들이 저마다 자율적으로 정원감축, 

학문단위의 통·폐합, 대학체계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등의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

다. 우리나라 대학은 대학운영의 중심이 학과에 있고, 교육과정, 학사체계 등 대부분이 교수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 사고나 판단이 쉽지 않고 자기개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학 내에서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교수들의 학

문단위에 대한 기득권 때문이다. 이러한 기득권 앞에 총장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

하고 있으며, 이의 가장 큰 이유는 총장 선출제에 기인한다. 총장 선출과정이나, 총장 선출 

후에 대학 내 교수들의 이해관계에 충실하지 않으면 총장은 어떤 일도 수행하기 어려운 리더

십의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의 올바른 변화와 혁신을 위해 대학총

장 직선제는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의 총장 직선

제는 우선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며 새로운 선임방식이 다양한 방법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주

요 사립대학은 이미 자발적으로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총장을 선임해 대

학발전에 총장의 리더십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립대학의 총장 직선제 폐

지는 납세자인 국민의 시대적인 요구이며, 더 이상 대학 내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총장 

직선제 폐지, 대학 및 학과 통·폐합 등 구조개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대학에는 국·사

립을 불문하고 국가의 재정이 우선적으로 투입·지원되어야 올바른 고등교육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대학 정비 및 통합

  학력인구 감소를 가장 먼저 경험한 교육기관은 초등 교육기관이며, 이는 고등교육기관보

다 12년 먼저 선행하여 왔다. 따라서 교육대학이 배출하여 임용되는 교원의 수는 줄곧 감소

되어 왔고, 이에 맞춰 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감축되어져야 했다. 그

러나 현실은 초등학교의 교사임용 적체현상이 심화되어 사회문제화 되어 왔다. 이는 적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교육행정당국, 그리고 교육대학들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교육대학들은 팽창하던 시기에 투자된 과도한 인프라를 갖고 있어 이러한 인프라의 활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초등학교 교원양성체제는 국립체계로서 사범학교에서, 2년제 교육대학을 

거쳐 4년제 교육대학 체제를 이루었다. 따라서 이들만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교원양성체계가 

국립대학의 총장 직선제 폐기

는 납세자인 국민의 시대적인 요

구이며, 더 이상 대학 내의 국한

된 문제가 아니다. 총장 직선제 

폐지, 대학 및 학과 통·폐합 등 

구조개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는 대학에는 국·사립을 불문하

고 국가의 재정이 우선적으로 투

입·지원 되어야 올바른 고등교

육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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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왔고, 사회가 다양화·융합화·다변화 하는 데 이러한 교육체계가 적

합한지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사범학교체제는 제국주의시

대 교사양성방법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미 폐지된 양성체제이다. 앞으로 

축소될 교육대학의 입학정원으로는 독자적인 대학을 유지하기에는 과도한 예산

이 요구되고 있으며, 예산의 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대학은 인

접 거점 국립대학과 통합해 국립대학 내의 단과대학으로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

서 다양한 융합교육, 다변화된 사고, 열린 교육체계를 가져야 할 것이다.  

V.  고려해야 할 요소

1. 학생을 위한 구조개혁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에 먼저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 폐교나 통·폐합과

정에서 학생들을 가장 먼저 배려하고 학생들에게 피해는 없는지 그들의 입장에 

서서 상황이나 여건 등을 살펴야 할 것이다. 특히 학생들이 인근 대학으로 전학할 

때, 해당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고, 전입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보장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2. 부실대학 현실성 있는 퇴출경로 마련해야 

  부실 사립대학의 폐교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관련 법안을 제·개정해야 한다. 부실대학

의 경우, 설립자들이 자발적으로 폐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 간의 공헌에 대한 재산상의 배려를 일정 부분 고려해 주

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실성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3. 대학개혁 위해 교수들의 기득권 용인해선 안돼

  대학의 변화와 개혁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요소가 교수들의 기득권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사회는 지금까지 이러

한 기득권을 상당부분 용인해 왔다. 대학이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기득권을 지

키는 방책으로 일정 부분 이용되어온 것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

은 관주도형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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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구조개혁의 필요성

그동안 정부는 ‘학력향상 중점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등 다양한 국가시책사업을 통해 학교현장에 긍정의 

변화를 촉진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단위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 사교

육 경감 지원, 교육복지, 영어교육 강화, 위기 청소년 대응 등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업목표를 지닌 국가시책사업이 복잡·다기(多岐)하게 추진되고, 하향식(top-down)으

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교현장으로부터 제기되었다.

글_배 동 인 | 교육과학기술부 창의경영학교지원팀 팀장

2011년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추진과 전망
자율·창의적인 학교경영 지원으로 좋은학교 선도모델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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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단위학교 재정지원 사업별로 공모시기, 사업

기간, 연수, 컨설팅, 강사채용, 성과평가 등 행정절차

가 상이·복잡하여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이 상당하다

는 것이다.

둘째, 재정집행 및 프로그램 운영상 학교의 자율성

이 제약되고 있어 학교현실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애로가 많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으로 꼽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0년 11월 11일, 

100여 회가 넘는 교과부장·차관의 현장방문, 개별사

업별 현장 컨설팅, 관계자 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

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단위학교 재정

지원 사업 체계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11년부터 동 

사업의 일환으로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을 본격 추

진하게 되었다.

