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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대담 _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교육개발 2011 겨울

INterview
“ ‘교육중심·학생 지향적·공부하는 대학’이어야”
“고졸·대졸자 취업역량 강화,국립대 선진화 속도 낼 것”
5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듣는다.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모든 교육기관의 근본목표는 잘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것”이라며 “학생 개개인이 지닌 소질과
적성, 잠재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교육을 통해 저마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범훈 수석은 특히, “대학의
경우, 그 동안 너무 연구중심, 교수 지향적이었다.”며, “이제부터라도 큰 틀에서는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 그
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어, “국립대학이 전체 고등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총장직선제 개선 추진,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추진, 학장공모제 도입, 학부
교양교육 활성화 및 융·복합적 학사운영 등 학사운영의 선진화, 재정·회계 운영의 선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박범훈 수석은 또, “5세 누리과정 도입, 마이스터고와 입학사정관제의 현장 착근, 대학 구조개혁의 추진,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고졸
취업시대 개막 등을 현 정부 교육정책의 주요 성과”라고 말하고, “남은 기간 동안 고졸자와 대졸자의 취업역량 강화,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통한 창의·인성 교육의 확대, 대학 구조개혁,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완 한국교육개발
원 원장이 2011년 11월 30일(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박범훈 수석을 만나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 현 정
부 교육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MB정부 교육수장으로서 교육에 대한 인식과 철학 등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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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 대학은 물론 잘하고 있는 대학도 있지만, 적지 않은 수의 대학이 구조개혁을 해야 하고 경쟁력
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과 고등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경쟁력을 높이고 더욱 발전할 수
있을까요.

▒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김태완 원장 :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부임하신 지 일 년이 다 되었습니다. 평소 수석님의 교육에 대한
인식과 철학, MB정부 교육정책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일 년여 기간 동안의 소회와 포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범훈 수석 : 제가 대학총장을 할 때 교육목표는 ‘공부하는 대학’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왔을 때는 뭔가 큰 뜻을 세우고, 배움을 통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부에 매진해야 하지요. 대학은 그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적극 도와야 합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기관은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학생 개개인이 지닌 소질과 적성,
잠재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정책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 같은 목표가 흐려지거나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교육정책도 바뀌어온 게 사실입니다. 교육과정이 자주 바뀌는 것도 한 예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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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대학, 잘 가르치는 학교’가 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 있지만 근본목적이 흔들리거나 잃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육문화수석으로 부임해
근 일 년여 가까이, MB정부의 교육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제점은 없는지,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때때로 주요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고
교육기관들이 잘 협력해 일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김태완 원장 : 수석께서는 오랜 동안 대학에 몸 담아 오셨고, 대학경영자로 중앙대 총장을 하실 때에는 대학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해 대학의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은 물론 잘하고 있는 대학도 있지만, 적지 않은 수의 대학이 구조개혁을 해야 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과 고등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경쟁력을 높이고 더욱 발전할 수
있을까요.
박범훈 수석 : 지금까지 대학이나 고등교육 정책이 너무 연구중심, 교수 지향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성장하려면 그에 걸맞은 연구물도 나와야 하고 석학들도 많아야
하겠지요. 하지만 대학의 근본적인 목적은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교육이어야 합니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방향으로 지원체제가 맞춰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 대학등록금 문제, 대졸실업자
양산 등의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BK21, 누리사업, WCU 등 자꾸 연구중심체제로 이끌면서 많은
부분을 연구성과 쪽에 맞추다 보니 학생들에게 충분히 베풀 수 없었고, 자꾸 등록금을 올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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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근본적인 목적은 교육이어야 합니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방향으로 지원체제가 맞춰져야 합니다. 그 교
육의 초점은 학생이어야 하구요. 큰 틀에서는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면서 학생에게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앞으로
대학정책은 학교나 교수보다 직접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를 키우니 결국 학생들만 희생자가 된 셈이죠. 기업이나 사회는 항공기 만드는 기술을 요구

▒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하는데, 대학에서는 마차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사회에 내보내니까 취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요컨대 대학은 교육이 우선입니다. 그 교육의 초점은 학생이어야 하구요. 큰 틀에서는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면서 학생에게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앞으로 대학정책은 학교나 교수보다 직접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김태완 원장 : 내년부터 5세 누리과정이 본격 도입됩니다. 현 정부는 5세 누리과정을 넘어서서 0세부터
5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보육과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초·중등교육,
나아가 고등교육에 관심을 두다보니 취학전 교육에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정부가 영·유아교육 쪽으로 교육정책의 스펙트럼을 넓힌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범훈 수석 :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제게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니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발표시기를
검토하다 뒤로 늦춰졌고,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함께 한나라당을 통해 발표하는 형식이
되었습니다만 국가적 현안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5세 누리교육도 우리가 나서서 국회의원들과 관련 부처 등을 찾아다니며 관계자들을
설득시키고,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 가까스로 법제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좀
늦었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교육계에 주신 큰 선물입니다.
김태완 원장 : 이번 수능시험이 좀 논란이 있긴 했지만 비교적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습니다. 그동안 수능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정부가 수능을 미국의 SAT처럼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확인해 보는 정도로 자리매김하게 한다면 그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사교육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과 관련해 강조해야 할 부분 혹은 앞으로 좀 더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범훈 수석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가르치는 학교, 공부하는 학교, 이것만 잘 이루어지면

대학에서도 고등학교의 성적과 기록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해 잠재력과 적성을 보고 학생을 선발하면 학생들에게도 더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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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정부가 추진 중인 선진직업교육체제 구축은 고교직업교육과 좋은 일자리를
연결하는 앞선 정책으로, 학교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론, 학생들이 대학으로만 몰려드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 대안으로 정부가 고교
취업시대를 연 것입니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곧바로 항공기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지요. 이것은 근시적으로 대입제도만 보지 말고, 거시적으로 학교 교육 전체를 바닥부터 다시 보면서 교육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김태완 원장 : 최근에 기업들이 교육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도 기부를 하지만 기업의 다양한 리소스를 학생들의
체험학습과 교사훈련 등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인텔이나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데서는 21세기 교육스킬을
공동으로 개발해 그걸 OECD에 주고 OECD는 그것을 2015년 PISA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다양한 교육기부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교육기부를 통해 우리 교육의 수준이 더욱 더 향상되지 않을까요.
박범훈 수석 : 물론입니다.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기업들의 교육기부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를 만들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맞춤형 교육을 통해 배출해 내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산학연계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이지요.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태완 원장 : 정부가 추진 중인 선진직업교육체제 구축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살리지 못하는 무분별한 대학진학현상을 완화하고,
고교직업교육과 좋은 일자리를 연결하는 앞선 정책으로, 막연히 입시에 매달리기보다 적성을 고려해 진로를 결정하는 새로운
교육모델로 학교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박범훈 수석 : 선진직업교육체제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표방한 마이스터고를 취업명품학교로 육성하고, 고교단계의

직업교육기관인 특성화고를 취업중심학교로 정예화하고 전문화하자는 것입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현장 전문인력의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현장의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고의 취업률 상승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특히 마이스터고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무분별한 진학보다
소질과 적성을 우선시하는 진로선택의 변화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고졸 근로자들이
학벌보다 경력과 능력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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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원장 : 역대 정부에서 획일적인 입시제도가 그동안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현 정부는 점수 위주의 획일적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소질과 특성,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학 입학사정관제와 고교
자기주도학습전형을 도입하고 수능부담을 완화하는 등 입시 선진화와 대입 자율화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중간결산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와 향후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박범훈 수석 : 현 정부는 성적 위주의 학생선발에서 학생의 적성·창의성·인성 등을 고려한 선발로 나아가기 위해 입학

사정관제를 내실화하고, 수능준비를 위한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는 대입전형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입전형 선진화 정책으로 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동아리활동 등 비교과·진로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상담 등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도 활성화되어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열정과 창의성을 갖춘 다양한
성장잠재력을 갖춘 학생선발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기존의 입시체제로는 합격하기 어려웠던 학생들이
가정형편, 지역여건 등이 불리하지만 잠재력, 적성·소질 등을 인정받아 합격되는 다양한 우수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고교에서의 창의·인성교육이 대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인성교육이 내실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완 원장 : 정부는 기숙형 고교,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창의경영학교 등 다양하고 좋은 학교들이 많이 생겨나도록 다양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요.
박범훈 수석 : 글로벌시대에는 단순지식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력, 협상력, 도전 정신 등을 지니고

지식을 창출하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이명박정부에서는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제고하여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길러낼 수 있도록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며, '11년 현재, 자율형 사립고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교다양화 정책이 도입된 후, 제도운영초기이기 때문에 일부 미비점이
있지만 학교 간에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소기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교다양화 정책이 도입되어 취지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실시해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등
학교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진직업교육체제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표방한 마이스터고를 취업명품학교
로 육성하고, 고교단계의 직업교육기관인 특성화고를 취업중심학교로 정예화하
고 전문화하자는 것입니다. 마이스터고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무분
별한 진학보다 소질과 적성을 우선시하는 진로선택의 변화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고졸 근로자들이 학벌보다 경력과 능력으로 대
우받을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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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는 주입식 수업과

김태완 원장 : 현 정부에서는 주입식 수업과 타율적 학교문화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와

타율적 학교문화에서 벗어나 학

실천이 되는 교실수업과 학교문화를 통한 창의·인성교육의 확산에 진력해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생들의 적극적 참여와 실천이

학교 교육과 문화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되는 교실수업과 학교문화를 통

박범훈 수석 :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창의·인성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

한 창의·인성교육의 확산에 진

정착, 교육과정 개정, 교과교실제 구축 등 창의적 수업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력해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

창의·인성 수업모델과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교사의 창의·인성

해 학교 교육과 문화가 어떻게

교과연구회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현장 교원들의 노력으로

달라졌습니까.

학교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선, 교사중심의 강의식 수업에서 토론학습,
탐구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이 확대되고,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던 학생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이 학생들의 주도적인 기획과 참여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에 진로교사 1,500명을 배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찾고 키워주는 진로활동이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태완 원장 : 정부는 학업성취도 진단체계와 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책임지도체제를 구축하여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줄이며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질과 적성, 잠재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 많은 독려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성취랄까.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까.
박범훈 수석 : 지난 2008년 학업성취도평가, 전수평가를 실시한 이래, 학교 교육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시,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통해 학력 향상을 지원해 왔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과 학교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간의 정책적 지원 노력으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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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PISA 2009, TIMSS 2007
등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최상위권의 우수한 성과를 보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시·도와 공동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및 탈북청소년 등 다양한 원인에 따른 학습
결손누적의 조기차단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간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ADHD 등 정서행동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태완 원장 :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실에서 신나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맞춤형 연수 실시, 학습연구년제 시행, 수석교사 제도화 등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관련 제도의 선진화에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과와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박범훈 수석 :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수교원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하는 바,

정부는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양성에서부터 재교육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지원 및 제도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교원양성기관평가 등을 통해 교·사대의 교원양성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으며, 지난해부터 교원능력 개발평가를 전면 실시해 교원들의 학습 및 생활지도에 대한
동료교원 평가, 학부모 및 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해 오던 학습연구년제를 금년에

Power Interview

전면 도입함으로써 우수 교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되어 수업 전문성이 높은 교사가 교직사회에서 우대받고, 이를 통해 전체 교원들의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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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이 향상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꼽는다면, 교원 업무 경감을
통해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며, 현직 교원 연수를 선진화함으로써, 교직 생애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연수를 실시해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태완 원장 : 정부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공교육 선순환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방과후학교
운영, 학원 투명성 및 건전성 강화, 학부모를 위한 정보제공 및 학교참여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는 얼마나
감소했고, 공교육 신뢰도에 대한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박범훈 수석 : 교과교실제, 방과후학교,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등 공교육 강화, 사교육 경감 선순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11년 2월 발표한 ‘2010년 사교육비 조사’에서 총 사교육비 및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07년 통계조사 실시 이후 최초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최근 사교육비 관련 통계지표들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학생의 학원 교육비는 ’10년 3분기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1년 2분기에는 16만
6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습니다. 학원들의 매출액 추이를 나타내는 학원생산지수(전년 동월 대비)는 ’10년
4월부터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며, ’11년 9월에는 2.9% 줄어들었습니다. 사교육비가 감소추세로 돌아섰으나, 아직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학교 교육의 내실화, 교육여건 개선, 공정한
교육기회 확대 등을 통해 공교육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김태완 원장 : 최근 통합복지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맞춤형 교육지원 등 교육복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와 추진계획, 실천의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박범훈 수석 : 그동안 이명박정부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최선의 교육을 목표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을 지향해

왔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개발해 지역·학교·학생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교육복지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모든 학생들의 실질적 교육기회의 보장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를 위해 이명박정부는
출범 첫 해 교육복지 종합 마스터플랜인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2008~2012)’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아부터 대학까지 교육비 지원 확대, 기초학력 향상 지원, 방과후학교 활성화,
다문화 및 북한이탈 학생 교육 지원 강화,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 지원, 농산어촌 학교 지원 등
우선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명박정부는
‘어느 누구, 어떤 재능도 놓치지 않는다.’는 강한 책임의식하에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더 촘촘하고 세밀한 맞춤형 교육복지 시스템을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창의·인성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입학사정
관제 정착, 교육과정 개정, 교과교실제 구축 등 창의적 수업 여건을 조성하
였습니다. 이와 함께, 창의·인성 수업모델과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교사의 창의·인성 교과연구회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
러한 정부의 지원과 현장 교원들의 노력으로 학교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Educational Development + 2011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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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조정이 줄곧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
조조정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되며,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대학 구조조정은 상시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이뤄져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의 향후 로드맵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지난 9월 재정지원 제한 대학(43개)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17개)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으며,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중 실사를
거쳐 연말까지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경영부실대학은 우선적으로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교육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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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추진이 미흡하고 부정·비리가 심각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퇴출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국립대학도 구조개혁 중점 추진 대학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선, 유사학과 통·폐합, 학과개
편 등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년 평가를 실시해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개혁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태완 원장 : 그동안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 전원학교, 연중돌봄학교, 기숙형 고교, 방과 후 학교 등을
지정·운영해 최근 수능시험에서 시골학교 학생들의 성적향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등 결실을 맺고 있는데, 이들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요.
박범훈 수석 : 현 정부 들어 농어촌지역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폐교 위기 학교에 학생이 다시

모여들고, 농어촌지역 학교의 성적이 향상되는 등 좋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농어촌 전원학교와 연중돌봄학교는 현재
571개교를 지정·운영 중이며, 농어촌 가정의 취약한 점을 학교에서 두텁게 보강하고 도시와 견주어 우수한 학교시설을
갖추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줄어들던 학생 수 추세가 둔화되고,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현저히 감소되는
등 농어촌 학교가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김태완 원장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줄곧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취지를 감안해 현행 직선제의 틀은 유지하되, 교육감과 시·도지사와의 연계협력 강화 및 고비용 선거구조 개선 등
직선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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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훈 수석 : 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선거비리 등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선제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 2006년 12월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었으나 지나치게 많은 선거비용이 들고,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2010년 6월에 치러진 지방 동시 선거 이후에는 일반 자치단체장과의 갈등 심화 등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의 도입취지를 감안해 현행 직선제의 틀은 유지하되, 교육감과
시·도지사와의 연계·협력 강화 및 고비용 선거구조 개선 등 직선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공동등록제)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세종시는 정부의 직할시로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교육감과 시·도지사와 예산 등
교육 관련 사업의 공조가 다른 시·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에 공동등록제를 먼저 적용한 후에 점진적으로
전국에 확대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완 원장 : 대학 구조조정이 줄곧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조조정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되며,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대학 구조조정은 상시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의 향후 로드맵은 무엇입니까?
박범훈 수석 : 대학 학령인구 감소추세에 따른 급격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실대학에 재정지원이 이루어

져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대학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재정지원 제한 대학(43개)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17개)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으며,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중 실사를
거쳐 연말까지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경영부실대학은 우선적으로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추진이 미흡하고 부정·비리가 심각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퇴출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국립대학도 구조개혁 중점 추진 대학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선, 유사학과 통·폐합, 학과개편 등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년 평가를
실시해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개혁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태완 원장 : 국립대 선진화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계획 중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범훈 수석 :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0년 9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수립,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 학장직선제 폐지,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재의 국립대학이 전체 고등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동 방안에는 역량
있는 내·외부 인사가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학칙 등을 개정해 대학 자체적으로 다양한 총장직선제 개선 추진, 총장과
교과부장관 간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해 국립대학 예산에 연계하는 대학운영성과목표제 운영, 역량 있는
내·외부 인사가 단과대학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학장공모제 도입, 학부 교양교육 활성화 및 융·복합적 학사운영,
학사운영 선진화,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성회 회계제도 운영 개선 등을 통한 재정·회계
운영의 선진화 등의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김태완 원장 : 대학 등록금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청년실업 문제와 맞물려 사회적 이슈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내놓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흡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부담 경감 방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계획 중인 정책은 어떤 것인지요.
박범훈 수석 : 지난 9월 8일 발표한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22%의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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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문제는 청년실업 문제와 맞물려 사회적 이슈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내놓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흡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체감
할 수 있는 수준의 부담 경감 방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계획 중인 정책은 어떤 것인지요.

부담 경감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과 연계하여 명목등록금 자체의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대학 등록금 책정 추세를 인상에서 인하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장학사업 확충 등 정부의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통한 대학기부 확대, 산학협력 지원 등 대학수입의 다변화를
적극 유도하고 또한, 대학들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자구노력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Power Interview

김태완 원장 : 최근 대학 등록금 문제와 함께 대학교육을 내실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안팎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학부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고등교육의 예산을 늘리고 지원절차는
간소화하며, 대학의 학부교육 선진화와 대학과 지역사회·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고, 또 추진되고 있는지요.
박범훈 수석 : 최근 높은 등록금에 비해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지 않고, 산업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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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수요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투자 규모를 2020년까지 OECD 평균(GDP 대비 1%)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2012년 예산으로는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1조5천억원을
포함하여 2011년보다 18.1% 증액한 5조8,7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등교육정책의
목표를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 인재 양성 및 배출’에 두고, 교육역량 강화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취업률, 전임교원확보율 등 대학의 교육여건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학의
자체 발전계획에 따른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ACE)을 통해 “잘 뽑는 경쟁”을 “잘 가르치는 경쟁”으로 전환하여, 대학과 교수사회가
학생교육에 더 큰 관심과 투자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은
지역 대학과 지역 산업의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지역과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및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고, 대학의 교수임용 및 승진제도 등을 산학협력 친화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 총 50개의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지역과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육개발 2011 겨울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과 연계하여 명목등록금 자체의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대학 등록금 책정 추세를 인
상에서 인하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장학사업 확충 등
정부의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통한 대학기부 확대, 산학협력 지원 등 대학수입의
다변화를 적극 유도하고, 또한, 대학들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자구노력을 추진하도
록 함으로써 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김태완 원장 : 교육과학기술분야의 인재·기관 교류와 정부 간 지원·협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박범훈 수석 :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에

이르기까지 한국전쟁 이후 한국이 일궈낸 사회·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우리의 ‘교육’과
‘과학기술’이었음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 각 국의 협력요청을 고려하여
인재·기관의 교류에 초점을 맞춘 국제협력을 통해 교육과학기술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학생, 교사, 기관 교류에 대한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CAMPUS Asia 사업의
추진으로 아시아 학생 교류의 본격적 틀을 마련하였고, 증가하는 해외 유학생의 효율적

Power Interview

관리·지원을 위해 ‘해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선도대학
(GTU)을 지정해 우수교사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한-중 원어민 교사 교류, 개도국 교사 양성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채드윅’ 등 우수 교육기관과 독일의
‘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등 세계적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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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대한 정부 간 지원·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인도, 브라질 등과 양자 간 협력을
활성화한 결과, 2012년 5월 APEC 교육장관회의와 2017년 제6차 ASEM 교육장관회의 등의
큰 행사를 유치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높아진 국가위상에 걸맞은 교육과학기술의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새로운 국가적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완 원장 :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추진해 온 많은 교육정책들이 현장에 정착돼 가고
있고 일부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교육개혁의 성과를 자평하신다면. 아울러 향후
중점과제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박범훈 수석 : 모든 정책들을 열거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성과를 든다면, 유아교육분야의

경우, 5세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지난 15년 간 완성을 미뤄왔던 만 5세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분야의 경우, 마이스터고와 입학사정관제가
현장에서 정착되고, 학원법의 국회 통과로 ‘사교육 경감-공교육 강화’라는 선순환 기틀이
마련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분야의 경우, 대학구조개혁의 발판이 되는 ‘재정지원 대상
대학’의 발표와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이 있습니다.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미래기술을
위한 과학벨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원자력분야에서는 원자로를 수출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중점과제를 꼽는다면, 고졸자와 대졸자의 취업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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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추진해 온 많은 교육정책들이 현장에 정착돼 가고 있고 일부는 열매
를 맺고 있습니다. 향후 중점과제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고졸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취업중심전문학교로 육성하고, 취업
약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LINC사업 등을 통해 대학의 산학협력 능력을 강화하고, 대
학생의 창업능력을 키워 대졸자의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업·공공기관·대학 등의 교육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경험을 토대로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
화하고 미래의 저출산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립대
선진화방안, 법인화 등을 통해 국립대가 자율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사립대학이 구조개혁을 통
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Power Interview
강화와 교육기부 활성화를 통한 창의·인성교육의 확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추진 중인
대학구조개혁 등이 있습니다. 우선, 고졸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취업중심전문학교로 육성하고, 취업약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LINC사업 등을 통해 대학의 산학협력 능력을 강화하고, 대학생의 창업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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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 대졸자의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업·공공기관·대학 등의 교육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경험을 토대로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저출산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대학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완 원장 : 유수 대기업의 이미지 광고 모델로도 출연하셨고, 88년 서울 올림픽 등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에서 여러 차례 개막무대를 책임지기도 하셨으며, 2009년에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는 한-아세안 오케스트라를 성공적으로 이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인이자
학자로, 대학 경영자, 정부 고위관리로 그동안 파격과 통섭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삶에 있어 어떤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지요.
박범훈 수석 : 질문에도 나와 있듯이 파격과 통섭이 본인의 삶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 넓은 사고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변화를 지향하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한국의 교육은 사회의 변화를 뒤따르지 못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은 공교육에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교육개혁 정책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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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원장 : 수석께서 평소 가지고 계신 생활철학이랄까, 자녀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 대학생이나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박범훈 수석 : 저는 ‘일로매진’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한 길로 곧장 거침없이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글로벌시대에 이런 얘기를 하면 조선시대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제대로 못하면 둘, 셋이 안 됩니다. 융·복합시대에 여러 교육을 시켜야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를 제대로 할 줄
아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교육은 ‘일로매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시켜 왔고 제 자신 또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태완 원장 :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바람과 기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범훈 수석 :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분야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교과부의 정책에 많은 도움을 준다면 한국의 교육에 변화의 물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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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항상 현장성 있는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수립에 많은 도움을 주고, 한국의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의 교육정책연구기관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7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1948년 경기 양평 출생. 한국국악예술학교(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졸업 후, 중앙대 예술대와 일본 무사시노음대 및
동 대학원에서 음악·작곡을 전공하였으며, 동국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중앙대 음대 교수, 서울국악예술
고등학교 이사장, 국립국악관현악단 초대단장 및 예술감독, 중앙대 국악대학장(부총장),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교육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앙대 총장,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 한·아세아전통음악위원회 공동
위원장 등을 지낸 대표적 종합예술가이자 교육문화 전문가다. 박범훈 수석비서관은 특히 서울아시안게임(1986)과
서울올림픽(1988), 한·일 월드컵(2002) 개막식에서 음악 총감독과 지휘, 작곡 등 주요 역할을 수행했다. 교육행정 일선
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여러 기관의 장을 지내는 동안 혁신적인 개혁성과를 냈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으로 부임한 후에는 5세 누리과정 도입, 수석교사제 법제화, 마이스터고와 입학사정관제 현장 착근, 대학 구조
개혁 추진,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고졸 취업시대 개막 등을 주도하면서 교육현장 안팎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훈장 석류장, 한국 무용음악 작곡상, 대한민국 작곡대상, 대한민국 예술인상, 서울특별시 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피리산조연구>, <작편곡을 위한 국악기 연구>, <박범훈 찬불가>, <한국불교음악
연구>, <박범훈의 예술세계>, <소리연>, <추임새>, <전통음악으로 본 한국인의 멋>, <문화산업시대의 국악의 역할> 외
다수가 있다.

Educational Development + 2011 Winter

특│별│기│획│1
마이스터고가 뜨고 있다

마이스터고가 뜨고 있다
- 능력 중심 사회로의 새로운 물길, 마이스터고 운영현황 1)
글_장명희│한국직업능력개발원 마이스터고지원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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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마이스터고 육성정책의 도입 배경
교육과학기술부는 ’95년 이후 고등학교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적인
수준에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97년부터 특성화고를 육성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제고, 교수·학습 및 실습 개선, 우수 신입생 확보, 산학 겸임 교사 활용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당시 전문계고에서는 산발적이고 형식적인 산학연계 등으로 현장기술 습득 및 취업률 제고가
미흡하였다.
또한 기업은 병역을 마친 (초)대졸 인력을 선호하고 있었고, 학생입장에서도 기업 내 낮은 처우(보수,
근무조건 등)와 인식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진학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07년 당시 특성화고 졸업생의 진학률이 71.5%에 달하는 등 학교의 정체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사회적으로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MB정부는 ’08년 ‘고교다양화 300정책’의 일환으로 한국형 마이스터고 50개교 육성 계획을 국정과제로
발표하였다. 즉,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정책의 배경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취업연령의
1) 이 원고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마이스터고지원센터가 2011 년에 발간한 「마이스터고의 추진 전망과 발전 과제」 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 재구성하였으며 , 교육과
학기술부의 5차 마이스터고 선정 및 지원 계획 (’11.11.24) 을 인용 , 작성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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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마이스터’ 성장경로(career path) 확립

•전문계고 졸업생의 병역 이행방법 개선
•취업 후 계속교육을 통한 학위취득 기회 확대
•해외진출 촉진

‘마이스터고’ 교육 규제 개혁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전면 자율화
•CEO형 교장 공모
•마이스터고 교원 확보

국가적 지원·육성

•전문계고 학비 면제 및 장학금 지원
•해외 선진 직업학교 연수(유학) 지원
•기숙사·실습기자재 등 설비 확충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8), 전문계고 발전을 선도하는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계획 재구성.

