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표지 최종.indd   1 2012.12.21   8:33: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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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학생들이 ‘스펙’만을 위해 대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스펙’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리더십과 열정, 꿈, 바른 품성들이 학창시절

에 쌓아야 하는 것들일 텐데, 이런 경험을 쌓기에는 아직 교육여건이 미비한 듯 합

니다. 이를 위해 재단에서는 사회지도층 멘토의 지혜와 성공경험을 공유하는 ‘지도

자급 멘토링’과 초·중·고생과 지식을 나누는 ‘대학생 지식봉사’를 통해 인재육성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재단이 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 사업 등 고유업

무 외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경숙 이사장은 

이어, 줄곧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과 관련, “정부는 적극적으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실제로 소득계층별로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

다”면서 “정책에 대한 체감온도는 학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낮추기 위

해 한국장학재단은 수요자의 요구를 미리 읽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그에 맞는 새

로운 사업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숙 이사장은 또, “최근엔 고등교육 재정분야의 SSCI급 학술지 발간을 준비하

고 있다”며 “이쪽 부문의 세계적 권위지를 만들어 국내외 석학들의 논문을 게재하

면 학자들의 창구랄까 만남의 장도 되고, 좋은 글은 정책으로 반영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이 지난 12월 18일(화) 서울 남대문로에 

있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실에서 이경숙 이사장을 만나 재단이 하고 있는 일들과 

성과, 그 동안의 소회, 향후 계획, 대학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요즘 대학생들 ‘스펙’에만 열중, 안타까워…
 리더십·꿈 일구고, 바른 품성 쌓아야”

“등록금 부담 낮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 기울여…
 고등교육 재정분야 SSCI급 학술지 발간 준비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대담-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Power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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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원장 : 요즘 근황은 어떠십니까.

이경숙 이사장 : 최근엔 고등교육 재정분야의 SSCI급 학술지 발간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쪽 부

문의 세계적 권위지를 만들어 국내외 석학들의 논문을 게재하면 학자들의 창구랄까 만남의 장

도 되고, 좋은 글은 정책으로 반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국학자들을 보드맴버로 많이 참여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교육개발원도 등재학술지 <한국교육>을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재단과 MOU를 체결해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하고 있는 만큼, 학술지 발간

에 있어서도 서로 협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태완 원장 : 11대 국회의원, 13-16대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내시고, 2009년 5월부터 한국장학재단 초대 이사장을 맡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소회랄까, 지난 시간을 회고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경숙 이사장 : 각각의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대학총장을 하면

서 교수 등 대학 구성원들과 저의 미래 비전, 꿈이 궤를 같이하고 공유되면서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함께 이뤄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과 현실적인 고민과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그들의 꿈과 희망을 같이 일구어 나간 시간들이 보람 있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

었습니다. 그 때의 경험과 비전이 재단에 와 일을 하면서 도움이 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김태완 원장 : 15년 간 총장으로 몸 담았던 숙명여자대학교를 떠나 한국장학재단의 초대 이사장

으로 3년 6개월 동안 재단을 이끌고 계신데, 대학총장으로서 학교에서 했던 일과 현재 재단에서 

하고 계신 일은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는지요.

이경숙 이사장 :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해주고, 사회에 나가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역

량과 리더십을 길러주는 면에서 대학과 재단의 일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학

은 가르침과 연구에 기조를 두고 있고, 재단은 돈이 없어도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금융분야의 일이 고유업무인 것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완 원장 : 요즘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이 커서 공부하기가 힘들고, 졸업을 해도 취업하기가 

어려워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이 커서 공

부하기가 힘들고, 졸업을 해도 취업하

기가 어려워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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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숙 이사장 : 재단에서는 학생들이 돈 걱정하지 않고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

자금 지원과 장학금 지급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자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멘토링제

도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CEO 300분을 멘토로 모시고 1:8 정도로 해서 약 2,500명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취업준비뿐 아니라 인성을 기르고 리더십을 개발하는 쪽의 롤모델 역할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대학생 기숙사 수용률

이 18%입니다. 서울은 9%로 더욱 열악하죠. 학생들이 먹고 자며 공부할 데가 없어 찜질방, 고시

원, 쪽방 등을 전전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완 원장 : 한국장학재단은 정부가 장학금사업 단일 창구를 만들기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등의 사업을 통합해 만든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어떤 곳이고 무

슨 일을 하는지요.

이경숙 이사장 : 한국장학재단은 말씀하신 기관 외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사업 

기능까지 통합해 2009년에 설립됐습니다.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학생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사업을 하고 있으며, 미래 인재 양

성을 위한 인재육성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태완 원장 : ‘의지와 능력이 있는 데도 돈이 없어 공부를 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

겠다’는 국정철학이 재단설립의 큰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학업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형편이 안돼 꿈을 일구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제도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경숙 이사장 :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에는 장학사업과 학자금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장학사업으로는 크게 분류하면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성적 우수 장학금’과 소득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복지 장학금’

이 있습니다.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국가장학금 

I, II유형은 ‘복지 장학금’에 속합니다. 그리고 학자금대출사업은 3.9% 금

리가 적용되고 있는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제)과 ‘일반학자금’을 통

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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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돈 걱정하지 않고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과 장학금 지급을 많이 확대하고 있

습니다. 학자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

라 멘토링제도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

습니다. CEO 300분을 멘토로 모시고 

1:8 정도로 해서 약 2,500명에게 도

움을 주고 있어요. 취업준비뿐 아니라 

인성을 기르고 리더십을 개발하는 쪽

의 롤모델 역할이 되도록 하고 있는

데,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

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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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원장 :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 지급 외에 다양한 인재육성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재육성 측면에서 이사장님의 철학과 비전, 재단이 하고 있는 일

들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숙 이사장 : 요즘 대학생들이 ‘스펙’만을 위해 대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

이 듭니다. ‘스펙’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리더십과 열정, 꿈, 바른 품성들이 학창시절에 쌓아야 

하는 것들일 텐데, 이런 경험을 쌓기에는 아직 교육여건이 미비한 듯 합니다. 이를 위해 재단에

서는 사회지도층 멘토의 지혜와 성공경험을 공유하는 ‘지도자급 멘토링’과 초·중·고생과 지

식을 나누는 ‘대학생 지식봉사’를 통해 인재육성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태완 원장 : 한국장학재단이 지난 5월 창립 3주년을 맞았습니다. 재단 출범 이후 이룬 그 동안

의 주요 성과와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고민이나 현안도 없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전망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숙 이사장 :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많

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시각에서 만들어낸 제도가 2010년부터 실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이른바 ‘든든학자금’입니다. 대출 받은 학생이 재학 중에도 매월 대출 이자를 갚

아야 하고, 졸업 후 취업이 안되어 소득이 없어도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매월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점을 크게 개선한 제도입니다. 졸업 후에도 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원리금 상환이 유예

”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 지급 외에 다

양한 인재육성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

재육성 측면에서 이사장님의 철학과 

비전, 재단이 하고 있는 일들과 앞으

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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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대학생들이 ‘스펙’만을 위해 대학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생

각이 듭니다. ‘스펙’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리더십과 열정, 꿈, 바른 품성들

이 학창시절에 쌓아야 하는 것들일 텐

데, 이런 경험을 쌓기에는 아직 교육

여건이 미비한 듯 합니다. 이를 위해 

재단에서는 사회지도층 멘토의 지혜

와 성공경험을 공유하는 ‘지도자급 멘

토링’과 초·중·고생과 지식을 나누

는 ‘대학생 지식봉사’를 통해 인재육성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되기 때문에 학업과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올

해 든든학자금은 전체 대출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러한 ‘고객 중심’의 마인드를 통해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상품들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태완 원장 : 한국장학재단은 직원들 사이에 토론문화가 형성돼 있어 자발적으로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고, ‘사명서’를 작성해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와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하는 등 남다른 조

직문화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것들도 함께 소개해 주십시오.   

이경숙 이사장 : 한국장학재단만의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재단 사업 성격과 맞는 다양한 

내부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KOSAF 꿈드림 활동과 Smart angels 직

원 지식봉사 활동입니다. 꿈드림 활동은 ‘나눔과 봉사’와 관련된 본인만의 꿈을 계획하여 6개월

간 활동하여 그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조직문화의 응집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Smart 

angels 지식봉사 활동은 직원들이 초·중·고교생에게 직접 학습지도를 하여 ‘재능기부’를 실

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태완 원장 : 최근 관정 이종환교육재단이 현재 8천억 원 규모인 재단기금을 3년 안에 1조 원

으로 늘려 아시아 최대 장학재단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꿈장학재단도 멘토링꿈

장학, 배움터교육지원, 글로벌장학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민간장학재단과

의 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숙 이사장 : 일부 학생 중에서는 장학금을 복수의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등록금을 초과해

서 수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제도의 허점을 방지하고자 한국장학재단이 중심이 되어서 방지 시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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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있었던 설명회에는 150여개 기관이 참여할 정도로 많은 

단체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완 원장 : 반값등록금이 줄곧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도 주요 공약으로 내걸

고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 지급과

도 관련이 있는데요. 반값등록금에 대한 이사장님과 재단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경숙 이사장 : 반값등록금의 핵심은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등록금 부담 완화입니다. 한국장학

재단 설립 후 정부는 적극적으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실제로 소득 

계층별로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책에 대한 체감온도는 학생별로 차이

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낮추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수요자의 요구를 미리 읽고 정부와의 협

의를 통해 그에 맞는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김태완 원장 : 1994년 3월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에 취임, 대학사회가 ‘지성과 학문’이라는 틀에 얽

매여 있을 때 그 틀을 과감히 깨고 ‘경영개념’을 도입해 CEO형 총장으로 캠퍼스를 두배로 늘리

고 교육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의 입장에서, 또 정부나 학생들의 관

점에서 대학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경숙 이사장 : 대학의 경쟁력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교수들

이 연구를 잘해 세계적인 성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갖추어 주고 동기부여를 해

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과 정부는 재정을 잘 확보해 지원해 주고, 실효성 있는 관

련 제도 및 정책을 창안해 운용하며, 평가와 보상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주요국에서는 최근 대

학별 특성화를 통한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대학원 교육의 전문화, 대학 간·대학 내 경쟁 촉

진과 자율성 강화, 대학 지배구조의 개선, 대학 수업방식의 혁신, 대학교육의 국제화 등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

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완 원장 : 재단 안팎에서 많은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신데,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젊음의 비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반값등록금이 줄곧 이슈가 되고 있습

니다. 대통령 후보들도 주요 공약으

로 내걸고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공언

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하고 있는 학

자금 대출이나 장학금 지급과도 관련

이 있는데요. 반값등록금에 대한 이사

장님과 재단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입

니까.

인터뷰.indd   10 2012.12.21   6:41:58 PM



EDUCATIONAL DEVELOPMENT 11

이경숙 이사장 : 저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가능하면 긍

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사람을 만나도 가능한 장점을 보려고 노력해요. 매일 교회에 나가 새

벽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때마다 그날그날 일정에 나와 있는 만날 사람들의 명단을 보고 축복기

도를 합니다. 그러면 좋은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이 제 자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김태완 원장 :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5월 ‘미래한국을 이끌어갈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연구 및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교류·협력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나아가 교육계에 대해 이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바람이나 기대, 제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숙 이사장 : 인재육성, 역량개발 등의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등교

육, 특히 재정분야와 미래교육, 교육지표·지수 개발 분야에서도 협동연구 및 관련 사업을 확

대, 추진했으면 합니다.  

p r o f i l e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1943년 서울 출생.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

았으며, 이후 미국으로 건너 가 미국 마카레스터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수학하였고, 이어 미국 캔사

스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그리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국제

정치 및 비교정치 전공)를 획득했다. 제11대 국회의원(‘81-’85), 숙명여자대학교 총장(‘94-’08), 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09-)을 맡고 있

다. 주요 저서로 <한국과 국제정치(공저)>, <북한 40년(공저)>, <한국외교정책(공저)>, <중국여성연구 

(공저)>, <북한의 여성생활(공저)>, <남북한 사회문화 비교(공저)>,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공저)>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

 반값등록금의 핵심은 학생과 학부모

의 실질등록금 부담 완화입니다. 한국

장학재단 설립 후 정부는 적극적으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

고 있으며, 실제로 소득 계층별로 많

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

니다. 정책에 대한 체감온도는 학생별

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낮추

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수요자의 요

구를 미리 읽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그에 맞는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 나

갈 것입니다.

“

Power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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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의 

10대 핵심교육정책 

과제 제안 1)

글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실 실장

Ⅰ. 들어가는 말

그동안 세계경제를 주도했던 신자유주의체제가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거센 도전

을 받게 되면서, 극심해진 경제적 양극화 해소가 세계 경제

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 또한 경제적 양극화 

심화와 함께 청년층 실업률의 지속적 증가, 저출산 및 고령

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한 미래 성장동력의 저하라는 심

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고

용 확대, 미래 성장동력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정책

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기대와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교육의 측면에서도 갈수록 지식의 생명주기가 짧아지고 

집단지성이 중요해지면서 기존의 지식 전달 위주 교육보다

는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 지식, 인성을 학습자 주

1)  이 글은 필자가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한 ‘미래 한국교육의 발전방향과 전략 : 2013-17년 핵심교육정책 과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내용 중 10대 핵심교육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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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함양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현 교육

제도와 정책의 큰 방향과 틀을 제시한 5.31 교육개혁 이후 

많은 교육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식 암기 위주 교

육과 지나친 학업성적 경쟁으로 인해 야기되는 공교육 부

실화 및 사교육의 성행, 고등교육의 경쟁력 미흡, 계층 간 

교육격차 심화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

다. 특히 최근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학교폭력의 만연과 

그로 인한 학생들의 연쇄자살 사건은 성적 위주 경쟁 교육

의 한계점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외 경제 및 교육 환경 속에서 한국교육은 시

대적 변화와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발전 방향과 전략 수립

을 요청받고 있다. 특히 여야 관계없이 차기정부의 핵심정

책 방향으로 복지 확대와 경제 민주화(양극화 해소 및 고용 

확대 관련)가 부상함에 따라 이러한 시대적 변화 요구를 반

영한 차기정부의 교육 비전과 전략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

다. 따라서 교육과 복지, 고용의 연계를 핵심으로 누구나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재도

전(second chance)이 가능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하고 창조(혁

신)경제와 집단지성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핵심교육정책의 과제를 창의·혁신, 소통·협

력, 진로·평생학습, 통합·복지라는 4개 측면에서 분석하

고 제안하고자 한다.

Ⅱ. 10대 핵심교육정책 과제 도출방법

이 글이 기반하고 있는 연구는 소수의 공동연구진의 역

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 관련 다양한 이해당

사자들의 집단지성에 의존해 수행한 결과이다. 즉, 차기정

부의 핵심교육정책, 역점과제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

해 전문가 델파이조사와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전문

가포럼을 통해 구체적 방안들이 제안되었다.

 우선 델파이조사는 교수, 연구원, 교사, 교육행정공무

원, 학부모 및 시민단체 실무자, 재계 및 노동계 등 57명의 

교육 관련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이메일을 통

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는 우리 사회의 변화요인,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현안), 국가교육의 비전(방향 및 목표), 

그리고 교육단계별 핵심교육정책 과제에 대해 개방형 질문

으로 이루어졌고, 2차와 3차에서는 1차 조사결과에 기초하

여 10대 핵심교육정책 과제 및 역점과제를 도출하고 개별 

정책별 선호도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국민여론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59세 성인남녀

를 대상으로 차기정부가 고려해야 할 교육현안 및 방향, 그

리고 10대 핵심교육정책에 대한 고려 정도를 알아보기 위

해 온라인조사(Online Survey)를 실시하였다. 유효표본의 

수가 전국 1,000명을 목표로 2012년 7월 현재 주민등록 인

구통계를 고려한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 표

집방법(Quota Sampling)을 사용하였다. 표집오차는 무작

위 표본추출을 전제로 했을 때, 신뢰구간 95% 기준 최대허

용 표본오차는 ±3.1%p이다.

전문가포럼은 10대 정책과제별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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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1인과 토론자 2인씩을 구성해 10회에 걸쳐 이루어

졌다.  