Ⅱ. 사업 간 시너지 제고를 위해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으로 

     체계화

교육개혁 추진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연계 필

요성이 높은 단위학교 재정지원 사업들을 단일 사업

으로 묶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했다. 우선, 학교 자율

역량을 바탕으로 창의·인성교육을 실천·경영하는 

학교를 집중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2011년부터 교육

개혁의 핵심목표인 학력향상, 사교육 절감, 교육과정 

혁신과 관련이 높은 11개 사업을 ‘창의경영학교 지원

사업’으로 통합·연계 운영하기로 하였다.

즉, 학력향상 중점학교(1,517교)는 “학력향상형”으

로, 사교육 없는 학교(596교)는 “사교육절감형”으로,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학교(73교) 및 교과 중점학교

(과학/영어/예술/체육 등 205교)는 “교육과정혁신형”

으로 개편하여,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의 하위 유형

으로 재구조화하였다. 이와 함께, 교과교실제, 기숙형

고교, 전원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등은 창의경

[그림 1] 국가 시책사업 체계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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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학교 지원사업 운영 시 체계적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2011년에는 기존 재정지원 학교(2,348교)가 창의경

영학교로 전환되고, 신규 공모를 통해 사교육절감형 

194개교와 자율형 84개교, 교육과정혁신형(학교체육 

활성화) 30개교를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율형”은 학교 실정에 적합한 교육활동을 

창의적으로 전개하려는 열의가 높은 학교를 지원하는 

한편, 학교현장의 개혁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

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현장에서 스스로 낸 교육개

혁 아이디어를 인큐베이팅(incubating)하여 일반화

하는 상향식(bottom-up) 교육개혁 모델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시행된 대다수 국가시책사업들이 교육과학

기술부에서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

고, 단위학교는 수동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이

었던 점에 비추어, 자율형 사업의 도입은 상당히 획기

적인 것이며, 학교교육의 변화를 위한 현장 교원들의 

열정을 자극할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체 초·중·고(11,237

교)의 약 24% 수준인 2,652개교*의 자율·창의적인 

학교경영을 지원함으로써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성과

※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 교육과정·인사·재정운영 등의 자율성을 토대로 학교단위 자율·책임·창의적 경영을 통해 창의·인성교육

과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좋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그림 2] 창의경영학교 운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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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낸 학교들은 졸업, 새로운 학교들이 창의경영학교

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 초·중등학교의 

질적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창의경영

학교 지원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다.

* 전체 2,699개교 중 중복지원교 47개교를 제외한 학교 수

Ⅲ. 학교의 자율성 확대 및 체계적

     지원

2011년도에는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에 총 1,505

억 원(특별교부금)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사업 대상 

학교에는 최대한의 행·재정적 자율성을 부여하여 학

교현장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학교별로 지원되는 예산규모는 사업 유형, 학교

급·규모, 성과목표의 난이도,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며, 재정지원 사업 

간 칸막이를 낮추기 위해 사업비를 총액으로 배분하

여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관리지침을 간소화·일원화하였다. 

이로써, 학교의 자율적 재정운영의 폭이 확대되고, 개

별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

단위학교의 사업기간은 총 3년으로 설정하되,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

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학교의 예산운영의 책무성을 

높였고, 매년도 사업기간을 당해 연도 3월~익년도 2

월로 조정, 단위학교 학사일정과 일치시켜 사업이 체

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동안 개별 사업 유형별로 운영되어오던 컨설팅·

연수지원 및 유공자 표창 등을 연말에 총괄적으로 진

행하는 등 각종 절차를 일원화, 간소화하여 학교현장

의 업무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

업 유형별로 관리해오던 홈페이지도 통합하여 우수사

례 등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다. 

한편, 대상 학교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도록 교육과학기술부-시·도교육청-전담사업기관 

간 역할분담을 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국

교육개발원을 창의경영학교 총괄 지원기관으로 지정

하여 교원연수, 컨설팅, 사업평가, 홈페이지 통합·

연계 운영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되, 개별과제를 지원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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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창의재단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과도 협

력을 강화하여 재정지원사업의 통합효과를 극대화하

고 있다.

Ⅳ. 창의경영학교 학교장 역량 강화 
     지원

또한, 시·도교육청 담당자, 현장교원 대상 연수를 

내실화하되, 특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경영 지

원을 위해 CEO형 연수 프로그램 등 학교장을 대상으

로 한 학교경영 역량강화 연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기존의 국가시책사업 관련 학교장 연수는 

이론중심, 단기성·일회성, 일방향성 등의 한계를 가

지고 있었다.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현장·실천 중심, 자율적·상시

적, 문제해결·토론 중심 등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현장과 소통 중심’의 학교장 경영역량 강화 연수를 추

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별로 창의경영학교 포럼을 구

성·운영하여 창의경영학교 운영성과 및 노하우를 연

중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학교장들 간의 학습

네트워트를 구축하였다. 창의경영학교 포럼은 지역실

정에 맞게 1~4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

고, 격월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포럼의 내

용도 토론회, 우수사례 발표회, 특강 등 다양한 형태

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우수학교의 프로그램이나 노하우 등을 공

유하기 위한 벤치마킹 연수를 연중 수시로 실시한다. 