상승, 현장 산업인력의 공급 기반 약화와 더불어

’12년 개교 예정, 5개교는 ’13년 개교 예정)이며, 선정된

청년실업 및 과잉교육 문제 해결의 한 가지 대안으로

학교들은 육성분야 중심의 산학협력 추진, 교육과정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은 고교단계

및 인적·물적 교육인프라 구축, 주기적인 개교준비

직업교육의 새로운 모델 필요에 따른 도입으로 2000년

점검 등을 통해 마이스터고 운영체계를 갖추고 개교

이후 진학률이 급상승해 온 특성화고의 직업교육

하게 된다.

기관의 기능을 되돌아보고 역할을 재정립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08년 3월부터 마이스터고

Ⅱ. 마이스터고는 어떤 학교인가

도입 기획단을 구성·운영하였고, ’08년 7월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표

마이스터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2항

1> 참조). 기본계획에 따라 선정된 학교는 ’11년 11월

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정의되고 있다.

말 현재 33개 마이스터고(21개교는 ’10년 개교, 7개교는

구체적으로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해

마이스터
고등학교

취업

군복무

취업복귀

한국형 마이스터
◈ 최고기술자(CTO)
◈ 기술 전수자
◈ 창업·경영자(CEO)

취업 후 4년 입영연기
특기병 근무
e-Miltary U

전문기술

취업 후 학위취득

외국어교육
인턴십
해외연수
수업료 면제, 기숙사

재직자
특별전형

계약학과

사내대학

[그림 1]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성장경로(Career Path) 모형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8), 전문계고 발전을 선도하는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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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의

진학의 경로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 이에 비해 마이스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제시되어 있다.

터고는 해당 분야에서 수요와 성장 가능성, 괜찮은

마이스터고는 ’08년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계획에

일자리의 요건을 갖춘 인력양성 분야를 발굴하고

따라 도입되었으며, 유망분야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연계하여 예비 마이스터(young meister)를 양성하는

선취업 후학업 병행의 진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이다. 마이스터고는 최고의 기술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심 교육으로 예비 마이스터(young meister)를 양성
하는 학교로서 졸업 이후 우수기업 취업, 특기를 살린
군 복무, 직장생활과 병행 가능한 대학교육의 기회

Ⅲ. 마이스터고 선정현황

제공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기존의 전문계고가 ’10년 7월 법령 개정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따라 특성화고로 명칭을 개정하였다. 그렇다면 마이스

통해 졸업 후 우선취업과 기술명장으로의 성장을

터고와 특성화고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

지원하는 특성화고 선도 모델로 마이스터고 50개교

까? 두 유형의 학교 모두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육성계획에 따라 ’11년 11월 현재 전국 15개 시·도

고려하고 산학협력 중심형 교육이라는 점은 같다.

교육청에 33개 마이스터고를 선정·운영하고 있다.

다만 특성화고는 산업수요를 고려한 교육을 목표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경제계·학계·현장전문가로

하되, 일반적으로 고졸 수준에서 고용 가능한 기술

구성된 ‘마이스터고 지정·운영위원회’를 통해 공모에

수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졸업 시 우선 취업, 우선

응모한 학교 중 ‘마이스터고 표준요건’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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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마이스터고 표준요건(Standard)
항목 구분
진로

학생 지원·선발

분야

교육과정·교과서

교장·교원

시설

산학협력

주요 내용
•마이스터 성장경로 확립
•산업별 협의체 및 기업체 협약을 통해 취업기회 보장
•산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취업 후 동일분야 고등교육 기회 제공
•학비 전액 면제, 장학금·기숙사비·저소득층 학생 지원
•직업 흥미 및 적성을 중심으로 한 학교별 전형방법으로 전국단위 인재 선발
•학급당 학생 수 20명 내외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유망분야에 집중
※ 기계·자동차, 메카트로닉스, 금형, 철강, 조선, 전자, 반도체, 항공, 건축·토목, 환경, 물류, 농업,
수산해양, 축산, 섬유패션, 조리, 미용, 관광, 전통문화 등 상호 연계된 분야의 4개 학과 이내
•산업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전면 자율화
※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참조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장의 권한·책임 보장
•과학고 수준 이상의 교사 정원 확보
•우수 마이스터고 교원(산학겸임교원) 확보
•우수교사 초빙 및 전문성 제고 지원
•실습동 및 첨단 기자재 확보, 기숙사 제공
- 기업체·대학 공동 활용 포함
•유망분야 관련 협회(단체)·협의체(SC)·기업체 협약
-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전문인력 지원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1), 제5차 마이스터고 선정을 위한 설명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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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

[그림 2] 마이스터고 현황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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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meister.go.kr/

학교를 마이스터고로 선정하고 있다(<표 2> 참조).

학교들은 국토해양부의 해사인력 및 국방부(공군)의

’08~’09년에 공모를 통해 지정된 1·2차 학교 21개

항공기술 인력 육성 등과 연계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교(신입생 정원 3,600명)는 개교 준비과정을 거쳐

연계한 SMT, 자동차부품제조 등으로 특화를 시도

’10년 3월 개교해 현재 1, 2학년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한 유망분야의 학교들이다. 또한 5차 선정 학교 역시

’10~’11년 초까지 3·4차에 지정된 7개 학교(신입생

지식경제부와 농림식품수산부의 로봇산업, 농·축

정원 830명)는 현재 개교준비를 추진 중이며, 개교준

산업 발전 인력 육성 정책 등과 연계하고, 각 지역의

비 상황 점검을 마치고 ’12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전략산업과 연계한 원자력발전설비, 발전 및 철강산업

’11년 11월에 선정된 5차 마이스터고 5개 학교(신입생

등과 연계된 학교들이다.

정원 580명)는 곧 개교준비를 시작할 것이며, ’13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선정된 학교들은 마이스터고로의 전환을 위한 산·
학·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각 분야별 기술인력을

33개 학교는 뉴미디어콘텐츠, 기계, 모바일,

육성할 수 있는 학교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교

반도체장비, 에너지, 의료기기, 자동차, 전자, 조

준비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선, 철강, 항공, 항만물류, 해양, 바이오, 로봇,

당해 교육청,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산업별 인적자

원자력발전설비, 친환경 농·축산업, 발전산업 등

원협의회 등과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한국직업 능력개

다양한 산업분야와 연계되어 있다. 3·4차에 선정된

발원 「마이스터고 지원센터」와 함께 개교 준비 지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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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모니터링, 컨설 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은 산업수요 및 요구에

마이스터고는 당초 50개교 선정 육성을 목표로

부응하는 인력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교준비

하였으나 목표한 학교 수의 달성보다는 성공 가능성

단계에서 산업계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 높은 학교 선정 및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교육

교육과정개발 초기단계에서 각 학교와 관련된 산업

과학기술부의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마이스터고

체의 의견조사, 학과개편의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지정시기를 매년 9~11월로 정례화하고 전국의 특성

학과개편 계획을 확정하고, 각 전공별로 마이스터고

화고를 대상으로 마이스터고 신청기회를 부여하며,

졸업생이 종사 가능한 직종을 선정한다. 이 단계에서

전환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

산업계의 특성화고와의 차별화된 인력양성 요구를

할 계획이다.

수렴해 인력 육성 수준을 상향 조정(예 : 특성화고는
기능직 중심, 마이스터고는 직무 중 계획(설계), 유지,
정비, 관리 등의 직무 및 수준 반영)하고 있다.

Ⅳ. 마이스터고 교육의 주요 특징

이후 해당 분야의 개발된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및 관련 직무분석을 통해 학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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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마이스터고 교육의 주요 특징은 명확한

전공별 교육과정과 편성·운영지침을 개발한다.

육성 인재상과 차별화된 교육과정으로 설명할 수

이 과정에 분야별 산업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있다.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정책에서 제시한

협의체(SC), 대학 등 다수의 협약 산업체 인사가

마이스터고 인재상은 직업기초능력 및 직업의식,

참여하고 있다.

해외취업·기술연수 등이 가능한 실무 외국어(영어)

개발한 각 학교의 교육과정은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능력, 숙련된 기술·기능을 균형 있게 함양한 인재

직업의식, 직업기초능력, 글로벌 역량 등을 균형 있게

이다. 이와 같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교와 산업계

함양할 수 있도록 실무외국어 교육, 산학연계 실습,

가 공동으로 졸업생 능력을 인정하는 시스템을 추진

인턴십 등 다양한 실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포함해

하고 있다.

개발·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체와의 채용 약정
범위에 따라 별도반을 운영하는 경우, 각 기업별로
요구하는 특별내용은 대체로 방과후 프로그램, 방학
중 집중교육, 단계별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채용 후 OJT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적응력을 높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원활한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고 있다.
이외에도 예비 마이스터(young meister)가 갖추
어야 할 전공능력, 직업기초능력, 외국어능력, 직업
의식 등의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졸업생
인증시스템을 개발, 운영 중이다. 교과서 및 보조
교수·학습자료 역시 학교별로 개발된 교육과정에
적합성을 확보하도록 산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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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반도체통신 사례를 들 수 있고, 이는 관련학과를
개설한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매년 말 1학년 또는
2학년에서 40~100명씩 우수학생을 선발해 학기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졸업 후 채용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각 기업들은 마이스터고에서
선발한 학생들이 자동차 첨단기술 맞춤형 전문기술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내 전문가를 파견해
방과후 교육, 방학중 단기교육,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을 협력·운영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졸업할 때
까지 매년 일정액의 학업보조금 지급계획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학생들이 채용 후 별도 트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사 및 승진체계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Ⅴ. 마이스터고의
산학협력 현황과 특징

계획 중이다.
마이스터고 협약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견
기업들 역시 협약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개발 및

’11년 9월 말 현재 마이스터고와 협약을 체결한

운영지원, 산학겸임교사 파견 및 멘토링 지원, 진로

기업은 1,295개(학교당 평균 62개)이며, 산업별

교육 지원 등 다양한 교육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인적자원협의체인 한국조선협회, 한국반도체협회

’11년 7월 현재 21개 학교 중 11개 학교에서는 70개

등도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협약된 기업의 80%정도

기업체와 산학협력에 의한 별도반을 운영(학교별

는 중견기업이며, 20%정도가 대기업으로 파악되고

평균 6.4개 기업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의 요구를

있으며, 현재 개교한 21개교 입학생 3,600명의 55%

정규 교육과정이나 방과후 활동, 동아리 등에 반영해

정도인 2,000명 정도가 채용약정이 되어 있다. 협약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의 주요 협약내용은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마이스터고들은 ’11년 하반기부터 산학협력에

지원, 현장실습과 교사연수 지원 등 교육 참여활동과

대한 본격적인 질 관리를 시작하였다. 협약 이후 산학

우선 채용 약정 등이다.

협력활동 실적이 전혀 없거나 채용 가능성이 있어도

대부분 학교와 기업의 1:1 협약이 많은 편이고,

채용 이후 각 분야별로 마이스터로의 성장경로 등이

기업 대 전체 학교의 협약사례 등도 증가하고 있다.

담보되지 않은 기업은 협약 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으

1:1 협약에 따른 채용 약정 및 협약, 교육과정 우수

며, 채용 예정 직무군과 수준 등이 교육목표 및 교육

사례로는 구미공고와 LG이노텍, 충북반도체고와

과정과 일치하고 성장경로가 명확한 기업 중심으로

하이닉스반도체, 거제공고와 삼성중공업, 군산공고와

협약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있다. 마이스터고 전체 학교를

마이스터고의 교육 기반은 체계적이고 질적으로

대상으로 우선선발 및 협약 프로그램 운영의 선도

견고한 산학협력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례는 ’10년 9월 협약을 체결하고 ’11년 2월에

향후 정부와 지자체, 학교는 현재 협약기업이나 새로

17개교 1학년 학생 113명을 선발한 삼성전자의

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채용약정은 물론 교육과정

사례를 들 수 있으며, ’10년 9월 우선 채용 약정을 한

운영 및 지원, 채용 후 경력개발 지원 및 개선까지

동서발전, 그리고 ’11년 3월 현대자동차, ’11년 7월

지속적인 우수 사례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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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가 뜨고 있다

Ⅵ. 마이스터고 입학생
선발 현황과 특징
소질과 적성을 갖춘 우수 신입생 확보는 마이스
터고 운영의 주요 성과이다. 지난 10월 1·2차 선정
마이스터고가 개교 후 세 번째로 신입생을 선발
하였으며, 3·4차 선정된 마이스터고는 첫 입학생을
선발하였다. ’12년도 마이스터고 입학생 전형율은
3.27대 1로 작년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11년도
입학생 전형률 2.95대 1, ’10년도 입학생 전형률
3.55대 1). ’12년도 입학생 규모는 내년에 개교 예정
인 7개교를 포함해 28개교에 4,390명이었으며,
1·2차 선정학교에 비해 3·4차 선정학교의 경우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입학생 전형률

24

의 증가는 마이스터고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매년 전체 학교의 신입생 선발요강을 9월 중 전국

관심 및 마이스터고의 선취업 후학업 병행에 대한

중학교에 배포하고 있다. 학생 선발시기는 모든

진로 특성 이해 등이 높아진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학교가 10월 중에 동일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원칙

볼 수 있다. 마이스터고 입학생들의 중학교 성적은

적으로 이중지원이 불가능하다. 학생선발은 모든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균질화된 것으로 분석되며,

학교가 전국단위로 모집하고 있으며, 특별전형과

학생선발 전형 시 중학교 교과성적 반영비율은 최소

일반전형으로 구분해 선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화(일반전형 30%이하, 특별전형 50%이하)하고 소질

각 마이스터고는 특별전형 대상자에 사회적 배려

및 적성, 인성, 면접 비율 등을 강화하고 있다.

대상자,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등을

’13학년도에 5차·6차 학교가 선정될 경우,
신입생 선발 인원이 증가될 예정이다. 각 학교들은
자체적으로 주기적인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자격증 및 대회수상자,
가업계승자 등을 포함해 전형하기도 한다.
특히 ’12년도 입학생은 학교별 지원률과 성적분
포 등의 균형이 고르며, 면접 및 적성검사 등 성적
외 우수자의 특성이 뚜렷하고, 지역보다는 전국단위
에서 우수한 학생들의 선발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심층면접에 산업체 인사
를 초빙해 운영하고 있으며, 면접요소로는 인성 및
태도, 지원동기 및 지원 분야의 이해, 미래 성장경로
설계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형위원의
구성 및 운영방법, 면접요소 등은 학교별로 다소 차
이가 있다. 앞으로도 마이스터고들은 성적보다는
소질과 적성을 갖춘 인재선발에 중점을 두고 입학
전형방법을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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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마이스터고의
운영성과와 발전과제
마이스터고 개교 후 1년 반 동안의 운영은 명실
상부한 산학협력 모델로 자리 잡게 되었다. 마이스
터고는 산·학·관의 협력 운영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뿐 아니라 산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
으며,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추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마이스터고의 진정한 자율
성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고졸 취업자를 위한
입영기간 연기 및 산업기능요원으로의 대체복무제도
개선, 후진 진학경로 마련을 위한 재직자 특별전형,
고교 지원에 대한 산업체 인센티브 개선 및 괜찮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고 계속 추진 중이다. 마이스
터고는 ’13년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하기까지 남은
1년 여의 기간 동안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성과를
돌아보며 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
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정책은 잘 준비된 교육과
자격, 고용시장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행되어 졸업
생들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 취업하고
미래 기술명장으로 성장할 진로경로를 확보할 때
그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
다 체계적인 산학협력과 채용확대 노력을 강화해
취업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업체의 인사관리
제도개선 등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특히,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확대를 위해 최근 교육과학기술
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 중인 협력 산업체 대상 세제 혜택, 실습수당 및
홍보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산학협력을 통한 사회적
책무 유도, 인식 개선 등도 병행·촉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는 육성 인재의 우수성을

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인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
및 학교경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 정책과 마이스터고의 이와 같은 노력이 조화롭
게 이루어질 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의 발전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돌아볼 때 마이스터고는 고등
학교 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이스터고가 우리 사회에서
학력의 벽을 넘어 실력으로 성공의 기준을 바꾸고
전문 기술인으로서의 꿈을 이루는 장으로서 능력중심
사회로의 새로운 물길을 열어갈 것을 기대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마이스터고지원센터는
’09년 4월에 개소하였으며, 마이스터고의 주요
정책, 선정 및 인증,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모니터링과 컨설팅, 성과평가, 포털 구축 및 운영
전반에 이르는 연구·사업을 통해 마이스터고 정착의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마이스터고의
전반적인 현황과 학교별 특성, 협약기업의 현황 및
주요 활동 등 상세한 정보는 마이스터고 포털(http://
www.meister.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책무를 다해
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학교별 자체 성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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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안팎에서
교원들의 전문성·경쟁력 높인다
- 교원 학습연구년제와 해외진출 추진 및 전망
글_김문희│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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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국가경쟁력의 핵심동력인 교육경쟁력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교원이다. 교원의 질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요소이며, 특히 교원은 학교가 학생, 학부모,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학교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볼 때,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공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인들 - 학생의 학습능력, 기대,
동기부여, 가정에서의 지원,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변인, 또래집단의 능력과 태도, 교원의 능력과 지식 등
- 중에서 단기간에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성과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훌륭하고 좋은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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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들이 부러워할 정

방안」을 통해 ‘자율연수휴직제’의 이름으로 처음 제안

도로 우수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교직에 입문하고

되었다. 당시의 자율연수휴직제는 경력 15년 이상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2010년 McKinsey & Com-

교원을 대상으로 보수를 100% 지급하며 1년의 휴

pany가 발간한 미국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고서

직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제시되었으나, 휴직기간

에서도 인용되고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동안의 보수 미지급 원칙과 다른 휴직사유와 비교할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교육대학교에 입학

때 지급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당시 중앙인사위

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성적이 상위 5%에 해당

원회에서 동의하지 않아 그 시행이 유보되었다. 이후

1)

하는 우수한 학생들이다.

2007년 10월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제시한 「교육비전

그러나 교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30」에서 교원전문성 신장 기제의 하나로 ‘우수교원

서는 입직단계에서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입직 후에도

학습년제’가 제안되었고, 2008년 2월 이명박정부의

교원들의 지속적인 전문성 유지 및 개발을 위한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교직경력 10년 이상으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교원들의 지속적인 전문성

연구년제를 희망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정원

신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모든 교원들을 위한

범위 내에서 연간 1%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이

다양한 연수 기회의 제공뿐만 아니라 우수 교원들을

제안되었다.

위한 특별연수의 기회 및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2010년부터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원들이 필요로 하는
연수기회를 제공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교원에
대해서는 학습연구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교원들의 해외진출을 통해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들의 학습연구년제와
해외진출에 관한 정책 추진과정,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해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교사에 대한 보상’ 및 교원의 지속적인
자기계발이 가능하도록 ‘심화된 연수기회의 부여’를
목적으로 학습연구년제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99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학습
연구년제를 시범운영함으로써 그 성과를 입증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해 2011년에는 대상자를 406명으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원 학습연구년제는 교원능력개발평가결과 등
우수자 중 일정 조건을 갖춘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
및 기타 업무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자기학습계획에
따라 학습·연구에 몰입하는 제도로, 교육공무원법

Ⅱ. 학습연구년제의 주요 내용

제40조(특별연수)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학습연구년제 대상자는 기존의 연수휴직제도와는
달리 특별연수를 위한 연수파견 명령에 의해

1. 도입과정 및 개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연구년제는 5·31 교육
개혁방안 추진에 따라 2001년 수립한 「교직발전종합
1) Byron Auguste, Paul Kihn, and Matt Miller(2010), Closing the talent gap : Attracting
and retaining top third graduates to a career in teaching, McKinsey & Company

학습연구년에 참여하게 되며, 연수자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루
어진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인 국·
공·사립, 초·중등교사는 학습연구년제에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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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1
나라 안팎에서
교원들의 전문성·경쟁력 높인다
교과별 수업모형 개발 및 평가방식 구안(2012년),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사 대상 연수방안 연구
(2013년)에 대한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현장의
전문적 경험을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72명의 학습
연구년의 교사들이 교과교육과정 개발 및 검토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현장성을 반영한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수행하였다.
학습연구년 교사들은 개인적인 연구활동에 머물
지 않고,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교직 전체에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학습연구년 교사
들은 자발적으로 포털시스템에 지역별 카페 개설 및
수 있으며, 시·도별 선발위원회(평가관리위원회

교과교육과정연구회별 블로그 운영을 통해 연구활동

등)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결과 및

및 성과의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경기교육청

자기학습계획서, 학교장 추천, 연구역량 평가 등을

소속 학습연구년 교사들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지식

고려해 학습연구년 대상자를 선정한다. 학습연구

공동체를 만들어 학습연구년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년제의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6개월 단위(학기단위)로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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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연구년 운영사례

3. 학습연구년제의 발전방향
학습연구년제를 통해 교원들의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는 첫걸음을 내딛긴 했지만 앞으로의 제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교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먼저

경우, 자신이 스스로 계획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현재의 교원 학습연구년제는 특별연수의 한 형태로

지정된 기간동안 연구활동에 임할 수 있다. 학습연구

운영됨으로써 법률적 기반이 미흡하다. 따라서 지금은

년 대상자들은 개인적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국내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외의 여러 교육기관을 방문해 우수 교육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학습연구년제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시찰하기도 하며, 공개수업활동을 통해 교육이라는

시·도교육청의 예산 및 정책의지에 따라 운영이

공통분모를 여러 교사들과 공유하기도 한다. 또한

미흡하거나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자신의 연구활동 및 학문적 지식을 활용해 봉사활동

따라서 학습연구년제의 법제화를 통해 특별연수의

등을 통한 사회공헌에도 힘쓰고 있다.

형태보다는 일반연수의 한 유형으로 명문화시킬

또한 학습연구년 교사들은 국가수준의 교과교육
과정개발연구에 참여해 현장교원 및 학습자 중심의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임해규 의원이 발의한
학습연구년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교육과정 구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또한 단위학교에서 우수 교사의 선발에 따른

에서는 학습연구년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정규교원의 대체인력 확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받아 교과교육과정 개발 및 검토(2011년),

해야 한다. 우수한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울 경우,

교육개발 2011 겨울

학습연구년에 지원하는 많은 교사들이 학교장 추천을

위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받는데 있어 소신껏 지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내적으로도 우수한 예비교원들의 임용율

이에 따라 학교장들도 우수 교사의 추천에 소극적인

저조 및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 교원의 증가로 인해

자세로 임할 수밖에 없어 학습연구년에 대한 교원의

국내 교원자원들의 해외진출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습연구년을 지원

있다.

하는 교원들의 비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

그 밖에도 학습연구년제가 우수 교원에 대한 보

성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의

상의 차원에서 도입된 만큼 객관적 기준에 의해

국제적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엄정한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발기준 및 절차

경쟁력 있는 교원양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교원의 해외

를 보완해가는 한편 선발된 교원이 학습연구년으로

진출을 지원하는 배경이다. 특히, 실용영어중심의

인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무성적 평정

영어교육 강화에 따른 교원의 전문성 신장 요구가

등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증대되고 있어 수업 전문성과 영어구사능력 및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국내외 교원을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다.

Ⅲ. 교원의 해외진출 추진 및 전망

또한 외국어고등학교, 국제 중·고등학교 등에서
교과목별 영어수업이 가능한 교사의 수요가 증대하고

1. 도입 경과 및 배경

있고, 재외 한국학교 등에서도 우수한 전문교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원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추진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은 글로벌 교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과제로서 2009년

글로벌 교원역량 강화에 대한 수요증대에 대응하기

부터 본격적인 계획수립을 시작하였다. 이어 이듬해인

위해 정부에서는 우수 교원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2010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구체적인 우수 교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정부까지의 교원

해외진출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2010년 말에

해외진출이 시·도교육청 차원의 소규모였다면 지금

우수 교원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5개년 계획을 구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 교원의 해외진출 지원은

적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교원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추진 배경으로는
대외적 및 대내적 정책환경에 대한 교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 대응을 들 수 있다. 우선 대외적 환경으로는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교원의 우수성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인식이 높아
가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의 교육활동 확대를
통한 국격 제고와 교육협력 확대를 위한 글로벌 교육
외교를 위해서도 우리 교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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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1
나라 안팎에서
교원들의 전문성·경쟁력 높인다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수학, 과학 교사를 미국 뉴욕, 뉴저지 주의 관련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련 정책과 차별성을 지니고

교사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과 Fairfax 카운티와 교사

있다.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두 번째 지원

2. 교원의 해외진출방안

트랙은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양성단계에서의
역량 강화 시스템의 강화이다. 영어교사들을 위한

30

현 정부는 교원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양성기관의 해외연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하고

더불어 외국 대학과의 복수·공동학위 교원양성

있다. 즉, 현직 및 예비 교원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과정의 운영 등에 대해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국제적 수준의 교원양성을 위한 프로

거친 후 2012년부터 입학단계에서부터 해외진출을

그램을 고도화하고, 교원의 해외진출 인프라를 확충

목적으로 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하기 위한 세부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예비교원들의 해외 인턴십 확대

우선, 현직 및 예비 교원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및 해외 현지학교에서 수업이 가능하도록 ‘영어로

확대하기 위해 국내 교원들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하는 수업(Teaching in English)’이 가능한 교육과정

2011년 3개국 대상으로 50명을 지원하고 있다.

의 개발 및 적용에 대한 교원양성기관들의 관심을

향후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하고 파견국가 및 파견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관을 확대해, 장기적으로는 중국, 일본, EU, 동

마지막으로 교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남아 등 다변화된 지역으로 교원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각종 인프라의 확충이다. 우선 교원들에게 현재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파견교사의 담당과목도

운영 중인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하고 최신의

수학·과학 중심에서 한국어, 특성화고 관련 과목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 나아가 파견기관의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교원 해외진출 거점기관을

경우에도 국제연구기관 등에 대한 교원파견과 더불어

지정·운영함으로써 해외진출 대상 교원의 사전연수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교원의 테마연수를 통해 자동차,

등을 담당하게 하는 한편, 교원들의 해외진출 관련

낙농, 전자 등의 분야에서 분야별 우수 국가의 관련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해 해외진출 관련 업무와 관련된

기관과 협력해 교원과 학생을 교류하고 교환수업을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교원 해외진출의

추진함으로써 교원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나갈

통로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것이다. 특히, 도쿄한국학교 등 현재 29개교에 달하는
재외 한국학교에서의 국내 교원의 근무 지원에 대한

3. 교원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향후 과제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 교사와의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해서는 국가 간에

교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성에도 불구

상이한 방학기간을 활용해 공동수업이나 교사교류,

하고, 지난 정부까지는 교원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수업교재 및 교구 공동 개발 등을 통해 교사들에게

- 일부 시·도교육청의 교사 파견 및 해외 심화 연수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등의 사례가 있긴 하였지만 - 국가차원에서 체계

예를 들면, 서울시 및 부산시 교육청 등에서 교원들의

적인 지원 정책 및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것은

해외파견 및 심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고,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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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에서 교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해외진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현재 시범단계의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향후 5년 간의 로드맵을 제시한

소규모 과제들의 경우에는 성과 분석을 토대로 지원

것은 교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대상 교원의 확대 및 파견 대상 국가, 관련 해외 기관,

지원 정책에 있어 괄목할 만한 진전이라고 할 수

담당 교과목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확대방안을

있다.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습연구년제와 마찬가지로 교원 해외진

또한, 현직 교원들을 위한 재교육 차원에서의

출의 경우에도 본격적인 진출 프로그램 확대 측면에서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성 향상 지원뿐만 아

는 여전히 첫 걸음을 내디딘 데 그 의의를 찾아야

니라 초기 교원양성단계에서부터 교원들의 글로벌

할 것이다. 현행 관련 정책과제들은 현직 교원,

마인드 함양을 위한 초기 교원 양성 프로그램의 개편

예비 교원 등 대상별 프로그램의 발굴과 해외 파견

이 필요하다.