Ⅲ.  사회변화요인,  
교육현안 및 교육가치

차기정부의 국가교육 방향 및 목표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우리 사회의 변화요인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및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양 조사 모두에서 ‘사회양극화, 

소득·지역격차 심화’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

로 ‘저출산·고령화’문제를 지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지식

정보화의 가속화’와 ‘세계경제 위기와 고용불안 심화’를 중

요한 사회변화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 교육문제(현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델파이조사의 경우 ‘교육양극

화 심화(28.3%)’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획

일화된 교육과정(24.0%)’,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 심화

(8.0%)’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최근 이슈

인 ‘학교폭력 및 인성문제 심각(34.1%)’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양극화 심화(16.4%)’,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문가와 국민 모두 ‘교육양극화 심화문제’에 상당히 공

감하고 있으며, 여타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최근 이슈

가 된 학교폭력문제나 개별 가정에 직접적 영향이 큰 ‘사교

육비’에 관심이 더 큰 반면에 전문가들은 교육의 구조적 문

제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사회(또는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가치에 대한 국

<표1> 델파이조사(%)

42.0

                            34.0

            12.0

     6.0

   4.0

2.0

사회양극화, 소득 지역격차 심화

저출산, 고령화

지식정보화의 가속화

세계경제 위기와 고용불안 심화

글로벌화

기후, 환경문제의 악화

<표2> 국민여론조사(%)

45.7

       26.2

          10.1

      5.7

    4.5

   2.9

  2.5

  2.0

0.4

사회양극화, 소득 지역격차 심화

저출산, 고령화

세계경제 위기와 고용불안 심화

지식정보화의 가속화

글로벌화

이념 간, 세대 간 갈등 심화

기후, 환경문제의 악화

남북관계 변화 및 통일 대비

기타

<표3> 델파이조사(%)

28.0

                                          24.0

              8.0

              8.0

          6.0

      4.0

  2.0

  2.0

교육양극화 심화
개인의 특기, 작성을 무시한  

획일화 된 교육과정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 심화

취업 및 재교육과 평생교육체제 미비

특정대학-특정계층 위주의 입시경쟁 심화

대입제도의 잦은 변경 및 복잡한 대입전형

교원의 책무성 및 전문성 부족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

<표4> 국민여론조사(%)

34.1

    16.4

                 11.4

              8.9

             8.4

          6.4

        5.0

      3.9

     3.0

   1.7

 0.7

학교 폭력 및 인성 문제 심각

교육양극화 심화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

입시위주 지식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대입제도의 잦은 변경 및 복잡한 대입전형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 심화

취업 및 재교육과 연계된 평생교육체제 미비

과도한 대학등록금 부담

진로탐색 및 진로교육 미흡

교원의 책무성 및 전문성 부족

대학 교육의 질 및 경쟁력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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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확대(31.3%)’를 가장 높

게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경제민주화(19.3%)’, ‘정의

(16%)’, ‘소통(10.3%)’, ‘공생(9.7%)’, ‘협력(6%)’ 순으로 나

타났다. 이는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관

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세계화’, ‘자유’, 

‘경쟁’ 등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은 최근 신자유주의적 

경제사회적 가치의 퇴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미래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관련해 ‘창의성(21.5%)’을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

고, ‘책임감(19.3%)’, ‘도덕성(16.2%)’, ‘책임 있는 시민의식

(7.5%)’, ‘다양성 이해(5.7%)’ 순으로 나타났다. 

차기정부의 핵심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및 국민 선호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

는 10대 핵심교육정책 과제에 대해 국민여론조사에서도 10

대 핵심교육정책으로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전문가들은 ‘교무행정 경감’, 

‘대학경쟁력’, 그리고 ‘유아공교육’ 정책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선호한 반면에 국민들은 ‘대학등록금 경감’, ‘창의인성

교육’, 그리고 ‘진로연계교육’ 정책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5>  국민여론조사(%)

31.3

                          19.3

       16

                10.3

              9.7

    6

       2.7

     1.9

    1.5

   1.1

 0.2

복지 확대

경제민주화

정의

소통

공생

협력

세계화

자유

경쟁

평화

기타

<표6> 국민여론조사(%)

21.5

                                                    19.3

                                 16.2

      7.0

  5.7

  5.5

 5.4

 5.3

5.1

  2.7

 2.5

   2.0

  1.7

0.1

창의성

책임감

도덕성

책임있는 시민의식

다양성 이해

문제해결 능력

협동 능력

의사소통 능력

도전 정신

공감 능력

정보통신기술 활용 능력

풍부한 지식

리더십

기타

<표8> 국민여론조사(%)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76.9
교무행정경감

75.6
창의인성교육

86.1

진로연계교육
82.9

고교체제개편
75.2

대입제도개선
79.3

대학등록금
87.4

대학서열구조
76.3

평생교육
74.7

<표7> 델파이조사(평균값)

5.00

4.00

3.00

2.00

1.00

0.00

유아공교육
4.23

교무행정경감
4.36

창의인성교육
4.18

진로연계교육
4.22

고교체제개편
3.50

대입제도개선
4.20

대학등록금
4.20

대학서열구조
4.12

평생교육
3.92

대학경쟁력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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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0대 핵심교육정책 과제와  
세부 추진과제 제안

  1.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차기정부의 10대 핵심교육정책 중 ‘유아교육의 공교육

화’에 대한 정책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76.9%(10

대 과제 중 6위)로, 고려할 필요 없다는 응답 4%에 비해 월

등히 높다.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에서도 5점 척도에서 

4.23점으로 10대 핵심정책과제 중에서 3번째로 선호도가 

높았다. 또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역

점을 두어야 할 세부과제로는 ‘(보육과 교육) 이원화된 행

정체제 정비’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국공립 

유아교육기관 확대’, ‘교육전문성 신장’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

선 현행 이원화된 보육과 교육 행정체제를 정비하는 방안

은 해당 부처간 조정에 의해 0-5세아를 통합하여 교육과

학기술부가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으로는 

3-5세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고 0-2세아는 보건

복지부가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은 혁신도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등 영유

아 교육수요 신규 발생 지역부터 설립하여 단계적·지속

적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셋째, 유아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격 부여를 교과부 주관 국가시험으로 통합하고, 연

수 및 연구실적을 학점화하여 보수 및 승진에 반영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공립 및 사립 유아교사의 인건비 격차를 해

소하기 위해 학부모 및 해당 교육기관에 지급하는 유아교

육비 지원금을 교사 인건비로 전환하도록 한다. 넷째로 무

상유아교육의 실현을 위해 만3~5세의 경우 1일 3~5시간 

기본교육과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방과후

과정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모가 비용을 부담한다. 

단, 저소득 및 소외계층은 복지비용으로 지원한다.   

 

2. 수업과 학생지도를 중심으로 한 교원업무체계 개편

국민여론조사에서 교무행정 부담 경감 및 수업역량 강화 

정책의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75.6%로, 고려할 

필요 없다는 응답 5.3%에 비해 높았고, 전문가 델파이에서

도 선호도가 5점 척도에서 4.36점으로 다른 어떤 정책보다

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지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무행

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개편해야 함을 의

미한다. 즉, 국민여론조사에서 가장 심각한 교육 현안문제

로 지적된 ‘학교폭력 및 인성 문제 심각’을 해결하기 위해

<표9> 델파이조사

교원전문성 신장 

유아 완전무상교육

사립유치원의 
공립초등학교에로 

병설유치원화

사립유치원의 
비영리법인화

4.0

4.2

5

4

3

국공립유아교육기관 
확대4.4

이원화된 행정체제 
정비

4.5

3.9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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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교사들이 보다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대응역량을 높여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교원업무체계 개편을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로는 ‘교무행정지원 인력 확대’, ‘교무업무 전담교사 증

원’, ‘수업능력중심으로 교사평가’ 순으로 선호하였다. 

이에 세부 추진과제로는 첫째로 필요한 교무행정 전담인

력을 학교별로 추정하고 이를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한다. 

둘째로 학교 내 교원조직을 교과별, 학년별 체제로 재구조

화한다. 셋째로 이러한 수업 외적인 행정업무 경감을 전제

로 수업능력중심의 교사평가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3. 창의인성·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편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창의인성·핵심역량 교육과정 개

편 정책의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86.1%로, 고려

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 1.2%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10대 핵심정책 중 2번째로 선호도가 높은 것이다. 한

편 델파이조사에서는 5점 척도로 환산했을 때 4.18점(10대 

정책 중 7위)으로 나타났다. 본 정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로는 ‘창의인성 및 핵심역량 중심으로 학생

평가방식 개편’이 가장 선호되었고, 그 다음으로 ‘핵심역량

중심으로 입시제도 설계’, ‘창의인성 및 핵심역량 중심으로 

교과목 개편’ 순으로 나타났다. 창의인성·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지려면 학생평가방식, 입시제도, 

교과목 개편이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세부 추진전략으로는 우선 창의인성·핵심역량 교육 여

유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고 그를 토대로 실

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적 조건으로는 첫째, ‘교육과정 

적정화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교육내용 ‘난도’ 조정, 둘째, 

창의인성·핵심역량 중심 수업 전문성 확보, 셋째, 교사별 

평가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실현방안은 첫째, 창의인성·

핵심역량 성취기준 개발, 둘째, 창의인성·핵심역량 중심 

교과서 및 교육자료 개발, 셋째로 협력수업 확대, 넷째로 

객관식 선다형 평가보다는 서술식 및 논술식 평가, 포트폴

리오 평가, 창조적 결과를 요구하는 평가 등 정답의 개방성

이 강한 평가를 실시한다. 

4. 진로교육 및 진로연계 교육과정 확대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진로교육 및 진로연계 교육과정 확

대 정책의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82.9%로, 고려

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 1.1%에 비해 매우 높아 선호도가 

10대 교육정책 중에 3위로 나타났다. 델파이조사 결과에서

도 선호도가 5점 척도로 환산했을 때 4.22점으로 10대 정

<표11> 델파이조사(평균값)

5.0

4.0

3.0

핵심역량중심으로 
입시제도 설계

4.2

기존 교과목 중심에서 
핵심역량중심의 
교과목으로 개편

4.0

창의인성 및 핵심역량 
중심으로 학생평가 

방식 개편
4.3

창의성 개발에 중점을 둔 
교사양성과정으로 개편

3.9

수업시간 단축 
및 창의적 

사고 여유 확대
4.0

<표10> 델파이조사(평균값)

교무행정지원 인력 확대 
4.2

수업능력중심으로
교사평가 4.1

5

4

3
학교행정조직과
교사조직으로

학교조직의 이원화
3.8

교무업무 전담교사
증원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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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제 중 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과제로는 ‘초·중

등교육과정에서 직업진로교육 편성’이 가장 높게 선호되었

고, 그 다음으로 ‘고등직업교육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산업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4.3점)’, ‘취업계고교의 다양화 

및 확대(4.1점)’, ‘전문계고-전문대 통합과정 운영’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한 세부 추진과제는 우선 초·중등교육 단

계의 진로교육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즉, 학교와 산업체, 정부, 시민단체들이 적극 참여하고 협

조 하에 진로교육협의체를 설치·운영하고, 진로정보와 상

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관 서비스기관, 학교, 청소년

상담센터, 고용안정센터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시스템을 구

축한다. 둘째로 초·중등교육 단계의 진로교육 확대를 위

해 전문인력이 확충되도록 학교의 수급 전망에 기초해 교

사 전환배치를 고려한다. 셋째로 산학협력기반 진로체험 

확대를 위해 기관 인증제를 추진한다. 교육기부활동 차원

에서 산학협력기반 진로체험 또는 직업인턴제를 적극 확대

하도록 지원하고 관련 정부기관 및 산업계가 참여하는 현

장체험학습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5. 고등학교체제 개편과 고등학교 교육 무상화  

국민여론조사에서는 ‘고교체제 개편’의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75.2%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 3.6%

에 비해 높게 응답하였다. 한편 고교교육 무상화는 또한 전

문가 델파이조사에서는 ‘고교체제 개편과 고교교육 무상화’

에 대해 5점 척도로 환산했을 때 3.50점으로 나타나 10대 

핵심정책 중에서는 가장 낮았다. 이는 고교체제 개편 이슈

가 중요함에도 상대적으로 의견의 차이가 있어 보다 신중

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세부과제에 대한 전

문가 선호도 조사에서는 ‘고 2~3학년에 대학예비과정이

나 직업준비과정 운영’이 가장 높게 선호되었고, 그 다음으

로 ‘일반계고 무상화’, ‘일반계와 전문계 고교의 통합 운영’, 

‘특목고 폐지’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교교육과 대학준비 

또는 직업준비과정의 연계를 위한 고교체제의 개편이 가장 

선호된 것은 고교교육과 진로 연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한 세부 추진과제로 첫째,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린 학교 유형별 특성화를 통해 진로연계 과정 운

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간 ‘수직적 서열화’를 

결과한 특목고 및 자사고 정책을 재검토해 진로와 연계된 

<표13> 델파이조사(평균값)

4

3

2

1

0

일반계와 전문계 
고교의 통합운영

3.2

특목고 폐지
3.2

일반계고 무상화
3.4

고2-3학년에 대학예비과정이나 
직업준비과정 운영 3.9

<표12> 델파이조사

전문계고-전문대학
통합과정을 운영

4.1

대규모 직업체험장 
건립 3.1

국가진로정보센터
구축 3.6

고등직업 
교육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4.3

5

4

3

2

1

0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직업진로교육 편성

4.4

취업계고교의 
다양화 및 확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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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특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둘째, 고교체제 개

편 추진을 위해 21세기에 요구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

육혁신을 목표로 국가 수준의 ‘교육개혁위원회’(가칭) 산하

에 ‘고교체제 개편 소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사회적 공감

대를 폭넓게 형성할 필요가 있다. 소위원회에는 다양한 교

육관계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특목고 폐지 또는 개편 방

안을 포함한 주요 이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셋째, 고교교육 무상화는 대학등록금 경감, 유아교

육 공교육화 추진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011년부터 전문계고 학생들의 등록금 면제가 

실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무상화 대상의 확대뿐만 아니라 

등록금 및 교재비 등을 포함한 무상화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학생평가체제 및 대입제도 개편

국민여론조사에서는 학생평가체제 및 대입제도 개편 정

책의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79.3%(4위)로, 고려

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 3.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 델파이조사에서도 학생평가체제 및 대입제도 개편

이 5점 척도로 환산하면 4.20점으로 나타나 10대 정책과

제 중 4위로 제안되었다. 세부 역점과제에 대한 선호도 조

사에서는 ‘진로별 맞춤형 대입제도 도입’과 ‘현행 수능을 대

학입학자격고사로 전환’이 가장 많이 선호되었고, 이어 ‘선

취업 후진학 체제에 적합한 대입전형방식 도입(3.8점)’, 

‘국공립대학과 일부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공동전형, 공동

학위제 운영(3.7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학별 본

고사 도입’에 대해서는 지지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부 추진과제는 첫째, 단기적으로 ‘대입종합지

원센터’(가칭)를 설치하여 대입 당사자 간 의사소통과 합의

를 토대로 대입제도를 간편화하고 고교-대학 교육의 연계

를 강화하도록 한다. 본 센터는 원서 지원 절차의 복잡성

과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스톱 대입 원서 지원서

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하에 ‘대입전형위원회’를 설치

하여 고교-대학 연계형 전형을 개발한다. 둘째, 중장기적

으로 고교와 대학/진로 연계의 대입제도를 설계한다. 고교 

교육과정은 1학년 때 주로 공통기본과목(국, 영, 수, 사, 과 

등) 이수와 함께 진로탐색 활동을 강화하고, 2~3학년 때

는 희망 전공/진로 연계 선택 심화교과를 중심으로 이수하

도록 한다. 그리고 수능 평가는 과도기적으로 고교 공통기

본교과에 대한 평가(수능I)와 전공 연계 선택 심화교과에 

대한 평가(수능II)를 이원화 해 실시하고, 특히 선택 심화

교과는 논술/서술형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표14> 델파이조사

국공립대학과 일부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공동전형, 공동학위제 

3.7대학별 본고사
도입 2.6

수능 - 내신 - 입학 
사정관제의 유기적 

연계 3.5

선취업 후진학체제
에 적합한 대입전형

방식 도입 3.8

5.0

4.0

3.0

2.0

1.0

0.0

진로별 맞춤형 
대입제도 도입 

4.1

현행 수능을 대학입학 
자격고사로 전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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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학교육의 경쟁력 및 질 제고 

국민여론조사에서는 대학교육의 경쟁력 및 질 제고 정책

의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79.0%로, 고려할 필요

가 없다는 응답 2.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델파이조사 

결과에서는 선호도가 5점 척도로 환산했을 때 4.26점으로 

10대 정책과제 중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역점과제

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는 ‘대학별 적합 분야 특성화를 통

한 경쟁력 강화’가 가장 높게 선호되었고, 그 다음으로 ‘학

생들의 잠재적 능력 개발 여부에 근거하여 대학 간의 경쟁 

유도’, ‘대학평가기구 설립’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한 세부 추진과제는 첫째, 대학특성화를 위