창의인성 모델학교, 창의경영학교 중 우수성과를 달

성한 학교 약 200여 개교의 학교를 벤치마킹 대상 학

교로 지정하여 개별 학교에서 이러한 학교를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벤치마킹 연수과정에는 학

교장뿐만 아니라 교감, 사업담당교사, 학부모 등이 함

께 참여할 수도 있으며, 여러 학교가 팀을 구성해서 타 

지역에 있는 우수 학교를 방문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이번 창의경영학교장 학교경영역량 강화방안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학교장 전용 온라인 포털사

이트인 ‘스쿨 플러스’ 이다. 이는 학교장 리더십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경영 노하우나 알기 쉬운 

교육정책, 사회·경제·문화 분야별 정보 등 고품격 

원격 컨텐츠를 제공하는 최초의 학교장 전용 포털사

이트이다. 아울러, 우수학교 벤치마킹 연수결과, 창의

경영학교 포럼 결과 등을 탑재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 개통한 ‘스쿨 플러스’는 현재 사용 

중인 창의경영학교장들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

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학교장 연수의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는 모델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창의경영학교장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

성 및 운영에 전·현직 우수 학교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시·도별 학교장 연수기획단에 전·현직 

1) School PLUS(Principal Leadership Up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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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직접 참여하여 연수를 기획하고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이들을 강사

요원이나 컨설턴트로 활용하고, 우수학교장의 노하우

를 매뉴얼화해 제공하는 등 전·현직 우수 학교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참여자들에게는 각종 

표창, 해외연수 우선 추천, 컨설팅 장학요원 활용 등

의 인센티브가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이러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학교현장과 수요자 요구에 대한 

적합성을 높여 학교장 연수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Ⅴ. 현장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개혁 추진동력으로 활용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사업기

획·재정운영 등에 있어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최대

한 보장될 것이다. 또한, 기존 학교장 대상 연수 프로

그램을 개편하여 학교장의 창의경영 역량을 대폭 신

장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학교 경영역량이 강화될 것으

로 예상된다. 

한편, 사업공모, 예산 교부 등 단일화가 가능한 프

로세스를 총괄적으로 관리·시행하고, 예산집행, 관

리지침 등을 표준화하여 제시함에 따라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공문처리, 관련 행정업무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을 통해 

단위학교의 자발성·창의성에 기초한 다양한 교육개

혁 실천을 현장중심으로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모델

을 마련하고, 아울러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

의 인식개선과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속가

능한 학교발전 모델을 구축하여 이를 일반학교에 확

산·전파할 계획이다.



글_서 원 극 | 소년한국일보 취재부 차장

 안양시 안양부흥초등학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는 어린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데 초점을 두고 여러 교육혁명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연중 학급 

재능 발표회 시간을 갖고, 오카리나와 리코더 등 학년별 특색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한다. 

또, 글로벌 인재로 키워주기 위해 아침 영어 방송을 실시하며, 영자 신문도 정기적으로 

펴낸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안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소식지 역시 정기적으로 펴낸다. 이런 

바탕 위에서 어린이들은 생활도우미 활동을 통해 봉사와 배려를 자연스레 배운다. 민속놀이 

한마당과 녹색환경도 여느 학교와 차별화되는 프로그램들이다. 본보기로 삼을 내용이 많은 

안양부흥초등학교을 찾았다. 

‘글로벌·전인 교육의 전당’
 안양부흥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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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의 텃밭 ‘NIE’

안양부흥초등학교의 명품교육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문활용교육(NIE)이다. 연중 펼치는 NIE는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크게 높여 준다. 또, 

지구촌시대에 요구되는 국제 감각과 소양,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는 안목까지 길러준다. 

1일 아침 8시 40분 5학년 5반 교실. 등교한 어린이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책상에 놓인 신문을 앞서 펼쳐 들었다. 

이어 홍순옥 담임교사가 내 준 과제를 다시 확인하고, NIE 

공책에 자신의 의견과 생각들을 차분히 적어 나갔다. 같은 

시간, 다른 학급에서도 NIE가 진지하고도 활발하게 펼쳐졌다. 

이처럼 NIE가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엄경숙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신문이 제 2의 

교과서’라는 신념에 의해서다. 홍 교사는 “어린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진취성, 세계 시민의 자질, 

창의성과 예술 감성은 신문을 통해 기를 수 있지요”라며 NIE로 창의성이 높아지고, 공부방법도 깨우칠 수 

있다고 말했다. 

‘내 꿈은 내가  만들어요.’ 재능 발표회
 

안양부흥초등학교 전교생은 하나같이 표정이 밝고 

활기도 넘친다. 저마다 가슴에 꿈을 품고 생활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즐겁게 노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꿈을 

가꾸는 프로그램들을 알차게 운영하고 있어, 온 학교가 

꿈동산 구실을 한다. 그 하나가 매월 1·3째 주 토요일 

아침 8시 40분부터 20여 분간 방송되는 ‘꿈과 나눔이 

있는 학급 재능 발표회’다. 이날에는 1~6학년 가운데 

2~3개 학급이 차례로 합창, 카드섹션, 메들리송 등 

이제껏 닦아 온 재능을 자신 있게 발표한다. 