및 교류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의
분야에서 세부적인 과제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그 규모면에서도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Ⅳ. 글을 마치며

소규모이며, KOICA 등을 통한 해외봉사활동을
겸한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의 정책과제에서 보듯이

교원의 질이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많은 과제들이 금년에 검토를 거쳐 내년에 시작되는

중의 하나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들이 많다.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부러워하는 수준 높은 교원자원

이에 따라 향후 교원들의 해외 교류 및 파견 프로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도 통용되는

그램이 활성화되어 교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의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는 것은 교육의 질적

전문성 기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개별 세부과제들의

수준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교원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
이다.
아직 시작단계이긴 하지만, 2010년 및 2011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를 이수한 505명 선생님들의
작은 변화와 해외파견 및 심화연수를 다녀온 교원
들의 변화가 분명 우리의 교육현장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학습연구년제의
연간 대상자를 2018년까지 4,0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교원의 해외진출도 외국
대학과의 복수·공동학위과정 운영 대학 등을 지원
하는 등 내년 이후에는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내외 프로그램들이 더욱 내실화될 것으로
보여 우리 교육현장의 미래가 한층 밝게 빛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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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5세 누리과정’ 도입 배경 및 의의
우리나라는 최근 합계출산율이 1.22명(2010년, 통계청)으로 떨어지는 등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이
고착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인구규모가 감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도
변화되고 있다. 노동력 감소, 노인인구의 증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저출산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0년 현재, 만5세아는 약 44만여 명으로 이중 약 90%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나 약
10%에 해당하는 4만여 명은 교육·보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은 경제적 부담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못하고, 고소득층은 영어나 특기교육을 위해 고가의 영어학원을 선택하고 있어 계층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모든 유아가 교육·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만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은 1997년도 이래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으로 명문화 되었으나, 현재
소득하위 70% 이하에 대해 일부 금액만 지원하고 있다. 그 대상도 소득에 따라 제한되고, 정부 지원단가도
177,000원으로 표준 교육·보육비1)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에 국가의 무상교육·보육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는 극히 낮은 수준이다. 만5세아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 모든 유아가 출발선상에서의 평등권을
1) 표준교육비는 361,000원, 표준보육비는 311,000원으로 산출됨.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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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만5세아에 대한 국가투자는 국제적인 동향이기도
하다. OECD 회원국들은 최근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상교육·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도 만5세에서 만2세로 확대하고,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OECD 평균 유아교육비
공공부담 비율은 79.7%이며, 핀란드 90.6%, 프랑스
94.0%, 영국 86.1%, 미국 77.8%로 북미 및 대부분의
EU국가들은 OECD 평균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공공부담 비율이 49.7%
로 OECD 평균의 62%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국가의
공적투자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연차적으로

특히, 영유아기는 인간의 최종 지능 80%가 발달

현실화한다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이원화되어

되는 지적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서, 인지·정서·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사회영역 등의 기초능력이 집중 형성된다. 또한 각

‘5세 누리과정’으로 일원화해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

생애단계별로 투자비용을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집의 만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영유아기의 인적자원 투자 대비 회수비율이 가장 크게

공통과정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로써 내년 3월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국의 페리프리스쿨

만5세 유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의 ‘5세

프로젝트(2003)에 따르면, 유아교육 1달러 투자

누리과정’을 배우게 되었다. 정부는 ‘5세 누리과정’의

시 16.14달러의 편익이 발생하며, 영국의 EPPE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지난 15년 간 완성을 미뤄왔던

프로젝트(2007)에서는 유아 1명에게 유아교육기관에

취학 직전 1년 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를

다니도록 약 2,500파운드를 지원하는 것은 가난한

실현하게 되었으며,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기간이

부모의 수입을 약 17,000파운드를 직접 지원하는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고, 취학 전 교육 출발점의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렇듯

평등을 이루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영유아기의 발달은 개인의 전 생애 학습과 생활에

또한 「만5세 공통과정」 도입에 따라 유치원과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생애 초기단계인 영유아기

어린이집에 만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보호자에게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교육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늘려 젊은 부부들의

있다.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지난 5월 2일, 만5세

요인이 매우 다양하나 그 중에서도 육아지원 서비스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만5세

미흡과 자녀 교육비 부담이 출산 중단 및 기피의 가장

공통과정」을 도입·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만5세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만5세 공통과정」의

공통과정」은 현행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치원과 보건

도입은 한국의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복지부의 어린이집 관리체제를 유지하면서 만5세

것으로 보인다. ‘5세 누리과정’ 공통과정은 만3~4세와

유아의 교육과 보육 내용을 통합해 하나의 과정으로

분리해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능력 중심으로 5세에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만5세 유아학비·보육료

맞게 재구성해 적용하는 것으로, 교과 위주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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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학습활동보다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명칭 공모를 실시하였다. 공모

과정으로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창의·인성교육

결과, 「만5세 공통과정」의 새로운 명칭으로 ‘5세 누리

내용 등과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하여, 만5세 유아

과정’이 최종 선정되었다. ‘누리’는 ‘세상’을 뜻하는 순

교육·보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만4세 이하

우리말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교육을 통해 만5세

유아에 대한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도 제고될 것으로

유아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행복한 세상을 열어

기대하고 있다.

가고, 생활 속에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특히, ‘5세 누리과정’ 공통과정의 제정은 취학전

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체제내에서의 갈등을

한편, 공통과정 개발 TF에서 제출한 ‘5세 누리과정’

극복하고, 담당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

공통과정(시안)에 대해 유아교육·보육계 교수, 현장

부의 정책 조율하에 육아정책연구소, 유아교육과

관계자, 학부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보육계의 교수, 현장 교원 및 전문직 등이 함께 협력해

개최하고,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

국내 최초로 유아교육과 보육 간 내용상의 통합을

수정·보완해 ‘5세 누리과정’ 공통과정을 고시하였다.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5세 누리과정’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9월 30일

Ⅱ. ‘5세 누리과정’ 추진경과

개정 공포하였다. 이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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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만5세 공통과정」 제도 도입 발표 이후,

따라 무상교육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만5세 공통과정의 도입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교육 위탁기관 등에서 공통과정을 제공

에서 만5세 유아에게 적용할 공통과정을 개발하기

받는 모든 만5세 유아로 확대하고 ‘영유아보육법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시행령’ 개정으로 무상보육 대상을 어린이집에서 공통

학계, 교원, 전문직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

과정을 제공받는 만5세 유아로 확대하는 동시에,

하였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함께 적용할 「만5

소요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세 공통과정」이라는 정책에 부합하는 친근하고 밝은

것이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는

명칭을 정하고, 새로운 정책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

유아교육비·보육료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에

<표 1> ‘5세 누리과정’ 추진경과
날짜

활동

주요 내용

’11. 5. 2

「만5세 공통과정」 제도 도입 발표

- 유아단계에서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2012년 3월부터 만5세
교육비·보육비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 지원단가 연차적 현실화

’11. 7. 14

「만5세 공통과정」 명칭 공모 및 선정

- 「만5세 공통과정」의 새로운 명칭으로 ‘5세 누리과정’ 선정

’11. 8. 12

‘5세 누리과정’ 공통과정(시안)
공청회 개최

- 만5세 유아를 위한 기본과정인 ‘5세 누리과정’ 공통과정(시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11. 9. 5

‘5세 누리과정’ 공통과정 고시

- 2012년 3월부터 만5세 유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에 다니든지
‘5세 누리과정’ 공통과정을 배우게 됨

’11. 9. 30

관계 법령 개정 공포

- 교과부와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 공포

‘5세 누리과정’ 시행을 위한 현장 지원

- ‘5세 누리과정 해설서, 지침서(책자, 동영상), 지도서 개발 및 보급,
교사 집합 연수 및 원격연수 실시

’11. 10 ∼’12. 2

교육개발 2011 겨울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만5세 유아 수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5세 누리과정’이 현장에서 보다 충실
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누리과정 해설서,
교사용 지침서 및 지도서를 개발·보급하고 교사 집합
연수 및 원격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Ⅲ. ‘5세 누리과정’ 추진과제

‘5세 누리과정’은 기본과정을 의미하며 오전의

‘5세 누리과정’ 정책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안정

3∼5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이후 시간은 종일제(방과

적으로 정착·추진되고, 향후 만4세, 3세로 누리과정

후)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 것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정책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

종일운영을 기본으로 하는 운영체계 내에서 이를

다음과 같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첫째, 양질의 교육·보육과정의 제공이라는 ‘5세

일과 중의 누리과정 적용 시간, 누리과정 영역별 편성

누리과정’의 기본취지를 충실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및 교육 시수 등에 있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기본 운영요건이 강화되어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할 것은 기본규정으로 제시해 주되,

현재 ‘5세 누리과정’ 담당 교사는 1·2급 보육교사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와 유치원 교사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보육교사

편성·운영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연령별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 등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학급구성 유아의 수가 부족하거나 또는 혼합연령의

현실 수용성을 감안해 3급 보육교사도 일정기간

장점을 살려 혼합반 구성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5세

누리과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누리과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혼합

양질의 공통과정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5세 누리

학급구성의 기준과 운영 지침을 제시해 줄 필요가

과정’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3급 보육

있다.

교사 포함에 대한 유예기간을 단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실내·외

셋째, ‘5세 누리과정’ 공통기본과정 이후의 종일제
(방과후) 프로그램 관리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시설 및 공간 구성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5세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오전 3∼5시간의

그러나 신체운동·건강 및 바깥놀이를 강조하고 있는

공통기본과정 적용시간대에는 특별활동을 제한하도록

누리과정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서는 실내·외 시설·

하고, 특별활동은 부모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종

설비 특히, 실외 놀이터 보유나 실외 놀이가 가능한

일제(방과후)에 실시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공간구성 여부에 대한 규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즉, 향후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종일제 프로그램 개발·보급

시설·설비 및 환경구성에 대한 공통적인 지침을

외에도 원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수준의 특성화 프로그램

둘째, ‘5세 누리과정’의 충실한 운영을 위한 편성·
운영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개발·보급은 물론 민간프로그램 추천제를 통한 질
관리에 착수하였다. 이에 어린이집에서 적어도 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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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경우에는 특별활동을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적용

각종 교수용 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와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종일제를 기본으로

지침서에는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계획,

하는 어린이집에서도 오전부터 실시하던 특별활동을

환경구성, 교수-학습 방법, 지도상의 유의점 등은

제한해야 하며, 이를 방과후에 실시해야 할 것이며,

물론이고, 유치원의 경우는 누리과정과 기존의 유치

이 경우 유치원과 같은 특성화 프로그램 추천제 등의

원 교육과정의 만3∼4세 내용의 연계 지도 방법,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기존의 표준보육과정의 만0∼

넷째, ‘5세 누리과정’ 담당 교사 연수 및 교사용
교수 자료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5세 누리과정’ 정책의 성공여부는 현장 교원들이
누리과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실행하느냐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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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내용의 연계 지도 방법, 혼합반에서의 효율적인
누리과정 운영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5세 누리과정’ 운영의 평가 및 질 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3월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5세 누리과정’의 질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정기

에서 누리과정을 담당할 교사 약 25,000여 명을

적인 평가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만5세아 학급

대상으로 금년 말과 내년 초에 걸쳐 집중 연수를

구성 및 운영, 누리과정 계획 및 운영시간, 환경구성,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현 시점에서 추진 가능한

담당교사의 전문성, 누리과정 운영 평가, 부모

규모를 고려한 최소 필수 인원에 대한 연수이며,

만족도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장기적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모든 교원을

개선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취학전

대상으로 ‘5세 누리과정’의 취지, 내용 및 지도방법에

교육·보육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

대한 구체적인 연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보다 장기

화체계 하에 있으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적으로는 교사양성기관에서부터 ‘5세 누리과정’에

및 전달체계는 다르지만 ‘5세 누리과정’ 운영 평가의

대한 직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

기준과 관점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단,

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설서, 지침서,

아직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5세 누리과정’에

지도서, 교수-학습 자료와 교재들을 충분히 제공해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어야 한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및

초기에는 지침서 등에 운영 평가지표를 제공하고

육아정책연구소가 합동으로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자체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어 현장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5세 누리과정’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장학지도가 필요
하다.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장학지도나
수업컨설팅장학 등을 실시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질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지원체계로서
보육정보센터가 있기는 하나, 그 숫자와 전문 인력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5세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현장 착근과 질 관리를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전문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누리과정 컨설팅
장학지원단’을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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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2
해외 우수학교 교육현장 보고
① 영국 런던 로버트 클락 스쿨의 기적

해외 우수학교 교육현장 보고
① 영국 런던 로버트 클락 스쿨의 기적
글_강홍준│중앙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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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에 있는 로버트 클락 스쿨의 오드리 본 에녹(17)은 요즘 수업이 끝나면 SAT(미국 수학능력시험)를
준비한다. 11학년(한국의 고2)인 그는 내년 9월 미국 하버드대 진학을 준비 중이다. 친구들과 SAT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다가 궁금한 것은 학교 교사를 찾아가 여쭤본다. 오드리는 “하버드에 도전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때 그는 상습적으로 학교를 빠지는 문제 소녀였다. 부모 모두 대학 문턱을 가보지
못한 전형적인 노동계층. 하지만 로버트 클락 스쿨이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
11~18세 아이들이 다니는 공립 중·고교인 이 학교가 변화를 가져다 준 건 오드리만이 아니었다. 11학년
인도계 학생인 아잔 아크바르(17)도 이 학교를 만나 GCSE(영국 중등교육자격시험)에서 11개 과목 ‘A+’라는 최고
성적을 거뒀다. 그는 “가난이 삶에 끼친 영향은 컸다. 하지만 이제 로버트 클락 스쿨을 만나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꿈을 꾸게 됐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드리나 아잔이 대학진학의 꿈을 꾸는 건 그 자체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학교가 있는 바킹
앤드 다겐햄 자치구를 가보면 안다. 백인 저소득층 노동계층과 유색인종 거주지역으로 이 지역 주민(16만여 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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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학교 교육현장 보고
① 영국 런던 로버트 클락 스쿨의 기적
전문직 종사자가 28%(런던 평균 53%)에 불과할 정도로
소득수준이 낮다. 대부분이 1931년 미국 포드자동차
공장이 들어와 일자리를 얻은 노동계층이다. 그 결과 이
지역에 있는 로버트 클락 스쿨은 1996년만 해도 영국
공립학교 가운데 학업성취도 순위에서 꼴찌를 차지하는
학교였다. 현재도 전교생 2,000여 명 중 유색인종이
36%를 차지하고,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이 35%가 될
정도다.
2001년 졸업생이자 이 학교 과학주임 교사인
데런 스미스는 “폭력이 난무했던 살벌한 학교였다”고
했다. 전교생의 10% 정도가 상습 결석자일 정도로
문제 학교였던 것. 하지만 이 학교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2007년 영국 교육기준청(OFSTED)이 발표한

내내 잡담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학생을 단 한 명도

학업성취도조사 상위 5% 안에 들었고, 이후 4년 연속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한국 중, 고교에서는

‘우수(outstanding)’ 판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학교

이런 광경이 가능한 일일까.

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변화를 몰고 온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 학교 생활지도 담당교사인 로라 조시아는 “그
비결은 규율(discipline)에 있다.”고 말했다. 1996년
까지만 해도 헝클어져 있던 학교규율은 그랜트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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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 학교에 오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부임

Ⅰ. 로버트 클락 스쿨의 기적

첫해 학교 내 폭력 등 문제를 일으켰던 300명을 정학
시켰다. 그때까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10학년 웨슬리와 브래들리 덕분에 지역 주민에게

그랜트 교장은 겉보기에도 엄한 성격은 아니었다.

감사편지를 받았습니다. 두 학생이 가방을 주어 주인

그런 그가 어떻게 정학조치를 취했을까. 그는 “다인종

을 찾아줬습니다. 박수를 쳐줍시다.”

학교 사회에서 갈래 갈래 흩어져 있는 학생들을 하나

지난 11월 10일 이 학교 강당에 선 폴 그랜트(54)

로 엮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다.”며,

교장은 전교생들과의 조회에서 학생들을 칭찬했다.

“신뢰감, 안정감, 강한 일체감을 주기 위해 우선 교사

그리고 11일, 리멤브런스 데이(Remembrance Day,

들과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의 현충일)에 대한 얘기를 이어갔다.

이에 데런 스미스 교사는 “폴은 카리스마 넘치는

“개인의 삶이 국가와 얼마나 연관되는지 우리는

교장은 아니다.”며 “오히려 교사들과 함께 팀을 이뤄

이 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영국뿐 아니라 영국의

자신의 비전을 전파(trickle-down)했다.”고 말했다.

식민통치를 받았던 지역 모든 인종들의 희생이

교사들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요청하고, 학교를

있었습니다.”

바꿔야 한다고 설득했다는 것이다. 또한, 조시아

그랜트 교장은 5분 정도 원고 없이 학생들에게 이

교사는 “폴은 비전을 제시하며 공유하자고 했다.”고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전교생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말했다. 그는 이어 “교사들도 일이 많아지는 것과

그의 말을 경청했다. 놀라운 것은 이날 아침 조회시간

같은 불만을 털어놨다. 그리고 힘들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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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규율을 지키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학생들이
갖게 하는 겁니다.”

Ⅱ. 변화의 비결
그랜트 교장은 “잘한 일은 적극 칭찬하고, 뭔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구성원들이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많은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읽고
쓰는 능력을 개선하자는 목표를 설정하고 학생별로
그런데 폴은 교사들로 하여금 ‘내 얘기를 무시하지

일정표도 만들어줬다. 뒤떨어지는 학생에겐 상급

않는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고 덧붙였다. 교장이

학생이나 교사를 멘토로 붙여줬다. 특히 고학년 학생

‘나를 따르라.’는 독불장군식 리더십을 보이지 않았다

들은 저학년 학생을 맡아 학습 멘토로 나섰다.

는 것이다.
그랜트 교장은 그런 다음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방치하지 않았다. 지켜야 할 규율을 정했다. 수업방해

그리고 성과를 이룬 학생들을 조회시간 등을 통해
칭찬했다. 학교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학생과 교사
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위, 폭력 등의 문제가 벌어지면 교장과 교사들이

또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학교도 민감하게

쫓아다니며 다독이고 문제를 바로잡았다. 문제행동을

대응했다. 12학년 졸업생 맥스 사이토(18)는 “학교는

보이는 학생들은 학교 밖 사회복지사와 협력했다.

내가 뭔가에 관심을 보이면 즉각 지원을 해준다든지

가정을 찾아가 학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관심의

였다.

대상이 되고 있다는 안정감을 끊임없이 줬다.”고 했다.

딸이 이 학교를 졸업한 학부모 샐리 선더스는

영어, 수학, 과학 성적은 1997년부터 눈에 띄게

“문제행동을 다스리는 절차와 규칙이 잘 돼 있다.”며

향상 됐으며, 놀라운 변화가 이어졌다. 이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옷을 똑바로 입도록 하고, 거친

성공사례가 영국교육기준청 발표를 통해 나오면서

행동에 강하게 대응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

성적은 수직 상승했다. 대학 진학생도 1990년대 10명

들이 그 정보를 철저히 공유해 공동 대처한다.”고

이하였다면 2000년 이후엔 100여 명이 될 정도로

소개했다. 두 명의 자녀가 이 학교를 졸업한 학부모
재클린 맥킨 역시 규율이 강한 학교에 같은 생각을
보였다.
“이 학교는 집단 괴롭힘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
강하게 대처합니다. 교사가 문제행동에 즉각 개입
하고, 문제를 지적받은 학생은 반드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제가 잘못했다.’ 또는 ‘제가 한 게 아니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끼리,
학생과 교사 사이에 신뢰감을 주도록 행동하게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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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졌다. 지역 언론은 로버트 클락 스쿨의 이런
성공사례를 보도했다. 그 결과 영국 찰스 왕태자가
2009년 이 학교를 방문하는 일도 있었다.
그 덕분에 그랜트 교장은 학교를 바꾼 공로를 인정
받아 영국 왕실로부터 이름 앞에 ‘Sir(경·卿)’가 붙는
명예를 얻고 기사작위도 받았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인 알렉스 퍼거슨이 ‘Sir’
칭호를 받은 것처럼 그 역시 ‘서 폴(Sir Paul)’이라고

폴 그랜트 교장

베아트리즈 폰트
OECR 수석 애널리스트

부르게 된 것이다.
그랜트 교장은 “나는 먼저 교사, 학생들에게 다가가

리더십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애널리스트 베아트리즈

진정으로 존경을 보였다. 그러자 그들도 나에게 존중

폰트의 지적은 의미가 있다. 폰트는 “교장은 교사를

의 의사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프로페셔널해야 한다.

사람들은 뭔가 특별하고, 공정하게 대우 받고 있다는

교사의 리더이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덴마

느낌을 갖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크에서는 군인이 은퇴해 교장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학교 사회가 분권화, 자치화가 강해

Ⅲ. 교장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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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자율성이 증가하면서 교사를 이해하고, 학생의
성과를 관리하는 전문적인 자리가 교장”이라며 “교원

로버트 클락 스쿨의 성공비결은 전형적인 ‘Rebran-

노조 역시 학교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게 하면 오히려

ding(이미지 쇄신)’이었다. 그랜트 교장의 설명은 아주

교장이 교사들을 설득하는데 수월한 효과를 내기도

명쾌했다.

한다.”고 말했다.

“학교 변화는 긴 여정이다. 2년 이상 걸린다. 기다림
이 필요한 과정이다. 이를 위해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교장과 교사 간의 관계에 있어서 팀워크는 어느

한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교사들과

사회에서나 필요한 덕목인 것 같다. 둘 간의 관계가

공유해야 한다.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학생들의

대립관계처럼 여겨지는 한국 교단은 이런 점에

스쿨 카운슬(School council, 학생회)의 요구를

유의해야 한다.

경청한다. 물론 교사나 학생이 원하는 것과 이를 얻을
수 있음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인식시킨다. 그런
다음 비전을 실현시킬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고, 이것
을 하나 하나 실현하는 것이다.”
변화는 쉽지 않은 일이다. 조직을 바꾼다는 건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그랜트 교장은 “교장실
의자에 허리 펴고 앉아 학교 일을 관망한 적이 없다.”
고 말했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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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샌디에이고캠퍼스(UCSD). 프루스스쿨 교장과의 인터뷰 약속시간은
9시 30분. 약속시간을 넘겼지만 학교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넓은 캠퍼스에서 대학건물과 프루스스쿨 건물
간에 구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프루스스쿨은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재단이 500만 달러를 기부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넓히기 위해 1999년에 세워졌다.
이 학교에 입학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부모가 모두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야 하고, 무상급식
대상자이어야 하며, 대학진학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학생들을 데리고 올해 대학
입학률 95%을 기록했다.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올해 이 학교를 ‘기적의 10개교(10 miracle schools)’에서 첫
번째로 꼽았다.
스콧 바튼(54) 교장은 샌디에이고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렸던 후버하이스쿨(Hoover High
School)에서 근무하다가 1999년 이 학교로 초빙돼 왔다. 그는 “지역 대학과 학부모가 힘을 합치면 학생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2학년(한국의 고3) 영어수업에 들어가 봤다. 30여 명의 학생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중남미
출신 미국인이다. 백인은 한 명도 없었다. 마르커스 내쉬(18) 군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추천해줘서 학교에
들어오게 됐다.”며 “대학수업을 미리 들을 수 있는 제도나 다양한 클럽활동은 이 학교에 오지 않았으면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는 UCSD 대학 교수 40여 명이 들어와 강의를 한다. 학생들은 고교-대학
학점인정제도(AP)를 통해 다양한 전공을 미리 접해볼 수 있다. 졸업 때까지 AP 6과목을 들어야 한다. UC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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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2
해외 우수학교 교육현장 보고
② 미국 3개 공립학교의 경쟁력·성공비결
끝나는 8시 30분까지 이어졌다. 오 교장은 “학부모
요구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학교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인 학부모 김남주씨는 “유대인 자녀가
많이 오는 이 학교에서 오 교장이 학부모로부터 인정
을 받고 있다.”며 “까다로운 유대인 학부모가 어떤
요구를 해도 성실히 들어준다.”고 말했다. 3학년 학부
모 구은주씨는 “질문이 있어서 교장에게 찾아가면
교장실로 친절히 안내한다.”고 말했다.
대학생들도 이 학교 학생들을 위해 멘토가 되어 준다.
프루스스쿨은 학부모를 토요일마다 초청해 UCSD

평가지수에서 938점을 기록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캠퍼스를 둘러보게 하거나 대학에서 어떤 교육과정이

상위 5% 안에 드는 기록이다. 수지 오 교장은 “92년

있는 지 알려준다. 바튼 교장은 “부모들에게도 왜 대학

부임 당시 상위 15%에 들던 API점수를 5년 만에 5%

진학이 중요한지 알려주면 학생들에게도 동기부여가

안으로 끌어 올렸다.”고 말했다.

쉽다.”고 말했다.

42

서드스트리트엘레멘트리스쿨은 올해 미국공립학교

변화의 원동력은 교사로부터 나온다. 수지 오 교장

교사들의 업무강도는 다른 학교보다 세다. 캘리포

은 교사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채용부터 직접

니아주 평균 수업일수는 180일이지만 이 학교는

신경을 쓴다. 신규 교사를 채용할 때에는 이력서나

198일이다. 바튼 교장은 “우리 학교 교사는 다른 학교

자기소개서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수업하는 모습을

교사보다 업무강도가 높지만 노조가 없다.”고 말했다.