해 대학재정 지원 산정공식(fomula)에 특성화 지표를 적

극 반영하도록 한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대학을 중심으

로 대학의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학의 경

우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확산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의 

경우, 졸업생 취업 성과를 대학재정 지원에 반영하고 산학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확대하며, ‘대학 취업지원역량 

인증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 셋째, 학부교육중심 대

학을 중심으로 대학의 교육책무성 강화 및 교육의 질을 제

고한다. 대학은 강의평가의 주체와 내용 및 공개의 범위

를 확대하여 강의의 질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

가 수준의 대학교육 학습 성과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 대학

별 ‘역량향상도’가 비교가능한 교육성과 자료로 공개되도록 

한다. 반면 기업은 입사 지원자의 스펙보다는 실제 역량을 

평가하여 채용하는 노력을 배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

째, 연구중심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의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개선한다. BK21 및 WCU와 유사한 사업

단 지원 성격의 후속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이 마련되

어야 한다. 다섯째, 대학유형별 특성화를 위한 투자와 성

과를 반영해 평가할 수 있는 기관 및 학문분야별 평가기준

을 설정한다. 이를 위한 독립적 평기기관으로 ‘고등교육평

가원’(가칭)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평가결

과와 연계해 대학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시스

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8.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국민여론조사에서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의 추진

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87.4%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는 응답 2.7%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선호도가 10대 교육

정책 중에 1위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비 관련 정책 중 차기

정부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표15> 델파이조사(평균값)

5.0

4.0

3.0

대학평가기구
설립 4.1

국제교류 확대 및 
외국어교육을 통한 
국제적 역량 강화 

4.0

대학별 적합 분야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4.4

대학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구조 조정, 

질 제고 3.9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 개발 여부에 

근거하여 대학 간의 
경쟁 유도 

4.3

<표16> 델파이조사(평균값)

5.0

4.0

3.0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4.2

등록금 상한제 
법제화
4.0

반값 등록금
 실현 3.8

등록금 산정근거 
정보 공시 의무화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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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5.2%로 유아교육 29.1%, 고교교육 무상화 15.7%에 비

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델파이조사 결과에서는 선호

도가 5점 척도로 환산했을 때 4.20점으로 10대 정책과제 

중 6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과제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

서는 ‘등록금 산정근거 정보 공시 의무화’, ‘고등교육재정교

부금법 제정’, ‘등록금상한제 법제화’(법제화는 되었기 때문

에 ‘현실화’가 타당), ‘반값 등록금 실현’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한 세부 추진과제는 첫째, 공적 재정지원

을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제안하였

다. 국회 발의중인 법에 근거해 내국세의 8.4%를 고등교육

재정으로 확보하여 고등교육에 투자하면 국공립대학은 물

론 사립대학 등록금 수준을 최소한 40% 이상 인하할 수 있

다. 둘째, 재단전입금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재단전입금 

비율 연계형 대학재정 지원’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등록금 산정의 적정화 및 투명화를 통한 경감을 

위해 대학등록금 상한제도 운영을 현실화하고 등록금 산

정근거의 정보공시 의무 규정을 강화한다. 넷째,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대학재정 보조금제도를 보완한다. 든든

학자금 융자제도를 계층별 및 졸업 후 취업 여부에 따라 무

이자 및 저리이자, 취업 후 원리금 상환, 그리고 등록금 외 

최소 거주비 및 생활비 융자 등의 방식으로 수요자 맞춤형

으로 개편한다.   

 9. 대학서열구조 완화 및 대학 균형발전

국민여론조사에서는 대학서열구조 완화 및 대학 균형발

전 정책의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76.3%로, 고려

할 필요 없다는 응답 4.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델파이

조사에서는 5점 척도로 환산했을 때 4.12점으로, 10대 정

책 중 8번째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델파이조사 결

과 세부 정책과제로 ‘지역 거점대학 육성 및 지역별 특성

화된 캠퍼스 조성’,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국립대와 정부지원 사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성’, ‘선택과 집

중에 의한 차등적 지원방식 폐지’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부 추진과제로 우선 ‘고등교육개혁소위원회’

(가칭)를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개혁위원회’(가칭) 산하

에 설치해 대입제도 개선 및 대학 균형발전 방안 모색을 위

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 둘째, 대학서열구조를 완화하

는 대입제도를 도입하고, 대입전형 예고제 및 사교육시장

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지방대 육성을 위한 고

등교육재정 관련 법안을 제정한다. 셋째, 지역인재 우대 

또는 할당제를 도입한다. 넷째, 대학별 자발적인 특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부실대학은 과감히 정리한다. 다섯째, 입

<표17> 델파이조사(평균값)

5.0

4.0

3.0

선택과 집중에 의한 
차등적정 지원방식 

폐지 3.6

국립대와 정부지원 
사립대를 결합하여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3.7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4.3

지역거점대학 육성 및 
지역별 특성화된 
캠퍼스 조성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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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시와 졸업시의 대학생 역량진단검사(예 : K-CESA)의 

결과를 활용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평가한다.  

 10. 생애단계별 평생교육체제 구축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생애단계별 평생교육체제 구축 정

책의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73.7%(9위)로, 고

려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 2.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

한 전문가 델파이조사에서 생애단계별 평생교육체제 구축

이 5점 척도로 환산해 3.92점으로 10대 정책과제 중 10위

로 제안되었다. 세부과제로는 ‘산업체 재직자의 대학 진학 

기회 확대’, ‘고령자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성인 교육격차 

해소’, ‘대학의 평생교육 거점기관화 실현’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한 세부 추진과제는 우선 학습-고용-복지 

연계의 생애단계별 평생교육체제의 설계를 제안하였다. 즉 

25-40세, 40-55세, 55-70세, 70세 이후 등으로 생애 전

단계에 걸쳐 전문자격의 획득, 승급, 적용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공적인 평생학습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

조하였다. 특히 40~55세는 전직 등으로 인해 재교육 및 

전직교육 수요가 증가함에도 가장 취약한 단계이므로, 교

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고등교육체제의 구축이 요구된

다. 둘째, 25~55세 성인 대상으로 일과 학습 병행의 평생

학습대학 모형을 개발하고 확산한다. 셋째, 현재 저개발된 

10대 직종 분야를 선정하여 국가전문자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한다. 넷째로 

성인학습자의 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 환급 적용을 

확대한다. 특히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학위과정도 

고용보험 환급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계약학과에 

의해 운영되는 학위과정, 사업체의 요구에 의한 주문식 학

위과정, 성인재직자의 재교육을 위해 기업이 인정한 학위

과정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Ⅴ. 맺는 말

앞의 10대 핵심교육정책의 제안과 관련해 몇 가지 특기

할 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과 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에 대해 사회적 합의 형성이 

중요하다. 통합과 복지 확대에 대한 높은 관심은 유아교육 

공교육화, 고교 무상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과 함께 고

교체제 개편, 대학서열구조 완화 및 대학균형발전 등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교육구조

<표18> 델파이조사(평균값)

5.0

4.0

3.0

대학을 평생교육 
거점기관화 실현 

4.1

성인 교육격차, 
학습격차 해소 

4.2

고령자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로 

사회재진입 활성화 
4.3

평생학습 
계좌제 

활성화 3.9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 개발 여부에 

근거하여 대학 간의 
경쟁 유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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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추진계획 및 실

행과정에서 우선순위 및 개혁의 수준과 범위에 대해 사회

적 합의를 형성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 개개인의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진로교

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전

문가 델파이조사와 국민여론조사에서 특히 진로교육에 대

한 높은 관심이 나타났다. 따라서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진로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창의적 역

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생애단계별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진로교육에 있어서 협소한 직업진로교육보다는 개개

인이 지닌 특기와 적성을 발견하고 흥미 있는 분야에 몰입

함으로써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전과정이 진로 모색의 과정이 될 수 있도

록 교육과정, 평가, 수업의 혁신 뿐만 아니라 학교의 내실 

있는 특성화와 함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혁신 역량과 소통·

협력적 인성 교육을 위한 범국가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창

의·협력적 인재 양성이 우리 사회의 미래 운명을 좌우한

다는 점에서 교육계는 물론 산업계와 지역사회가 가진 역

량을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민·관·

산·학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심각한 수준의 학

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전의 계기로 삼아 창의성, 

사회성, 감성을 포함한 핵심역량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

회의 관심과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경쟁에서 협력으로 과

감하게 전환해야 할 것이 있다. 이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집

단지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듯이, 최근에는 개인적 창의성보

다 사회적(집단적) 창의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흐름

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입시위주의 과도한 경쟁보다는 협

력을 통해 창의성을 발현시킬 기회를 갖고 배움에 대한 흥

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창의성’에 대한 높은 관심

이 요구된다.

다섯째, 사회적 파급 영향이 큰 정책들에 대해서는 사회

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국가 수준의 교육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핵심역

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개편, 

대학서열구조 해소 등과 같은 이슈는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닐 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장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어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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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계교육회의」 : Post-EFA 추진과 전망

글

장혜승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OECD DAC에 가입한 이

래, 2010년 G20 정상회의, 2011년 HLF4 그리고 2012년 

APEC 교육장관회의를 각각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개

발협력에 대한 의지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특히 ODA의 

양적 증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이 펼쳐지

고 있는 가운데 Irina Bokova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지난 

11월 2015년 세계교육회의(World Conference on Edu-

cation)를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올해 6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 장관이 긍정적인 회신을 

함으로써 한국이 또 한번 역사적인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이 확실시 되었다. 

2015년 세계교육회의는 1990년 태국 좀티엔에서 개

최된 EFA 세계회의1)와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

린 세계교육포럼2)을 잇는 교육분야의 기념비적인 국

1)  EFA 세계회의의 공식회의명은 모두를 위한 교육세계회의 : 기초적 학습수요의 충족(World Conference on Education for All-Meeting Basic Learning Needs)이지만 1990년 ‘좀티엔 회의’

로 널리 쓰이고 있음.

2) 2000년 세계교육포럼의 영문공식명칭은 World Education Forum이지만, ‘다카르 포럼’으로 더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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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회의라고 볼 수 있다. 2015년은 범세계적인 교육 및 개

발목표라고 볼 수 있는 UNESCO의 모든 이를 위한 교육

(Education for all, EFA) 목표와 UN의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달성기한

이다. 따라서 최근 상기 목표들에 대한 진행경과와 함께 

2015년 이후의 새로운 목표설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 개

최될 2015년 세계교육회의는 그간의 EFA 성과를 평가하

고, Post-EFA 목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의제들을 개발하는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다. 필자는 

본 지면을 빌어 EFA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세부

목표들을 소개하고, 각각에 대해 그간의 성과를 조망해봄

으로써 Post-EFA 추진방향을 간략하게나마 제시해보고

자 한다.

Ⅰ.  모든 이를 위한 교육 
(Education For All, EFA)

처음 공식적으로 EFA를 논의한 회의는 1990년 태국 방

콕에서 개최된 EFA 세계회의였다. 소위 좀티엔 회의로 

불리는 동 회의에서는 기초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를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유네스코, 유니세프, 세계은행, 유엔개발계획(UNDP) 등 

4개의 기관을 주축으로 다양한 국가기관과 국제기구의 

1,500여 명의 전문가가 모여 교육문제를 국제개발의 주요 

의제로 공식화하고, 2000년까지 달성할 6대 EFA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 기초교육에 한정되어 왔던 보

편교육의 의제는 영아보육 및 유아교육, 성인문해교육 그

리고 기술교육으로까지 확대되었고, 이를 계기로 범세계적 

기초, 문해교육 운동이 시작되었다(김희웅, n.d.3)). 2000

년에는 좀티엔 회의 이후의 EFA 성과를 점검하고 2015년

까지 EFA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

해 세네갈 다카르에서 세계교육포럼이 개최되었다. 좀티엔 

회의에서와 같이 유네스코, 유니세프, 세계은행, 유엔개발

계획을 비롯한 유엔인구기금(UNEPA)이 의장기구로서 다

양한 국제개발협력 기구들의 후원 아래 한국을 비롯한 164

개의 회원국 대표와 비정부 민간단체 대표단이 모여 포럼

을 개최하였다. 다카르 포럼으로 불리는 동 포럼에서는 좀

티엔 회의 이후 전세계적으로 기초교육과 문해교육의 중요

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또한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EFA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다소 

추상적으로 설정되었던 EFA 6개 목표를 구체적이고 행동

지향적 목표로 개정하였다.

1990년 좀티엔 선언에서 제시한 2000년까지의 EFA 목

표는 1) 영유아보육 및 교육 확대, 2) 2000년까지 초등교

육 보편화 달성, 3) 14세 청년 80%에 대해 기초교육 수준

의 학습성과 달성, 4) 2000년까지 1990년 기준 성인 문맹

률을 50% 감소, 5)청년 및 성인 대상 기초기술교육 확대, 

6)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식, 기술, 가치 

확산 및 보급이다. 이러한 EFA 목표는 보편교육의 범위를 

초등교육에서 영유아보육, 성인 문해교육 그리고 기술교육

까지 확대하였고, 많은 국가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3) 출처 : 김희웅(n.d.). 2015년 이후 글로벌 교육개발 의제를 찾아서 :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의 성과와 미래방향 연구.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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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다소 추상적인 목표설정으로 인해 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

기 어려웠다는 반성 아래 다카르 포럼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 목표가 제시되었다. 

● EFA 목표1 : 영아 보육 및 유아 교육 확대

● EFA 목표2 :  양질의 무상 의무 초등교육(UP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제공

● EFA 목표3 : 청년과 성인의 생활 기술 교육 증진 

● EFA 목표4 : 성인 문맹율 50% 개선

● EFA 목표5 : 교육 양성평등 달성

● EFA 목표6 : 교육의 질 향상

2002년부터 매년 세계 EFA 현황 보고서(EFA Global 

Monitoring Paper)를 발간하여 UNESCO 회원국을 중

심으로 EFA 목표달성 정도를 발표하였다. 또한 2003/4

년4) 세계 EFA 현황보고서에서부터는 EFA 개발지수(EFA 

Development Index, EDI)5) 수치를 공개하여 국가별로 

EFA 목표달성에 얼마나 근접하고 있는지를 하나의 수치로 

볼 수 있게 되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120개 국가

의 EDI 수치가 공개되었고, EDI 수치를 기반으로 회원국

을 상, 중, 하 그룹으로 순위를 발표하기도 하였다.6) 

Ⅱ. EFA 성과

2012년 세계 EFA 현황 보고서7)를 바탕으로 EFA 6대 목

표에 대한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첫 번째 목표인 유아교

육 확대 측면에서는 1999년 이후 유치원에 등록한 학생들

이 전세계적으로 약 50%까지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괄목

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아동 2명 중 1명 이상이 교

육의 기회를 여전히 접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극빈국과 빈

곤계층의 아동의 기회는 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의 경우 상위 20% 계층에서는 3명 

중 2명이 유치원에 등록한 반면, 하위 20%의 빈곤계층에

서는 10명 중 1명 미만의 아동만이 유치원에 등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009년 OECD PISA 결과 발표에 따르면 

최소 1년의 취학 전 교육을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

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성적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

유아 보육과 교육은 여전히 지구촌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두 번째 목표인 양질의 초등교육의 보편화는 현재 추세

로 볼 때 2015년까지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교에 다녀야 하는 나이의 아동 중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은 1999년 이후 1억 800만 명에서 6100만 명으

로 크게 감소하였지만, 감소폭의 4분의 3이 1999년에서 

2004년 사이에 집중된 반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거

의 정체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 2015년까지 

불과 2년여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29개국

의 경우 순학교등록률이 8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국가들의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이 자명

하다. 다만 현재까지의 현황 및 성과 분석에 따르면 빈곤층 

4) 2003년에는 세계 EFA 현황 보고서가 따로 출간되지 않았고, 2004년 보고서에 2003년과 2004년 현황이 함께 공개되었음.

5) EDI 수치는 EFA 6대 목표 중 1) 보편적인 기초교육, 2) 성인문해력, 3) 교육의 질 그리고 4) 성(gender)의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100분율 또는 0에서 1까지의 수치로 표시함. 

6)  출처 : UNESCO(n.d.) Education for All Development Index. http://www.unesco.org/new/en/education/themes/leading-the-international-agenda/efareport/statistics/efa-develop-

ment-index/에서 2012. 11. 21 인출.