또 다른 하나는 연중 이뤄지는 학년별 특색 교육이다. 아침 자율학습과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1·2학년은 오카리나, 3·4학년은 리코더, 5·6학년은 단소를 꾸준히 익힌다. 이렇게 다져진 실력을 

재능 발표회를 통해 자랑한다. 이러한 꿈을 위한 노력과 성과 역시 생활본에 꼼꼼하게 적으며 점검하고, 

긍지까지 높여 간다. 권종미 연구부장은 “안양부흥 어린이들은 친구와 후배의 꿈까지 서로 속속들이 알고, 

어떤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스스럼없이 토론하지요. 이런 관계에서 마음이 한 뼘씩 더 자라고 

정까지 두터워지고 있어요”라고 자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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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자랑’ 아침 영어방송과 영자신문 발행

안양부흥초등학교 3~6학년 어린이는 학년당 

50~300개의 영어 단어를 줄줄 외운다. 이렇게 4년 간 

익히는 단어만도 500여 개에 이른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기 초에 ‘스펠링비(영어 철자 말하기 대회)’의 단어(3학년 

45개, 4학년 100개, 5~6학년 300개)를 알려 주고, 평소 

가정과 학교에서 저마다 수준에 맞춰 암기하게 이끈다. 그 

뒤 6월에 학급별 예선을 거친 어린이를 대상으로 본선을 

치른다. 여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 인증을 받으면 ‘명예 

영어 단어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다. 

영어 소책자 ‘step&jump’를 활용한 영어 인증제 역시 남다르다. 연 2회(6·11월) 시험을 치르는데, 

98%의 학생들이 이 테스트를 가뿐히 통과할 정도로 실력이 최상급 수준이다.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워 주기 위해 실시 중인 ‘노부영(노래로 부르는 영어)’ 프로그램도 특색이 있다. 말 그대로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영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으로, 이를 통해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없앰은 물론 

국제감각도 키우고 있다. 

학교는 또 2쪽짜리 영어 신문 ‘Hi~Anyang Buheung’을 연 4회(5·7·10·12월) 펴내, 전교생에게 

1부씩 나눠 주고 있다. 이 신문은 평소 영어 수업의 우수 결과물이나 영어 일기, 인터뷰, 독후감, 영어 단어 

퍼즐 맞추기 등의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원고는 10여 명 어린이 기자들의 글과 그림으로 채워져 그 의미를 

더한다. 이 밖에 매월 2~3차례 ‘사랑해요 우리말’ 프로그램을 방영해 전교생이 그날 배운 우리말로 짧은 

글짓기를 하게 이끌며 한글 사랑의 마음을 길러 준다. 

민속놀이 한마당으로 ‘체력’과 ‘전통문화’

같은 날 오후, 운동장. 여느 학교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색다른 광경이 벌어진다. 

십수 명이 모둠을 만들어 곳곳에서 팽이와 비사치기, 

굴렁쇠 굴리기 등을 신나게 즐기고 있다. 다른 교실 

한쪽에서는 칠교와 고누놀이에 열심이다. 이는 민속놀이 

한마당 프로그램의 실제 모습으로, 음악과 체육 등 정규 

수업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스스로 

즐겁게 참여하는 어린이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체력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고, 우리 전통놀이를 

사랑하고 즐길 수 있게 이 같은 새로운 개념의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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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교장은 이를 위해 서편 1층 출입구에 전통놀이 자료실을 갖췄다. 여기에는 팽이 300여 개, 윷가락 

13여 벌, 제기 100개, 소고 30개, 고누놀이 도구 50개 등 1,500여 점이 구비됐다. 이런 가운데 전교생은 

아침마다 등교 후 교실로 들어가기에 앞서 운동장을 2~5바퀴 뛰거나 빠른 걸음으로 걸으며 기초체력을 

다진다. 이 시간에는 ‘숲 속을 걸어요’, ‘초록 바다’ 등 계절에 맞는 동요가 교정에 울려 퍼지는데, 교사도 

어린이와 보조를 맞추며 사제의 정을 두텁게 한다. 

‘1년 계획 한 눈에 살펴요’ 4개의 소식지 

안양부흥초등학교는 4개의 소식지(신문)를 정기적으로 펴내 

어린이와 학부모가 교육과정을 제대로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돕는다. 그 첫 번째가 일주일의 수업안내와 학교소식을 담은 

‘자기 주도적 과제 학습 안내 및 준비물’이다. 여기에는 요일마다 

배우는 과목과 학습 내용, 학급 약속, 명언, 가정통신 등이 

빼곡히 채워져 있다. 어린이와 학부모들은 이를 집에서 함께 

읽으며, 수업에 필요한 내용을 점검하고 준비한다. 

두 번째는 책 읽기를 북돋우는 독서신문 ‘안양부흥 집현전’. 연 4회 펴내는 2~4쪽 신문은 월간 다독자, 

수요 영화 극장, 가장 많이 대출한 책, 영어 동화 도서관 이용법, 독서 퍼즐 등 어린이가 흥미를 느끼고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구성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 번째는 달마다 나오는 학교 소식지 ‘안양부흥 

알림터’로, 교사와 학부모 소식, 그달의 교육강좌, 방과 후 특기 적성 교육 안내, 월간 행사 등 구성이 

알차다. ‘영양 신문’ 역시 계간지로 그때그때 나온다. 