보고 평가한다.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

그는 “채용 때부터 저소득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의지

를 받을 때는 반성과 발전의 기회를 준다. 오 교장은

가 강한 교사들을 뽑는다.”고 말했다. 기술교사인 필

“지각을 하는 교사에게 ‘나는 전자시계와 수동시계 두

엔스버그는 “이 학교 학생들은 수업집중도가 높기

개로 알람을 맞춰 놓고 매일 6시에 집에 나온다.’고

때문에 학교생활에 만족한다.”며 “다른 학교로 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Ⅱ. 로스앤젤레스 상위 5% 내 진입
‘서드스트리트엘레멘트리스쿨’
16일 오전 8시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콕 공원 옆
서드스트리트 엘레멘트리스쿨. 한국계 미국인 수지
오 교장이 형광색 조끼를 입고 교통지도를 하고 있다.

알려줬더니 그 후로 제 시간에 맞춰서 나왔다.”고

그는 교통지도를 끝내고 학부모와 함께 교문 앞

말했다. 수업평가가 나쁜 교사는 다른 학교 교사들의

의자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다. 이날은 학부모 회장

수업을 볼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했다. 그래도 평판이

인 제니퍼 리지어씨와 추수감사절 행사를 어떻게

나아지지 않은 교사에게는 “우리 학교에 맞지 않으니

진행할지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화는 등교시간이

다른 학교로 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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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오 교장은 초등학교 1학년 영어수업시

한다. 위니 양처럼 팍팍하게 수업시간을 정한 학생들

간을 평가하기 위해 교실에 들렀다. 그의 손에는 연두

은 점심시간을 복도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홀리

색 평가지가 들려 있다. 교사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자일스 부교장은 “학생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흥미를 일으키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꼼꼼히

수업시간에 도시락을 들고 와 먹어도 허락한다.”고

확인하는 것이다. 이날 수업은 70대 교사인 죠앤

말했다.

마크(Joanne Mark)씨가 진행했다. 오 교장은 “아이들

학교는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인기가 없는 과목

을 통솔하고 수업을 효율적으로 하면 나이가 많더라도

은 없애기도 한다. 이 학교에서는 독일어가 2년 전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오 교장은 교사 33명을 1년

없어졌다. 대신 한국어 강의가 생겼다. 한국어 교육을

에 2~4차례 이와 같이 평가를 한다.

맡은 조아미 교사는 “독일어 과목은 교사가 3명이나

오 교장의 노력으로 서드스트리트엘레멘트리스쿨

되는 대규모 강의였는데 점점 학생들의 관심이

은 유대인 뿐만 아니라 한국인 학부모에게도 인기가

멀어지면서 없어졌다.”고 말했다. 1993년부터 이

높다. 한국인 학생비율이 높아지자 오 교장은 한국의

학교에 근무한 조 교사는 독일어를 담당했다가 과목이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강의를 마련했다. 한국인

없어지자 한국어 강사로 업무를 전환했다. 그는 “학생

학생들도 적응력을 높이고 다른 미국인들도 아시아

수에 따라 과목이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교사 간

문화를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된 셈이다. 학부모 부회장

경쟁이 살벌하다.”고 말했다.

인 제리 데이시씨는 “한국학생들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일하게 학생선발권
을 가진 공립고교이다. 학생들이 중학교 내신성적
등을 가지고 지원을 하면 샌프란시스코교육청(San
Francisco Unified School District)이 합격여부를

Ⅲ.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일하게
학생선발권 가진 ‘로웰하이스쿨’

결정한다. 듀안 유 학생은 “공부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대학 가기에 더 수월할 것 같아 학교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조아미 교사는 “공부하려는

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로웰하이스쿨 3층 교실 앞

학생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보다 수업

복도. 11학년(한국의 고2) 위니(17) 양이 복도에 앉아

분위기가 월등히 좋다.”고 말했다. 학교는 학생들

도시락을 먹고 있다. 그는 “시간표를 꽉 차게 짜서

요구에 맞게 고교-대학 학점인정 제도(AP)를 운영

점심시간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로웰하이스쿨은

한다. 수학과 과학 뿐 아니라 음악과 미술도 심화

‘아레나(Arena)’라는 교사선택제를 운영하고 있다.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학생들이 과목과 교사를 학기 초에 모두 선택할 수
있다. 한국계 미국학생 방스콧(17)군은 “학기 초
강당에 모여 강의를 고르는 시간에는 서로 좋아하는
선생님 수업을 신청하기 위해 시끌벅적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수업을 신청하기 전에 수업시간과
강의교실의 위치, 교사 특성 등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학교는 월·수, 화·목에 맞는 수업과 90분·40분
수업 등으로 강의를 분류해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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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의 장애인 특수교육 우수사례

일본의 장애인 특수교육 우수사례
글_박재국│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Ⅰ. 들어가면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식민지 기간 동안의 공유된 특수교육제도에서 미국 특수교육의 영향을 동일하게 받으면서
발전했다는 공통적 배경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일본은 충분한 경제적 여건과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꾸준히 발전시켜온 결과 여러 상황에서 우리나라 보다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유사한 발전
배경에서 탈피해 최근 특수교육에서 특별교육지원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일본은 문부과학성 조사연구협력자회의에 의한 ‘21세기 특수교육의 추진방향에 관한 최종보고서(2001. 1.)’를 기반으로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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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도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 3월 문부과학성은 ‘향후 특별지원교육의 추진방향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제안하였고, 중앙교육심의회는 2005년 12월의 ‘특별지원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의 방향에 관한 답신’과
2007년 4월의 ‘특별지원교육의 추진에 관한 통지’ 등을 통해 특별지원교육의 기본적 실천방향과 유의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그
핵심내용은 ‘특수교육(장애아교육)’에서 ‘특별지원교육’으로의 획기적인 체제전환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전체 초등학교와 중학생의 약 8.47%(일본 내각부, 2009)로 확대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기존의 특수학교 교사의
자격증도 모두 특별지원학교 교사자격증으로 갱신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에서부터 운영체제 전반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에서 우리나라 도입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본고는 일본의 특별지원학교 설립배경 및 운영체제 등에 대한 자료와
사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특수교육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특수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개선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Ⅱ. 특별지원교육의 체제 및 내용
최근 일본은 지금까지의 특수교육(장애아교육)에서 탈피해 특별지원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특별지원교육
협의회’, ‘특별지원교육 코디네이터’, ‘개별화교육계획 및 개별지원계획 작성의 의무화’ 등의 다양한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주요 변화(문부과학성, 2007)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최근 세계적 추세인 요구에 대한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
for needs) 과 완전통합교육에 대한 미래 방향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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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Switzerland

① 장애종별에 따라 맹학교·농학교·양호학교로 구분
되었던 특수학교를 통합해 특별지원학교로 일체화
하였다.

ASIA

Ⅲ. 특별지원학교의 운영실태
- 센터적 기능을 중심으로

② 초·중학교 등에 설치 가능한 특수학급을 특별지원

문부과학성(2008)은 특별지원교육센터로 지정된 전국

학급으로 명칭을 바꾸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

927개 특별지원학교를 대상(회수율 94%)으로 특별지원교육

학교 등에서는 학습장애(LD), 주의결핍 과잉 행동장애

의 센터적 기능 수행실태를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주된 결과

(ADHD), 지적장애를 수반하지 않는 고기능자폐 등을

를 제시하고 있다. 이 결과는 일본 특별지원학교의 전반적

포함한 모든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상황 및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것을 규정하였다.
③ 맹학교·농학교·양호학교(지적장애, 지체부자유, 건강
장애)별 교원자격증을 특별지원학교의 교원자격증 (필

1. 도도부현(都道府縣) 교육위원회 조직
- 센터적 기능에 관한 연수를 위해 많은 도도부현(都道

요한 과목 이수 후 갱신)으로 하고, 해당 자격증의 취득

府縣)이 조직을 구성해 70%가 넘는 도도부현(都道府縣)

조건으로 대학에서 이수해야 할 단위를 결정하고 경과

이 여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센터적 기능을 담당하는

조치 기간을 두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조건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④ 맹학교, 농학교, 양호학교를 특별지원학교로 일체화

다하고 있다.

하고, 특수교육을 특별지원교육으로 개명하는 것에
따른 관계법령을 규정하였다.

2. 특별지원학교와 교육위원회의 연계
- 도도부현(都道府縣) 교육위원회로부터 지도·조언이나

아래의 [그림 1]은 특별지원학교의 체제를 도식화한 것이다.
여기서 보면 특별지원교육은 의료, 노동, 지역의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며, 특별지원학교(센터적
기능)와 특별지원교육센터는 그 연계·협력체제의 중심에

정보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학교가 80%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1년 전의 특별지원교육종합연구소 조사
보다 20% 가량 증가한 것이며, 시읍면 교육위원회와의
연계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림 1] 일본 특별지원교육의 체제(문부과학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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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교│육

일본

3. 특별지원학교에 있어서 센터적 기능

일본의 장애인 특수교육 우수사례

라. 초·중학교 등에 있어서 정보제공
- 초·중학교 등의 정보제공에 있어서 통신·인쇄물을

가. 상담대상이 된 아동의 상황
- 특별지원학교가 실시하는 상담 등에 있어서 아동의
장애종류를 살펴보면, LD·ADHD·고기능 자폐증

배부하고 있는 특별지원학교가 약 과반수 정도로 나타
났고, Web을 활용하고 있는 학교가 약 70% 정도로
나타났다.

등의 상담을 다룬 학교가 가장 많은 688개교였으며,
이는 조사에 응답한 학교의 80%를 넘어서고 있다. 그

마. 초·중학교 등에 있어서 시설 설비·교재교구의 제공

다음으로, 지적장애의 상담을 다룬 학교가 626개교,

- 초·중학교 등에 교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정서장애가 475개교, 중복장애가 450개교, 지체장애가

학교는 70% 이상에 달하고 있었지만, 교재를 작성해

413개교, 언어장애가 262교개 였다.

제공하고 있는 학교는 약 2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재 도서관을 만들고 있는 학교는 10% 정도에

나. 아동을 담당하는 교원 및 학교에 대한 상담

머무르고 있다. 또한, 시설·설비를 제공하고 있는

- 아동을 담당하는 교원이나 학교에 대한 상담의 총 건수

학교는 3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는 87,685건에 달하고 있다. 조사에 응답한 868개교를
단순평균하면 1개교당 101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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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아동 및 보호자 상담

- 상담대상에 있어서는 일반학급의 담임을 대상으로 한

-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은 111,405건에 이르고

특별지원학교가 89.2%, 특별지원학급의 담임을 대상

있다. 조사에 응답한 868개교를 단순평균하면 1개교당

으로 한 학교가 87.6%로 나타나 대다수의 특별지원

128.3건이 된다.

학교가 학급담임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있음을 알 수

- 상담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취학이나 전학에 대해

있다. 또한 특별지원교육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하고

상담을 받은 학교가 85.7%, 아동과의 상호작용 방법 및

있는 학교가 79.7%, 관리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도·지원에 대한 것이 84.0%, 장애상태에 대한

학교가 60.1%로 나타나고 있다.

실태파악 등이 72.1%, 진로나 취직이 66.1%, 아동에

- 상담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지도 및 지원에 대한
것이 94.9%, 장애상태 등의 실태파악(진단)이 85.7%,

대한 직접적인 지도가 52.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학이나 전학 등이 82.3%, 진로나 취직이 66.6%, 타
기관의 중개 64.4%, 개별지도계획의 작성이 60.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 센터적 기능의 충실을 위한
의료·보건·복지·노동 등과의 연계
- 특별지원연계협의회 등의 관계기관 간 연계에 참여하고

다. 초·중학교의 교원에 대한 연수 협력 및 연수회 등

있는 학교 수가 약 4분의 3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 지역의 초·중학교 등의 교내연수회에 강사로 참여하고

의료·보건 및 복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초·중학교

있는 특별지원학교가 약 80%에 이르고 있었다. 그

등의 지원에 활용하는 학교가 반수를 넘고, 노동기관

밖에, 특별지원학교나 지역에서 공개 연수회 등을

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

행하고 있는 특별지원학교는 80% 미만, 교내연수회를
지역의 초·중학교 교원에게 공개하고 있는 특별지원
학교가 약 7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개발 2011 겨울

Japan

Switzerland

Ⅳ. 특별지원교육에 있어서
개별교육지원계획 사례

ASIA

Ⅴ. 나가면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일본은 현재 세계보건기구(WHO, 2001)에서 제안된

특수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이 법은 특수교육지원

국제생활기능분류(ICF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센터의 규정을 명시하고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의무사항도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모델을 장애아동을 위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기틀만이 만들어졌을 뿐 구체적인

개별교육지원계획에 접목해 활용하고 있다. [그림 2]는

시행방법에 대한 세심하고 다각적인 계획과 실천이 이루어지지

(일본)국립특별지원교육종합센터(2005)에서 제시하고 있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특별지원교육

ICF를 활용한 개별교육지원계획 모델이다. 이와 관련한 유사한

으로의 체제전환과 함께 다양한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이

모델들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제도는 특히 의료, 노동, 복지 분야와의 연계방법을 구체화

도입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하면서 제도화되어 장애아동의 생기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의 핵심이 특별지원교육과 특별지원교육
보호자, 본인의 바램 : 휴일에 친구와 함께 외출하고 싶다.
심신기능

언어 : 일상생활상의 관계는 언어를 통해 가능

건강상태

참가

뇌성마비, 감기에 자주 걸린다.

외출의 기회(쇼핑, 친구와)

식사 : 핀셋타입의 개조젓가락 사용 가능

일반 고교진학 희망

배설 : 양식에서 자립, 벽과 손잡이를 잡고 이동

특수학교 : 통학
생활전반, 교과학습, 자립생활

정서 : 모친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내향적인 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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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능의 저하

하지 : 보행 시 양 무릎이 닿는 정도의 내반

친구와의 관계

활동(목표)

신체구조

·휴대전화로 친구와의 교류가 가능함

이동수단의 실용화와 이동거리의 확장을 도모한다.

으로 양발이 접힘. 보행기로 이동하고 방향전환
은 순조롭지 않지만 연속으로 200M 정도의
이동 가능, 무릎 내측이 접혀서 아플때는 휠체
어를 사용함

복지과
·이동수단(클러치, 워커 등) 상담의
기회가 적음
·등하교시의 개조 등에 대하여 지원
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모친의
요통 등 신체상태 불량 시의 계단
오르기 등)
·NPO의 정보 획득이 없음.
이용기회도 없음
·시영주택의 임대료 정보를 구체적
으로 얻고 있지 않음

상지 : 손바닥 펴기가 곤란, 필압이 약한 정도
의 악력, 잡고 일어서기의 유지는 5~10분 정도
가능, PC 타이핑에 시간이 걸림

소아과
3개월에 1회, 경과 관찰

환경인자
본인의 상태

PT
초등학교 기간에는 거의 없음. 중학교
부터 재활훈련 재개, 장기휴강 기간에
는 주2회 실시. 통원을 위해 결석하는
일도 있음. 상지에 관하 프로그램이 현
재는 없음. 휠체어와의 병용 프로그
램은 금후작성(학교생활, 가정생활용)

정형외과
클러치 보행을 목표로 수술계획(12
월 하순과 1월 초순). 수술 후의 재활
훈련계획 등을 위한 협의. 학교생활
에 대한 지시가 이제부터 이루어짐

학교생활, 학습면

가정: 생활전반

·사회(복지) 정보 부족, 수집
수단 불충분
·메일상에서의 매너에 대한 미
학습(네티켓)
·교과학습은 보습, 가정학습
등의 시간 이 확보되어 있음
·교실이동에 시간을 요함
·수업은 1대 1개별시간이 대부
분임(교육과정편성 상)

·부모, 여동생
·아파트 4층 계단만
·승강, 배웅 등은 모친이 도와
줌(계단에선 업어줌)
·외출 시에는 모친과 함께 나감
·주말에는 할머니댁에서 머무
는 일이 있음
·저녁써클 등에 참가하지 않음
·교통기관(버스노선, 정류장에
서 0.3km), 언덕길과 국도에
둘러싸여 있고 좁은길이 많음

·학급에서는 중심적 존재이지만
적극성이 부족함
·단독으로 외출할 기회 없음

* 출처 :
일본국립특수교육종합연구소(2005).
ICF(국제생활기능분류) 활용의 시도,
시아스교육신사.

[그림 2] ICF의 IEP 적용사례

Educational Development + 2011 Winter

Japan

Switzerland

센터의 기능에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ASIA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일본 최근 변화인 특별지원교육의 상황을 검토함
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특수교육이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5. 일본의 특별지원교육은 최근 장애아동의 진로 및 직업에

보다 효율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초점을 두고 초등에서 고등부까지 일체화된 특별지원학교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발전방향을 위해

체제에서 수요자 요구에 따라 기업체와 연계한 사립학교

검토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형태의 고등부 분리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이는
근거리 교육이나 통합교육의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는 점 등

1. 2007년부터 일본은 기존의 특수교육을 특별지원교육

에서 검토의 여지를 남기지만, 특수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체제로 전환하고, 특별지원교육의 대상범위(LD·ADHD

사회 및 직업적 자립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일본의 진행상

·고기능자폐 등)를 학령인구의 약 8% 이상으로 대폭 확대

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하였다. 이러한 체제전환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특별한
지원사항을 특별지원학교와 특별지원교육센터의 중요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다.

6. 일본은 「장애아동을 위한 교과용 특정도서 등의 보급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2008년 9월 27일 시행)」을 제정하고
각종 도서 및 교과서를 디지털화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

2. 일본 특별지원교육은 생태학적 접근법(가정, 학교, 지역

라 역시 이러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양국

기관 등)에 기반을 두고 교육, 의료, 노동, 복지 분야와

간 상호 연계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 가능한 시행착오를

연계한 개별교육지원계획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특별지원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와 특별지원교육센터가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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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 세계보건기구(2001)에서 제시한
국제 생활기능분류(ICF)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3. 일본은 특별지원교육 및 통합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반학교와 특별지원교육센터 등에 특별지원교육 코디네
이터를 지명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의 연계 및 조정 등
에 관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적자원을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배치(지명)하고
장애아동의 지역사회 참여와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4. 특수교육과 지원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킹 및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사항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중심적 역할로써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의 특별지원교육에서 제도화된
‘특별지원교육연계협의회’ 등의 기구나 체제를 제도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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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스위스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직업교육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나라이다. 정식 명칭은 스위스 연방(Swiss
Confederation)이며, 26개 자치주가 있다. 인구는 약 760만명, 면적은 41,293㎢이다. 그리고 독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슈게어 등 4개 언어를 사용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4개의 공용어를 위한 어학교육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위스의 교육제도는 초등, 중등, 고등교육으로 크게 3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유치원과정은 초등교육에 대비한 취학전
교육과정으로 2년 무료이지만 의무교육은 아니다. 스위스는 초·중학교과정 9년 동안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초등학교과정은 5~7년이고, 초등학교 졸업 성적순으로 진로가 결정되며, 중등과정은 우리나라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Lower-secondary와 고등학교과정인 Upper-secondary가 있다.
고등교육은 일반 대학과정과 고급 직업교육과정으로 나누어진다. 대학으로는 7개의 주립대학 외에 연방 공과대학,
상과대학이 있으며, 학생의 약 3분의 1이 외국인인 것이 특색이다.
스위스의 직업교육과정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많은 국가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스위스의
직업교육을 혁신적으로 이끌고 있는 연방직업교육청의 직업교육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 직업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직업교육과정 프로그램의 하나로 고등학교와 대학 수준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VET/PET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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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스위스 직업교육

직업교육 혁신 이끄는 스위스 연방직업교육청(OPET)

형태의 교육과정을 선택하게 된다.
하나는 전통적인 인문교육으로 대학에 진학하려고

1. 스위스 연방직업교육청(OPET) 조직

선택하는 인문교육과정인데 이 과정은 3~4년이다. 일반적
으로 15~30%의 중학생들이 지원하는데, 사는 지역(대도시,

스위스 연방직업교육청은 국가 전체의 직업교육을

산촌, 농촌 등)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일반계고

총괄하고 있는 곳이다. 연방직업교육청의 조직은

학생들은 12학년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을 때 인문대학과

직업교육청장 밑에 부교육청장이 있다. 그리고 자격증 코스,

기술대학으로 진학한다. 일반계고 학생들이 응용과학대학에

응용과학대학, 국제교류, 자원관리 등 4개의 업무를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현장 실습을 1년간 이수해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인정을 받은 후 입학할 수 있다.

연방직업교육청의 가장 중점적인 업무는 직업교육에 관한

다른 하나는 대부분 60~70%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일로써. 직업교육과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휘하고

직업교육과정인데, 많게는 75%까지도 선택하기도 한다.

관리한다.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적성검사와 상담을 거쳐 자신이 원하는 직업학교로 진학

2. 직업교육 시스템

한다. 스위스 학생들의 대부분이 직업교육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진학형태와 매우 다른

스위스 학생들은 초·중학교 과정인 9학년까지 의무교육
으로 15~16살 되었을 때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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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특성화고등
학교 학생의 비율은 전체학생 대비 24.4%에 불과하다.

Switzerland

Japan

전문교육훈련(대학수준B)
·연방상급전문교육훈련(PET)학위
·연방전문교육훈련학위

직
업

고등교육(대학수준A)
·박사학위
·석사학위
·학사학위

·석사학위
·학사학위

·전문교육훈련대학학위

국가전문교육훈련
(PET)시험

ASIA

전문교육훈련
(PET)대학

응용과학대학

대
학

일반대학

수
준

관
련
평
생
교
육

연방직업교육
대학입학과정

특성화 된
대학입학과정

일반대학
입학과정

및
훈
련

연방직업교육인증과정

연방직업교육학위과정

직업교육 및 훈련

특성화학교

대학입학자격학교

일반교육학교

고
등
학
교
수
준

준비과정 고교직업과정 입학준비과정)

의무교육

추가자격이 요구 되지 않는 과정
추가자격이 요구 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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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위스 교육시스템

출처 : 스위스 연방직업교육청

직업교육과정을 받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기업체에 취업을

석사과정은 2년 과정으로 90~120학점이다. 일반대학 박사

하고 있으며, 12학년에서 졸업검정자격을 통과한 일부의

과정은 18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응용과학대학은 박사

학생들이 응용과학대학으로 진학한다. 또한 직업학교 졸업

과정이 없다.

후에도 원할 경우, 대학입학능력시험인 ‘연방 직업교육 바칼

7개 응용과학대학에는 6만명이 공부하고 있으며, 2개의

로레아트(FVB)’를 거쳐 응용과학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기술대학에서 2만명이, 10개 대학에 10만명이 교육을 받고

그리고 직업교육과정에서 인문대학으로 입학하려면 대학에

있다. 그리고 스위스에는 14개의 교육대학이 있다.

서 요구하는 시험에 통과해 인문대학이나 기술대학에 진학
할 수 있다.

위 그림은 9년간의 의무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과정을 상세하게 나타낸 것이다.

스위스의 대학은 인문대학, 기술대학, 응용과학대학
3가지와 자격증과정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응용과학

가. VET(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프로그램

대학의 경우 학사과정은 180학점으로 3년간 이수해야 하고,

직업교육훈련(VET) 프로그램은 인증자격과 함께 고등

1년 과정은 60학점이며, 1학점당 이수시간은 30시간이다.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평생학습의 길을 닦게 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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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다.

직업교육 혁신 이끄는 스위스 연방직업교육청(OPET)

아. Bridge year courses
브리지 코스는 1년으로 실무훈련과 예비 도제과정으로

나. Federal VET Diploma

되어 있다. 이 코스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위치하고

3~4년 동안 직업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특별한 직업

있는 직업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 수준인 VET 프로그램에

을 얻고자 하거나 대학의 전문교육과 훈련을 받고자 하는

들어가기 위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준비하는 직업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과정이다.

다. Federal VET Certificate

3.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직업교육

2년의 직업교육 코스로 교육을 마치고 나면 연방정부의
직업교육훈련수료증을 받게 되며, 3~4년 코스의 VET 프로
그램에 들어갈 수 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교육활동은 3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고등학생 중 65%는 듀얼 트랙(dual track) VET(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고,

라. FVB(Federal vocational baccalaureate)

13%는 완전히 학교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직업교육을 받는

FVB을 가진 사람은 스위스의 모든 응용과학대학에 입학

학생이며, 나머지 22%의 학생들이 인문계 교육과정을 밟고

시험 없이 들어갈 수 있다. 또한 FVB를 획득한 사람은 주립
대학에 들어갈 자격을 얻거나 스위스의 2개 연방기술대학
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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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기에서는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듀얼 트랙 VET, 직업 교육과정의 개발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 PET(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ET는 대학수준의 직업교육과정으로 이론적 전문지식을
갖추고 견실한 실무기술을 겸비해 관리직이나 특별한 위치
에 이르고자 하는 학생을 위해 준비된 과정이다.

가. 듀얼트랙 VET 프로그램
듀얼 트랙 VET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학교와
기업체에서 도제수업을 받는다. 기업에서 배우는 교과목과
기업체 근무환경 등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도제수업

바. 국가적 PET 시험

시간은 약간씩 차이가 난다.

Federal PET 자격시험은 특수한 분야에 진출하고자 몇

일주일에 1~2일은 직업학교에서 직업교육에 관련된

년 동안 특별한 실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

기본적인 이론수업을 받고, 체육과 같은 일반과목에 대한

된다. Advanced federal PET 자격시험은 더욱 더 전문지식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3~4일 동안은 기업체와 계약된

을 얻고 싶은 사람들 또는 특별한 위치를 얻고자 하는 사람

대로 도제수업을 받는다.

들을 위해 치르는 시험이다.

듀얼 트랙 VET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학교 재학생들에게 각각의 회사에 대한 직업정보가

사. PET college 학위 프로그램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PET college에서 제공하는 PET 프로그램은 2~3년 동안

적성과 흥미에 따라 일하고자 하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

운영되는데 주 PET college 학위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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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회사는 지원 학생들과의 면담이나 제출된 서류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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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수업 허락여부를 결정한다. 회사로부터 도제수업을

나. 직업 교육과정 개발

받을 수 있다고 통보된 학생들은 이를 학교에 알리고, 그

2005년에 직업교육과정의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기업체

이후부터 도제수업을 받는다. 듀얼 트랙에 참가하기 위해

들이 하나의 재단을 만들어서 기초 기술교육의 틀을 제공

회사를 찾는 것은 학생들의 몫이다.

했다. 어느 학생이 회사에 취업이 되어서 도제수업을 받게

스위스의 일반적인 통계를 보면 도제수업을 받는 학생

되면 회사에서 제공되는 교육내용이 협소하고 기본·기초

수보다 기업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의 수가 더 많다. 그러나

교육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각각의 기업에서 요구

전체적인 일자리 수에는 문제가 없지만 학생들이 인기 있는

하는 기술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기업에 취업을 해도

직종만 선택할 때에는 도제수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활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 기술을 연마하는 표준이 필요

발생한다. 희망직종의 도제수업을 받을 수 없게 된 학생들

하다. 따라서 직업교육에 따른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교육

중에서 꼭 그 직종의 도제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정을 개편했다고 한다.