7) 출처 : UNESCO(2012). Global Monitoring Report 2012. Paris : UN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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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이 초등학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학교를 다

닐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초등교

육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과 학교 등

록금을 비롯하여 교과서나 교복 등 부대교육비용 등에 대

한 포괄적인 지원이 양질의 초등교육의 보편화라는 목표에 

조금이라도 근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기대된다.

세 번째 목표인 청년과 성인의 생활기술교육 증진 측면

을 살펴보면, 그간 중등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전세계적

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저소득 국가

의 경우에는 중학교 등록 비율이 약 52% 수준으로 아직도 

많은 수의 아동들이 중등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양적으로 목표달성을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

만, 상기 목표와 관련하여 중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외에도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중등교육기관에 대한 국제 비교 가능한 지표군

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과 모니터링에 있어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상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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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학교 밖 초등 학령기 아동의 수

의 달성은 전세계적인 HIV/AIDS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의 더딘 진전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러한 순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

워 보인다.

네 번째 목표인 성인 문해력 증진 역시 2015년까지 달성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성인 문해율은 지난 20

년 동안 평균 84%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8년

에서 2001년 사이 성인 문해율이 90% 이하였던 43개국들

을 놓고 분석해볼 때, 단 3개국만이 2015년까지 문맹률을 

50% 줄이는데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국가가 매우 큰 

차이로 목표달성에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2] 참조). 

실질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실태를 분석하는 노력

과 함께 문해율 향상을 위해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기

초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들의 문해력 문제이다. 일반적으

로는 4-5년의 기초교육을 받을 경우 읽기, 쓰기와 기본적

인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저소득 국가의 학

생 중 예상보다 많은 아이들이 읽고 쓰지 못하는 상태로 초

등교육을 마치고 있다고 밝혀졌다. 예를 들어 가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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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성인 문해율 목표달성이 어려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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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을 기준으로 6년 교육을 마친 15세에서 29세의 학

생 중 50%이상의 여성과 30% 이상의 남성이 한 문장도 읽

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동 목표의 경우에는 

보다 장기적인 시계에서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목표를 재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노력을 한 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목표인 교육기회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실현

을 살펴보면, 초등교육 등록률에 있어 성별 격차 축소는 다

카르 포럼 이후 EFA가 이룬 가장 큰 성취라고 할 수 있다. 

1999년의 경우 성 평등 지수 0.9 이하8)의 국가가 전체 167

개국 중 33개국이었으나, 2010년에는 단 17개국만이 이에 

해당하여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

히 많은 국가들이 201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의 성

비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성 또는 여성 아이들의 

낮은 학교 등록률의 원인을 밝혀 이를 개선해야 한다. 일반

적으로는 저소득국가 또는 빈곤계층의 남성 아이들보다 여

성 아이들의 등록률이 낮지만,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남자 아이들은 노동시장으로의 조기진입으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한 현상

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범교육환경적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노력을 통해서만 상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전반적으로 EFA는 교육의 양적 기회 확대에는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질의 문제

를 살펴보면 아직도 매우 제한적인 성과만을 이야기할 수 

있다. 등록률은 높아졌으나 초등교육을 받아야 하는 전세

계의 6억 5천만 명의 아동 중에서 4학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학생이 1억 2천만 명에 이르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는 있지만 기초적인 교육 내용을 습득하지 못하는 학생이 

1억 3천만 명에 다다른다. 최근 교원 수 부족을 비롯하여 

교원역량 부족이 교육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

두되기도 하였다. 현재 시점에서는 워낙 모호한 목표설정

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교육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그 성과를 언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실질적으

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이 교육의 질을 측정하

는 요인인지에 대한 고민과 이를 측정하는 방법, 국제적으

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집을 비롯해 이를 위한 범세

계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Ⅲ. Post-EFA 추진과 전망

UN은 2012년 반기문 사무총장의 연임을 계기로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새로운 개발전략을 구상하고 있

다. 반 사무총장은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인해 경제적으

로 어려웠던 시절 미국의 교육지원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

었던 사실을 상기하면서 2012년 9월 교육우선구상(Edu-

cation First initiative, EFI)을 발표하였다.9) 모든 아동이 

8) 성 평등 지수가 0.9 이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극심한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함.

9) 출처 : 윤종혁(201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초등교육 개혁 과제. 월간 제주교육, 제95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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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하고, 교원의 수를 늘리는 등 교육의 질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우선구상10)은 MDGs를 비롯

하여 EFA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2015년 이후의 목표설정

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EFA 세부목표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비판

과 측정 가능한 지표·지수의 개발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

심에 힘입어 유네스코에서는 UIS(UNESCO 통계연구소)

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시작된 학습지표 

TF(Learning Metrics Task Force)를 통해 Post-2015를 

준비하고 있다. 측정 가능한 목표설정과 함께, 교육보다는 

학습에 초점을 두고 지식 중심의 학력이 아닌 학습역량을 

강조함으로써, 미래지향적 역량의 지표화를 통해 측정 가

능한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1990년 좀티엔 회의 당시 EFA 대상

국도 아니었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의식이 매우 낮았

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EFA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지 않았다. 하지만 2009년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노력에 힘입어 전체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규모도 18억 9백만 달러에 육박한 가운데 교육 ODA 규모

는 전체의 17.91%를 차지하는 등11) 교육분야에서의 개발협

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세계

교육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은 Post-EFA에 대

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리더십이 기대되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함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 유네스

코한국위원회가 협력하여 의제 개발과 가시적인 성과를 지

원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시작하였다. 이제 막 협력을 시작

한 단계에서 현재의 활동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급

격히 진화하고 있는 새로운 글로벌교육 의제에 대한 담론

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괄목할만한 교육발전 경험

이 바탕이 된 참신한 목표설정 및 의제개발을 통해 Post-

EFA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길 기

대해 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Post-EFA를 성공적으로 개최하

기 위해서는 EFA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

는 개발협력 의제 및 다자협의체에서의 논의에 대한 철저

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의제의 경우 2012년 6월 

개최된 Rio+20을 비롯하여 G20의 개발의제 및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개발협력 의제들을 모두 고려하여 선

정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한 맥락에서의 개발협력 트렌드

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Post-EFA 

의제에서는 1)지속가능한 발전과 교육, 2)성과 중심의 측

정 가능한 목표 그리고 3)교육에서 배움으로의 인식전환

의 세 가지를 포함하기를 제안해 본다.

최근 개발협력의 가장 큰 이슈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 

10) 출처 : UN(2012). Education First. http://www.globaleducationfirst.org/files/EdFirst_G29383UNOPS_lr.pdf에서 2012. 11. 21 인출.

11) 출처 : OECD QWIDS(n.d.). http://stats.oecd.org/qwids/에서 2012. 10. 4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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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겠다. 1990년 좀티엔 회의 이후 EFA의 세부목

표 달성에 있어서도 전반부에는 큰 성과를 이룩하였지만, 

2000년 이후 저조한 진전을 보이면서 그 지속가능성 여부

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EFA 목표달성과 성과평가

를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소로서 목표의 모호성과 비구체성

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나 지수 개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이

와 함께, 수동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입장

에서 능동적으로 체득하는 학습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목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이

러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일관되고 시의적절하며 구체

적인 의제설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이상에서 언급한 소프트 파워 역량제고와 함께 하

드웨어적인 측면에서 2015년 세계교육회의에 대한 체계적

인 준비가 필요하다. 바꿔 말하면, 이전의 좀티엔 회의나 

다카르 포럼, 그리고 최근 있었던 국제회의들의 행사준비, 

외국과의 협력 및 홍보활동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행사개최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

이다. 좀티엔 회의보다 규모면에서 참석이 저조하였던 다

카르 포럼의 사례를 거울로 삼아, 보다 많은 국가와 다양한 

기관 및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서부터 전략

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동 행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계획도 필요하다. 그

러나 무엇보다도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현재 다양한 채널에서 진행되고 있는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조직적 역량과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

한 상황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1)민간단체들과 효과적

으로 커뮤니케이션과 이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

직, 2)공여국(기관) 및 수원국(기관)의 입장을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중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조직

의 필요성이다.

서울 G20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최근의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및 UN 안보리 상임이사

국 선출 등 최근 국제무대에서 한결 높아진 우리의 국격을 

계승·발전시키는데 2015 세계교육회의가 일조하기를 기

대해본다. 경제와 개발 및 외교분야 뿐 아니라 미래의 성

장동력을 일구는 기초가 되는 교육분야에서 국제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유쾌한 상상이 아닐 수 없다. 

개최까지는 아직 3년여의 준비기간이 있다. 민-관-학계

와 국민 모두 협력하여 새로운 성공의 신화가 탄생하길 기

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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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진단과 과제

현대의 교육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학생들이 성인

이 된 후 영위하게 될 사회 및 경제활동에서 발휘하게 될 

능력 간 심각한 차이(mismatch)가 발견되는 근본적인 문

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 사회·경제활동 간의 괴리

는 아마 1999년부터 시작되고 2003년부터 저작물이 발간

되기 시작한 OECD의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통해 본격적으로 인식되

기 시작하였다.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여러 경제 선진

국에서도 교육과 사회·경제활동 간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고민은 최근 교육개발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였고, 각 나

라나 연구단체들은 저마다 새로운 종류의 처방을 내어 놓

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논의되고 시도되는 다양한 교육전

략이나 연구 프로젝트들은 흔히 OECD가 사용해 온 역

량(competence 혹은 skills)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명

명되곤 한다. 뉴질랜드의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Es-

sential Skills Curriculum)이나 미국 보스턴에 기반한 

P21(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그리고 인

평가의 개혁을 통한 

역량중심 교육의 

개발 방향과 과제1)

글

류성창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1) 본고는 2012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된 수시연구인 「역량중심 대입전형 개선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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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사와 호주 및 여러 나라의 학

자들이 공동 설립한 연구단체 ATC21S(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 등이 그러한 사례에 해

당할 것이다. 특히 OECD의 경우 DeSeCo 프로젝트의 후

속으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가 그 맥락을 이어왔고 최근

에는 교육과 사회적 진보(Education and Social Prog-

ress; 이하 ESP) 프로젝트를 통해 그 초점을 비인지 역량

으로 좁히기도 하고, 또한 2015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시

작될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

sessment)를 통해 평가도구의 개발이라는 실제적인 처방

을 내어 놓기도 하고 있다. ESP 프로젝트의 경우, 교육과 

사회·경제활동 간의 괴리는 결국 학교에서 협력, 대화, 

리더십, 실제 문제해결력 등과 같은 필수적인 비인지 역량

(non-cognitive competences)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

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비인지 역량

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PISA 2015의 경우 기존의 문

제풀이 중심의 시험에서 협동적 실제 문제해결과 같은 보

다 실질적이고 협력적인 비인지 역량을 인지 역량과 함께 

측정평가하는 방향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고 있다. 즉, 다

양한 연구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역량 중심’이라는 표현

은 최근에는 결국 ‘비인지 역량 중심’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전에도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

하고자 하는 연구와 정책을 종종 시도하였지만, 아마 2009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다양한 실제적 처방을 시도한 것이 

가장 본격적인 노력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2009 교육과

정의 여러 가지 새로운 성격 중에서 ‘역량 중심 교육’에 부

합하는 시도들이 있다면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의 신설이나 

역량교육 활동을 위해 학교단위 교육과정 구성을 자유롭

게 조절할 수 있는 학교자율화 확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또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입학사정관 제도를 통해서도 

단순히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지역사회봉사나 다양한 학교 

내외의 비교과 활동을 통해 길러진 리더십, 봉사정신 등의 

비인지 역량을 대입과정에 반영하여 중등교육의 현장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과 사회·경제활동 간 괴리를 보

다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학교 현실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

영할 수 있는 교육개발 전략은 무엇일까?”, 혹은 “현재 시

행되고 있는 2009 교육과정이나 입학사정관 제도가 과연 

효과적인 정책방안일까?”하는 질문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

다. 왜냐하면 우리가 옳게나마 설정한 역량중심 교육으로

의 방향을 위한 정책방안들이 실제 학교현장에서의 역량중

심 교육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 교육과정

에 포함되어 운영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는 창의적이

고 다양한 체험학습을 하기보다는 시·도교육청에서 부과

되는 여러 프로그램이나 구조화된 학생활동을 실행하는 시

간으로 종종 활용되기도 하며, 학교단위의 교육과정 조절

의 자율성은 흔히 수능의 주요 교과인 국·영·수 교과 시

간의 확대를 위해 오용되기도 한다. 또한 최근 실시된 고3 

경험이 있는 고교 교사의 설문조사를 보면 성적이 좋은 학

생에게 리더십, 성격, 협동력 등의 비인지 역량도 좋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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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고, 입학사정

관들도 비인지 역량 보다는 학생생활기록부의 성적이나 성

적의 변화를 보다 중요한 입학사정 근거로 활용하는 경향

이 있어, 현재의 정책방안들이 비인지 역량의 교육을 위해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하기에는 이른 면이 있다.2)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교육이 보다 역량중심으로 개

편되어 교육과 사회·경제활동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본고에서는 교육평가의 개혁을 통한 전

략을 제안한다. 대입 결과가 각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리만큼 높아, 학교교육의 거의 모든 교수학습활동

이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조율될 정도로 대입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에서는 특히 주요한 역량

을 대입에 반영되는 평가의 자료로 포함해야 결국 학교 현

장에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그러한 역량의 개발

에 진정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

다. 이하에서는 우선 그러한 새로운 종류의 교육평가가 포

함해야 하는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점

검하고(II절), 이후 새로운 역량을 반영한 평가도구의 개발

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III절). 궁극적으로 이러한 내용

과 방법으로 개발될 역량중심의 교육평가가 실제 학교현장

에 반영되기 위한 정책적 접근방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하

며(IV절) 본고를 마무리하려 한다. 

 II. 역량중심 교육(평가)의 내용

새로운 종류의 역량중심 대입평가를 개발한다면 우선 해

결해야 할 문제는 어떠한 평가내용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

한 것이다. 대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평가에서 다루는 

내용이 결국에는 실제 학교에서 다루는 교수학습의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교육과정학자들에 

의해 지적되는 바와 같이, 교육과정의 개선을 통해 교육현

장을 변화시키는 것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어, 이제는 교육

평가의 내용을 개혁하여 학교교육의 내용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전략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새로운 세대를 위한 교육내용으로서 DeSeCo, ATC21S, 

P21 등의 여러 관련 연구들은 서로 대동소이하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는 역량들을 주요 역량으로 제시한다. 최근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델파이조사를 통해서도 폭 넓은 사

고력, 창의성, 문제해결력, 도전혁신력, 책임시민의식, 대

화력, 도덕성, 갈등해결력, 대인관계력, 그리고 끈기·인

내의 7가지 주요 역량이 한국교육이 다음 세대를 위해 가

르쳐야 할 주요 교육내용으로 제시된 바 있다. 또한 교육

과정평가원에서도 다년간 연구를 통해 새로운 교육과정으

로서의 역량의 구성이나 종류를 개발해 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각종 역량의 목록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은, 어떠한 특정 목록이 가장 중요한 목록인지, 어떠한 종

류의 역량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결정보다는, 그러한 각종 역량의 목록이 어떠한 성격을 일

관적으로 갖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일 것이다. 해외의 각종 

연구사례 뿐 아니라,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교육내

용으로서의 역량 목록을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인지적 역량과 비인지적 역량이 항상 같이 

제시된다는 점이다. 지적 능력 중심의 교육을 해 온 우리나

2) 본고의 바탕이 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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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서는 인지적 역량에 관한 강조점이 덜 강조될 수도 있

으리라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 넓은 사고력이나 

창의성과 같은 인지적 능력에 가까운 역량이 계속하여 제

기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이러한 역량의 목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인지적 역량의 교육을 현재보다 잘 해야 한다는 점이

다. 현재 교육평가의 주요 내용이 되는 것은 주어진 문제를 

주어진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다. 수학능

력시험이 도입된 이래로 단순 사고력이 아닌 고등 사고력

의 측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방식의 평가

가 측정하는 지적 능력 역시 성인이 성공적인 사회 및 경제

활동을 하는 데에 활용하는 인지적 능력과는 차이가 있다

고 볼 수 있다. 성인의 사회 및 경제활동 관련 삶 속에서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특정 5지 선다형의 문제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풀어내야 한다든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