    
어린이 자치활동의 샘 ‘생활 도우미’와 ‘도서부원’

6학년으로 구성된 ‘생활 도우미’들은 10명씩 날마다 번갈아 가며 봉사에 나선다. 이들은 학부모와 

함께 등교시간인 8시부터 50분 동안 학교 주위의 

횡단보도와 교내 복도를 누비며 어린이들이 수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고, 복도에서 뛰지 않도록 지도한다. 

또 휴지 줍기에도 나선다. 이 생활 도우미들과 

견줄만한 게 도서 부원들이다. 5~6학년 12명으로 

조직돼, 도서관의 책 관리는 물론 후배들이 정숙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도록 도우며 봉사와 배려, 글로벌 

의식을 길러 간다. 

54명으로 조직된 어린이합창단도 큰 자랑이다. 

이 합창부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주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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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예능종합발표회에 나가 2008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 학교로 선정돼 도 대표로 참가할 정도로 실력이 

월등하다. 이들은 평소 학교행사에도 자발적으로 나서 봉사 공연을 펼쳐 오고 있다. 

사계절 꽃 피고 열매를 맺는 학교

 안양부흥초등학교의 전교 어린이 1,300여 명은 하나같이 녹색 환경 지킴이의 자질을 갖췄다. 우선 

학교 전체가 녹색환경으로 꾸며져 있다. 초등 교과서에 나오는 벚나무, 백일홍, 장미, 황매화 등이 계절에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고추와 상추, 가지와 같은 채소도 계절에 맞게 자라난다.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명소이자 학교의 자랑거리인 셈이다. 어린이들은 이 살아 있는 교재원을 수시로 찾는 것은 물론 

생태 변화를 관찰 기록장 ‘아하! 그렇구나’에 적으며, 환경의 소중함을 배운다. 한 발 더 나아가 학교는 

어린이들이 평소 식물을 가꾸며 자연과 환경 사랑의 마음을 갖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연중 여러 환경 

교육과 대회를 차리고 있다.  

‘교육을 지원하는 두 약손’ 교원과 학부모

안양부흥초등학교의 교육설계는 단순히 학력을 높이는 

데 머물지 않는다. 인성과 감성까지 갖춘 진짜 인재를 

기르기 위해 정성을 쏟는다. 그 중 하나가 학습과 주의력 

전략 클리닉이다. 여기에는 희망자와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들이 참가하는데, 2~3학년 대상으로는 주의력, 

4~5학년은 학습 클리닉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은 공부에 대한 흥미와 주의 집중력을 높이고, 

자존감을 키워 가고 있다. 특히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자녀 학습 지도법’ 강좌를 실시, 가정과 학교가 힘을 모아 자녀교육을 해가도록 배려한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이뤄지는 교사연수도 특별하다. 이날에는 모든 교원이 참석해 교육전문가로부터 

강좌를 들으며, 협의와 토의를 통해 더 나은 교육방법을 찾고, 교원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다. 그 결과 

어린이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교원들이 열성을 보여도 손길이 미치는 못하는 곳이 있기 마련이다. 그 빈틈은 어머니들이 

훌륭히 메운다. 보람 교사 146명은 매일 2명씩 자료 제작실로 출근하여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만든다. 녹색 

어머니회는 아침 교통 봉사를, 어머니 폴리스는 방과 후 어린이의 안전한 하교를 돕는다. 

도서 도우미 회원들 역시 화요일마다 1~2학년을 대상으로 책 읽어 주기를 실시하는 등 어린이들의 

독서열기를 뜨겁게 하는 용광로 구실을 한다. 지난 5월에는 경찰과 회계사 직업을 가진 학부모들이 

‘직업세계 체험학습’에 강사로 지원하여 전교생 어린이 모두가 미래에 대한 꿈을 크게 키워 가도록 이끌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작지만 알찬 배움이 있는 우리 학교’ 정선 여량중학교

‘작지만 알찬 배움이 있는 우리 학교’
정선 여량중학교

글_방기준 | 강원도민일보 기자

 현장르포

‘반딧불 가족 결연 인성교육’

중국 진(晉)나라의 차윤(車胤)이란 사람은 어려운 살림 때문에 불을 밝힐 기름을 구할 수가 

없어 여름이면 수십 마리의 반딧불을 주머니에 담아 그 빛으로 밤을 새우며 책을 읽어 마침내 

조선시대 정이품(正二品)관직 이조판서 격인 이부상서(吏部尙書)가 되었다고 한다.

이 고사에서 비롯된 형설지공(螢雪之功)이란 사자성어는 어려운 처지에서 반딧불과 눈빛으로 

글을 읽어가며 고생 속에서 공부함을 일컫는 말로 전해진다.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의 여량중학교(교장 한성기)가 이 형설지공에서 착안해 ‘반딧불 가족 

결연 인성교육’을 실시하면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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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르포  ‘작지만 알찬 배움이 있는 우리 학교’ 정선 여량중학교

전형적인 농촌마을에 위치한 여량중학교는 

어려운 농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듯 결손 가정이 

24%에 달할 정도이다. 또 1∼3학년 전교생은 올해 

고작 39명.

여량중학교는 이러한 척박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올해로 4년째 ‘반딧불 가족 

결연 인성교육’이라는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실시 

중이다.