운영되는 브리지형 코스(1년간 원하는 공부를 더 하는 코스)

직업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먼저 기업체에

가 있다. 이 학생들은 이 과정을 1년 동안 이수하면서 자신

기반을 둔 직업 관련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교육해야 할

의 능력을 더 키우고 보완해 그 다음 해에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리소스들을 개발하고 이를 제공한다. 그리고

직종의 도제수업을 받게 된다.

직업교육청에서는 이를 반영한다. 이 과정이 교육과정을

듀얼 트랙 과정의 핵심은 회사와 직업학교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회사에서 받는 도제수업이다.

작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새롭게 변화된 직업에 대해 그 직업이 지녀야할 기술에

회사는 학생을 고용하고 직업훈련을 담당한다. 회사에서

대한 소양을 기업체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를 대변

이루어지는 것은 현장중심의 실습이며 멘토가 있어서

하는 위원회에서 교육 소스들을 제공해 교육과정을 만들게

계속적으로 트레이닝을 한다. 견습생이지만 기업마다 철저한

되고, 학습도구나 기자재도 개발하며, 책도 편찬한다. 학교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졸업할 무렵에는 해당 분야의 당당한

교사의 역량이 중요한데, 교사들도 이 과정을 이수하기 때문

전문가로 키워지게 되며, 현장중심의 교육으로 회사의

에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

문화나 분위기에 쉽게 적응하면서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키워지게 된다. 더불어 도제수업을 받은 학생들을
그대로 회사에 고용함으로써 신입사원 채용에 드는 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회사는 학생들의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댈
뿐만 아니라 연차에 따라 일정한 봉급도 준다.
직업학교에서는 이론적인 부분과 일반적인 기초소양
교육을 담당한다. 스위스 연방정부가 고등학교 직업교육에
제공되는 과목 수는 7가지가 넘는데 상업적인 것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목들을 학생들이 많이 선택한다.
은행에 가더라도 듀얼 트랙 시스템을 통해 취업해 일하는
직원이 많이 있으며, 도제수업을 받는 학생들도 많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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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직업교육 혁신 이끄는 스위스 연방직업교육청(OPET)

이러한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의 요구가 있어 좀 더

가장 중요한 것은 파트너십이며, 전체적으로 협조가 잘

고급과정의 연수를 함으로써 회사가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

이루어지게 만드는 일과 기업체에서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을 육성할 필요가 있었다. PET는 새롭게 만들어진 시스템

교육과정을 인증하고 제공하는 것은 직업교육청의 몫이다.

으로 응용과학대학 수준과 동일하며, 또한 국가인증자격

직업교육에 드는 비용의 55% 정도(지역에 따라 조금

시험 수준으로 이해하면 된다.

다름)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45%는 학생이나 가족들이

PET 과정의 참가자격은 5~6년 이상의 현장경험이다. 이

부담하고 있다. 2008년부터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지고

과정의 선발은 현장경험을 가장 중요시하며, 종이테스트가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질적인 면과 성과에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획득한 자신의 기술을 보여줌

대해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의 인도에

으로써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지식기반의 선발이 아닌

듀얼 트랙에 대해 자문도 하고 있는 중이다.

경쟁력 있는 기술에 의해 선발되는 것이다.

매년 8만 명 정도의 학생이 직업교육과정을 밟고 있는데,

PET는 3년 과정으로 기업체가 요구하는 고급인력을

그중 83%가 듀얼 트랙과정이다. 스위스에는 310개의

양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은 기업체 중심으로 인재를

직업교육학교가 있으며, 현재 6천여개의 회사가 도제수업에

양성한다. P E T의 핵심업무는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참여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일이다. 따라서 PET 과정을 마친
사람의 취업률이 높다.

4. 대학 과정에서의 직업교육시스템인
PET(Professional educantion and training)

5. 스위스교육이 당면한 도전과제

54
고등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직업교육과정으로
PET시스템이 있다.
PET의 생성배경은 도제수업으로 훌륭한 인재가 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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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령화에 따른 젊은 층의 부족과 젊은이들이 전통
적인 직업교육보다는 인문교육 과정을 선택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수 학생들이 대학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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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업 후진학’이라는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둘째, 세계화가 되면서 여러 나라 기업들이 스위스에 오고

방안을 마련해 직업교육체계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스위스의 직업교육시스템(도제수업 등)에 대한 이해

있으며, 2011년 현재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부족에 따른 협조와 기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도제수업에

스위스의 직업교육체계는 우리나라 특성화고의 직업교육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 또한 과제이다.

과정에 많은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교육기회의 평등문제로 인문사회대학은 무료이나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교육은 학비를 내도록 되어 있어서 형평성의 차이가

취업을 하는 것이 자랑이 되는 사회, 좀 더 교육을 필요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는 학생이나 깊이 있는 학문을 더 연구하고 싶어하는

넷째, 의무교육이 끝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젊은이들에
대한 사회 참여 부분,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건실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을 가져본다.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이끌어
내는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Ⅲ. 맺는 말
스위스의 직업교육시스템은 연방정부와 기업체와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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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협력관계로 정부와 기업체가 함께 이끌어 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잘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스위스의 직업교육은 초등학교 졸업과 함께 시작되어 중학
교에서 직업과정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으로 60~70%의
학생들이 직업교육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있다. 스위스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VET, 대학 수준에서 FET 시스템 등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들이
결국은 국가의 부를 가져오는 원천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스위스는 중·고·대학에 이르는 동안 한 가지만의
길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정
을 통해 직업과정과 인문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직업선택
의 길이 다양하게 열려 있는 진로교육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특성화고등
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이 2010년 26.4% 정도로 대학
진학률에 비해 훨씬 낮다. 그러나 2010년부터 정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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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대학교육, 국경이 사라진다 : ‘캠퍼스 아시아’ 추진 현황과 전망

대학교육, 국경이 사라진다 :
‘캠퍼스 아시아’추진 현황과 전망
글_최정윤│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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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지식기반 경제의 진전에 따라 국제적 통용성을 지닌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적자원의 확보와 육성이
국가경쟁력의 핵심과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고급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지식의 창출과 전파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국제화에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1년 10월 한·중·일 3국의
대학 국제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국제 교육교류 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국
교육부와 일본 문부과학성과 공동으로 한·중·일 3국 간 대학(원)생 국제교류프로그램인 CAMPUS Asia(이하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 사업단 최종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의 추진배경, 추진경과 그리고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고 동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Ⅰ. ‘캠퍼스 아시아’ 사업의 추진 배경
‘캠퍼스 아시아’ 사업이 출범하게 된 배경은 전 세계 대학생의 국경 간 이동 증대와 이에 대한 각국의 전략적 대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 대학교육의 대중화가 진행되면서 더 나은 대학교육 서비스를 찾아 국경을 이동하는 학생
수도 급증하였다. 1980년대만 해도 110만명에 그쳤던 전 세계 유학생 규모가 2008년에는 330만명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ICT를 포함한 과학기술의 발달, 개발도상국 내 중산층의 성장, 경제부문의 급속한 세계화 등이 대학생의 국제 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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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학생의 국제이동 규모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대학생의 국경 간 이동을 고등교육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필요와 선택으로 보거나 국가 간 상호이해와 교류 차원에서
다루었으나 최근에는 정치적, 경제적 시각에서 동 이슈를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현재 대학생 국제이동은 크게 두 개 세력의 주도 하에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전통적 혹은
신흥 유학생 유치 강국들인데 이들은 영어 종주국으로서의

특히 우리나라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담당자들에게 상당한

독점적 지위를 토대로 공격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해 글로벌

영향을 주었다. 2000년대를 전후로 대학생 국제교류

고등교육 서비스시장에서 우위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증대를 통한 고등교육 국제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있다. 예컨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차별적 등록금 부과를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증하는 등 양적 팽창은 이루었

법제화해 유학생 유치에 따른 경제적 동기 수준을 제고하

으나 질적인 성장이 동반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거나, 고등교육 질 보장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외국인 유학

있었다. 더욱이 세계 고등교육 인적자원 양성의 허브

생의 권익보장을 제도화하여 자국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구축이라는 목표는 요원하였다. 사실 국제 교육교류를

유인가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또

둘러싼 세계 각국의 정치적 움직임 속에서 한국과 중국,

다른 세력은 유럽연합이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유럽

일본은 오랫동안 다소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중·일

통합을 계기로 유럽 고등교육 체제의 통일성을 강화해

3국 모두 영어권 국가와 유럽 강국이 주도하는 세계 고등

나가고 있다. 또한 유럽 고등교육의 통일성 강화 정책과

교육 서비스시장에서 주로 수요자 역할에 머물렀다. 일례로

연계해 ‘에라스무스 프로그램’과 같은 대학 인적자원 교류

전 세계 유학생의 50%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 대학 내 학생이동을 증가시켜 하나의

에서 유학하고 있는 반면, 전 세계 유학생의 75% 이상이

유럽이라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유럽시민을 양성하고

아시아 출신이며 이 중 대다수가 중국, 인도, 한국, 일본

있다. 유럽연합이 제도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에라스무

출신이다.1)

스 프로그램’은 고등교육 인적자원의 국제이동 움직임에 큰

19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를 거치면서 한·중·일

영향을 미쳤다. 이전에는 아시아 출신 학생들이 영어권

3국은 대학생 국경 간 이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고민하기

국가로 이동하는 흐름이 대세였으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시작하였다. 유학생 순유출국으로서 교육수지 적자도

이후 유럽 지역 내 학생이동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에라스

문제였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국가경쟁력의 근원이라 할 수

무스 프로그램’은 고등교육 인적자원의 국제이동에 ‘블럭화’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과 확보에서 주요 선진국에 밀릴 수

라는 새로운 트렌드도 가져왔다. 정치·경제적으로 이해를

없다는 정치적 인식도 한·중·일 3국 정부가 정책방향의

같이 하는 역내 국가들이 범지역적 고등교육 인적자원 교류

전환을 모색하게 된 배경이다. 특히 고등교육 국제화

프로그램을 가동함으로써 고등교육 서비스시장에서 세력을

수준이 중국, 일본 등 역내 경쟁국에 비해 뒤처져 있던 한국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인재양성의 주도권 확보를 꾀하고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주도하는 역내 대학들 간

있다.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였다. ‘스터디 코리아

유럽연합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한·중·일 3국

1) 출처 : OECD 교육지표(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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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대학교육, 국경이 사라진다 : ‘캠퍼스 아시아’ 추진 현황과 전망

프로젝트’와 같은 기존의 국제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그리고 2009년 6월과 10월에 각각 개최된 한·일 및 한·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 즉, 중점 정책 대상의 설정 등 세밀

중·일 정상회의에서 의제로 제안되었고, 대학 간 교류를

한 전략이 부족하였고 재정지원이 동반되지 않아 실효성이

지속적으로 시행하다는 원칙이 한·중·일 협력 10주년

떨어졌으며, 단순히 외국인 유학생 규모 증대에 정책적

공동성명으로 발표되었다. 이어 실질적 사업운영방안을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학문 프로그램 공유를 통한 역량

설계하기 위해 2010년 4월 제1차 한·중·일 고등교육교류

제고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다. 2008년

전문가위원회가 동경에서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이후 한국정부는 보다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제안에 따라 사업명칭이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

고등교육 국제화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본격화하였다. 아시아 역내 대학 간 학문교류를 통해 글로

Students in Asia)’로 결정되었다. 1차 전문가위원회

벌 역량을 강화하고 아시아의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회의에서 학점인정 및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통한 3국 대학

하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은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

간 교류에 대해 논의된 사항은 2010년 5월 제주도에서

정부의 적극적 의지에 힘입어 출범하였다.

개최된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협력
‘VISIO 2020’으로 공식화되었다. 이어 2010년 12월 북경
에서 개최된 제2차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 전문가위

Ⅱ. ‘캠퍼스 아시아’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원회의에서 2011년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 추진 및 각국
정부의 재정지원이 합의되었고, 교류프로그램의 질 보증을
위해 정부, 대학, 질 보증 기관 및 산업계 이해관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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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한 ‘캠퍼스 아시아’

바람직한 역할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다.

사업의 추진경과와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를 살펴보고자

그리고 2011년 10월 31일에는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에

한다. ‘캠퍼스 아시아’ 사업은 2009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

참여하게 될 한·중·일 3국 대학사업단 선정결과가 발표

국제협력국 업무보고에서 당시 제1차관이었던 이주호 현

되었다(<표 1> 참조).

교과부 장관이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범사업에 참여할 국내

아시아국가 간 대학교류 프로그램 추진을 지시하면서

대학은 고려대, 동서대, 부산대, 성균관대, 서울대, 포항

출발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2009년 2월부터 5월

공대, 카이스트, KDI국제정책대학원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

까지 한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역내 대학 국제교류 프로그램

으로서 중국 및 일본 대학들과 협력해 사업단을 구성하

을 설계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수행되었다. 한국교육개발

였다. 중국 대학은 푸단대, 광둥외어외무대, 상하이교통대,

원이 수행한 동 정책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제교류의

베이징대, 지린대, 런민대, 칭화대가 사업단에 포함되었

현황과 문제점,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사업과 ‘스터디

으며, 일본 측에서는 고베대, 리쓰메이칸대, 규슈대, 도쿄

코리아 프로젝트’ 등 기존 프로그램 현황 등을 분석하였고

대, 도호쿠대, 히토쓰바시대, 오카야마대, 나고야대, 도쿄

벤치마킹 대상인 유럽연합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과 협력

공업대, 일본국립정책연구대학원이 선정되었다. 프로그램

대상국인 중국 및 일본의 유사 제도를 검토하였다. 그 사이

의 내용은 사업단마다 다르다. 예컨대, 서울대-베이징대-

2009년 3월 국가브랜드위원회 1차 보고대회에서 세계학생

도쿄대 컨소시엄이 수행할 ‘BESETO 국제학 및 공공정책학

교류(Campus World)의 세부과제로서 ‘Global Korea

복수 석사학위 프로그램’은 공동학위취득에 초점을 두고

Scholarship’과 함께 ‘캠퍼스 아시아’ 사업이 소개되었다.

있어 참가학생들이 각 대학에서 1년씩 공부한 뒤 졸업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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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 사업단

사업단(3국 대학간 컨소시엄)

프로젝트명

한국(가나다순)

중국

일본

고려대

복단대

고베대

동서대

광동외어
외무대

리츠메이칸대

동아시아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중·일 교육협력 프로그램
동아시아 차세대 인문학 리더 양성을 위한 한·중·일 공동운영의
트라이앵글 캠퍼스 구상

부산대

상해교통대

큐슈대

에너지-환경 과학기술 글로벌인재육성 협동대학원 교육프로그램

서울대

북경대

동경대

BESETO 국제학 및 공공정책학 복수 석사학위 프로그램(BESETO DDMP)

서울대

북경대

히토쓰바시대

성균관대

길림대

오카야마대

성균관대/

인민대/칭화대/

서울대

상해교통대

나고야대

포항공대/

난징대/

서울대

상해교통대

KAIST

칭화대

동경공업대

칭화대

국립정책연구대학원

KDI국제정책
대학원

나고야대/동북대

BEST(Beijing-Seoul-Tokyo) Business School Alliance :
Asia Business Leaders Program (ABLP)
동아시아 현안 문제 해결능력 증진을 위한 차세대 핵심인재양성
프로그램 - 동아시아 고전학을 통한 동아시아적 문화 공동성 모색
동아시아 ‘유스 코무네’(공통법) 형성을 향한 법적, 정치적 인식공동체의 인재양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아시아 교육협력의 시작 : 화학/소재 과학기술영역의 개척
TKT CAMPUS Asia Consortium (*Tsinghua U-KAIST-Tokyo Tech. 간 연구 중심 공동교육프로그램)
동북아시아 정책학 컨소시엄(*복수 석사 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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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게는 3개의 석사학위를 동시에 받게 된다. 한편, 동서대-

심사결과, ‘캠퍼스 아시아’ 사업단이 선정되면, 각국이 대등

광둥외어외무대-리쓰메이칸대 컨소시엄의 ‘동아시아

한 규모의 학생교류 소요비용 등을 각국 사업단에 지원

차세대 인문학 리더 양성’ 프로젝트는 학점교류와 어학실

한다. 사업 원년인 2011년에는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출범해

무역량 제고에 초점을 두어 참가자들이 3국 대학에서 1학기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이후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 규모를

씩 수업을 듣고 졸업 전 3개월간 해외 인턴십 기회를 갖게

확대할 예정이다.

된다.

‘캠퍼스 아시아’ 사업의 장기과제는 ‘미래지향적 아시아

이상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캠퍼스 아시아’ 사업의 핵심

대학 간 학생교류 협력체계 기반 구축’이다. 여기에는 한·

내용은 단기과제와 장기과제 등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중·일 대학 간 학생교류의 확고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먼저 단기적으로는 ‘한·중·일 대학 간 학생교류 및 공동

위해 3국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학위제도 시범사업’의 추진이다. 동 사업의 추진과정은

구체적으로 동 협의체는 사업규모 설정과 운영기구 설립,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컨소시

프로그램 선정방법, 학생선발 방법, 재정지원방식의 개선,

엄을 구성하고 학점교류 및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설계해

학업과정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제 구축 등을 결정할

각국 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둘째, 한·중·일

것이다. 또한 아시아지역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교류를 할

정부는 학생교류에 필요한 학점 및 학사관리 기준을 마련

수 있는 대학 간 협력기구 창설을 지원한다는 안이 포함

하고 대학 컨소시엄이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한다.

되어 있다. [그림 1]은 이상의 ‘캠퍼스 아시아’ 사업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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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대학교육, 국경이 사라진다 : ‘캠퍼스 아시아’ 추진 현황과 전망

1단계
(단기)

한·중·일 대학 간 우수 학점교류 및 공동학위 과정 발굴 지원

2단계
(중기)

한·중·일 공동 세계수준의 아시아 국제캠퍼스 조성 추진

3단계
(장기)

❖(우수사례)한·싱가폴·중국 공동 MBA 프로그램 : 중국 복단대, 고려대,
싱가폴국립대에서 각각 6개월씩 과정을 이수하여 MBA(복수학위)취득
(중·한·인도·싱가폴 우수학생 참여)

❖(우수사례)CEIBS(China Europe Intermational Business School)
상해시와 EU가 2,500만 유로씩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MBA로 ’09년 파이년셜
타임즈의 세계 MBA 평가에서 8위로 부상

범아시아 대학 간 교류협력 체계마련
❖한·중·일 간 성공사례를 범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여 한국이 아시아 고등
교육 시장의 핵심 거점역할 수행

[그림 1] ‘캠퍼스 아시아’ 사업단계별 사업 내용2)

단계별로 소개하고 있다.

60

예산규모, 학점·학사관리시스템의 구축을 논의하는 등

‘캠퍼스 아시아’ 사업내용에서 주목할 사항은 공동학위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사업이다. 이는 ‘캠퍼스

제도나 공동커리큘럼 등 다양한 대학 간 교류프로그램을

아시아’ 사업이 각국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부 지원 외국

개발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동 사업이

인 장학생 프로그램이나 민간기구가 운영하는 학생교환

아시아지역 내 대학생 학점교류 프로그램을 넘어 궁극적으로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위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대학이 아시아와 전 세계 인재양성의 허브로 성장하도

‘캠퍼스 아시아’ 사업의 위상과 이에 대한 기대는 시범사업

록 도와주는 기제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단에 소위 한·중·일 3국의 주요 대학이 다수 포함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둘째, ‘캠퍼스 아시아’ 사업은 공동학
위제도, 공동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류 프로

Ⅲ. ‘캠퍼스 아시아’
사업의 의의와 전망

그램의 개발을 강조하는 등 기존의 학생교류 프로그램보다
한층 진보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캠퍼스 아시아’ 사업은 대학생 학점 교류와 공동학위제 등

한·중·일 3국 정부의 지원과 커다란 사회적 관심을

고등교육 국제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받으며 출범한 ‘캠퍼스 아시아’ 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학의 교육과정과 질 보장 체제, 대학 거버넌스 등 대학

기존의 고등교육 국제화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의의를

체제 전반에 개혁의 바람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갖고 있다. 첫째, 동 사업은 한·중·일 3국 정부가 재정과

‘캠퍼스 아시아’ 사업은 단순한 교육교류협력을 넘어 아시아

운영을 지원하는 대규모 대학생 국제교류 및 공동학위

공동체라는 틀에서 구상되었다.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실무는 참여 대학과 민간 전문가

할 경우, 아시아 출신 학생들의 영어권 국가 유학이라는

들이 담당하지만 한·중·일 외교채널을 통해 학생교환과

현행 대학생의 국제이동 흐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될 것으

2) 출처 : 한·중·일 대학생 이동 프로그램(CAMPUS Asia) 교과부 내부 자료(2010)

로 전망된다. 현재 추진 중인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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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학생은 약 900명 수준3)으로 한·중·일 3국의

된 것이 아닐 것이다. 한국과 중국도 상대국 또는 미국을

전체 유학생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

포함한 타국과의 정치적 이해관계 변화에 따라 동 사업에

만, 중장기적으로 ‘캠퍼스 아시아’ 사업 규모는 확대될 예정

대한 기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국가수준의 정치적

이다. 참여 대학 및 학생의 규모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동 이외에도 ‘캠퍼스 아시아’ 사업은 도전적 과제를 안고

한·중·일 3국을 넘어 범아시아 대학 교육교류로 확장될

있다. 전 세계 대학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중국의

것이다. 또한, 참여 대학이나 학생의 준비 수준이 높고

대학 그리고 일찍이 고등교육 시장개방 정책을 통해 경쟁력

학사관리에 각국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등 질적인

을 다져온 일본 우수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화에

수월성도 담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캠퍼스 아시아’ 사업이

뒤처진 국내 대학들이 이들 중·일 대학들과 어떻게 경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한·중·일 3국이 아시아지역 고등

하는 동시에 협력을 도모하는지가 도전적 과제이다. 그럼

교육 서비스시장의 허브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다면, 아시아

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 정부가 닦아놓은 제도적,

역내 학생들의 국제 고등교육 서비스 소비패턴에 상당한

재정적 기반을 토대로 민간주체인 3국 대학들이 주도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즉, 그간 정부가 그토록 열망했던

으로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추진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실질적인 인바운드 국제화가 현실화 될 것이다.

국제 교육교류와 글로벌 인재양성의 리더십을 한국을 포함

물론 ‘캠퍼스 아시아’ 사업에 대해 장밋빛 전망만 존재

한 아시아국가들이 갖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아니다.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동질성 등에
근거해 한·중·일 3국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곤 했지만
얽힌 과거사나 주도권 다툼, 국제정치적 입장 차이 등을
이유로 한·중·일 3국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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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게 사실이다. 특히 20세기 최대 패권국이었던 미국과
의 통합을 통해 재기를 꿈꾸었던 유럽이 정치·경제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부상하는 등 국제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생기면서 한·중·일 3국의 입장도 한층 미묘
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변동성은 3국 정부가 주도하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컨대, 일본은 국가안보와 경제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한·중·일이 주축이
되는 동북아시아 패권을 구상하는가 아니면 세계 패권국
으로서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고 전통적인 친미적 노선을
견지하는지에 따라 한·중·일 3국 협력 프로젝트의 중요
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입장변화는 일본에만 한정
3) 교과부에 따르면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의 경우 1개 프로그램, 1개국별로 약 30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1개 프로그램별로 3개국에서 3개 대학이 참여한다고 가정
할 경우 프로그램별 3개국 참여 학생 수는 90명이며 10개 사업단 전체 참여 학생 규
모는 약 900명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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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 160명 조금 넘는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최지훈 군과 4학년 지영 양의 꿈은 판사와 패션디
자이너다. 지영 양은 영어 뮤지컬 연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빠 지훈 군은 뮤지컬 대신 영어 체험수업을 한다. 영
어뿐만 아니라 두 남매는 중국어와 일본어까지, 각자 수준에 맞게 원어민 교사에게서 배운다. 지영 양의 어머니는 아
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뮤지컬을 하기 위해 무조건 달려 간다고 한다. 하지만 어머니
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수업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느끼는 것이 기쁠 따름이다. 지영이는 방과 후 티볼 경기도 한
다. 지영이 뿐만 아니라 이 학교 학생 대부분은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때문에 학원갈 필요가 없다. 미
래학교로 선정된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고서초등학교 이야기다. 이처럼 아이들이 학교가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키울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현실은 답답하다. 우리 교육은 경쟁만 치열할
뿐 효율성이 낮고 획일적이어서 미래사회의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데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Ⅰ. 무한경쟁의 한국교육, 경쟁력은?
지난 11월 미래한국리포트 교육포럼에서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한국교육 경쟁은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는 조기경쟁이다. 학교 입학 전인 유아 때부터 교육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는 것이다.
지난 해 유아사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99.8%로 거의 대부분의 유아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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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비교할 때 최고 수준이다.

국가사회적으로도 많은 손실비용을 치르고 있다. 한

한국교육 경쟁의 두 번째 특징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

국에서 고등학교 3년은 지속가능한 교육경쟁력(인재개

다는 점이다. 치열한 경쟁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

발) 확보에 있어서 취약하다. 선진국의 경우, 고등학교 3

서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하는 것

년 동안 고차적 사고능력, 토론능력을 집중적으로 훈련

이 비슷하다는 점이다. 명문대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

해 대학수학능력을 키우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시

에 취직하고, 성공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부모와 학생이

험지식 교육, 문제풀이 교육으로 인해 막대한 능력의 손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실을 가져오고 있다. 이 때문에 고차적 사고능력 개발이

3~5%에 지나지 않는다.

거의 불가능하고, 창의성 개발 및 인성교육에 심대한 타

다른 하나는 순위경쟁을 하기 때문이다. 스케이팅으로

격을 주고 있다. 또, 사교육을 위해 1년에 21조원을 쓰고

비유하면, 경쟁에는 스피드 스케이팅과 같은 기록경쟁

있다. 학벌중시 풍토를 배경으로 대학입시 준비를 위해

이 있고, 쇼트 트랙과 같은 순위경쟁이 있다. 순위경쟁을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할 때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의 학생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들이 쇼트트랙 경쟁을 12년 이상 지속적으로 한다고 비

지나치게 많은 고학력자는 학력과 업무의 미스매칭, 즉

유했다. 경쟁의 양상으로 보면 유아부터 초등학교 4학년

하향 취업을 가져오고 있다. 하향 취업의 경우, 전문대

까지는 스펙경쟁을 주로 하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패

졸업자는 18.5%, 대학졸업자는 7.8%의 임금손실을 가져

스트 트랙인 특목고로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래 국가경쟁력도 약화시키

시작되고, 이때부터 스펙경쟁에서 공부경쟁으로 경쟁의

고 있다. 미래사회는 창의인재, 통섭과 융합형 인재, 핵

양상이 바뀌게 된다.