여 5개 선택 중에 정답을 잘 고르는 능력이 필요하다든지, 

주어진 1시간 내에 몇 가지의 문제를 신속히 풀어야 한다

든지 하는 상황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성인의 삶

의 맥락에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구성해 내는 지적 파악능

력, 문제해결을 위한 옵션을 구상해 보는 능력, 그러한 해

결방안을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는 능력 등 보다 실제적 맥

락에 맞게 문제와 해답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이고 실질적인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 수능이 아무리 고등 사고력을 측정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성인의 삶에서 발휘되지 않는 종류

의 문제풀이 위주의 능력을 배양하고 있어, 인지적 능력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현재 교육평가

와 학교교육에 반영되어 있는 인지적 역량은 그 성격이 재

정립되어야 하고, 보다 실제적인 맥락과 창조적인 과정을 

포함할 수 있는 폭 넓은 인지적 역량을 평가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재개념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연구에서 제시한 역량 목록을 통해 공통적으로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의 균형에 대한 강조점을 찾아볼 

수 있다. 성인의 사회 및 경제활동에 있어서 주로 강조되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천재적인 

인지적 능력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협력하여 과업을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화합력, 서로를 설득하며 협동할 수 

있는 대화력과 이해력, 그리고 새로운 방안과 관점을 구상

해 내고 다양한 의견이나 배경을 수용할 수 있는 혁신성 및 

포용력 등이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의 

교육뿐 아니라, 고전교육에 뿌리를 둔 서양의 자유교육적

인 학교교육 역시 지나치리만큼 인지적 역량의 평가와 교

수학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단편

적인 문제풀이(문제해결력이 아님)를 위한 지적 기술 개발

이 주를 이루고 있는 현재의 한국교육은 위와 같은 비인지

적 능력의 개발이 좋은 대입평가 결과를 받는데 크게 도움

이 되지 않으므로, 비인지 역량을 위한 학습을 시간낭비, 

자원낭비, 인력낭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친구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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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나 협동과제를 통해 사회성이나 포용력과 같은 비인지 

역량이 자연스럽게 개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 고등학생들은 그러한 시간에 차라리 수능공부를 하도록 

유도되고 있어, 오히려 비인지적 역량의 자연적 개발까지 

억제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할 시사점은 인지 역

량과 비인지 역량을 구분하여 교육현장에 반영할 것인가, 

연계하여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우리교육이 역

량중심 교육에 접근하는 방식들은 마치 비인지 역량의 교

육이 인지 역량의 교육과 구분되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인 

양 구성되어 실행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은 기존

의 교과과정과 구분되어 독자적인 시간으로 운영되도록 따

로이 마련되어 있는데, 마치 ‘창의력’이라는 역량이 기존 

교과의 맥락과 상관없이도 길러질 수 있는 것처럼 교육과

정이 구성된 것이다.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점검되는 대입 

지원자의 비인지 역량은 주로 교과 외(extracurricular) 활

동을 통해 이루어진 봉사활동이나 협력 및 리더십 경험 등

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역시 비인지 역량이 기존 교과

의 맥락에서 벗어나 길러져야 하는 것인 양 구조화되어 있

는 것이다.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이 서로 독립적인 능력

으로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개발되는 과정에 있어서 

따로이 개발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연계된 상황에서 개발되

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경험 연구를 통해 보다 자세

히 검증될 필요가 있다. 2009년에 실시된 국제 시민성 및 

시민교육 조사연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이하 ICCS)에서는 시민성과 관련된 인

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이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나

라도 있고, 부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나라도 있어, 각 나라

와 문화마다 그리고 각 교과영역마다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의 관계가 서로 달리 설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창의력이라는 역량이 기존 교과의 맥락 없이 개발

될 수 있는 것일까? 협력이나 사회봉사 경험이 역사교과나 

사회교과의 과제를 통해 이루어지면 보다 폭 넓은 학습을 

통해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의 발달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맥락에서 비인지 역량의 측정과 교육

을 기존의 인지적 교과교육과정으로부터 분리하는 현재 여

러 정책방안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

성이 발견된다. 

III. 역량중심 교육평가 개발의 방향

1. 타당도가 높은 평가를 개발해야 한다.

현재 우리 교육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평

가는 사실상 타당도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내용타당도에 관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학

교에서 경험하는 시험이나 대입을 위해 치르는 수능과 논

술은 교육이 마땅히 길러야 할 해당 분야의 역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내신평가

는 선생님들이 객관식과 단답형 시험을 통해 각 교과목의 

학교 학습을 진단하는데, 이러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

았다고 하여 해당 교과목의 역량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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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은 것이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3학년 영어 교과

의 객관식 중간고사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해서 ‘만점 받은 

만큼의 능력으로’ 영어권의 사람과의 대화나 토론을 할 수 

있다거나, ‘만점 받은 만큼’ 영어로 글을 잘 쓰거나 높은 수

준의 독해 및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영어능력은 

주어진 지문 관련 문제를 읽어 맞는 답을 고르는 과정에서

만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영어교과가 목표로 해야 하는 기

본적인 대화능력, 외국인 대응 태도, 주저하지 않고 의견

을 표현할 수 있는 적극성, 효과적이고 명료한 영어 글쓰

기, 영어로 된 대화의 이해와 반응력 등 다양한 종류의 영

어교과 역량을 이러한 학교 시험에서는 담아낼 수가 없고, 

따라서 이러한 시험의 점수가 영어교과의 역량과 관련하여 

의미하는 바가 낮아 내용타당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영어교육뿐 아니라, 거의 모든 교

과에서 목격되는데, 해당 교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그 교과의 역량을 높은 점수만큼 발휘할 수 있음을 의

미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시행되는 평가는 

내용타당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의 평가 뿐 아

니라, 대학에서 치르는 논술 역시 내용 영역이 고등학교 수

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종종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준

에서 길러지고 측정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내용타당도가 낮다. 수능시험의 경우 고

등사고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으나, 전술된 바

와 같이 주어진 문제를 풀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의 측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창의력, 비판력, 포용적 사고 등 다양

한 종류의 인지적 능력의 측정을 위한 내용 타당도가 높다

고 볼 수 없다.

결과타당도와 관련해서도 현재 학교의 평가나 수능 및 

논술이 가히 높다고 볼 수 없다. 결과타당도란 특정 평가

도구가 해당 분야 및 사회문화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지에 관한 타당도 개념이다. 최근 

2012년 수능시험이 치러진 후 신고된 불만이나 이의제기

를 들여다보면, 과연 우리 교육을 통해 우리가 기르고자 하

는 인성이나 비인지적 역량이 수능시험의 과정을 통해 제

대로 길러지고 있는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

어, 언론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수능시험 당일 옆 자리에 

앉은 학생이 시험시간이 지난 후 답안지 표기를 계속하였

다 하여 신고된 사례가 보고 된 바 있었다. 신고한 학생은 

끝까지 그 학생의 처벌을 원했고, 신고된 학생은 올해 성적

이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 내년에도 수능을 치를 자격을 잃

었다고 한다. 친고죄도 아닌 시험부정을 왜 신고한 학생을 

설득하고 결국 그의 의견에 따라 처리했는지 해당 시험장 

본부의 사고처리능력이 의심스러운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러한 사례가 인터넷에 올려진 이후 비슷한 사례의 신고가 

700건이 넘었다는 사실은 수능시험을 통해 길러지는 마음

이 타인을 누르거나 제거해야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지나치

게 비인간적인 경쟁심리가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한다. 즉 옆

에 앉은 학생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흠을 보이면 끝

까지 처벌을 원하거나 적극 신고하여 떨어뜨려내야 자신의 

수능등급이 올라가는 이와 같은 시험제도 하에서는, 우리 

교육이 길러내야 하는 종류의 인성이나 비인지 역량이 제

대로 길러질 수 없으며, 전술된 바와 같이 오히려 인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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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지적 역량의 자연적인 발달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학교에서 치르는 평가나 대학 단위의 논술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면, 우리 교육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교육평가는 결과타당도가 매우 낮은, 즉 교육사

회·문화적 영향이 매우 부정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것

이다.

교육평가의 개발은 이러한 내용타당도와 결과타당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교과별 역량을 미래교육의 역량에 맞게 재조

정하여 교육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결과타당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이나 공격이 아닌 협동과 화합 

및 포용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과제를 평가하여 교육사회와 

교육문화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가방법

을 새로이 개발해야 할 것이다. 

2. 교육공학적 개발이 반영된 평가를 개발해야 한다.

새로운 종류의 평가도구를 개발 중인 국제사례를 검토해 

보면 현재 놀라운 수준의 교육공학적인 기술이 반영된 완

전히 새로운 종류의 평가가 개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OECD의 PISA시험은 2015년부터 협동적 문제해결능

력을 위한 컴퓨터 기반 시험을 실시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

다.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채팅을 통해 

주어진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이러한 대화록

이 기록되어 컴퓨터의 자동평가와 인간 평가자의 질적 평

가를 통해 협동심, 문제해결력, ICT 사용능력 등의 점수를 

산출하려 한다고 한다. 전술된 ATC21S의 경우 이러한 도

구를 이미 개발하여 사전조사를 마친 바 있는데, 호주, 싱

가포르, 캐나다, 미국 등의 일부 학교에서 실시하여 단점

을 보완하여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 교육부는 총 3억 4천만달러라는 거액

의 자금을 Race to the Top Assessment라는 세부정책에 

투입하여 각 주로 하여금 2014-15학년도의 적용을 목표로 

새로운 종류의 평가도구를 개발하게 하고 있다. 연방 교육

부에서 마련한 자금을 각 주에서 지원절차를 통해 분배받

아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거의 대다수의 주가 신청하여 새

로운 평가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을 매우 특이하며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Duncan 미 교육부 장관이 말했

다는 내용이 미 연방 교육부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을 만

큼, 미국 각 주의 평가개발에 관한 관심과 참여는 매우 높

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각 주의 이러한 높은 열의의 배경에는 이전 정부에서 실

시된 NCLB의 주 단위 시험의 단점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증거기반 정책의 중요성을 천명해 온 

부시 정부에서는 주 단위로 실시될 시험의 결과를 수치화 

하여 학교와 지역구의 교육 수준을 높이겠다는 NCLB정책

을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시험이 지나치게 객관식에 의존

하며 단순한 사고를 통한 문제풀이 능력에 집중하는 현상

이 목격되어 왔으며, 일선 학교에서는 이러한 주 단위 시

험에 대비하기 위한 시험 중심 교육(teaching to the test)

이 팽배하여 NCLB가 실시되는 기간 동안 많은 교육학자

와 교사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각 주에서는 단순 문제

풀이를 요구하는 객관식 평가방식이 아닌, 다양한 사고력, 

협동력, 실제 상황에서의 문제해결력 등을 반영하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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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종류의 평가도구를 개발 중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목격

되는 중요한 특징은 새로운 평가도구가 높은 수준의 교육

공학적인 기술을 깊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새로

운 평가도구가 완전히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미 교육부와 

평가개발 협력체에서 공개한 원형(prototype) 문항들을 보

면, 어떤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마우스를 사용하여 화면에 

제시된 그림이나 사물을 이리 저리 옮겨 다시 배치하거나, 

3D형식으로 제시된 물체를 변형 및 회전시키며 관찰하여 

그 결과에 대해 반응하게 하는 등, 컴퓨터와 인터넷의 기술

을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종류의 인지적 사고력이나 협동

력과 같은 비인지적 능력의 측정을 위한 새로운 종류의 평

가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요즘 교육 관련 국제회의에서는 한국은 교육공학으로 유

명한 국가로 흔히 분류되고 있으나, 실제 우리 학급에서는 

파워포인트정도만 사용되고 있는 수준이고, e-textbook 

등의 개발은 아직 전반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 반면, 해외의 다양한 협력체 및 국가에서는 고도의 컴

퓨터 기술을 사용한 새로운 종류의 평가를 개발하여, 그 평

가가 궁극적으로 학교의 교수학습의 개선을 이끌어 줄 것

을 기대하고 있다. 교육공학으로 유명해진 우리나라의 교

육이 이러한 새로운 평가도구의 개발에서 뒤처져서는 안 

될 것이다. 

3. 질적 평가를 공식평가화해야 한다.

질적 평가는 주관적이거나 부정확한 평가가 아니다. 

ATC21S의 경우, 다음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 학교현장에

서 질적 평가가 공식적인 평가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첫째, 질적 평가는 모든 평가의 근본이며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질적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리학에

서 조차 기본적인 단위의 측정을 위해서는 질적 특성을 양

적 자료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각 스포츠에서 역시 

질적 평가와 판단이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포함되어 있는

데, 축구나 야구와 같은 경우 심판이 경고나 오프사이드, 

혹은 스트라이크와 볼을 질적으로 끊임없이 판단하여 경기

의 흐름을 주관한다. 올림픽에서의 체조나 피겨스케이팅

의 경우 세계에서 제일 잘 하는 선수를 가려내는 과정이라

는 매우 고부담 시험(high-stakes test)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평가는 평가자들의 질적 관찰을 

통한 점수 배분에 근거한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바 있는 

사법시험의 2차 시험, 운전면허 자격을 위한 도로주행 시

험 등 부담이 높은 맥락에서도 우리는 이미 매우 많은 분야

에서 질적 판단과 평가를 사용해 왔다. 심지어 일상생활에

서 모든 사람들이 흔히 실행하는 판단은 거의 질적 판단이

다.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지,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어

떤 옷이 예쁜지, 어떤 상품을 구매할 것인지,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등 우리가 하는 판단은 거의 질적 판단이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이 인간 삶의 거의 모든 분

야에 있어서 질적 평가와 판단이 매우 공식적이거나 중요

한 결정의 근거로 적용되고 있고 매우 빈번히 실행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에서 질적 평가를 주요 평

가방식으로 도입하지 말아야 할 근거를 찾기는 힘들다.

둘째, 질적 평가는 실제적으로 실행해 보면 그 차이가 분

명히 보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력에 관한 학생들의 

이해를 문장으로 작성하게 하여 질적으로 평가하는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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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자. 갑순이는 ‘구멍이 나 있는 것이 가라앉는다’라

고 답하였고, 갑돌이는 ‘무거운 것이 가라앉는다’라고 하였

으며, 을순이는 ‘밀도가 높은 것이 가라앉는다’라고 답하였

다. 특정 물체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높으면 그 물체는 

물에 가라앉는다는 사실에 근거하면, 을순이의 응답은 갑

돌이의 응답보다 정확하다. 또한 밀도라는 개념에 무게라

는 개념이 반영된다고 보면, 갑돌이의 응답은 갑순이의 응

답보다 수준이 높다. 구멍이 나 있는 물체가 흔히 밀도가 

낮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갑순이의 응답은 전혀 이해

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교수학습의 상황에 

따라 갑순이의 응답과 같은 오답도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 활용할 수 있는 응답이다. 즉 질적 평가는 

정확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 비해

서는, 실제로 학생들의 응답이나 이해수준을 보면, 분명히 

질적인 차이가 발견될 수 있으며, 따라서 질적 평가는 공식

평가로서 매우 중요한 측정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질적 평가는 정도의 평가를 가능케 한다. 양적 평

가는 점수의 배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문항의 

정답을 맞추면 배분된 점수를 얻게 되고 틀리면 잃는다. 이

러한 맞거나 틀리거나의 이분적인 측정은 교수학습의 자

료제공을 위해 그리고 학생의 정확한 수준의 측정을 위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주기 어렵다. 왜냐하면 특정 문항에서 

정답을 맞추었다고 하여 그 문항에서 요구하는 사고를 성

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확한 이해 없이도 운

이나 확률에 의해 정답을 맞추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

다. 반면 같은 내용의 문항을 개방진술 방식으로 학생들에

게 적게 하거나 구술로 설명하게 하면, 맞고 틀린 것 뿐 아

니라 이해력 수준의 정도를 측정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위

에서 예를 든 밀도 이해의 경우, 을순이는 3점, 갑돌이는 2

점, 그리고 갑순이는 1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것

을 양적평가로 하면 갑돌이와 갑순이는 0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전술된 바와 같이 정답은 아니더라도 불완전한 이

해 역시 그 성취를 인정해 주어야 하며 교수학습을 통해 더 

깊은 사고의 출발점으로 사용하여 교수학습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ATC21S는 질적 평가가 

학교나 선발과정에서 중요한 공식평가 방법으로 자리잡아

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

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질적 평가의 중요성과 효과 및 정

확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특히 질적 평가를 

통한 인지적이고 비인지적인 역량의 평가를 공식평가화 하

여 대입평가의 한 방편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학교에서 교사가 평가해야 한다.