‘반딧불 가족 결연 인성교육’은 농촌의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적극 반영해 선생님 1명과 학생 5∼6명이 

가족 결연을 맺어 선생님은 멘토(mentor), 학생은 멘티(mentee)가 되어 장래희망은 물론 학습 목표와 

전략, 방법 등을 상의하는 한편 연중 수시로 가족같은 분위기 속에서 개별 상담을 통해 개인적인 여러가지 

고민과 문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정기시험이 없는 달 위주로 학기별 2회에 걸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중요 과목의 반딧불 학력평가를 실시한 뒤 학력 우수 반딧불 가족 1∼3위 각 3명을 선정해 반딧불 학력 

향상 우수 가족상과 함께 1∼2만원권 문화상품권이 상품으로 수여된다.

올해에도 지난 3월 학기 초에 전교생 39명이 참여한 가운데 1∼3학년 남녀 학생 혼합으로 ‘개똥벌레’와 

‘형설지공’ 등 저마다 원하는 가족명을 붙여 모두 7개 반딧불 가족을 구성했다.

또, 결연교사와 가족별 조장 및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해 따뜻한 가족 결연식을 맺은 뒤 다과회를 

통해 구성원 간 상호 인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 해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

매월 첫째와 셋째 주 토요일은 ‘반딧불 가족의 날’로 정했다. 반딧불 가족별로 오전 중에 1∼2시간씩 

형편에 따라 학교 교실과 도서실, 컴퓨터실, 미술실, 과학실 등 원하는 장소에서 구성원 간 친목도모 및 

멘토링, 정선지역 최대 자랑인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을 성심껏 배우고 독서반과 영어 노래 

게임반, 컴퓨터반, 과학반, 바둑반, 퀼트반, 미술반 등 다양한 특별활동을 전개한다.

월별로는 4월의 경우 ‘TV 동화 행복한 세상’ 시청으로 인성과 덕목의 행동화를 위해 긍정적인 태도갖기를 

도모하고, 멘토시간 갖기를 통해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자존감 및 외부 환경관리를 추진했다.

5월에는 ‘자연과 함께 하는 사람들’ 초청강연과 반딧불 가족 테마 소풍을 실시하며 자연을 배우고,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학습동기 관리와 교내 텃밭 가꾸기를 함께 하며 구슬땀을 흘리는 농사체험 기회를 

갖기도 했다.

6월에는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학습목표 관리와 학교 주변 환경 

캠페인 및 정화 활동을 전개한 뒤 텃밭에서 정성스레 가꾼 싱싱한 

무공해 채소를 수확해 교내 등나무 그늘 아래서 삼겹살을 함께 구워 

먹으며 즐겁고 정감 있는 시간을 보냈다.

7월에도 환경 캠페인 및 정화활동에 이어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학습시간 관리와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한 극기심 기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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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여름방학을 맞았다.

9월부터는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학습 집중 관리와 인간관계 형성하기에 이어 10월에는 인근 염장봉에서 

사제 동반 등반하기와 ‘물과 사람들’ 초청강연 및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효과적인 시험 관리 등이 준비돼 있다.

또, 11월에는 성공전략을 위한 미래 설계하기, 자기의 인생목표를 그림과 사진으로 만들기와 최종 

반딧불 평가를 실시하는 등 월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여량중학교 학생들은 대도시 어느 

학교 학생보다 크고 다양한 개성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중이다.

반딧불 가족 결연 성과

1학년 A군은 지난 4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에 대한 반딧불 학력평가에서 

얻은 표준점수(평균)는 41.2점이지만 6월에는 

52.4점으로 무려 11.2점이나 향상됐다. 또, 2학년 

B군은 50.6점에서 57.6점으로 7점이, 3학년 C양은 

53.1점에서 8.9점이 향상된 62.0점을 얻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1학기에만 모두 20여명의 학생들의 

성적이 두드러지게 향상됐다. 반딧불 학력평가가 

반딧불처럼 실제로 밝은 빛을 내고 있는 산 증거물이다.

또, 반딧불 학력평가를 실시한 뒤 가족 구성원의 석차를 이용해 성적이 향상됐을 경우에는 향상된 만큼 

‘+’를 하고 내려갔을 때는 내려간 만큼 ‘-’를 한 뒤 연말에는 가족 구성원끼리 누계를 내어 성적 향상 학생 및 

우수가족을 뽑아 별도의 시상을 하면서 따뜻한 격려도 잊지 않을 예정이다.

더불어 가족결연을 맺은 선생님 멘토(mentor)-학생 멘티(mentee) 간 반딧불 가족의 날을 운영한 뒤 

갖는 애정 어린 상담활동을 통해 개별 가족 구성원 이름으로 작성하는 가족 일지도 있다.

3학년 D군의 가족 일지를 한 예로 살펴보면 가족명과 학생명, 결연교사명에 한 학기동안 치른 학습진단 

평가와 반딧불 평가, 중간 및 기말고사 성적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한 눈에 성적 향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담기록부란에는 중간고사 성적 반성-

새로운 계획 수립 필요, 삼겹살 파티에서의 즐거움으로 

스트레스 해소, 기말고사 성적 향상, 의미 있는 동아리 

활동-축구… 등의 내용이 따스하게 적혀 있다.

이를 통해 인성교육과 생활 및 진로·특기지도가 

가능한 데다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학습지도는 물론 

선생님과 결연 학생 간 밀착정도 확인이 가능해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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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기

정선 여량중학교 교장

좋은 심성을 길러 주고 명랑한 학교문화와 면학분위기 조성, 사전예방을 통한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든든한 결합

작지만 큰 학교인 여량중학교의 아기자기한 발전에는 

지역사회와의 든든한 결합이 큰 힘이 되고 있다.