심 역량을 갖춘 인재, 도덕적 품성과 시민성을 갖춘 인

그렇다면, 무한경쟁의 한국교육은 과연 경쟁력이 있는

재, 즉 경쟁력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 교육경쟁력은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키울 수 있

우리는 문제풀이 달인, 암기 달인, 규격화된 범재를 양산

는 능력인데, 수월성, 다양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 네

하고 있다.

가지 측면에서 한국교육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로 수월성의 관점에서조차 2009년 PISA 전체 성적은 매
우 우수(2위)하지만, PISA 고수준 학생(top performers)

Ⅲ. 더불어 사는 능력도 부족

비율을 살펴보면 13위(전체 24개국)에 그쳤다.
지난해 한국청소년 핵심역량진단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이 치열한 입시경쟁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스펙

Ⅱ. 무한경쟁 교육의 폐해

쌓기에만 치중하다 보니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나

나아가 무한경쟁의 폐해는 결국 사회적 혹은 경제적

타내는 관계지향성과 포용력을 보여주는 사회적 협력 지

손실로 이어진다. 먼저, 학생과 학부모에게 극심한 경쟁

표 모두 OECD국가를 포함하는 조사대상 36개국 중 35

스트레스를 가져온다. 경쟁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를

위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주

저하시키고, 정신 건강의 손상을 가져온다. 한국 학생의

로 입시경쟁 하에서 암기식 교육이라든지 혹은 치열한

삶의 만족도는 OECD 최하위이다.

교육경쟁 속에서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활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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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 이에 대한 참여 등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다. 따

것이다.

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미래지향적 인재를 양성하

최근 입시제도에 입학사정관제 등이 도입되면서 다양

는 일이 교육의 중요한 과제다.

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고 그것을 토대로

그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무엇인가? OECD

학생들을 선발하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렇지만

는 인지정보능력, 소통능력, 자율적 행동능력을 미래사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수능의 성적에 의해 대부분 당락

회 인재상으로 제시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창의력,

이 좌우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양한 과외활동 등은

셀프 리더십, 대인관계, 비판적 사고능력을 융합하고 있

소홀히 하는 경향이다.

는 사람을 미래인재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교육과학
기술자문회의는 세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
는 사람을 미래사회의 인재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SBS와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미래사회 인재상이 고차적인 인지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기관리능력 등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첫째, 고차적인 인지능력이란 다양한 정보의 홍수 속
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 평가함은 물론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또 급변
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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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력과 융통성 있는 사고와 발상으로 가치 있는 아이
자원봉사활동이 교육과정에 포함되면서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형태로 바뀌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도 하나

디어와 산출물을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 스펙이 되고 하나의 통과의례가 되는 수준이다. 실제

둘째, 대인관계능력은 타인에게 공감하고, 정확하고

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나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끄는 능력을 의미한다.

열의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

타인관점 지각능력, 인간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외

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이 제도화된다 하더라도 교육의

지도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방향이 입시와 진학에 초점을 두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
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평가다.

셋째, 자기관리능력은 자기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
해 스스로 행동을 관리, 통제하는 능력을 말하며, 자기주
도능력, 자아통정능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Ⅳ. 미래사회와 미래 인재
Ⅴ. 미래학교의 핵심가치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미래사회에 대비하기는 미흡하
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따라서 미래사회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미래학교’를

과학기술의 혁명, 사회양극화, 에너지 환경문제, 남북문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 할 것이다. 미래학교는 일

교육개발 2011 겨울

미래교육과 미래학교

반적으로 말하는 좋은 학교와 같은 개념은 아니다. 미래

아니라 수학과목의 경우 기초학력을 기르는 ‘밑다짐부’가

학교가 지향하는 핵심가치란 크게 다섯 가지다.

있을 정도다. 또 영어도 레벨을 9개 단계로 나눴다. 학생

첫째는 미래성이다. 학교가 학생 개개인의 미래사회의

들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특성을 신장하고 계발하는 가치지향을 말한다. 둘째는

굳이 다른 지역까지 학원을 보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

수월성으로서 여러 면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룩할 수 있

고 있다. 이 학교는 방과 후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 매 학

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가치지향을 말한다. 셋째는, 형평

기마다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하며, 그 조사 결과

성이다. 학교가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가치지

를 보면 굉장히 좋은 편이라는 게 학교의 자랑이다.

향을 말한다. 넷째는, 다양성으로서 학생 개개인의 타고

이 뿐만 아니라 고서초등학교는 작년까지 디지털 교과

난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실현하는 가치지향을 말한다.

서 연구학교를 2년 동안 했다. 학생 당 개인용 PC가 한

마지막 다섯째는 사회성으로서, 타인과 함께 살아갈 수

대씩 다 있을 정도다. 이를 통해 정보활용능력이나 정보

있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가치지향을 말한다.

를 찾는 능력, 인터넷 검색능력이 늘어나다보니 학생들

즉 미래학교는 핵심가치인 미래성, 수월성, 형평성, 다

이 컴퓨터와 관련된 자격증도 대부분 갖고 있다. 이밖에

양성, 사회성 지향을 통해 미래사회의 인재상인 고차적

이 학교는 외국어교육의 체계적 실시 등 글로벌 환경과

인지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을 가진 인재를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서 향후

육성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어 이를 통해 성

미래학교 모델로 발전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숙한 시민을 육성하고 성숙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진해남중학교의 수업을 보자.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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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미래학교 : 고서초, 진해남중, 해송고
미래학교의 핵심가치를 가진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미래학교는 올해의 경우,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서
면심사에서 9개교를 선발한 후, 해당 학교 방문심사와
미래학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다. 선정학
교는 미래학교 3개교, 예비미래학교 4개교다. 미래학교
로는 전남교육청의 고서초등학교, 경남교육청의 진해남
중학교, 인천교육청의 해송고등학교이다. 예비미래학교
로는 신흥초등학교와 운암초등학교, 두륜중학교, 대전공
업고등학교가 선정되었다.
미래학교로 선정된 고서초등학교는 면소재지에 위치

과 교사가 함께 만든 과학동아리 시간에는 점심 때 먹은

한 농촌소규모학교다. 학교 근처에는 학원도 없을 정도

닭의 뼈가 실험대상이다. 뼈를 직접 맞춰보며 조류의 골

다. 하지만 학원 대신에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를 총 17

격구조를 연구한다. 학생들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입체적

개 부서로 운영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원에 갈 필요 없

으로 보고 체험하니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며 만족했다.

이 모든 걸 충족할 수 있다. 17개 부서에는 예체능뿐만

운동장에선 뛰고 달리며 특기와 적성을 찾아낸다. 야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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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통해 창던지기 경상남도 대표선수가 나왔고 농구수
업을 하면서 높이뛰기 선수를 발굴했다. 이는 육상부가 따
로 없는데도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비결이다.
이 학교 학생들의 꿈은 다양하다. 2학년 정대봉 학생
은 교내 합주부에서 유포늄이란 관악기를 연주한다. 정
군이 활동하는 동아리는 이 밖에도 영어작문, 수학 같은
학습 관련 동아리, 사물놀이 같은 예체능 동아리 등 다양
하다. 정 군은 다양한 경험을 해봄으로써 자신이 진정으
로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이 학교에서는 야구, 방송반, 토론 같은 다양한 체험과
사고 활동은 물론 수학·과학 통합 영재 학급을 운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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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수월성도 함께 추구하고 있다. 2학년인 이영현

끝나버려 토론의 맥이 끊기기 때문이다. 교사입장에서도

학생도 방송반을 하면서 과학영재 수업에 참여하고 있

형식적인 토론수업이 아니어서 만족감이 높다. 실제로

다. 이군의 어머니는 부모들이 애들을 키워도 자신의 아

한 선생님은 주입식 수업을 지금까지 10년 넘게 해왔는

이가 어떤 특기가 있는지 다 파악하기 힘든 반면 선생님

데 100분으로 수업시간이 바뀌면서 자신도 토론을 처음

들이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며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를

으로 시도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학생들에게 배우게 됐다

보였다. 이처럼 이 학교는 융합교육을 통한 창의성 신장

고 말한다.

과 학생들의 능력신장을 위한 맞춤형 진로지도를 효과적
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해송고는 1학년의 경우 10개 반을 16개 수준으로
나누어 가르친다.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수준에 일방

김창환 연구위원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서양학생들

적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춰

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사고를 하고, 그 창의적인 사고가

눈높이 교육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기실력

학교 내에서 굉장히 존중되고 인정되면서 그런 사고들이

에 맞는 반으로 찾아가서 수업을 듣는다.

유통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창의적 사

학생들은 다른 수준의 학생들을 한 교실에 몰아넣고

고가 대학입시에서 도움이 되지도 않고 또 그것을 했다

수업을 하면 모르는 것도 다르고 아는 것도 다른 데다가,

고 해도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학업성취

선생님께 질문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못하는 경우가

만 높으면 인정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미래사회의 패

많아 불편했었다며 수준별 수업을 반기고 있다.

러다임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미
래학교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선생님들도 중간수준에 맞추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 밑의 수준이나 위 수준의 아이들이 소외되지만
비슷한 수준의 학생이 수업을 들으면 거기에 맞추기 때

인천에 있는 해송고등학교에서는 수월성과 형평성 측

문에 굳이 학생들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 설명할

면에서 의미 있는 실험을 하고 있다. 이 학교에는 100분

필요가 없고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짜리 토론수업이 있다. 보통 수업시간보다 2배가 넘는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긴 시간이다. 100분 수업을 하는 이유는, 50분 수업을

특히 이 학교는 IT기기를 활용한 디지털교육에 강점

하다 보면 학생들끼리 제대로 토론하기도 전에 수업이

을 보이고 있다. 영어수업의 경우, 첨단 디지털 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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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과 미래학교

이용해 현지의 외국인 원어민 교사와 실시간 쌍방향 대

할 수 있겠는가? 결국 우리의 교육현실은, 우리 공동체

화로 진행한다. 교내 어디서나 무선으로 인터넷에 접속

에 참여하는 개개인들의 삶의 행복과 개인의 잠재적 능

하고 스마트 폰도 수업에 활용한다. 이 학교는 교과교실

력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 시범학교로 선정돼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미래사

미래형 교실을 구현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해송고등학교

회를 대비하고 미래교육의 이상을 보여줄 미래학교를 선

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교육과 미래지향적 학습공간을 조

정해 나가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성하고 있다.

SBS는 창사 이래로 다양한 공익사업을 해왔고 교육
분야에는 더욱 많은 관심을 쏟아 왔다. 학교 교육현장에
서 공로를 세운 교원을 시상하는 교육대상과 교수해외연

Ⅶ. 미래학교 선정의 의미

수·학술지원,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교
육발전에 기여를 해왔다.

지금까지 미래학교로 선정된 학교들을 살펴봤다. 우리

특히, SBS가 올해부터 한국교육개발원과 MOU를 맺

나라가 부족한 자원과 좁은 국토에서 이만큼 발전한 데

고 연구사업들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교육에 대한 장기

는 사실 교육의 힘이 컸다. 산업시대에 맞는 지식과 기술

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

을 갖춘 인력을 효율성 있는 주입식 교육을 통해 공급해

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SBS는 교육담당

온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 지식기반사회

기자 외에 보도국 미래부에 교육문제를 장기적으로 연구

에는 혁신주도형 인재를 양성해야만 세계화시대의 경쟁

할 기자를 배치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듯

에서 살아갈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국제

SBS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일회성이 아니고 그동안 쌓

적으로 볼 때 수면시간이 가장 짧고 학습시간을 가장 길

아온 노력의 결과물인 것이다.

다. 그래서 생활시간 중에서 청소년기에 꼭 필요한 다양

앞으로 SBS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미래학교 발굴과 함

한 체험활동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

께 이들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

다 보니 입시와 관련돼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행을

다. 이를 통해 이들 학교가 진정한 미래학교로 거듭날 수

하는데, 그 외의 것은 소홀히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앞으로 미래학교들이 많아지

자원봉사다. 자원봉사의 경우에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고 확산되면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수

형태로 교육과정상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있을 것이다. 학교교육의 변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성

그 본래의 의미나 중요성, 혹은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숙한 시민을 육성하고 한국사회도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보다는 입시과정에서의 어떤 하나의 스펙으로 치부되다

기대해 본다.

보니 미래사회에 필요한 사회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지난 11월 미래한국리포트에서 김두환 덕성여대 교수
가 지적했듯이 명문 대학 출신일수록 그 동안 쓴 사교육
비용에 대한 회수 욕구가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
리 교육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명
문 대학을 졸업한 이들에게 미래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될 것이니 사회적 책임 또는 공공의식을 가지라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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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전망

유·초·중등교육의 질 제고와
지방교육재정 운용
글_이선호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I. 들어가며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가 고조되면서 전세계 모든 인류의 일상에 그 폭과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불확
실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가깝게는 1~2년 후, 길게는 10~20년 후 세상은 오늘과 과연 어떻게 달라
질 것인지 개인과 기업, 조직 등이 맞닥뜨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이다(LG
Business insight 2009. 1. 21-28).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미래는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급변하
고 있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하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형 인재, 창의
성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계를 넘어선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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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래 예측에 대한 필요보다 최근 한국사회를 더 뜨겁게 달군 것은 복지논쟁이다. 이 논쟁은 교
육분야에서 더욱 뜨거웠고, 그 대표적인 예가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이다. 이 논쟁은 급속도로 확산되
었고 이미 정치적 이슈가 되어버렸다. 최근 복지논쟁 속에 나온 반값 등록금을 위해 고등교육재정 확보
가 필요하고 이 재원은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확보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을 활용하자는 주장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을 타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그 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안정적 교육재원 확보가 가능했고 이로 인해 초·중등교육의 여건 및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저출산 현상으로 학생 수가 줄곧 급감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초·중등교육재정은 계속해서 증가해왔고
앞으로 감소될 학생 수를 고려하면 당연히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줄이거나 초·중등교육
재정을 줄여 고등교육 또는 복지 등과 같은 다른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
정의 감소로 이어져야 한다는 논리는 언뜻 듣기에는 매우 타당한 주장처럼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
순한 총량 정보 수준에서 비교 판단한 것으로 실제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재정 감소로 이어져야 하
는지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과거 약 10년 간 우리나라 유·초·중등교육의 여건 및 투자 변화를 살펴보고,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투자에 있어 과거에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수요들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고
려해 유·초·중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교육투자 수요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1)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20.27%)과 교육세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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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교육여건 및 투자의 변화
1. 초·중등학교 학생 수·학교 수 총량의 변화
초·중등 학생 수는 2000년 대비 2010년에는 초등학교가 17.9%, 고등학생이 5.3% 감소하였고, 중학생
의 경우에는 6.1% 증가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모든 급지에서 학생 수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특히
면지역과 도서벽지의 초등학생 감소폭은 38.2%, 28.2%로 상대적으로 컸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중소도시와
읍지역의 학생수가 2000년 대비 2010년 증가하였지만 면지역의 중학생 수는 28.6%나 감소하였으며 도서
벽지의 중학생 수도 8.5% 감소하였다.
<표 1> 학교급별·급지별 학생 수 변화(2000-2010)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00년
대비 증감율

대도시

1,829,901

1,850,439

1,806,279

1,689,642

1,556,656

1,382,238

-24.5

중소도시

1,483,385

1,573,311

1,610,710

1,588,517

1,506,166

1,371,015

-7.6

읍지역

319,742

363,364

372,773

345,369

329,647

300,471

-6.0

면지역

325,516

300,106

276,302

252,696

230,100

201,228

-38.2

61,447

51,146

50,131

48,819

49,638

44,142

-28.2

4,019,991

4,138,366

4,116,195

3,925,043

3,672,207

3,299,094

-17.9

대도시

889,123

871,261

903,266

948,200

911,868

864,335

-2.8

중소도시

669,830

695,476

762,214

846,555

844,325

831,265

24.1

읍지역

143,274

138,489

144,922

154,592

159,831

161,111

12.4

면지역

133,307

116,366

103,012

103,221

98,750

95,197

-28.6

도서벽지

25,005

19,438

20,129

22,743

23,837

22,890

-8.5

1,860,539

1,841,030

1,933,543

2,075,311

2,038,611

1,974,798

6.1

1,021,767

870,251

835,745

836,647

881,962

888,831

-13.0

중소도시

734,251

662,245

673,225

698,100

772,269

809,690

10.3

읍지역

184,599

156,351

137,202

137,612

142,471

151,158

-18.1

면지역

113,802

90,803

84,317

86,340

89,898

92,659

-18.6

17,049

15,859

16,071

17,158

20,378

20,018

17.4

2,071,468

1,795,509

1,746,560

1,775,857

1,906,978

1,962,356

-5.3

구분

초

도서벽지
소계

중

소계
대도시

고

(단위 : 학생수, %)

도서벽지
소계

초·중등 학교 수는 2000년 대비 2010년에 초등학교가 11.1%, 중학교가 14.6%, 고등학교가 15.1% 증가
하였다. 그러나 지역급지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중소도시, 읍지역의 학교는 증가한 반면 면지역과 도서벽지
의 학교는 감소하였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00년 대비 2010년 도서벽지의 초등학교 수가 22.7%나
감소하였고, 중학교의 경우에도 14.6%나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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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교급별·급지별 학교 수 변화(2000-2010)
구분

초

2006

2008

2010

2000년
대비 증감율

1,416

1,476

1,541

1,591

1,622

19.0

중소도시

37.3

1,213

1,306

1,407

1,542

1,613

1,666

읍지역

539

593

620

617

621

635

17.8

면지역

1,676

1,706

1,672

1,642

1,605

1,563

-6.7
-22.7

대도시

476

363

366

391

383

368

5,267

5,384

5,541

5,733

5,813

5,854

11.1

852

876

905

942

964

983

15.4

중소도시

641

694

749

819

873

908

41.7

읍지역

307

321

325

327

338

348

13.4

면지역

753

774

760

755

746

739

-1.9

도서벽지

178

144

149

156

156

152

-14.6

2,731

2,809

2,888

2,999

3,077

3,130

14.6

대도시

673

689

731

752

773

799

18.7

중소도시

624

642

684

710

740

770

23.4

읍지역

290

296

296

298

300

307

5.9

면지역

300

301

298

306

296

300

0.0

소계

도서벽지
소계

70

2004

1,363

도서벽지

고

2002

대도시

소계

중

2000

(단위 : 학생수, %)

70

67

71

78

81

77

10.0

1,957

1,995

2,080

2,144

2,190

2,253

15.1

초·중등학교 학생 수 및 학교 수 총량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미 농산어촌의 면지역과 도서벽지의 학
교 수는 통폐합정책의 추진으로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더 이상의 과감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기대하
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반대로 신도시 개발 등으로 중소도시의 학생 수는 증가해 새로운 학교 신설의 요구가
계속 커지고 있다. 결국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통한 재정절감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려
운 상황에서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유지비용과 함께 학생인구 이동에 따른 신설 수요까지 계속 생겨날 것
이다. 다시 말해 단순하게 학생 수의 감소가 교육재정의 감소로 이어져야 한다는 총량 수준의 논의는 자칫
교육여건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초·중등학교 교육여건 변화 : 학급당 학생 수, 교원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당 학생 수는 교육여건을 비교하는 데 자주 활용되는 지표이다. 지속적인 교육투자
의 확대로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당 학생 수는 상당히 개선되어 왔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의 경우, 1980년 51.5명에서 2000년 35.8명, 2010년 26.6명까지로 많이 줄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에도 연도별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현재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국가평균(2009년 기준 : 초등학교 21.4명, 중학교 23.7명)에 비해 여전히 열악하고, 특히, 대도시·중소도
시·읍지역의 경우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교육여건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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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도별 학급당 학생 수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전문계

1980

38.4

51.5

62.1

59.9

59.6
55.5

1985

34.5

44.7

61.7

58.0

1990

28.6

41.4

50.2

53.6

51.5

1995

28.5

36.4

48.2

48.0

47.9

2000

26.3

35.8

38.0

44.1

40.3

2005

24.2

31.8

35.3

33.9

30.0

2008

21.9

29.2

34.7

35.1

30.0

2009

21.6

27.8

34.4

35.9

29.8

2010

21.0

26.6

33.8

35.5

29.1

1) 학급당 학생 수 : 재적학생 수/학급 수
2)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3) *OECD 국가 평균(2009년 기준) 초등학교 21.4, 중학교 23.7

교원당 학생 수도 학급당 학생 수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OECD 국가평균(2009년 기
준 : 초등학교 16.0명, 중학교 13.5명, 고등학교 13.5명)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데 특히, 대도시·중소도시·
읍지역의 경우는 그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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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도별 교원당 학생 수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1980

19.9

47.5

45.1

33.9

32.6

1985

33.9

38.3

40.0

31.6

30.0

1990

22.4

35.6

25.4

25.4

23.4

1995

20.7

28.2

24.8

22.1

21.4

2000

19.5

28.7

20.1

20.9

18.2

2005

17.5

25.1

19.4

15.9

13.5

2008

15.5

21.3

18.8

16.4

13.4

2009

15.2

19.8

18.4

16.7

13.3

2010

14.8

18.7

18.2

16.5

13.1

교원당 학생 수 : 재적학생 수/교원 수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 OECD 국가 평균(2009년 기준) : 유치원 14.3, 초등학교 16.0, 중학교 13.5, 고등학교 13.5

3. 교육재정 투자 변화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경우, 모든 교육단계에서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OECD 국가평균에 미치지 못하
고 있다. 2008년 현재 기준으로 유아교육의 경우, OECD 국가평균은 $6,21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28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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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초등교육의 경우에도 OECD 국가평균 학생 1인당 공교육비 $7,153 대비 우리나
라는 75.8%($5,420), 중등교육의 경우에도 OECD 국가평균 $8,972 비해 88.4%($7,931) 수준이었다. 1998년
초등학교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국가평균 대비 72.0%, 중학교 66.9%였던 것에 비해 교육투자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OECD 국가평균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재정의 투
자는 사실상 OECD 국가에 비해 경상비보다는 자본비 지출 비율이 높았다. 이는 그동안의 교육투자 확대가 교
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자본투자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교육의 내용 및 질 제고를 위한 투
자를 통해 초·중등 교육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표 5>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유아교육(3세 이상)

구분

72

한국

(단위 : PPP 환산액)

초등교육

OECD 국가평균

한국

중등교육

OECD 국가평균

한국

OECD 국가평균

1998

1,278

3,585

2,838

3,940

3,544

5294

1999

1,752

3,847

2,838

4,148

3,419

5,465

2000

1,949

4,137

3,155

4,381

4,069

5,957

2001

1,913

4,187

3,714

4,850

5,159

6,510

2002

2,497

4,294

3,553

5,313

5,882

7,002
6,962

2003

2,628

4,508

4,098

5,450

6,410

2004

2,520

4,741

4,490

5,832

6,761

7,276

2005

2,426

4,888

4,691

6,252

6,645

7,804

2006

3,393

5,260

4,935

6,437

7,261

8,006

2007

3,909

5,447

5,437

6,741

7,860

8,267

2008

4,281

6,210

5,420

7,153

7,931

8,972

출처 : Education at a Glace(각 년도), OECD.
<표 6> 초·중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지출 유형별 비율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경상비

83.0

85.6

84.2

78.7

자본비

17.0

14.4

15.8

21.3

OECD

경상비

92.0

92.1

92.2

국가평균

자본비

8.0

7.9

7.8

한국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82.7

81.1

81.5

82.8

89.4

89.8

88.9

17.3

18.9

18.5

17.2

10.6

10.2

11.1

91.6

91.8

91.8

91.0

91.9

92.0

92.4

92.1

8.4

8.2

8.2

9.0

8.9

8.0

7.6

7.9

출처 : Education at a Glace(각 년도), OECD.