최근 실시된 델파이조사 결과에서는 이러한 질적 평가를 

통한 역량의 평가는 결국 현장 교사를 통해 실시되어야 한

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현재 개발 중인 새로운 교육평

가 도구 중 ATC21S에서 개발하는 평가도구에 대해 책임개

발자와 필자가 논의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

평가가 고부담 평가(high-stakes test)인 경우에는 그러

한 컴퓨터 기반의 협동 문제해결력 평가 도구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컴퓨터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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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은 일종의 평가기준(rubrics)을 설정하고 그 기준

에 맞는 평가절차와 측정을 실시하기 때문에, 일단 이 기

준이 공개되면 그 기준대로만 반응할 수 있는 피평가자의 

역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즉, 좋은 점수 결과를 얻는 

데에만 높은 열의를 보이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진정

한 협동력, 문제해결력 등의 개발보다는 이러한 평가도구

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한 전략이나 비법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진정한 역량의 개발 없이도 기준(rubrics)대로만 

반응하는 피평가자는 실제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의 타당도가 낮아지게 된다. ATC21S에서 개발

하는 자동화 평가도구는 평가의 내용이 비인지 역량을 반

영하고 있고 고도의 컴퓨터 자동화 기술을 반영하여 평가

도구의 발전이라는 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한계점으로 인해 저부담 시험(low-stakes test) 

환경에서 교수학습의 피드백 자료제공을 위해서만 효과적

인 도구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고부담 시험의 환경

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당장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장기적으

로 교사의 집중 연수 등을 통해 교사의 질적 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질적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공

감대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는 교사가 직접 학교생활을 

통해 각 학생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비인지 역량을 직접 측

정하여 5점 척도 등의 방식으로 양적 기록을 할 수 있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교사의 잡무 경감, 비

인지 역량의 학습기회 확대 등의 조건 역시 충족되어야 한

다. 또한 T점수화 등의 방법으로 점수를 변환하여, 점수를 

과도하게 잘 주면 전반적으로 점수가 내려간다는 것을 알

게 하여, 현직 교사들이 점수를 과도하게 잘 주려는 경향을 

억제할 필요도 있다(자세한 방법은 본고의 내용이 기술된 

연구보고서 참조).

중요한 것은 학교현장에서 교사가 직접 질적 평가를 통

해 비인지 역량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게 되면, 도구적인 한

계를 극복할 수 있고, 교직의 권위를 강화하는 데에도 도

움이 된다는 점이다. 또한 학교에서 교사가 직접 측정하면 

사교육이 관여할 공간이 완전히 제거되어 사교육 문제 해

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나라의 교사들과 비

교하여 매우 우수한 집단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 교사들의 

경우, 적절하고 효율적인 교사교육 및 현직교사 연수, 그

리고 다년간의 점진적인 적용 및 확대를 통해 무리 없는 현

장 도입을 시도한다면 충분히 다른 여러 나라의 교사들처

럼 ‘평가 전문성’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비인지 역량을 질적 

평가하여 대입에 반영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 정책적 도입

과학 및 기술적 접근을 취하는 목표중심, 운영중심 평가

는 개별현상의 고유성을 무시하고 인간 경험의 질적 측면

을 경시하여, 교육의 개별화와 인간화를 가로막는 장애물

이 되어 왔다. (Eliot Eisner, 1975)

질적 평가는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전문가에 의한 도구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교사가 직접 사용하기

에 용이하고 명확한 평가의 기준, 평가 절차, 평가의 예시, 

SPECIAL REPORT   평가의 개혁을 통한 역량중심 교육의 개발 방향과 과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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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시 고려사항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 현장에서 적

용하기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 수행평가가 시·

도교육청의 권고를 통해 진행되는 방식은 이러한 면에 있

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수행평가는 시·도교

육청이 권고하여 시행하고는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경

우) 자세한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의 활용은 각 학교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 수행평가가 제대로 실

행될 수 없으며 출석 및 참여여부나 실험 성공여부 등의 가

시적인 내용만 기준으로 하여 수행평가의 결과가 기록되

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뉴질랜드나 캐나다 퀘백 주에서

는 교육전문가들이 다년간 연구를 통해 개발한 여러 교과

목과 여러 수준의 질적 평가도구를 교육청이 현장 교사에

게 적절히 제공하여, 교사가 교수학습적 맥락에 따라 적절

한 평가도구를 선택하여 질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

다. 즉, 질적 평가도구의 개발을 통해 역량중심 교육을 이

끌어 갈 경우, 정부 주도 하에 전문가의 도구개발과 정부의 

적극적 보급이라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성공적으

로 현장에 도입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2012년 11월 말에 실시된 UNESCO 방콕 교육전문

가 회의3)에서 PISA 개발 경험이 있는 학자에게서 들은 바

에 의하면, 11월 말 현재 OECD에서는 PISA 2015에 대한 

방향만 설정했을 뿐 평가도구 개발자를 아직 선정하지 않

았다고 하며 조만간 선정하게 될 것인데 아마 Pearson 사

나 ATC21S 등 중 한 곳의 평가도구가 선정될 것 같다고 

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 전술된 바와 같이 2014년부터 획

기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질적 평가가 주 단위 기초학력 점

검을 위한 평가도구로 포함될 예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

름에서 우리나라 역시 교육공학, 교육평가, 교육과정 등의 

전문적 역량을 총합하여 새로운 종류의 평가 도구 및 절차

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부담 시험 환경과 사교육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개발하

여 교사가 직접 수행하는 질적 평가의 공식평가화를 추진

하여야 한다. 역량중심 교육의 실행을 위한 시대적인 요청

이 높고 교육적인 필요성이 인지되는 시점이다. 당면한 여

러 가지 교육현안의 처리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미래교육을 

위한 현실적인 전략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개발해 갈 수 

있는 혁신력이 우리 교육계에 요청된다. 

3)  “What Education for the Future· Beyond 2015-Rethinking Learning in a Changing World”라는 주제로 2012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교육관련 전문가 회의(Regional 

High-level Expert Meeting)가 개최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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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교육

World

1) 15-25세 미만 연령의 청년실업자 (독일 통계청 개념)

 I. 들어가면서

세계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의 패배, 국가의 분단과 통

일, 그리고 여러 차례 크고 작은 경제위기를 겪은 독일은 유

로 금융위기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주변 국가에 지원하며 리

더(Leader)역할을 할 만큼 튼튼한 경제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경제기반은 성실과 근면의 자세로 현실과 미래에 대

응하는 합리적 사고와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독일 산업인력 개발의 원천은 중세기 수공업계 길드로부터 

시작되었고 현대화된 직업교육과 훈련체계는 19세기 산업기

계화를 계기로 확장되었으며 제2차 대전 후 독일이 동독과 서

독으로 분단되면서도 직업교육은 양국에서 각기 다양한 체계

로 진행되었다. 통일 후 두 체계는 다시 하나로 조합되어 전

통과 현대적인 요소들이 접목된 형태로 지속되고 있고 경제

사회에 기여하는 산업인력 개발의 뛰어난 제도로 세계적인 인

정과 호응을 받고 있다.    

독일의 직업교육과 훈련제도의 장점은 비교적 낮은 청소년 

실업률 1)이다. 2011년 EU의 통계(Eurostat)를 살펴보면 27

개 유럽 연합국 청소년 실업률이 평균 9.1%에 달하는 반면 독

일 청소년 실업률은 4.5%로 두배 가까이 낮은 실업률을 보이

고 있다. 한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직업

교육에 참여한다. 반면 독일 통계청(Statisches Bundesamt)

에 의하면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2010년 통계로 보면 약 53%이며, 한해 대학 졸업률

은 그 중 약 26%이다. 지난 해 독일의 박사학위 소유자 비율

은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한다. 독일국민의 직업교육에 대

한 높은 선호도와 인정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직

독일의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과 
마이스터 양성, 
어떻게 하고 있나

EducationWorld

글

•
Dr. Christin Brings(김은숙)
Bundesinstitut fuer Berufsbildung, B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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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교육과정을 거치는 비율이 한국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데

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일반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전공지망

분야 실무에 대한 이해를 위해 먼저 직업교육을 이수한 후 대

학공부를 시작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직업교육과 마이

스터 양성체계를 소개하기로 한다. 그 중 첫째, 고등학교 수

준의 직업교육의 위치,  진로과정 및 체계와 제도의 특징, 둘

째,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셋째, 독일의 사례가 한국

사회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 지 살펴보기로 한다.

II.  독일 고등학교 수준의  
직업교육체계와 현황

1. 독일 교육제도 내의 직업교육의 위치     

독일에서는 보통 3년제 유치원이 학부형의 자율선택이며 4

년제 초등교육과 5학년에서 9-10학년까지의 중학교 과정은 

국가의무교육제로 실시된다. 학생이 초등교육을 마치면 5,6 

학년은 중등 교육단계의 적응실험기간이 진행되고 그후 중학

교 정식 과정이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 데, 여기엔 기본

급의 Hauptschule(기본학교), 중간급의  Realschule(중등학

교) 그리고 계속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급학교 Gymnasium

이 있다. 원래  기본학교인 Hauptschule는 이공계, 중등학교

인 Realschule 는 상업계 직업인력을 배출하는 일반교육과

정으로 보았으나 근래 기본학교인 Hauptschule 교육수준의 

질적인 문제로 졸업생들이 바로 정식 직업교육과정에 진입하

지 못하고 직업기초교육을 받는 비율이 증가하여 교육문제의 

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2010년 기본학교 학생들의 진로를 돕고자 

조기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졸업 후에도 학생들의 

진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독일교육

정책의 기본원리로는 중학교 학생들은 실력에 따라 학교유형

을 중간에 바꿀 수도 있고 또 졸업평균성적에 따라 기본학교

나 중등학교 학생들도 고등학교 단위의 Gymnasium에도 입

학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기본학교나 중등학교, 김나지움의 

학교수준의 차이가 없이 직업교육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모두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은 복합된 의미가 있으나 독일은 이

와 달리 직업교육(Berufsausbildung - Vocational Edu-

cation)과 직업훈련(berufliche Fortbildung - Vocational 

Training)의 체계와 개념이 명백히 분리되어 있다. 직업교

육은 한국의 고등학교 수준의 전문직 기초교육단계(Initial 

Vocational Education)에 해당된다. 한국의 특성화고나 마

이스터고도 이러한 직업교육의 수준이라고 본다. 직업훈련 

(Vocational Training)은 대개 직업교육을 마친 후 경력을 

쌓는 전문직 근로자들이 밟는 승진, 이직, 전직, 기내 훈련 

또는 능력개발을 위한 계속교육(Continuing Learning)과정

평생교육
(여러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일반 및 직업훈련, 학문에 관련된 계속교육과정

이원화 직업교육(Deal 
System)

직업기초교육

(Berufsgrunobildung-

sjahr) 

직무경험

전문대학(Fachhochschule)
종합대학

(Gesamthoschule 일부과정)
행정대학

(Verwal tungsakademie)

이원화 대학과정
(Duales Stedium)

중등학교
(Realschule)

7-10 학년

전문고등학교
(Fachoberschule) 

기본학교(Hauptschule)

7-9/10 학년

학습 적응실험 과정(Orientierungsstufe) 5-6 학년, 학교별 또는 단계별

초등학교(Grendschule) 1-4 학년

유치원(Kindergarten) 평균 3-6세, 마지막해 1년 초등학교 준비교육과정

일반대학(Universitat)
신학대학(Theoleg. Hochschule)

교육대학(Padagogische  Hochschule)

예술대학(Kunsthochsch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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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독일 교육시스템의 기본구조(출처 : 독일연방교육부·BMBF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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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는 실습위주의 직업교육으로 도제식 교육이라고도 한

다. 직업학교에는 중간실력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참여비율

이 높고 직업교육 기초과정에는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거

나 비교적 낮은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진학하나 

2010년부터 이원화 직업교육시장이 완화되면서 이 과정에 참

여하는 중학교 졸업생들의 학생수가 급격히 늘었다. 반대로 

full time직업학교나 직업기초교육과정에 참여하던 학생들의 

수는 감소하였다. 2010년 이원화 직업교육은 51%로 가장 높

은 참여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직업기초교육과정

으로 약 28.8%, 정일제 직업학교의 학생비율은 20.4%에 달

한다. 기업체들이 고령화에 따른 산업인력부족 현상을 우려

하여 사내 교육과정을 밟는 학생들을 졸업후 바로 채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청소년들이 이 과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숫자로 보면 2010년 전체 1460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도제식 직업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 

중 신규계약은 525만 건이었고 206,294개의 기업체들이 이

러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하나의 현상은 일반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이원화 직업교육제도의 참여이다. 일반 고등 학

교는 원래 학문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대학진입을 

목적으로 다니는 과정이나 현재 약 53%가 졸업후 바로 대학

에 입학하고 다른 일부는 직업교육을 받은 후 진로를 선택하

는 경우와 직업교육을 마친 후 대학에 입학하기도 한다. 그만

큼 독일의 이원화 직업제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목적과 이

유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3.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의 체계 

독일에서는 중학교를 마친 대다수의 학생비율이 이원화 직

을 말한다. 따라서 근래 한국에서 잘 알려진 마이스터고는 직

업교육의 기초를 닦는 과정이며, 독일의 마이스터 훈련은 전

문 고등학교 차원이 아닌 직업교육 이수 후 경력자 전문직 훈

련과정을 말한다. 독일에서의 마이스터는 이공계 분야의 전

문기술 장인이며 이는 전통적인 수공업 마이스터와 현대화

된 산업마이스터로 분리되고 이외 상업계 전문인력훈련과정

이 있다. 

2. 독일 청소년 직업교육 진로과정 

대학교육의 하위권에 속하는 독일 직업교육은 대체로 세 가

지 종류로 나뉘어 진다. 하나는 유치원교사, 의료, 사회복지, 

건강 또는 정보 등 서비스 직종들을 중심으로 다루는  정일

제 전문직 교육과정(Berufsschule 또는 Berufskolleg)2), 둘

째, 완벽한 직업교육 이수과정은 아니나 다양한 직업교육을 

준비하는 기초과정(Berufsgrundbildungsjahr, Einstiegs-

qualifizierung)3)이 있으며  셋째, 기업체와 학교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이원화 직업교육(Duale Berufsausbildung)이 

2)  Berufskolleg는 1990년대부터 예전의 직업학교 외에도 직업훈련과 대학진학 또는 일반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성인교육과정을 갖춘 학교형태를 말한다. 이 학교의 타입
은 Berufsschule College 역할을 겸용하는 직업학교의 위치를 설명해준다.    