올해 들어 정선군으로부터 환경보전시범학교로 지정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주변은 우리가 깨끗이 만든다’는 의지를 

갖고 사제동행 학교 주변 쓰레기 줍기 등의 지역 환경보전 

캠페인을 통해 환경보전의식을 쌓고 있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우수학생 심화과학반’을 

운영하면서 과학과 환경을 통합한 체험활동 중심의 환경 친화적인 과학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또, 강원랜드로부터는 ‘탄광촌영어캠프’ 운영비를 지원받아 매년 여름방학기간 중에 체험 중심의 

영어캠프를 실시하면서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친환경 무료 학교 급식 뿐만 아니라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량중·고 총동문회와 여량면 번영회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열의가 함께 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에 호응해 여량중학교는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쁜 손글씨 쓰기와 천연 염색하기 등의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해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이해력을 더 

한층 높여 나가면서 내실 있는 학교교육의 시너지효과를 얻고 있다. 지역과 학부모, 학교 등 바람직한 교육 

삼위일체(三位一體)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는 셈이다.

한성기 교장은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습지도 및 인성교육에서 개별 지도가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며 “선생님 1명과 학생 5∼6명의 반딧불 가족 결연을 통해 기존 인성지도 중심의 상담활동에서 

더 나아가 학습 및 생활 지도, 진로교육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물론 내실 있는 상담을 실시해 

학생들에게 좋은 심성을 길러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 교장은 “학생들은 장래에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희망적인 장래를 설계하며, 교사들은 

소외되거나 고민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면서 인성교육과 학습신장을 접목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즘 입시위주의 각박한 학교생활 때문에 대도시에는 꿈이 없는 학생들이 적지 않지만 여량중학교 

학생들은 선생님과 가족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면서 저마다 큰 꿈과 목표를 

하나씩 갖고 그 꿈을 이뤄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104년 만의 폭우로 전국이 초토화된 지난 달 27일 오전, 대원여자고등학교(이하 대원여고)의 음악중점반 

모든 연습실이 학생들로 가득 찼다.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음악중점반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음악캠프에 이어 7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중학생을 위한 음악캠프가 있는 주간. 장안관에서는 

중학생캠프가, 창의관에서는 음악중점반 학생들의 실기수업이 한창이다. 쏟아지는 폭우에도 불구하고 

비어 있는 연습실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 열기가 뜨겁기만 하다. 장대비를 뚫고 속속 도착하는 강사들이 

서둘러 레슨을 시작하자, 뜨거운 열기에 진지함이 더해진다. 

 ‘공부와 실기,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음악중점학교 서울 대원여자고등학교

글_박 지 윤 | 내일신문 리포터

‘공부와 실기,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음악중점학교 서울 대원여자고등학교  현장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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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계 고등학교의 장점과 예술계 고등학교의 장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예술중점학교. 대원여고는 

예술중점학교 중에서도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음악중점학교다. 서울지역 유일한 음악중점학교이기도 

한 대원여고는 올해 음악전공 학생 60명을 선발했다. 

연용희 교장은 “공교육의 틀 안에서 특성화된 음악실기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음악중점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최상의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학교를 소개했다. 

음대 못지않은 뛰어난 환경, 실력향상의 밑거름

음악중점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공교육의 틀 안에서 특성화된 음악교육을 비싼 사교육비 들이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전공 실기를 위한 실기수업이 모두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를 위해 

실기수업을 위한 레슨실은 필수다. 여기에 하루 2~3시간, 많게는 7~8시간을 연습에 매진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연습실 또한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다.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연습실은 큰 고민거리 

중 하나로, 많은 학생들이 연습할 마땅한 장소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나 빌라 등의 가정에서는 ‘큰 

소리’ 때문에 연습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따로 개인연습실을 빌리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원여고는 총 20여개의 실기연습실을 마련했다. 각 방마다 피아노를 갖추고 있는 

피아노·성악 실기연습실은 장안관 4층에 위치해 있다. 같은 층에 일반 인문계 교실이 함께 위치해 있어‘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잠시 했지만 단순한 기우, 4층 복도에 

들어서도 음악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 연습실 입구에서 조차도 새어나오는 않는 음악소리. 완벽한 

방음시설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정치훈 음악교사는 “연습실마다 최고 수준의 방음시설을 완비했고, 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 소리울림을 

최대로 반영한 마감재를 사용했다”며 “여기에 냉난방 시설은 물론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CCTV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CCTV는 어두운 곳에서의 촬영·분간도 가능, 늦은 밤 연습실 이용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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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레슨이 진행되고 있는 실기실 문을 두드렸다. 방 안에는 두 대의 피아노가 있어 학생이 강사의 연주를 직접 

들어가며 레슨을 받고 있다. 이 실기실은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곡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라고 정 교사가 

귀띔한다. 