4. 유·초·중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
가. 유아교육 투자 확대
그동안 일정률의 내국세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의 여건 개선이 가능할 수 있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까지 지방교육재정이
초·중등교육에 집중 투자되어 왔기 때문이다. GDP 대비 유아교육단계 교육투자 비율은 0.2%로 OECD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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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균 0.5%에 훨씬 밑돌고 있으며, 유아1인당 공교육비도 OECD 국가평균의 68.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제는 초·중등교육에 집중되었던 투자의 방향을 유아교육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대내외적 요구가 증대되
고 있다. 이제까지의 유아교육단계의 소극적 투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을 발표(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1.5.2.)하면서 2012년부터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 과정을 통합해 만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게 되었다. 2012년부터 만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를 지원하기
로 하여 사실상 의무교육이 10년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
원단가는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고(’11년 17.7만원→’12년 20만원→’13년 22만원→’14년 24만원→’15년
27만원→’16년 30만원), 재원부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재정소요는 ’11년
2,586억원→’12년 11,388억원→’13년 11,569억원→’16년 13,99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교육의 출발점 기회 균형을 위해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의 지원대상을 만3, 4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다문화·통합문화시대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 발생
출산율 감소로 학령인구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지만, 결혼이민자 및 한국국적취득 외국인 증가와 탈북청소
년의 증대 등의 이유로 다문화·통합문화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및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 및 한국국적취득 외국인
자녀 수는 107,689명이었고, 2010년에는 121,935명으로 14,246명(13.2%) 증가하였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
면 잠재적 교육수요를 가지고 있는 만5세 이하의 자녀 수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교육지원이 더욱 중
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더불어 다른 추가적 교육수요를 낳고 있는 계층이 탈북청소
년 학생인데 연도별 학생 수 변화 추이를 볼 때, 2007년 772명에서 2010년 1,417명으로 약 1.8배 증가하였
다. 탈북청소년의 입국이 매년 증가하면서 탈북청소년의 교육지원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이제부터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학령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통합문화시대에
걸맞은 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통합문화시대에 추가적 교육지원 수요를 갖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추가적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명

출처 : 행전안전부(2009),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 결과
명

명

명

[그림 1] 결혼이민자 및 한국국적취득 외국인 자녀 수(2009년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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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전망
<표 6> 연도별 탈북청소년 학생 수 변화 추이
구분

2007

2008

2009

2010

초등학교

341

494

562

773

중학교

283

296

305

297

고등학교

148

184

276

347

계

772

974

1,143

1,417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탈북학생 현황 통계 자료

다. 사부담 공교육비의 감소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등 교육단계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부담 공교육비 부담이 크다. 유아교육의
경우 OECD 국가평균이 18.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4.5%(학부모부담 52.1%, 민간부담 2.4%)이고, 초·
중등교육의 경우 OECD 국가평균이 9.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2.2%(학부모부담 19.3%, 민간부담 2.9%)
로 공교육비의 학부모부담 비율이 매우 높다(OECD(2011), 2008년 기준). 초·중등 교육단계에서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교육비는 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비, 수련활동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졸업앨범비, 기숙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논쟁이 되었던 무상급
식도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데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무상급
식보다 중요하지만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기본적 교육활동비(현장체험학습비) 또한 중요한 논점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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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서만 보아도 교육과정 내 포함된 창의적 체험활동을 수행
하기 위해 활동경비(현장체험학습비)를 수익자부담경비로 하여 학부모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 이
는 엄밀한 의미해서 완전한 의무교육이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창의적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강
조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려 하는 시점에서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사부담 공교육비에 대한 경감정
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라. 교육 내용 및 방법 개선을 위한 투자 요구 : 교과교실제와 스마트교육
이상에서 언급한 지방교육재정 투자의 방향 외에도 사회 및 기술의 변화와 새로운 교육정책의 추진 등으
로 초·중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투자요구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새로운 투자요구들 중에는
공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교과교실제와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는 교육
혁신의 과제로 스마트교육의 추진 등이 있다.
교과교실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9년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사교육비 경감효과를 높이기 위
해 도입하였고, 2014년까지 중·고등학교에 전면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1조 2,2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교과교실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만 추산한 것으로 실제 교과교실제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많은 교과전담교원 확보와 교원연수 확대를 위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시대와 기술의 변화로 인해 최근 학교현장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는 스마트교육이다. 스마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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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은 정보통신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자원을 학교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해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환경 등을 혁신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스마트교육은 지금 시작해야 한
다는 것이다. 스마트교육을 위한 클라우드 교육기반의 구축과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스마트교육 확산
및 안정화를 위한 교사 역량 강화에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Ⅳ. 나가며
오래 동안 지속된 저출산 현상에 따른 학생 수의 급감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20.27% 및 추후 매년 3.3조원 규모 순증 예상)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교부율 감
소 논의가 심심치 않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고에서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우리나라 교육여건
의 변화와 교육투자 실태를 간략히 살펴보고, 현재 유·초중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새로
운 수요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일각에서 문제로 지적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속적인 교육투자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OECD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교육 여건 및 환경은 열세일 뿐 아니라 학생 수의 감소가 곧바
로 학교 수의 감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유아교육 지원 확대, 다문화·
통합문화시대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 증대, 유·초·중등교육 사부담공교육비 경감 필요, 공교육 질 제고
를 위한 새로운 교육수요의 발생 등을 종합해 볼 때, 아직은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멈추거나 늦
출 때가 아니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가 다시 한번 집중되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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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독서능력 향상과 국가교육정책
독서1)능력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핵심능력이자 지식생산능력이며 창의성 발현의 기반 능력이다. 그래서 OECD
등 국제기구가 지식사회에서 경쟁력 있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의 핵심자질, 즉 핵심역량(core
competence)으로 구어와 문어의 소통(mutual understanding)능력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 각 분야, 특히
산업계가 독서능력을 포함한 소통능력이 학습 공동체에서 못지않게 직업 공동체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요청되는 인간의
핵심능력임을 강조하고 있다.2)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주요 교육 선진국이 학생들이 독서교육 강화를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삼아 학생들의 독서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능력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능력이면서 교육의 중요한
목적인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 향상의 기반 능력이자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돕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학교독서교육을 가장 중요한 국가교육정책의 하나로 설정하여 20여 년 이상 추진하면서 그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의
변화를 꾀하는 나라에 미국이 있다. 미국의 중앙 정부 교육부는 1983년에 2,300만 명의 미국인이 일상수준의 독서와
쓰기능력이 거의 문맹에 가깝고, 17세 학생의 17%, 소수 민족까지 합하면 약 40%가 문맹이며, 17세 학생의 40%가
문자자료(written text)로부터 추론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위기에 선 국가(Nation at Risk)”라는 보고서를
1) 이 글에서 ‘독서’ 는 ‘문자언어 텍스트 이해 (comprehension)’ 의 의미로 사용하며 , 문자언어 텍스트가 소통되는 방식과 인쇄 , 디지털 , 영상 매체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
2) 2006 년에 미국의 인간자원경영위원회는 현재는 물론 향후 직업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인간 능력으로 구어소통 (oral communication), 문어소통 (written communication),
독해력 (reading comprehension), 수학 (math), 과학 (science), 팀워크와 협력 (teamwork & cooperation) 을 설정 , 발표하였다 .( 미주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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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고, 이에 근거하여 교육 개혁을 추진하였다. 2002년에는

방법·평가 정책 등 독서교육의 내실화와 관련한 정책으로

1965년에 제정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NCLB법」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는 ’03년부터 추진하였고 ’12년까지

으로 명명하면서 독서교육을 강화 하였다. 2008년에는

추진할 예정인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 계획”의 정책이,

25년 간 추진해 온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독서능력 향상

후자에는 ’11년 7월에 발표한 “초·중등 독서 활성화”의

정도가 미미한 현실을 진단하고 학생들의 독서능력은 독서

정책이 해당된다.

와 관련된 모든 주체가 학습사회가 될 때 효과가 있다는

첫째, ’03년부터 ’07년까지 추진한 인프라 구축 정책은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를 근거로 2011년에 미국 의회가

그 성과가 아주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정책

NCLB법을 재심의하여 통과시켰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에는 학교도서관의 현대화, 장서확충 등 학교도서관의

LEARN법(Literacy Education for All, Result for The

환경개선을 목표로 추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이

Nation Act)을 제정하여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10년에

있다. 이 정책은 전국 학교의 98.41%인 11,060개교가

지방분권형 교육과정 정책을 중앙 집중형 교육과정 정책

학교도서관 시설을 갖추게 되었고, 학교도서관 업무도

으로 전환하여 국가 교육과정을 발표한 호주 중앙 정부도

100% 전산화하였으며, 1인당 장서 수의 증가, 학생의 한

「영어교육특별법」을 제정하여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학기 평균 독서량과 1일 평균 학교도서관 이용자 수의

우리나라의 학교독서교육은 문화정책 부처가 주관하여

증가, 교육청의 독서교육모임 조직,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문화운동 차원에서, 그리고 교육의 관점보다 행정의 관점

독서교육 관련 강좌의 개설, 독서교육 우수 실천 사례의

에서 정책을 집행해 왔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08년에

발굴·보급, 자율적 교사 독서모임의 활성화 등의 성과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도서관법」을 제정하여 엄정한 의미의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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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교육정책의 계획 및 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면서 학교독서교육을 문화정책이 아닌 교육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창의·인성을 갖춘
인재양성이라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목표달성의 기반 기제로
독서능력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서, 이 글은 학교독서교육의 정책목표는
학생의 독서능력 향상에 있고, 이 능력은 생애 전 과정에서
계발시켜야 할 생애 능력이자 국가 교육경쟁력의 기반 능력
이라는 관점에서 그 동안 추진해 온 학교독서교육정책의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위상을 지식사회에 부응하고
창의적 인재육성에 적합한 교수·학습지원센터로 전환할
목적으로 추진한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 계획(’08~’12)”의
정책도 그 성과가 크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

Ⅱ. 학교독서교육정책의 성과

되었고, 도서관 활용 수업도 ’05년 대비 8.9% 증가, 전국
5개의 도서관 정책 연구학교의 1차 연도 운영 보고서를

학교독서교육정책은 독서 활성화 및 독서 생활화 등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 정책과 독서교육의 목표·내용·

분석·연구한 결과 학교도서관의 만족도 향상 등의 성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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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학교독서교육 내실화와 관련한 정책의 성과는

있지 않다. 그런데 ’08년 이전까지 학교독서교육의 시행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09년, “창의·인성교육 기본

근거 법령인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에는 학교독서교육의

방향”에 근거해 학교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운영사업을

정책목표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문화

통합한 “학교독서교육 및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는 학교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과정의 전체를

도서관의 인프라 구축 및 정비, 기능전환 등의 인프라 관

통하여 읽기능력, 쓰기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의

련 사항과 정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활동과

향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4) 학교독서교육의

연계한 독서활동, 교원과 학부모의 독서교육 역량개발 및

목표를 학교독서정책목표와 동일하게 ‘교육의 과정 전체

지원강화 등 학교독서교육의 본령에 부합하는 정책수단을

를 통하여 읽기능력, 쓰기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

제시하였고, ’11년 7월에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인성 함양

향상’으로 설정하는 경우 몇 가지 검토할 과제가 남아 있

을 위한 초·중등 독서 활성화 방안”으로 발전시켰다. 즉,

다. 예를 들어 학교독서교육의 목표와 국어교육목표와의

학교독서교육을 문화정책이 아닌 교육정책으로 접근할

관계, 학교 구성원 간의 합의 및 실천 전략, 독서교육과

수 있는 기반, 학교독서교육정책의 가장 큰 성과라 해도

교과학습의 관계, 교수·학습과 학습평가의 혁신, 특히

부족하지 않다.

중앙 정부와 지역 교육청의 역할 분담 및 책무, 학교 교육

이 정책이 학교독서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과정 자율화 정책과의 관련성 등의 과제이다. 그러나 이는

있는 학생의 필요와 수준을 고려한 체계적인 독서교육의

미국, 영국, 호주, 중국 등의 국가가 국가 교육력 강화

실천력 미흡, 단순 흥미 위주의 편중된 독서양상, 독후감

차원에서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읽고 쓰는 활

쓰기에 치중되어 있는 독서교육의 내용, 독서와 대학입시의

동과 교과학습을 연계한 독서능력 향상 및 교과 학습력

왜곡된 연계와 강조, 그리고 이와 관련한 독후감의 기록

향상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예를 참조하면 문제를

및 관리부담 등 독서의 재미와 자발성을 저해할 수 있는

해결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문제를 해소한다면 가장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을

2. 학교독서교육의 정책 과정과 사실 증거

것이다.

가. 학생의 독서 실태

Ⅲ. 학교독서교육의 정책 환경 진단

학생의 독서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에는 문화체육
관광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1. 학교독서교육의 정책 목표

문화관광체육부가 「국민 독서 실태 조사」의 일환으로
매년 조사·발표하는 학생 독서 관련 조사 결과는 학생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독서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근거

여가시간을 독서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의 비율인 독서율과

3)

법률인 「학교도서관진흥법」과 ’11년 7월에 발표한 “자기

한 학기 동안 1권 이상 일반 도서를 읽은 학생의 비율인

주도적 학습력과 인성함양을 위한 초·중등 독서 활성화

독서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10년에 조사·발표한

방안”의 정책에는 학교독서교육의 정책목표가 제시되어

한 학기 학생의 독서율은 초등학생 92.3%, 중학생 89.6%,

3) 2006.12.28. 일에 법률 제 8100 호로 제정된 「독서문화진흥법」 의 소관 부처는 문화체육
관광부이다 .

4) 「독서문화진흥법 」 제 10 조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교육감 ,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 조항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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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89.8%이다. 그리고 이 비율이 상급 학교로 갈수

나. 학생의 독서목적

록 매년 감소하고 있고, 1일 독서시간도 1시간 미만이며,

<표 3>에서 알 수 있듯 학생들은 독서를 하는 목적이

독서하는 학생 수가 전체의 10.0%에 지나지 않는다.

‘교양과 상식 증진’ 또는 ‘여가 선용’보다 ‘지식·정보

반면, 학년과 학생에 관계없이 약 35만 명 정도가 거의

습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학교 공부나

독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사 결과도 있다.

숙제·과제 해결’이나 ‘진학·진로 선택’이라고 응답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0년에 전국 학업성취도평가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

일환으로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생 602,191명, 중학교

있다. 또한 이는 공급자인 교사의 처지에서 추천도서

2학년생 619,425명, 고등학교 2학년생 475,839명을

또는 권장도서라는 이름으로 독서목록을 제시하고 학생이

대상으로 ‘여가시간’의 독서 실태의 조사에 의하면 책을

알아서 읽으라고 해 온 학교독서교육의 관행, 학생 독서의

전혀 읽지 않는 학생이 초등학교는 11.2%, 중학교는

유형을 문학 독서, 학습 독서, 교과 독서, 교양 독서, 일반

27.1%, 고등학교는 26.7%이고, 여기에 독서시간이 1시간

독서 등으로 구분하는 관행, 학생독자의 요구와 필요를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 수를 포함시키면 그 비율이 62.9%

충분하게 고려치 않고 도서목록을 제시해 온 관행 등에

~75.1%가 독서를 하지 않는다.

대한 반성의 자료가 되는 조사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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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생 독서자료의 유형과 질
학생들이 선호하는 독서 텍스트는 문학(46.2%), 교양
(15.5%), 실용(18.5%)의 순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또
이처럼 학생의 독서 실태에 관한 통계는 조사기관마다

디지털 텍스트 환경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전자책(e-

차이가 많고, 학교독서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참고할

book) 텍스트로 독서하는 경우, 초등학생은 만화 텍스트

만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가장 과학적인

52.9%, 문학 텍스트 47.1%, 중등학생은 문학 텍스트

방법으로 조사된 신뢰할 만한 사실 증거의 확보가 필요

50.1%, 만화 텍스트 43.4%를 읽고 있다. 학생들이 읽는

하다. 독서율과 독서량은 그리 중요한 정보가 아니다. 오히

만화 텍스트를 학습용과 오락용으로 구분할 수 있고,

려 독서교육정책의 수립에는 독서능력수준, 한글 미 해득

초·중등 학생들이 읽는 만화 텍스트는 학습용이 39.0%로

실태, 난독 학생 수, 독서 심리치료가 필요한 학생 수 등의

오락용 13.9% 보다 높아 문제가 없다고 진단할 수는

정보가 더 긴요하다.

있다. 그러나 만화 독서 비율이 아주 높고 만화 텍스트의

Educational Development + 2011 Winter

정책과 현장
독서 경험이 학생의 독서율과 독서량 조사결과에 영향을

부모(25.0%), 학원(9.0%), 공공도서관(4.0%) 등에서

미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는. <표 4>에 제시한

독서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면

학생의 독서목적과 이에 부합하는 독서 텍스트와 텍스트

’10년 현재 한국의 초·중·고등학생 총 6,898,930명

제공방식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중 학교에서 독서교육을 받은 학생 수는 844,429명에
지나지 않는다. 즉, 학교에서 독서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
수가 6,054,501명이나 된다. 그리고 학교독서교육의
내용은 주로 ‘독서 감상문 지도’이고, 독서활동은 주로
‘독후감 쓰기’이다. 더하여 학교의 독서가 대학입시와의
연계가 왜곡·강조되면서 독후감 기록 및 관리의 부담으로
독서의 재미와 자발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보면, 현재
학교독서교육은 위기라고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표 4>의 자료는 미국의 중앙 정부 교육부가 2년 주기로

독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전체 초·중등 학생

시행하는 읽기능력평가에서 반영하는 텍스트 유형의 비율

중에서 844,429명으로 독서교육의 내용도 거의 개발되지

이다. 이는 학생독자의 성장단계와 학습상황, 그리고 직업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어 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세계에서 요구되는 독서능력의 특성을 고려하고 장기간의

시점이기도 하다.

실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제시한 텍스트 유형이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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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향후 독서교육정책에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4. 학교독서교육의 환경

그리고 학생 독서 텍스트의 질에 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자유 시장 경제의 원리에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독서교육 등)와 「초·중등

따라 출판된 도서 중에서 소비자이자 독자인 교사, 학생이

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에 따라 전국의 모든 학교가

양질의 책을 선택하면 된다는 전제가 독서 텍스트의 질을

수립하는 ‘학교 교육 계획서’에 독서교육에 관한 항목이

담보할 수 있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을 수도 있다.

있다. 그러나 학교(정보)도서관 이용, 학급문고 또는 복도

그러나 학생독자가 읽을 텍스트가 언어의 명료성, 관습,

문고 설치, 독서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독서행

구조, 의미 등의 면에서 최소한의 기준은 만족시켜야

사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하기 때문에 이를 점검할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기준도

의 근거인 국가 교육과정의 학교독서교육의 기반, 학교

점검 시스템도 아직은 없어 이 또한 국가가 정책 대상으로

독서교육을 ‘여가 독서’ 또는 ‘교양 독서’의 관점에서 접근해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의 하나이다.

온 관행, 그리고 독서와 상급학교 입시와의 왜곡된 연계
등이 그 원인일 것이다.

3. 학교독서교육의 실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근간인 국가 교육과정의
학교독서교육의 실천 기반은 아주 취약하다. 2011.8.9.에

학교에서 독서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고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

72.0%이다. 그런데 독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영 지침에 ‘독서’에 관한 사항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즉,

학생의 비율은 34.0%이다. 이들 학생은 국어시간(36.0%),

교육과정 총론에서 강조한 범교과 학습 분야가 36개나

교육개발 2011 겨울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인성 함양을 위한
학교독서교육정책의 성과와 발전 과제

되지만 ‘독서’에 관한 언급은 없다. 영국이 국가 교육과정

가능성은 아주 낮아진다.

문서에 전 교과를 통한 영어학습(language across the

끝으로 독서 활성화 내지 강화의 한 방법으로 입시

curriculum)을 명문화하고 모든 교과에서 독서활동을

제도와의 연계를 강조한 학교생활기록부의 ‘독서활동

강조한다거나, 독일이 교육법에 학교의 모든 교사가 국어

상황’ 누가 기록, 입학사정관 전형 및 대입 수시 전형 등

교사라는 점을 명시하고 학생의 독서능력 향상을 꾀하는

대학입시, 고교입시의 전형 자료와 관련한 에듀 팟과

정책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독서종합지원시스템의 독서활동 등록 등도 학교독서

그렇다고 학교가 교과 외 활동 즉,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의 저해 요인으로 기능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시간을 할애하여 독서교육을 실천할 기반도 거의 없다.
일부 학교이기는 하나,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현재는
‘교과 재량’ 시간을 할애하여 독서교육을 실천할 수 있었다.

Ⅳ. 학교독서교육정책의 지향과 과제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
재량’과 ‘창의적 재량 활동’을 통합한 ‘창의적 체험활동’에

1. 학교독서교육 관련 법령의 정비·보완

24단위를 배당하고 자율, 봉사, 동아리, 진로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학교독서교육정책의 형성·집행의 근거 법률에는 「독서

2013년부터는 학교독서교육의 기반이 더 취약해 질 수

문화진흥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 「초·중등교육법」

있다.

이 있다.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학교의 독서 진흥)

5차~7차 교육과정까지는 8단위까지 이수할 수 있었던

에는 학교독서교육이 목표와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조항

‘독서’ 과목이 개설되어 있었다. 이 과목이 2009 개정

이외에도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독서교육 관련 교육

교육과정에서는 ‘독서와 문법’으로 과목명이 변경되었다.

과정과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이

이수 단위도 5단위로 축소되었는데, 이는 제7차에 대비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독서교육 등)보다 상세하게

약 68.6%나 축소된 것이다. 만약 학교가 20%까지 증감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학교독서교육정책의 주관 부처가

운영 지침을 적용하여 5단위를 증대·운영한다 해도 6단위

이원화되어 있고, 두 부처의 정책내용도 중복되는 면이

이상을 이수하기 어렵고, 6단위를 이수한다고 해도 ‘독서’에

있어 예산의 중복 투자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할애할 수 있는 시수는 한 학기 3시간을 넘지 않는다. 또,

높다.

‘독서와 문법’ 과목이 고등학교의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선택비율도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점5) 등을 고려하면
국가 교육과정이나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교독서교육의
기반은 매우 취약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다가 대입
준비가 불가피한 고등학교에서 ‘독서와 문법’ 과목이
수능독해나 문제풀이 시간으로 활용되는 관행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학교독서교육의 실천할
5) 7 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현재 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독서’ 과목을 선택 이
수하는데 , 그 비율은 약 26.7% 에 지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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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독서교육 관련 법률의 정비·보완 방안을

물론 추진 중인 정책의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가 부처 간의 문제라
쉽지는 않겠지만, 독서능력 향상이 건전한 민주사회의
유지·발전과 산업 및 직업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청

3. 교육정책 간의 연계·통합으로
정책집행의 실제화와 효율성 제고

되는 핵심능력을 갖추어 주는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양성 정책 차원에서 학교의 독서교육을

학교독서교육정책은 국가 교육과정 정책, 교과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한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교원 정책, 학업 성취도 평가 정책 및 기초학력 보장 정책

도 아니다. 학교독서교육 관련 법령의 정비·보완이

등과 긴밀한 연계성을 확보해야 하는 정책이다. 「학교도서

어렵다면, “(가칭)학교독서교육법”이나 교육과정 정책과

관진흥법」 제15조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연계하여 “(가칭)국가교육과정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따르도록 한 것은 교육과정 문제이고, 학생독자가 읽어야

문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어렵다면 미국이

할 텍스트와 교과 학습 과제와 질문의 연계는 교과서

NCLB법에 2개의 장에 독서교육 강화와 관련한 조항을 둔

문제이며, 국어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교사가 공동으로

예와 영국이 교육법에 국가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노력해야 학생독자의 독서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는

독서교육 강화에 관한 규정을 강화한 예를 참고하여 현행

점은 교원의 문제이며, 독서 격차와 난독(dyslexia) 등

「초·중등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하나의

학생의 지원은 복지 문제이다. 따라서 이들 교육정책과

대안이 될 수 있다.

학교독서교육정책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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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 정책과의 연계는 학교독서교육이 혜택을

2. 정책과정에 필요한 사실증거(factual evidence)의
확보·공유·소통

받는 학생의 수를 현재의 34.0%보다 증가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에는 영국과 호주 등 영연방 국가와
EU 국가가 교육목표의 하나로 독서능력 향상을 강조하고

국가 정책은 충실한 사실 증거를 기반으로 변화 또는

교육과정에 교과학습 관련 필수 독서목록을 제시한 예와

형·집행의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학교독서교육의

미국의 45개 주가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교육과정

정책과정에 필요한 사실 증거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

기준인 “Common Core State Standards for English

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이유이다. “초·중등

Language Arts & Literacy in History/Social Studies,

독서 활성화 방안”에서 밝힌 정책 집행 수단으로 교과

Science, and Technical Subjects”에 자국어(영어), 사회,

연계 독서 또는 교과별 독서 연계형 수업 모델 개발을

과학, 기술교과의 학습과 관련한 필수 독서목록을 제시한

위해서라도 사실 정보를 빠른 시일 안에 확보해야 한다.

예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확보해야 한다.

교원 정책과의 연계는 학교독서교육이 교장, 국어교사를

또, 독서교육정책의 기반인 기초연구도 장기계획에 따라

포함한 모든 교과교사, 교수 감독자(supervisors of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국가가 통합·관리하면서

instruction), 사서교사, 미디어 전문가 등이 협력할 때

학교, 연구자, 정책 결정자가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즉, 학교 구성원

체계를 구축한다면 독서 격차(reading gap) 해소 등

모두가 독서교육에 관한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출 수

학교독서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과제 개발은

있도록 교원의 양성·임용·연수 시스템을 보완해야

교육개발 2011 겨울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인성 함양을 위한
학교독서교육정책의 성과와 발전 과제

하기 때문이다. 그 방향은 모든 교과교사가 학생독자의

영상세대의 독서양상, 구어 이해력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독서목적이 ‘정보 획득’, ‘설득’,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

사회의 변동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표현’ 등으로 다양하고,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발달,

학생의 독서(읽기)능력 실태 등에 관한 연구를 보완한다면

인지발달, 독서의 인지적 과정, 독서 교수·학습 지식,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텍스트 유형별 구조 및 특징에 관한 지식 등과 실제의

둘째, 독서 텍스트에 관한 연구이다. 즉, 독서 텍스트의

독서지도 능력을 갖출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범위·질·난도(Complexity) 등에 관한 연구이다. 텍스트

하지만 예를 들어 ‘임용시험’의 반영 및 권장, 교원의

의 범위 연구의 예로는 학년별(또는 수준별) 텍스트 유형,

독서 역량 개발을 위한 “교사독서교육연구회” 등의 정책

문화, 시대에 관한 연구를, 텍스트 질 연구의 예로는

수단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임용정책과

텍스트의 의미·구조·언어의 명료성, 텍스트 이해에 요구

관련하여 미국의 뉴욕 주의 임용시험이 교과내용의 교수

되는 지식 등에 대한 연구를, 텍스트 난도 연구의 예로는

능력 평가와 읽기, 쓰기, 수학능력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텍스트의 구조, 문장 등 읽기 쉬움(readability)의 측정

점을 좋은 참조가 될 것이다.

변인에 관한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현직 연수 과정에 독서교육 관련 강좌를 필수로

셋째, 독서능력수준의 진단 연구이다. 미국은 2년 주기로

개설·운영하는 문제를 정책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도 있다.

학생들의 독서능력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독서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평가가 있는데

4. 과학적인 기초연구 성과를 반영한 정책의 계획과 집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학업성취도평가이다. 그
런데 이 평가는 국어 학력을 평가 하는 데 목적이 있지 독서

학교독서교육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집행 수단은

능력의 평가가 목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에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초연구성과를

시행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반영하여 마련할 때 보다 강력할 수 있다. 이들 기초연구는

128,153명, 중학교 2학년 학생 177,166명, 고등학교

독서교육, 독서 텍스트, 독서능력수준 진단, 독서 텍스트와

2학 년 학생 122,132명이 해당 학년에서 성취해야 할

과제(task)와의 연계 등의 범주로 분류하여 장기계획을

독서능력이 부족하다는 보고는 이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세워 추진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제기 하고 있다. 이 범주의 연구를 독서에 관한 연구와 독서

첫째,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이다. 그 예로는 독서교육

텍스트에 대한 연구 등과 연계한다면 학생의 독서능력을

교사의 역량 강화 요건, 독서의 동기와 태도에 영향을 미치

타당하게 평가는 방안과 독서능력의 부족 원인을 찾는 데

는 개인·환경요인,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독서행위의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징, 인쇄 매체의 독서능력과 디지털 매체의 독서능력의

넷째, 독서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독자·과제·

상관관계, 독서와 인간·언어·인지·사고·성격·사회성

인지 변인에 관한 연구이다. 독서능력은 독자·과제 변인

과 도덕성 발달과의 관계, 독서와 인성형성 및 함양의

이 연계되어 독서에 몰입할 때 효과적으로 향상되고 평생

전략, 독서와 학업 성취도의 관계 및 영향 요인, 독서교육의

동안 갈고 닦아도 완성의 단계가 없는 특수 능력이다. 독자

내용, 읽기 동기의 개발과 유지, 읽기능력 진단, 독서 치료,

변인과 관련된 연구로는 독서 동기, 지식과 경험 등에 관한

읽기 부진 원인, 난독(desultory reading/dyslexia), 독서와

연구, 과제 변인과 관련된 연구로는 독서의 목적, 부과

심리치료, 텍스트 난도 측정기준, 매체환경의 변화와

과제와 질문 등에 관한 연구, 인지 변인과 관련된 연구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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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현장
어휘력, 배경지식 활성화, 독서 텍스트의 내용지식,

하는 모든 주체가 협력할 때 비로소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이해(comprehension)전략 등에 관한 연구를 그 예로 들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독서는 독자가 텍스

수 있다. 이들 연구의 목적은 학생독자의 독서능력 향상에

트의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에

두고 독자·과제·인지 변인이 연구를 연계하여 설계하면

대한 지식, 텍스트의 주제에 관한 지식, 사회 문화 지식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등을 동시에 동원해야 하는, 복잡하고 목적 지향의 사회
문화, 인지, 언어의 과정이자 문자 언어 텍스트의 이해
과정(comprehension process of written language

Ⅴ. ‘글 읽는 교육’과 ‘글 쓰는 교육’을
지원하는 학교독서교육정책

texts)이라는 점, 학생의 독서능력은 학교의 모든 교사가
독서 교사가 되어 각 교과의 교수·학습과 학습평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자원과 최대한

학교독서교육정책의 목표는 학생독자가 문자언어
텍스트를 분석·해석·평가하여 창의적이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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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할 때 향상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식과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과 감동,

끝으로, 학생독자의 독서능력은 모든 교과의 학습과

오락의 제공을 통한 인격적·정서적 반응으로서 인성을

평가과정을 학생이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교육의 과정으로

형성하여 수준 높은 평생 독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운영할 때 효과적으로 향상시켜 줄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과학적인 기초 연구 성과에 근거하여

학교독서교육정책이 뒷받침해 준다면 정부가 지금까지

정책 집행 수단을 마련하여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조성한 독서 친화적 학교 환경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독서

이것이 “창의·인성교육 기본 방안(2009.12.)”과 연계하여

능력과 교과 학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가치 관을 형성해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인성함양을 위한 초·중등 독서

가는 창의·인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활성화 방안(2011.7.4.)”의 정책 취의에도 부합한다.