3)  이 과정에는 주로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거나 졸업을 했으나 바로 진로교육의 단계를 밟지 못한 학생들에게 실시되는 직업교육 이전의 적응단계이다. 전에 말했던 기본학
교 졸업생들이 주로 이 교육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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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이원화 제도(Dual system)는 직업

교육이 기업체의 실무와 직업학교의 이론교육이 병행되는  체

계를 말한다. 매년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이에 해당되는 직업교육(Berufsausbildung)과 진로를 선택

한다. 이원화 제도의 교육을 받기 위한 기본은 우선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기업체와 실무교육을 원하는 지원자가 상호 

계약체결을 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독일 직업교육의 주요 법적 근거는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직업교육법(Berufsbildungsgesetz - BBiG)4)과 수공업규정 

(Handwerksordnung - HWO)을 들 수 있다. 직업교육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중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지만 실질

적으로 연령제한이 없어 누구나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즉, 누구나 직업교육을 받기 원하는 자는 기업체와 합의가 되

면 나이와 관계 없이 해당 공공감독기관의 허락을 받고 그 과

정을 이수할 수 있다.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은 정책단위의 협력관계, 즉 여러 

정치나 사회단체들의 공동참여로 산·학·관의 협력체계가 

형성된다. 1970년대 직업교육의 개혁에 따라 산학협력에 따

른 정치, 사회단체, 기업체, 학교들의  과제가 분담되었고 직

업교육과 훈련체계가 국가자격인증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표

준화 되었다. 이러한 표준화는 독일의 어느 기업체에서도 직

종의 명칭으로만 그 자격에 해당하는 표준기준을 이해할 수 

있고 외부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자의 직종과 해당분야 경력

에 따라 빠른 인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직업교육과 훈련분야의 관리는 대부분 독일 연방교육부

(Bundesministerium ḟu̇r Bildung und Forschung)와 연

방 경제부(Bundesministerium ḟu̇r Wirtschaft und Tech-

nologie)에서 총괄하고5) 노동시장과 인력양성 개발의 연계, 

직업교육과 훈련규정에 대한 연구와 사업진행은 연방 직업교

육연구소(Bundesinstitu ḟu̇r Berufsbildung)에서 분담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체 전문직업교육을 위한 직종과 교육규정

(Ausbildungsordnung)은 연방부처들이 주도하나 고용주, 

노조, 해당 협회단체들이 결정권을 가진다. 직업학교 전문

직 수업을 위한 학습교안(Rahmenlehrplan)은 16개로 구성

된 주정부의 대표들이 작성하여 배포하고 문화교육정책에 권

한을 가진 각 주정부들(L̇ȧnder)은 학습프레임의 적용여부를 

자치적으로 결정하며 반드시 이를 적용할 의무는 없다. 또한 

학교마다 운영조직과 학습내용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학습교재 또한 학교나 산업체가 자체

적으로 개발하거나 공동협력과 합의로서 작성되는 경우가 많

아 국가 지정교과서들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에

서 재정을 지원하여 운영되는 직업훈련소(̇u̇berbetriebliche 

Bildungssṫȧtte - ˙̇UBS)는 중소기업체들이 회사 내 인프라 

부족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부분을 보충해주는 역할

을 하며 직업훈련과 진로교육 개발사업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재 독일 연방 교육부가 관리하는 직업교육단위의 국가전

문인력 자격증에는 매년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하나 약 340-

350개의 직종들이 해당된다. 이를 위한 필수교육과정은 직종

4) 1969년에 제정, 2005년 개정.   
5) 직종에 따라 해당부처의 예외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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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업체 직업교육의 학습프레임을 중심으로 직접 계획하고 

실행한다. 학습규정이 기업체의 인력양성의 필요성과 표준화

된 교육생의 학습이행의 조건이 갖추어 지도록 상공협회6)에

서는 상담과 감독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직업교육의 계약체

결은 직업교육에만 해당되며 직업교육을 마친 후 고용주가 반

드시 교육생을 채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직업교육 계약서

에는 교육기간, 근로조건, 기업이 지불하는 해당 직종의 교육

보조금, 기업체와 훈련생의 책임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계약서는 반드시 담당 상공회의소에서 검토하여 최

종허가를 받아야 한다. 독일에 있는 80개의 상공회의소들은 

연방 직업교육법에 따라 기업체와 청소년의 직업교육 체결에 

대한 감독, 교육과정에서의 기업체 또는 훈련생 상담, 청소년 

근로보호관리, 시험과정에 대한 조직과 운영을 담당한다.7)

 반면 이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지

자체 운영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직업교육의 감독

기관으로서 기업체들의 현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기업체

에게 훈련조건의 향상을 요구하거나 조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동시에 지자체 산업개발을 위한 경영지원센터이기도 

하다.8) 또한 상공협회나 수공협회, 또는 그외 다른 전문분야

의 협회들은 경력자 직업훈련기관이자 민간훈련단체들의 학

습을 지원하는 상담기관이기도 하다.9) 또한 각 전문분야나 지

자체들은 필요에 따라 각 분야의 요구에 따라 자치적으로 필

요한 직종을 따로 연구하고 교육규정을 만들어 훈련을 제공

하기도 하나 이 과정들은 국가인증표준화의 자격증 성격을 

가지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원화제도의 특징은 경제사회단체들이 적극

적으로 해당 전문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직업교육정책사업

에 따라 다르나  2-3.5년에 달한다. 독일의 직업교육은 우수

한 산업인력인재양성의 목적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종

에 개인의 재능과 적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법적인 근거

는 없으나 산업분야별로 지망 청소년들의 선발조건들이 각기 

다르다. 특히 은행이나 보험, 무역 등 상업분야에서는 기업

체들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나 일반 판

매원들의 경우 보통 중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된다. 또한 산업

자동화에 따른 기술발전에 따라 생산분야의 인력소요가 대

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분야의 인력수요가 증

가하고 있다.   

4. 독일 이원화 직업교육제도의 특징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은 한국과 달리 직업학교를 중심으

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기업

체가 교육생들의 직업교육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그

리하여 각 기업체가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무교육에는 표준화

6) 21세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직업학교 수업의무가 공제된다.
7) 상기의 규정감독은 상공회의소나 수공업협회뿐만 아니라 직종에 따라 다른 분야의 전문협회(예, 의사, 약사, 변호사협회)에서 총괄하기도 한다.  
8)  독일의 상공회의소(Industrie-und Handelskammer)들은 담당지역 기업체들의 회비로 재정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정책의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자치적  

지역의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는 독립운영제의 기관이다. 수공업분야에서도 수공협회(Handwerkskammer)가 지역별로 이와 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 
9)  각 전문분야나 지자체들은 필요에 따라 각 분야의 요구에 따라 자치적으로 필요한 직종을 따로 연구하고 교육규정을 만들어 훈련을 제공하기도 하나 이 과정들은  

국가인증표준화의 자격증 성격을 가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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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고 자체적으로 산학협력의 조직을 만들어 운영한다

는 점이다. 국가는 산업체가 인력양성에 필요한 거시적인 정

책인프라와 프레임을 구성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직업

학교의 의무는 기업체에서 실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보충하는 학습을 진행하고 의무제 일반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다. 

5.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독일의 직업교육은 직업훈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 분야의 직업교육을 이수한 자들은 실무 경력을 쌓은 후 직

업훈련과정을 밟을 수 있다. 독일에서는 한 직종의 직업교육

을 새로 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정책적으로 산업체의 수요에 

따라 한층 더 향상(upgrade) 된 해당 직업훈련의 과정을 고

려한다. 또한 해당 분야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다.

가. 마이스터 훈련제도 

한국에 알려진 마이스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업교

육을 한층 더 심화시킨 전문직 훈련과정(berufliche Fortbil-

dung - Vocational Training)에 속한다. 독일의 마이스터제

도는 전통적인 수공업 마이스터와 현대화된 산업 마이스터로 

분리된다. 그러나 근래의 수공업은 중세기의 수공업 흔적이 

남아있기는 하나 대다수가 지속적인 기술발전에 따라 자동화

된 부분이 많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문기술 서비스분야가 흔

한 편이다. 여기에는 예로 전기, 배관, 에너지 산업, 디자인,   

IT분야 등의 다양한 직종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현재 독일의 

수공업은 예전의 단순 제조업(handi craft)의 의미와는 달리 

서비스 전문분야의 셩격을 띠고 있다. 독일 수공업 마이스터

는 우선 한 전문분야의 리더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자로서 

훈련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영업과 직업교육의 

권한이 부여되고 그 외 한 전문기업체의 경영인으로서 활동

할 수 있다. 반면 산업 마이스터는 19세기 독일에 산업화가 진

행되면서 도입된 자격이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체에서 근로

자들과 상위 경영급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조직

의 윤활성을 도모하는 데 있다. 산업 마이스터는 일반적으로 

한 기업체의 전문분야 그룹리더가 되어 근로자들을 인솔하고 

직업교육 외에 경영과 인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독일

의 기업체에서 엔지니어들이 기술연구와 개발을 담당한다면 

일반 technician들은 일부 프로젝트의 기획과 설계를 전담하

고 산업 마이스터들은 실무분야의 경영을 책임지거나 인사관

리와 전문직 직업교육지도, 또는 생산분야의 부품구매관리와 

경영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나. 경영직 훈련제도 

독일의 마이스터제도는 직업훈련과정의 일부분이다. 이공

계나 기술분야 외에 상업분야의 전문경영직 훈련이 존재하고 

있다. 전문경영직들은 금융, 행정, 물류, 무역분야 등에서 양

성되고 한 전문분야를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경영전문가는 기업체에서 산업마이스터와 유사한 인사관

리, 전문분야의 경영과 상담, 직업교육 등 비슷한 업무를 담

당한다. 이러한 자격소지자들은 그 다음 단계에서 전문 경영

직의  훈련과정을 밟을 수 있다. 마이스터나 경영전문직들은 

앞으로 독일 내에서 학사자격과 유사한 자격인정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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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철강분야의 인력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많은 고급인력

들이 산업체를 벗어날 수 밖에 없었다. 2008년 금융위기에 

처했을 때 저하된 직업교육계약의 체결수가 경기상승에 따

라 차츰 증가하는 반면 근래 유로위기와 관련하여 다시금 감

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

의 계약체결은 기업체들의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비로 인해 

그다지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지 않다. 2012년 그 체결수

는 2009년 수준과 비슷하다. 이같은 현상은 독일의 직업교

육이 산업체 경기와 인력양성에 대한 관심사에 접목되어 있

음을 보여준다.  

III.  마무리하며 - 독일직업교육의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처럼 기업체를 중심으로 이루

어지는 도제식 직업교육제도와 한국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산

업인재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한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일대일

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또한 독일의 마이스터와 같은 훈련과

정은 이미 직업교육을 마친 경력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훈련과

정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문대학 과정과 비교하기도 어렵다. 

으로 예상된다. 특히 마이스터의 경우에는 3-4년제 전문대

학(Fachhochschule)에서 경력을 인정받고 석사과정을 마칠 

수 있는 자격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숫자는 갈수록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인증 대상의 훈련과정은 정일제 제도도 있으나 대개가 

실무를 동반한 야간학습형태로 이루어진다. 훈련과정은 시험

을 치루기까지 약 2년 내지 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국가표준화 인증시스템에 해당되는 과정들 중 3개월 내지 4

개월 정도 사이에 이수할 수 있는 단기훈련과정은 찾아 보기

가 어렵다.   

6.  유럽 상호자격인증시스템(EQR)을 구축하기 위한  

독일의 국가자격인증프레임 

21세기 초반 Bologna process의 상호자격인증시스템 구

축 제안과 Lisbon 사회 복지와 근로향상의  EU체결은 유럽

화 되어가고 있는 노동시장과 직업교육, 훈련시스템에도 많

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국가 간 근로자들의 상호 자격인

정을 위한 인증시스템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독일에서

도 국가자격인증프레임(Deutscher Qualifikationsrahmen 

- DQR)을 형성하는 단계에 있고 각 교육단체와 산업단체들

이 활발하게 토론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직업훈련단위의 마이

스터 인증은 경력자의 경영, 인사관리, 전문기능 발휘, 직업

교육 실행의 임무를 감안하여 대학을 졸업한 학사와 동등한 

자격인정을 하도록 하자는 여론이 높다. 독일의 몇 연방 주들

은 이미 몇해 전부터 마이스터 자격의 경력자들이 전문대학이

나 일반대학의 공과대 진학을 허가하는 계속교육의 진로체계

를 갖췄다. 앞으로 고등교육과 직업경력자들의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자격프레임의 완성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년을 돌이켜보면 특히 독일의 직업교육의 번창과 

축소는 흔히 산업경기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었다.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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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몇가지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

점을 정리해 볼수 있다. 

첫째, 독일의 직업교육제도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산업

체 주도의 직업인력 개발에 대한 사회적 기여정신이다 독일

의 경우 산업체 전문인력 개발에 대해 대·중소기업체들을 막

론하고 산업발전의 공동체 의식과 미래 인력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기업과 단체, 노조들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다. 그들은 한 분야의 이익과 경제적인 장점을 내세우

기 전에 자체적인 상호토론과 합의를 통해 미래 인력양성 개

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알맞은 정책을 세운다. 정부는 사

회참여단체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이를 위한 기본 인프라와 체

계를 지원하며 국가인력 개발에 필요한 정책연구 정보를 제

공한다. 직업교육과 훈련에 소요되는 재정은 민간기업체들과 

공공기관의 지원에 따라 형성되며 국가가 전담하지 않는다. 

한국도 직업교육과 훈련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아닌 기

업 및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 주

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력중심의 교육과 산업체 요

구의 인력 미스매치 현상은 자원의 낭비와 인력활용의 미흡

한 현상을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미스매치는 독일의 사례에 

비춰 볼 때 기업 및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산업전문인력 개발 

확보를 통해 더욱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지속가능한 고용취업 문화정착을 위한 체계형성 

(system formation) 및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와 표준

화(standardization)이다. 한국의 직업교육은 교육과학기술

부의 책임으로, 직업훈련은 고용노동부의 책임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계속적인  직업교육과 훈련체계의 연계가 궤

리되어 있어 지속적인 전문인력 개발에 한계를 가져다 준다. 

따라서 지속적인 고용 및 취업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명

확한 체계가 형성(system formation)되어야 하고 직업교육

과 직업훈련의 연계와 표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부처 간의 협력과 상호 의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

어져야 한다. 그리고 산업인력개발단체들이 참여하여 직업교

육과 훈련의 연계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를 표준화하고 

산업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시사점은 직업교육과 훈련체계가 정권의 프

로그램에 따라 변화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인력개발이 연구되

고 검토될 수 있는 운영토대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개인의 적성과 재능을 반영하는 진로경로 또는 경력

개발경로(career path)의 지원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교육

과 노동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교육의 성과(Out-

come)는 사회개발과 개인발전의 실질적인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립성을 

길러 주어야 하고, 각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미래을 구

상하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

재 한국교육의 실정은 모든 교육의 목적이 대학입시 위주 및 

높은 수능성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질적인 개인의 재능

보다 대학입시를 위한 성적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 장기적으

로 개인의 의사결정에 합리성과 자부심을 키워나갈 수 있도

록 개성과 재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는 진로(career path)교

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직업교육과 훈련과정을 거친 이

공계 출신이 경력을 쌓아 경영직원의 career를 밟을 수 있

고 명문대 인문계나 경영학 출신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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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경영자로 성장할 수 있는 인력개발체계가 구축되어야 한

다. 진로교육은 학교와 산업체,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학부

형들이 모두 협력하여 청소년의 어떠한 선택도 적극 반영하

고 배려할 수 있는 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목고

나 더 치열한 성적향상을 중심으로한 우수인재 양성은 이러

한 선택여부의 가능성을 제한한다. 성적이 아닌 적성과 재능

이 동등하게 존재하고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개인능력과 재능

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직업교육과 노동시장의 시스템이 구

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립적이면서도 사회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인력으로 양

성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산업체 인사제도에 관련 학력간의 임금격차가 완화

되어야 하고 대·중소기업체 간의 동등한 인력개발과 복지후

생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기업체의 막강한 경쟁력과 중소기

업의 재정난 및 인력난은 청소년의 직업교육과 채용에 또 다

른 도전을 방해한다. 임금이 높고 일자리 조건이 좋으며 승진

의 가능성이 활발했던 대기업체의 번창시대는 이제 대체적인 

현상만은 아닌 것 같다. 대기업들의 인사조절, 연말인사고과, 

그리고 outsourcing과 change management는 근로자들에

게 결코 혜택만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아

직도 예전와 같은 근로조건의 대기업체들을 선호하고 있고  

이러한 기업체에서의 자신의 성공과 승진의 전망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전체 기업 중 3%미만의 기업들이 대기업

이며, 나머지 97%가 중소기업이다. 국가는 이러한 중소기업

체들을 위한 직업교육과 훈련제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미

래의 산업체 인력양성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

해서는 국가가 효과적인 산학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금지

원과 산학체계에 대한 중소기업체들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

다. 또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과 계속적인 전문직 

훈련 향상과 발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을 강화해야 한다. 또

한 학력위주만이 아닌 학력과 경력이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학력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격차도 완화시킬 수 있다. 아울러  복지후생에 대한 조

치도 중소기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Last not but least,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자기개발

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자립심을 높여주며 문제해

결능력을 강화하는 교육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과잉학습과 

학생들의 일반학습능력을 초과하는 높은 수준의 영재교육보

다 실질적인 재능과 꿈을 키우고 건전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마이스터고는 2010년 처음 개교한 후 2013년 2월 

첫 졸업생들을 배출하게 된다. 마이스터고의 기본이 산·

학·관의 연계를 통한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인 만큼 독일의 

산학제도의 개념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기업체들의 

높은 신뢰도와 학생과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는 한국 직업

교육정책의 한 성공사례임을 확인하게 해준다. 또한 우수한 

전문교원의 확보와 현장연수, 산학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졸업생 계속교육의 지원체계 구

축, 꾸준한 외부평가를 통한 질 관리는 직업교육단위에서의 

산업인력 양성개발에 중요한 미래의 발전요소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앞으로 마이스터고의 육성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는 이 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산업체 주도의 직업인력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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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과 참여, 실질적인 진로교육 강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의 연계와 표준화 및 고용과 취업문화 정착을 위한 체계형성

(system formation), 학력과 경력에 따른 임금격차 완화, 중

소기업체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마이스터고 육성을 통해 구축된 산학협력 교

육의 기반이 특성화고등학교 체제 개편과 교육 내실화를 위

한 안정적인 기반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cbrings1@naver.

com: brings@bibb.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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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ndesinstitut ḟ̇̇ur Berufsbildung (2012) : Datenreport zum Berufsbildungsbericht. 