한편, 창의관 4층에 마련된 합주실에서는 콘트라베이스 레슨이 한창이다. 평상 시에는 콘트라베이스 레슨을 

위한 공간으로, 오케스트라 연습 시에는 오케스트라 단원 전원이 모여 연습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합주실을 

지나자 관현악 연습실이 펼쳐진다. 피아노 반주를 필요로 하는 악기의 특성상 피아노·성악 연습실보다 좀 더 넓은 

게 특징이다. 이 곳은 피아노 3중주나 현악 3중주 등의 합주를 위해서도 요긴하게 사용된다. 

학생들의 연주체험을 위해 연주홀인 ‘아트레온홀’도 마련했다. 전문 연주홀을 축소시켜놓은 듯한  이곳에서는 

학생 향상음악회나 외부강사 초청음악회 등의 연주회가 열린다.

10년 음악반 역사, 음악입시 역사를 새로 쓰다

대원여고는 음악중점학교로 선정되기 전인 2000학년도부터 이미 음악반을 운영해 왔다. 예전의 음악반은 

대원여고에 입학한 학생들 중 음악을 전공하거나 혹은 전공하려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꾸려져 고교선택 시 

우선적으로 대원여고를 지원한 현재 음악중점학교 학생들과는 다소 

실력 차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여고 음악반은 

대입에서 줄곧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꾸준히 80~90%의 대학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는 대원여고 

음악반. 2005, 2010학년도에는 입시를 치른 음악반 학생 전원이 

입시에 성공, 합격률 100%를 기록하기도 했다. 많은 음악반 

학생들이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포진되어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대원여고의 높은 합격률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정 교사는 

“인문계고에서의 다년 간의 입시경험, 학생들과의 상담, 그리고 

현장에서 지켜본 실기성적을 잘 반영한 결과”라고 단언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끊임없는 관심과 세심한 상담이 높은 합격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입학과 동시에 진행된 상담은 대학입시에까지 

꾸준히 이어진다. 전공실기의 어려움에서부터 학과성적에 대한 고민, 

가족·친구들 간 관계에 대한 고민 등 학생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상담소재가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공과 

관련된 상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제대로 된 전공선택이 학생들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 교사는 “전공악기는 자신의 신체조건에도 맞아야 되지만 얼마나 그 악기를 좋아하고 즐기느냐에 따라 실력에도 큰 

차이가 생긴다”며 “고등학교 진학 후 음악을 시작하는 학생들의 경우 특히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장 적합한 전공선택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담을 통해 전공악기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안소연(콘트라베이스전공·1년)양은 “중학교 때까지 첼로를 전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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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여고에 입학한 후 상담을 통해 콘트라베이스로 전공을 바꿨다”며 “콘트라베이스에 강한 학교전통이 있는 

만큼 입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별도의 수업료 없는 실기수업, 부담 없이 대입 대비할 수 있어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늘 공부와 실기 병행 해야 한다. 그래서 학교수업 또한 이 두 가지를 병행 해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과수업(96시간)과 음악 전공수업(88시간)을 함께 이수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 

적으로 대입에서 필요로 하는 실기 70%, 수능 20%, 내신 10%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내신은 음악중점반 

학생들 내에서 등급이 매겨져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음악전공 학생들에 비해 그 부담이 적다.

학과수업은 일반계고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공수업은 예고와 같은 시스템이 적용된다. 외부 

강사를 학교로 초빙해 교내에서 실기수업이 진행되는데, 수업료를 별도로 내지 않는다. 정해진 실기수업 

외 시간은 자유롭게 개인적인 연습이 가능하다.

성악 지도를 맡고 있는 염동주 강사는 “성악은 

레슨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연습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대원여고에서는 학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며 “학생들의 수준도 높고 

열의가 대단해 미래가 기대되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경희(콘트라베이스) 강사 역시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실기수업이 충분해 외부의 도움 없이도 

대입준비가 가능하다”며 “특히, 재능과 열정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전공하기를 망설이는 학생들에게 진학을 

적극 권하고 싶다”고 했다. 

또한,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다. 최혜민(바이올린전공·1년) 양은 “학교에서 공부와 실기를 모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든다”며 “레슨비 부담도 없고 공부와 바이올린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게 

학교에서 모두 할 수 있어 대학 입시에 잘 대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학교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편, 대원여고 음악반은 2개 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학교 2~3학년 음악성적(160점)과 

출결·봉사·특별활동 등의 비교과영역 성적(60점)을 고입 전형에 반영한다. 입시는 고교선택제 후기 

일반계고 모집방식으로 진행되며, 중점학교 희망자는 우선 지원·배정된다. 중점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후기 일반계고 모집전형에 따라 인문계고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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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duzone.kedi.re.kr

OECD 교육정보센터 
http://oecd.kedi.re.kr

한국교육종단연구
http://kels.kedi.re.kr

교육정책 네트워크 정보센터
http://edpolicy.kedi.re.kr

사교육절감형창의경영학교
http://www.schoolup.go.kr

교과교실 지원센터
http://scmc.kedi.re.kr

KEDI Idea Bank
http://idea.kedi.re.kr

글로벌교육협력연구센터(IEDC)
http://iedc.kedi.re.kr

Wee프로젝트 연구특임센터
http://www.wee.or.kr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http://www.hub4u.or.kr

국가평생교육통계
http://lifelong.kedi.re.kr

학교선진화지원센터
http://serc.kedi.re.kr

사이버교과서박물관
http://www.textli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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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에 설립되어 지난 39년간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온 한국교육개발원, 

‘인재대국'·‘선진일류교육'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