학생독자가 문자언어 텍스트를 분석·해석·평가하여

그러나 현실은 학교독서교육정책 계획에 필요한 기초

창의적이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교실, 그

자료가 절대 부족할 뿐더러 부정확하며, 교육과정, 교과서,

것이 진정한 교실의 모습일 것이다.

교수·학습, 평가, 교사 등 정책 환경 또한 충분하지가
않다. 이들 문제는 학교독서교육정책의 지향과 과제에
제시한 사항을 참고하여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10년
추정 초·중·고등학생 총 6,898,930명 모두가 학교
독서교육의 혜택을 받는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독서 격차(reading gap)와 이로 인한
학력 격차 문제, 사교육비 경감, 급격히 전개되고 있는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는 사회 통합 정책의 구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독자의 독서능력은 단기간에 향상되지 않는 능력
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학교 교육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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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인성 함양을 위한
학교독서교육정책의 성과와 발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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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충남 공주 효포초등학교

‘사랑으로 꿈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
충남 공주 효포초등학교
글_장철순 | 효포초등학교 교무부 부장교사

신공주대교를 지나 새로 확장된 공주-논산 간 23번 국도를 달리다 보면 육교 오른편으로 새로 리모델링된 작고
아름다운 농촌학교를 만나게 된다. 농촌학교 답지 않은 세련된 색채와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은 건물들이 돋보이는
효포초등학교(교장 최종현). 그곳엔 소중한 꿈을 키워가는 꿈나무들이 있다.
공주시 신기동에 위치한 효포초등학교는 전교생이 80여 명인 7학급의 소규모 농촌학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출산과
이농현상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폐교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학교장의 확고한 경영철학과 교직관에 바탕을
둔 특색있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가보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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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사랑으로 꿈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를 위한 교육환경 리모델링사업의 추진으로 교육시설과 기자재가 잘 구비돼
다른 학교 학생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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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사랑으로 꿈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 충남 공주 효포초등학교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도 2006년부터 4년 연속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표창을 받을
만큼 질적으로 수준이 높으며, 학부모,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와 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해
효포교육의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다.
효포초등학교는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결손 가정이 많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학교교육의 역할과 영향이 큰 만큼 학교장과 선생님들은
학교를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주5일 수업제 운영학교,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학교로
지정받아 꿈나무들이 ‘창의·인성·재능이 조화를 이룬 행복한 효포 으뜸이’로 자랄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있다. 그 결과 2011년 학교 교육과정 운영평가에서 ‘충남 최우수학교’로 선정돼
다른 학교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일이 최근 부쩍 늘고 있다.

Rainbow 3-UP 효포교육
효포초등학교에서는 ‘2011학년도 Rainbow 교육과정’을 편성해 학생들의 전인발달과
성장을 위한 ‘3-UP 교육활동’을 [그림 1]과 같이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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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쑥 ! 교과 교육과정
·기초, 기본 창의 글쓰기 (국어 증배 10시간)
·기초, 기본 놀이체험 수학 (수학 증배 10시간)
·기초, 기본 영어다지기 (영어 증배 5시간)

인성-UP

학력-UP
인성, 학력, 특기를 높이는
3-UP Rainbow교육과정
특기 쑥! 방과후학교

체험 쑥 ! 창의적체험활동
·각 학년 현장체험학습 활동 (전일제 행사)
·창의적체험활동/재량 특별통합 (통합 18시간)
·지역·자원연계 체험활동 (총 500시간)

특기-UP

·전교생 참여 방과후학교 운영(태권도, 사물, 댄스)
·특기적성프로그램 운영(주당 총 23시간)
·돌봄교실 운영 (1일 5시간), 공부방(1일 3시간)

[그림 1] 효포초교의 3-UP 교육활동

‘3-UP 교육활동’은 인성, 학력, 특기를 높이는 활동이다. ‘인성-UP 교육활동’으로
나눔과 배려를, ‘학력-UP 교육활동’으로 기초·기본이 튼튼하고 알찬 학력을, ‘특기-UP
교육활동’으로 특기를 갖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고 있다. 창의·인성의 기본을 다지는 다양한
3-UP 교육활동으로 21세기형 스마트학생을 기르는 행복한 배움터가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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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 효포초등학교

3-UP Rainbow 교과 교육과정의 편성
교육과정은 주제와 교과를 통합, 재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확보된 시간은 주제별 증배, 학급 특화활동 등에 융통적
으로 편성해 운용하고 있다. 또한,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목적

기초·기본
교육과정 강화

재구성
방안

근거

기초·기본 학습 능력 향상으로 창의 기본 튼튼! 인성 튼튼!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및 주제통합, 교과통합 활동을 통한 재구성
•교과전문성 및 심화를 위한 블록타임제 운영
•교육과정 운영시간의 탄력적 운영(방과후학교 3교시 후 실시)

창의 기본 튼튼
인성 튼튼

•2010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결과 설문 분석(기초 기본 80% 요구)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및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의견 수렴
•국가, 사회적 요구 반영(학교자율화 방안, 학력향상 등)

[그림 2] 3-UP Rainbow 교과 교육과정의 목적 및 근거

88

다양한 교육활동 전개, 바른 품성이들의 변화
효포초등학교에서는 ‘바른 품성 5운동’을 가정과 연계해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해 사랑, 나눔, 배려의식을
함양하고 있다. 특화활동으로 ‘효포 Rainbow 인증제’와 연계해 ‘효포 Rainbow 생활본’을 제작·활용하여 바른 품성이들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바른 품성 함양을 위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신학기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고 기본생활 습관을 익히도록 하기 위해
3월 첫째 주 8시간을 학급, 학교 규칙 익히기 등의 기본학습 훈련시간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효포 어울림 한마당’을 통한 부모공경 및 봉사실천 등 전통문화 및 예절교육을 실천하는 벨트형 체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을 창의·인성 재량시간으로 편성해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함께하는
교내·외 다양한 바른 품성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월 급식 우수, 학기별 ‘Rainbow 효포 생활본’ 기록 우수,
독서기록장 우수, 바른 글씨 우수, 컴퓨터 타자 우수 등 다양한 칭찬 시상제의 운영으로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고 있다.
둘째, ‘바른 품성 아침활동’과 ‘방과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아침 활동 시간은 조회시간으로 의식행사,
계기교육을 통한 나라사랑하기 실천, 훈화 경청 태도를 통한 질서 지키기, 칭찬하기 등의 덕목을 습관화 하고 있다. 또,
화요일은 6학년을 시작으로 주 1회 학급별 아침 교내 청소를 통한 봉사활동을 실시해 봉사에 대한 기쁨을 느끼며,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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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나라사랑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리고 오전 ‘방과후 활동’ 시간에 4-6학년 남학생들은
사물놀이를 배워 우리 가락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1-3학년 학생들은 우리나라 전통무예인
태권도를 익히면서 심신을 단련하고 있다.
셋째, 바른 품성 실천을 위한 외부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학구 내에 있는 마을회관
과의 협약체결로 마을회관을 학생들의 방과후 학습장소로 이용하고, 학생들은 마을회관
청소 및 어른 공경하기를 실천하고 있다. 왕촌어버이집, 소망공동체 등 외부 봉사기관과의
협약체결로 학생들의 어른 공경하기와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나보다는 남을,
웃어른을 배려하고 공경하는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고 있다.
넷째, 바른 품성 내면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학생들이 우측통행 및 교통질서
의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복도에 신호등과 횡단보도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복도 및
현관에 ‘바른 품성 5운동’ 홍보자료를 게시함으로써 바른 품성 생활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다섯째, 칭찬 쿠폰 발급으로 바른 품성을 생활화하고 있다. 학급별로 매일 한 명씩 선정된
바른 품성 학생에게 교장선생님이 칭찬쿠폰을 주고 있다. 칭찬쿠폰은 매주 목요일 간식으로
선생님이 직접 구워주는 붕어빵 2개와 교환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다. 학생들에게
바른 품성을 몸에 익히고 생활화하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 호응도가 높으며,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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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꿈과 실력을 키우는 방과후학교
효포초등학교는 전교생이 80여 명이 안 되는 소규모 농촌학교지만 21개나 되는 알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모두가 참여하고 다양하게
배우며 언제나 즐거운 교육”을 모토로 학생들의 꿈과 실력을 키워가고 있다.
학기 초 오전수업 중간(3교시 후)에 방과후 시간을 편성해 전교생이 모두 참여하는 태권도
와 방송댄스, 사물놀이, 미술,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학력증진을 꾀하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오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절감을,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끼를 발산하고 알찬 실력을 쌓을 수 있게 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다양한 학생들의 보육을 책임지고 다양한 학습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생활과학교실, 생물과학교실, 무용, 축구, 예쁜손글씨 쓰기(POP), 피아노, 보육교실 등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연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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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있어 대부분 수강료가 무료이며, 질 또한 높다.
효포초등학교는 지리적으로 시내와 멀어 학원수강이나 다른 사교육을 받기 힘든 학생들을
위해 학구 내 마을회관과 협약을 체결, 마을 속 공부방 6곳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보육은 물론,
학습 및 문화체험,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초 탄탄! 실력 쑥쑥!
‘기초를 탄탄하게 하여 실력을 기르자.’ 이는 효포초등학교 학력증진의 슬로건이다. 효포
초등학교는 시내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외부 교육환경의 접촉이 적을 뿐 아니라,
학부모들 또한 대부분 생계유지에 바쁜 탓에 학생들의 학력을 학교에서 책임져야만 한다.
이에 효포초등학교에서는 다양한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
매주 월요일 방과후 시간 때 진행되는 수준별 교과캠프는 담임교사가 1주간 지도를
해주고, 부족한 교과내용을 맞춤형으로 보충시켜 주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상·
중·하 그룹 수준별 관리로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교과부진 지도 및 기초학습 관리로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주고 중·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심화된 과제부여로 실력을 쑥쑥 길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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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 아니라 주말집중캠프를 운영,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6학년 학생 중 학습이 부진한
학생을 지도해 상급학교로 진학해 학습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학습부진
재지도 뿐만 아니라 창의력 신장 중심의 문제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해 학생들이 학습에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방학 때마다 진행되는 학력캠프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학습부진 요소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문제해결력 및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지도를 함으로써 단순학습을
넘어서 창의인재를 기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학교 특색사업인 ‘효포 rainbow 인증제’에 학력항목을 설정하여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독려하고 있다. ‘개인 성취목표 도달하기’, ‘학년말 성취도 평가 (지필) 90% 이상 도달하기’
등으로 단순히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 뿐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향해 노력한 학생에게도
학력을 인증해줌으로써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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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공부하자 아이들이 달라졌다’
공교육의 희망 써내려가는 경기 시흥 장곡중학교
글_강윤주 | 한국일보 기자

수업개혁 나서다
툭 하면 무단조퇴를 일삼던 A군(16)은 요즘 몰라보게 달라졌다. “학교가 싫다.”며 뛰쳐나가던 버릇은 사라지고 수업시간
내내 꿋꿋이 자리를 지킨다. 엉뚱한 소리로 딴죽을 걸며 수업을 방해하기 바빴던 B양(15)도 이제는 잡담하는 친구들을
먼저 나서 훈계할 만큼 공부에 재미를 붙였다.
한때는 문제아였던 이 아이들이 모범생으로 바뀐 것은 수업이 재밌어졌기 때문이다. 수업 개혁에 나선 경기 시흥의
장곡중학교 교사들은 “교사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니 공교육이 늘 그대로인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수업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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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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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력 배치해 공문업무 전담… 교사들 수업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장곡중학교의 수업개혁은 지난해 3월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학교는 우선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
시켜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힘썼다. 행정인력 3명을 배치해 교사들의 잡다한 공문업무를
전담시켰다. 지난해 상반기 전체 공문 3,508건 중 97.2%에 달하는 3,409건을 행정업무 전담팀이 처리했고, 교사들은
수업연구와 생활지도, 상담에 그만큼 시간을 쏟을 수 있었다. 장곡중학교의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까지
행정업무전담인력을 도내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교육지원실을 신설하기로 발표하기도 했다.

‘잘 가르치는 수업’에서 ‘잘 배우게 하는 수업’으로 수업철학 변화 꾀해
장곡중학교은 수업철학에도 대대적인 변화를 꾀했다. 그간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는 수업’ 고민에만 골몰했다면, ‘아이
들이 잘 배우게 하는 수업’으로 관심을 옮겼다. 이경숙 연구부장 교사는 “수업기술이 아무리 뛰어난 교사 밑에서 배우는
아이들이라도 모두 공부를 잘 하지는 않지 않냐. 우린 한 명의 학생이라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수업을 만들고자
시야를 좀 더 넓혔다.”고 말했다.
장곡중학교가 ‘잘 배우게 하는 수업’으로 제시한 개념은 바로 협동수업이다.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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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끼리 조별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사토마나부 도쿄대 교육학과 교수가 처음 고안했고, 우리나라에는 ‘배움의
공동체’라는 수업연구모임의 소개로 2001년 전파됐다. 이우학교, 성미산학교 등 대안학교에서 처음 시작됐고, 현재 전국
100여 개 학교, 1,000여 명의 선생님이 협동수업을 실험하고 있다.
협동수업의 특징은 크게 3가지가 꼽힌다. 우선 교실의 자리배치. 일렬로 세워진 아이들의 책상을 4개씩 붙여놓는다.
이경숙 교사는 귀찮다고 책상을 걷어차며 반항하는 아이가 있었지만 “너로 인해 다른 친구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단호하게 알려주며 동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창의적으로 수업을 디자인하는 것. ‘목표-달성-평가’로 이뤄지는 계단형 교육은 다량의 지식을 축적하는
데 용이할 뿐 창조성을 키우는데 함량미달이다. 대신 ‘주제-탐구-표현’을 중시하는 등산형 교육을 통해 다양한 배움을
쌓을 수 있다. 여기선 아이들의 참여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 조별 토론과 발표는 기본이고 역할극, 실험 등 다양한 형식을
시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동수업은 동료교사에게 수업을 보여주고 공유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교사 역량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여느 공개수업과 달리 협동수업에서는 배움의 실상을 살피는 데 중점을 둔다.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고 겉도는 아이는
없는지, 아이들이 어떤 지점에서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등이 평가대상이다. 박현숙 교육혁신부장 교사는 “20년 간 혼자
가르칠 때보다 수업을 공개하면서 성장한 부분이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손가영 영어과 교사도 “임용고시를 통과한
후엔 공부하는 노력을 게을리 했던 것 같다.”며 “요즘은 하루하루가 도전이고 긴장이다. 수업준비가 부실하면 아이들이
바로 눈치채기 때문에 큰 책임감을 느끼며 수업에 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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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교과서 대신 새 참여형 교재 사용
장곡중학교의 수업시간은 여느 학교처럼 필기와 강의로 이뤄지지 않는다. 영어시간에
교과서는 웬만하면 들추지 않는다. 대다수 아이들이 학원에서 한번씩은 다 훑어본 내용이라
관심을 자극할 수 없기 때문. 대신 교사들은 해당 단원의 키워드를 뽑아 완전히 새로운
교재를 만든다. 주제가 ‘Hero’이면 기부천사로 잘 알려진 가수 김장훈 관련 기사를 소개하고
우리 시대 영웅의 의미를 토론한다. 손가영 교사는 “모든 학생들이 난생 처음 보는 교재를
만들려고 공을 들인다.”고 말했다. “4명이 1조가 돼 수업하는데 한 명이라도 ‘다 아는
내용’이라며 시큰둥하면 모르는 옆 친구들이 위축돼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놓아버리기
때문”이다.
시험문제에도 아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다. 영어단어 중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찾아보라는 과제를 던졌을 때 아이들이 내놓는 답은 다양하다. “형태가
일정치 않고 추상적인 단어는 불가산”이라며 학원식 정답을 외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뭉크러지기 쉽고,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불가산”이라고 독창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아이도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대답한 표현을 그대로 시험문제 보기에 넣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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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또 다시 학생들의 수업참여가 활발해진다. 이밖에 일부러 어려운 수준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도 학생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중 하나다.

교사들끼리 수업평가도… 학업성취 보통 이상 학생비율 1년 만에 9%p↑
결과는 놀라울 정도다. 가장 먼저 학생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공부에 흥미가 없었다는
김모(16)군은 “친구들과 조별로 토론하는 협동수업에선 모르는 게 있어도 부끄럽지 않다.
공부 잘하는 애도 틀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분위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성적도 결실을 내고 있다. 수업개혁을 시행하기 전인 2009년
과 후인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비교해 보면 보통 이상 학생비율이
64.3%에서 73.3%로 9%포인트나 상승했다. 기초학력, 기초미달 학생은 각각 3.8%, 5.2%
씩 줄었다.
미심쩍어하던 학부모들도 이제는 마음을 놓는 분위기다. 학부모 정재란씨는 “엄마들
사이에서 ‘협동수업했다가 공부 잘하는 애들만 손해 보는 것 아니냐, 입시 경쟁력이 떨어지
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았지만 아이들이 좋아지는 걸 확인하니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외고 진학을 희망하는 정씨의 아이는 지난달 2년 넘게 다닌 종합반 학원을 아예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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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부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아이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다. 정씨는 “협동수업을 통해
잘 모르는 친구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주면서 아이의 배움이 더 탄탄해진 것 같다.”고
뿌듯해했다.
장곡중학교는 수업개혁 뿐 아니라 학생자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아이들의 의견을
경청해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만드는 것. 각 학급회의에서 토론한 안건을 학생대표
대의원들이 취합해 논의하는데, 이 회의를 전체 학급에 생중계하고 피드백을 받는다. 이런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지난해 두발 길이 제한을 없애는 안건이 통과됐다. 학생회장 선거도
교사들은 최소한의 보조적인 역할만 하고 모든 진행을 아이들에게 맡긴다.

학생부 없애고 ‘학생자치부’ 신설
장곡중학교엔 학생부도 없다. 생활지도뿐 아니라 학생자치를 돕자는 취지로
‘학생자치부’를 신설했다. 이경숙 연구부장 교사는 “지금까지 생활지도는 교사와 학생의
갈등만 키워왔다. 생활지도는 학급단위에서 진행하고 학생자치부에선 학생들의 자치능력과
창의력 등을 계발하고 더 나아가 학생복지와 인권을 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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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했다. 생활지도가 어려워질 것이란 주변의 우려와 달리 장곡중학교의 학생 선도와
폭력 비율은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박현숙 교육혁신 부장 교사는 “혁신학교는 거창한 게
아니라,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 또 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자치로 운영되는 학교, 장곡중학교는
그렇게 공교육의 희망을 써 내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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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장(名匠) 프로젝트…학생들이 웃었다’
인천 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글_이상미 | 한국교육신문 기자

전자·통신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인천전자마이스터고의 수업시간. 학생들이 조를 이뤄 ‘LED 제어 회로를
통한 밝은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다. 이 수업은 교과목과 창의·인성 교육을 연계한 것으로 학생들은 LED
제어 회로를 이용해 부모님께 선물할 생활용품을 구상했다.
옆 반에서는 도어록(door lock)을 이용한 프로젝트 수업이 한창이다. 도어록에 다양한 기능을 넣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수업이다. 조별로 아이디어도 각양각색. 휴대폰 블루투스 기능을 접목하는가 하면 패스워드를 잊기 쉬운 어른들을 위한
도어록을 만들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기도 한다. 학생들은 프로젝트 수업 동안 수행한 전 과정을 프로젝트를 끝내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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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프로젝트 수업, 경진대회 대거 입상
학생들이 이처럼 색다른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인천전자마이스터고에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수업은 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된다.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수업 덕분에 학생들은 최근 다양한 경진대회에
대거 입상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직업기초능력경진대회’에서는 하나래 학생이 대상,
8명의 학생이 입상을 한 데 이어 ‘2011 인천기능경기대회’에서는 출전한 전 종목(6개 직종)
에서 상을 받았다. 이 밖에도 ‘로봇올림피아드 한국본선대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제57회 과학전람회’ 등에서도 수상했다.
인천전자공고에서 마이스터고로 지정돼 개교한 지 2년, 취업률 100%를 목표로 88개
회사와 산학협력 협약을 맺는 등 학교구성원 모두가 마이스터고의 성공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온 값진 결과다.
결실은 학생들의 취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9명의 학생이 졸업 후 삼성전자에
채용되는 장학생으로 뽑혔다. 선발된 학생은 앞으로 2년간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고
방학 때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 인턴으로 근무해 현장경험을 쌓아 졸업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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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채용된다. 그리고 해외 기업 취업을 위한 발판도 마련돼 9월에는 10명의 학생이
4개월간의 일정으로 캐나다 기업에 해외 인턴십을 떠났다.

산업체 수요에 따른 철저한 맞춤교육
학생들이 이처럼 기업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은 ‘바른 인성을 갖춘 산업수요의 맞춤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인재유형별로 정확히 학생 수까지 정해 맞춤교육을 해온 성과다.
학생들은 진로·적성 검사를 통해 글로벌 인재형(해외기업), 기술 인재형(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능인재형(대기업·공기업), 창업인재형(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나눠 철저하게
1학년 2학기부터 맞춤교육을 받는다.
김태민(50) 교감은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필요한 인재 수요를 미리 알고 그에 맞게
교육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꿈꿀 수 있고 목표의식이 생겨 더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이스터고 지정 이전인 인천전자공고 때부터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했던 것은
아니다. 박영조(58) 교장은 “인천전자공고 시절 중학교 내신 성적이 하위 10% 수준의
학생들이 들어왔다.”면서 “마이스터고로 전환된 지난해에는 상위 35%대 학생이 입학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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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상위 25%대로 기준선이 더 높아졌다.”고 했다.
우수한 학생들이 인천전자마이스터고를 선택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제반 여건이 좋아지자 가르치는 교사들도 신이 났다.
오승준(51) 교사는 “기존의 전문계고에서는 납땜 수준의 아주 기초적인 직업교육을 했지만
지금 학생들은 모두 전문대졸 이상의 기술수준을 갖추고 있다.”면서 “교사보다 훨씬 뛰어난
학생들도 있어 가르치는 교사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17년 교직생활
동안 이처럼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힘을 실어준 전례가 없었다.”면서
“학교 본연의 목적에 맞는 교육을 하고, 실질적인 취업이 가능하게 되면서 교사, 학생, 학교
모두 신바람이 난다.”고 했다.

‘명장양성’으로 전문성 높이고, ‘글로벌 인재양성’으로 꿈 키워
학교를 특성화하고 학생들의 실력을 키우는 데는 명장 양성 프로젝트,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젝트, 창의·인성·감성 프로젝트 등 세 가지의 학교 특색사업도 한몫을 했다.
인천마이스터고의 자랑인 명장 양성은 8개 분야의 ‘영마이스터 양성 프로젝트(MDP·
Meister Development Project)’로 일주일에 3일,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 선생님의 지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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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을 통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공 교육(MDP)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력과 전문성을 쌓아 마이스터를 만드는 프로
그램으로 학생들의 실력이 월등히 높아진 비결이라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이다.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젝트는 해외 취업과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영어교육
에 집중했다. 방학을 이용한 필리핀 어학연수, 시사영어사와 연계한 사이버 토익 프로그램
운영, 유럽 3개국을 탐방하는 기술영재 직업교육탐사대 활동 등이 진행됐다. 특히 ‘기술영재
직업교육탐사대’는 참가학생들에게 확실한 동기부여가 됐다.
삼성전자 장학생으로 선발된 민예성 학생(2학년)은 “폴리텍대학 진학을 목표로 마이스
터고에 왔지만 막상 학교를 다니면서 생각이 달라졌다.”면서 “명장 양성 프로젝트로 전공인
임베디드시스템을 심도 있게 공부해 자신감을 쌓았고 겨울방학 동안 유럽 3개국을 방문한
기술영재 직업교육 기관탐색으로 글로벌 기업 입사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됐다.”고 했다. 그는
“마이스터고에 진학해 이런 기회들을 얻은 것에 너무 감사한다.”고 말했다.
역시 삼성전자 입사가 결정된 김수현 양(2학년)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꼼꼼히 따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마이스터고에 진학하길 잘한 것
같다.”면서 “삼성전자 입사에 그치지 않고 실력을 키우기 위해 더 많이 배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다.

Educational Development + 2011 Winter

현장르포
인천 전자마이스터고

창의·인성 갖춘 인재양성이 목표
인천전자마이스터고가 다른 학교와 차별화되는 것은 학생들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효 실천 프로그램 선도학교, 창의·인성 모델학교로 다양한 봉사활동과 함께
인성교육을 프로젝트 수업에 접목하는 등 교육 전반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해왔다. 또
창의·인성·감성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며 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교장은 “기업에서는 좋은 인성을 갖춘 인재를 원한다.”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은
현장교육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훌륭한 인성은 어릴 때부터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녀의 마이스터고 진학을 못 미더워하던 학부모들도 이제는 교육과정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2학년 김한 학생 학부모 박수란(47)씨는 “인문계고에 진학한 다른 아이들이
공부에만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필리핀 어학연수,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 등으로 사교육
없이도 적성을 찾고 실력을 쌓아 취업까지 할 수 있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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