Informationen und Analysen zur Entwicklung der beruflichen Bildung. 

•  Bundesinstitut ḟ̇̇ur Berufsbildung (2012) : Engṗȧsse auf dem Arbeitsmark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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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gebnisse der BIBB-IAB-Qualifika tions- und Berufsfeldprojektionen bis zum 

Jahr 2030. BIBB-Report. Ausgabe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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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교육

Ⅰ. 서론

이 글은 스웨덴의 교육자치(education autonomy)를 다룬

다. 한국에서는 교육자치에 대한 언급은 많은데 어떠한 의미

에서 교육자치라는 개념을 사용하는지는 불분명한 경우가 많

다. 교육과정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지, 

교수·학습방법이나 교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지, 교육의 진행속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

는지, 교육재정의 사용에 대한 교육청 또는 학교의 재량을 의

미하는지 분명하지가 않은 것이다. 그래도 상급기관이 하급

기관의 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까지 지시하고 관여

하여 하급기관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억압 당하는 현실을 타개

하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교육자치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 같다. 교육과학기술부 - 시·

도교육청 - 지역교육지원청 - 학교 간의 위계서열이 지나치

게 엄격하여 하급기관의 자율성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는 것

이다. 결국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이 직선으로 선출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한국의 교육자치는 충분히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

하고 있다. 특히 학생에 대한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단위

학교에서의 교육자치는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앞으로 살펴

보는 스웨덴의 교육자치 경험이 한국의 교육자치의 발전에 많

은 시사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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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스웨덴의 교육자치

스웨덴의 교육자치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는 스웨덴 교육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을 통한 교육

자치이고, 둘째는 교육재정의 배분에 의한 교육자치이다.

 1. 스웨덴 교육의 역할분담에 의한 교육자치

스웨덴의 행정체제는 의회, 정부, 중앙관료기관들로 이

루어진 중앙기구들과 우리나라의 도 차원인 21개의 란스팅

(Landsting) 그리고 290개의 지방자치단체인 콤뮨(Kom-

mun)의 3개 차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여기서 두 번째 도 차

원은 도립병원과 도 차원에서의 교통만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그 역할이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유,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은 중앙기구인 의회, 정부, 국립교육

청들과 290개의 콤뮨인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진다.

중앙기구인 의회, 정부, 국립교육청은 교육의 목표와 방향

을 제시하고 이러한 목표와 방향은 교육법, 교육시행령법, 커

리큘럼과 실러버스(curriculum and syllabus)에 잘 나타나 

있다. 중앙기구들이 위의 법과 커리큘럼을 통해 민의를 반영

하고 연구와 평가를 통해 나온 결과들을 활용하여 스웨덴 교

육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

정한다. 물론 이 세 중앙기구들 사이의 역할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교육의 시행(집행)은 전적으로 290개의 콤뮨과 각 

콤뮨에 속하는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달리 표현하면 중앙이 

세운 교육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콤뮨과 학

교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콤뮨은 학교에 예산을 배분하고 학

교를 새로 설립하거나 학교의 문을 닫는 중요한 일도 결정한

다. 교장, 교사들은 콤뮨에 속하는 지방공무원이다. 학교단위

에선 교장과 교사가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책임진다. 어떠한 교수·학습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교

재를 선택할 것인지, 학교 내에서 동료 교사들과 어떻게 협력

할 것인지 등은 학교단위에서 교장과 교사가 전적으로 책임지

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스웨덴 교육은 세계에서 가장 지방분

권화(decentralization)가 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스웨덴의 교육과정(curriculum & syllabus)이 어

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면 교육에 있어서 학교단위에서의 

교장과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큰 지를 알 수가 있다. 스웨덴

의 교육과정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학교 3학

년 스웨덴어 교육과정을 예로 든다.

a) 교육목표(Syfte) : 말과 글로 표현하고 소통한다. 다양한 

문학 작품과 text를 읽고 분석한다. 여러 목적, 대상, 상황에 

맞춰 언어를 구사한다. 언어구조를 분석할 줄 알고 문법에 따

라 언어를 구사사한다.

b) 주요 내용(Centralt inneh˚all) : 독해와 작문 부분 - 

여러 언론매체의 text를 이해, 해석, 분석한다. 문장의 구조

와 형태, 언어적 특성에 맞는 여러 종류의 text를 작문한다. 

발표, 경청 및 대화 부분 - 토론을 이끌고 자기주장을 펴며 

토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여러 형태의 주제, 내용, 대상

에 맞춰 구두로 발표한다. 발표를 위해 컴퓨터 등 보조수단을 

사용한다. 문학부분 - 스웨덴, 북구, 세계문학을 탐독하고 문

학 속의 인간의 조건과 정체성을 공부한다. 문학작품에서의 

언어구조, 작가의 시각, 사건전개, 회고, 인물묘사, 내적 외적 

대화기법을 분석하고 배운다. 위 세 가지 부분 외에도 언어구

사, 정보찾기, 자료비판 등의 부분이 있다.

c) A성적 학력요구(또는 평가기준, Kunskapskrav) : 독해

부분 - 시대상황, 원인관계, 다른 작품과의 비교를 통한 뛰어

난 서평을 한다. 자신의 경험, 철학, 관점에 기초하여 작품 속

에 명확하게 또는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메시지를 해석

하고 고도의 논리를 편다. 작품이 어떻게 사회에 역사·문화

적으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그리고 작품과 작가와의 관

계에 대해 뉘앙스를 살리는 수준 높은 논리를 편다. 독해 부

분을 예로 들었지만 그밖에 작문 부분, 대화 및 토론 부분에

서도 학력요구(평가기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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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과정은 포괄적인 용어로 중3 교

과과목 국어에 있어서 목표가 무엇이고 어떠한 주요 내용을 

담을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목표와 주요 내용을 기초하여 요

구되는 학력은 무엇이고 학력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제시

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과정이 구체적이지 않다. 

어느 시점에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진도에 대한 내용이 전

혀 없다. 이와 같이 중앙에서 결정하는 것은 교육의 목표와 

주요 내용 그리고 요구학력을 담고 있는 교육과정과 교육법 

부록에 제시되어 있는 초, 중 의무교육 9년 동안의 과목의 수

업시간이다. 예를 들어 의무교육 9년 동안 스웨덴어(1490h), 

영어(480h), 수학(900h), 사회과학(885h), 자연과학(800h), 

체육과 건강(500h) 등 교과과목에 관한 시수와 학생선택과목

(382h)과 학교가 특성화할 수 있는 선택시간(600h) 등 9년을 

통틀어 6665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수업

시간 규정에 맞추어 학년마다 무슨 과목을 자신의 학교에서 

가르칠 것인가를 교장과 교사가 결정한다.

교사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주요 내용에 준하여 자신의 수

업을 편성하고 교재를 선택하여 학생들을 가르친다. 수업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모든 교사는 교육과정에 나타나 있는 목

표와 주요 내용 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는지, 그에 따라 

자신의 강의편성을 어떻게 했는지를 학생들에게 알리고 학생

들의 의견을 듣는다. 뿐만 아니라 각 성적에 따른 요구학력이 

어떤지를 학생들에게 알려 준 후 학력평가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학생들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스웨덴에는 교사들이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나 교재는 

완전히 자율화되어 국정, 검정, 인정과 같은 교과서제도가 없

다. 교사는 교장과 의논하여 주어진 예산 내에서 출판사들이 

개발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을 선택한다. 교사에 따라서

는 여러 교재의 일부를 발췌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자기가 직

접 만든 교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학력평가는 주로 과정을 중시하는 수행평가와 단원이 끝

날 때 치르는 평가로 교사에 의해 수시로 실시된다. 물론 ‘국

가시험’이란 일제고사 형태의 학력평가가 스웨덴에도 있지만 

이 시험도 교사가 하는 여러 수행평가 중 하나로 성적에 반영

된다. 학생들에게 서열을 매기는 평가는 없고 학교 간 서열을 

매기지도 않는다.

학력평가를 어떻게 하는가는 교사들의 교수·학습 방법뿐

만 아니라 학생들의 공부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스웨덴

엔 5지선다형과 같은 multiple choice 시험이 없고 서술형/

논술형 시험이 주를 이룬다. 평소에 숙제형태로 내는 문제(

프랑스혁명, nationalism, 미국과 남미와의 관계 등)에 대한 

논문(essay)작성이 학력평가의 주 형태이다. 에세이 작성뿐

만 아니라 에세이의 발표 및 학급에서의 토론 등도 학력평가

에 포함된다.

결론적으로 교육의 목표와 방향은 중앙기구들이 세우지만 

교육의 시행과 집행은 290개의 콤뮨과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는 교사의 고유영역으로 교수·학

습 방법이나 교재를 선택하여 학생들과 의논하며 교육한다. 

이런 의미에서 스웨덴에서는 교육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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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재정의 재정배분에 의한 교육자치

교육재정을 어떻게 나누는가 하는 문제는 학생들의 교육성

취도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교육재정과 

교육성취도의 관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스웨덴과 세

계 여러 나라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재정의 확충은 학년이 낮

은 학생들과 교육환경이 좋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는 학생들

에게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교육재정은 특히 교

사의 정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교육재정을 많이 투자하

여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천편일률적으로 교육

재정을 늘려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어디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지는 학교단위에서 학교장과 교사가 가장 잘 안다. 그

런 의미에서 교육재정의 자치가 중요한 것이다.

가. 교육재정의 분담형태

위 교육에서의 역할분담에서도 봤듯이 교육재정에 있어서

도 중앙기구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역할분담이 뚜렷하다. 

중앙정부는 대학교육과 국립교육청과 같은 중앙 공공교육기

관에 대한 예산을 책임지고 배분하며 290개의 콤뮨은 자신의 

지자체에 속하는 유, 초, 중, 고등 교육과 성인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책임진다.

2009년의 전체 교육예산은 GDP(Gross Domestic Prod-

uct)의 8,75%에 달하고 있고 학교급별 GDP 비율은 다음과 같

다 : 유아교육(1.8%), 초, 중학교(2.49%), 고등학교(1.19%), 

대학교(1.68%), 기타(1.59%) 등이다. 전체 교육예산은 우리 

돈으로 2009년 당시 약 47-48조원에 달한다. 전체 교육예산

에서 대학과 중앙교육기관들의 예산은 20%에 채 미치지 못

하는 반면 전체 교육예산의 80% 이상은 콤뮨이 사용하는 유, 

초, 중, 고, 성인교육에 드는 비용이다. 정부예산에서 교육에 

드는 예산은 전체의 약 13%로 큰 변화가 없다.

나. 교육재정이 열악한 콤뮨을 위한 제도

위에서 보았듯이 유, 초, 중, 고등학교 및 성인교육의 재정

은 290개의 콤뮨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스웨덴은 면적

이 넓은 반면에 인구가 작아 인구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인

구분포가 지역에 따라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제일 큰 지자체인 스톡홀름 콤뮨은 주민수가 90만 정도인데 

반해 스웨덴 북부지방의 가장 작은 콤뮨인 Bjurholm은 주민

수가 그야말로 2,500명도 채 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콤뮨 당 주민 수의 큰 차이는 조세부담능력에 있

어서의 큰 차이를 의미한다. 작은 콤뮨들은 자신이 거둬들이

는 세금만으로는 주민들에게 다른 큰 콤뮨과 같은 양질의 복

지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스웨덴은 어디에서 살고 있

는가에 따라 복지혜택에 있어서의 차이가 나는 것을 허용하

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국세의 일부와 소위 부자 콤뮨으로부터 거둬

들인 지방세의 일부를 합쳐 다시 조세부담능력이 약한 콤뮨으

로 재분배하여 스웨덴 어디에 사는가에 구분 없이 같은 양질

의 교육 및 다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

을 재원에 있어서 평준화라 부르고 소득평준화와 비용평준화

로 나누어서 산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한 해 재분배

하는 평준화의 재원은 70 billion crown으로 정부 전체 지출

의 약 8% 정도가 된다(2009년 886 billion c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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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콤뮨 내에서의 교육재정 배분

콤뮨의 전체 수익은 지방세로 거둬들이는 세금과 정부로부

터 받는 재원평준화 재원 및 자체 사업에 의한 수익이다 (물

론 재원평준화 제도에 의해 정부에 지출하는 부분이 큰 콤뮨

도 있다). 각 콤뮨은 이 수익으로 국가가 정하는 복지를 자신

들의 주민들에게 베풀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는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유, 초, 중, 고등학교와 성인교육에 필요한 재원

을 마련해서 배분한다.

2009년에 나온 국립교육청의 보고서에 의하면 각 콤뮨의 

학교에 대한 재원분배방식은 천차만별이나 크게 3가지로 나

눌 수 있다고 한다.

-  그 전해의 예산에 준하나 일부 수정하여 예산을 배분하

는 방법

- 학생들 숫자에 비례하여 예산을 배분하는 방법

-  학생들 숫자에 비례하여 기본예산을 정하고 특별히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에 특별보충예산을 추가하는 방법

이 때 특별 보충예산은 다음의 학생들에 대한 배려에 주

로 근거한다.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수’(지적장애, 

교육숙지가 느린 학생 등), ‘장애 학생수’, ‘부모교육의 정도

가 낮은 학생수’, ‘이민배경의 학생수’, ‘부모가 실업자인 학생

수’ 등이다.

각 콤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학교에 배분하면 

학교에서는 교장의 책임 하에 예산을 사용한다. 콤뮨에서 어

떤 원칙에 따라 예산을 배분했는가와 관계없이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교장의 재량이 크고 교장이 어떤 부분을 우선시해서 

예산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는 예산사용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단위, 즉 학교에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 예산배분의 결과

스웨덴 교육법은 매우 명쾌하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

다. 교육이 스웨덴 어디에서 행해지든 그 질은 동등해야 한

다. 수업(강의)은 모든 학생의 여건과 필요에 맞춰 이루어져

야 한다. 동등한 수업이란 것은 수업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

는 것을 의미하거나 예산이 똑같이 배분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서로 다른 여건과 필요에 따라 수업이 이루

어지고 예산이 배분되어야 한다.

스웨덴의 교육예산 배분은 이러한 교육법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예산배분방식에 의한 결과를 보면 스톡

홀름 콤뮨의 경우,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와 교육여건이 열

악하여 예산의 필요가 큰 학교 간의 예산 차이는 약 1:1.5 라

고 한다. 즉 스톡홀름 콤뮨에서 교육여건이 가장 좋은 학교

가 1억의 예산을 받는다면 가장 열악한 학교는 - 특히 전쟁

난민들의 자녀비율이 큰 학교 -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받는

다는 뜻이다.

이러한 예산배분방식을 학생 한 명당 사용되는 비용으로 환

산하여 학생의 유형에 따라 비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시

청각, 언어, 중복장애학생들은 그 장애 정도에 따라 다니는 

학교가 다르다. 장애 정도가 심한 시청각, 언어, 중복장애학

생들은 현재 3개의 국립학교(national school)와 5개의 지역

학교(regional school)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도

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학교에서 통합되어 교육

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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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체적 장애학생과는 달리 지적 장애학생은 학생들

이 속하는 콤뮨에서 직접 책임지고 있다. 지적 장애학생으로 

결정되면 이 학생들은 보통학생들과는 다른 교육과정을 따르

게 되고 의무교육 연한도 9년인 일반학생들과 달리 10년이 

된다. 지적 장애학생들은 상황에 따라 일반 학생과 분리되어 

지적 장애학생들만의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일

반학교 안의 지적 장애학생들로 구성된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일반학급에 통합되어 일반 학생들과 함께 교육

을 받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교육을 받고 있다. 물론 고

등학교 수준에서도 지적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가 있고 통

합 또는 분리교육을 받고 있다.

Ⅲ. 결론

이 세션에서는 스웨덴의 교육자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조사했다. 우선 교육에 있어서 중앙기구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사이에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봤다. 중앙기

구는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인 290개의 콤뮨

과 학교는 중앙에서 세운 교육목표와 방향에 따라 교육을 시

행한다. 교육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가 - 교수·학습 방법 

및 교재의 선택, 교장 및 교사 채용, 예산의 사용 등 -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콤뮨과 학교에 달려 있다.

예산 또한 이러한 구조와 잘 맞춰져 있다고 할 것이다. 유, 

초, 중, 고등학교 및 성인교육의 예산은 전적으로 콤뮨의 재

량에 맡겨져 있다. 각 콤뮨의 학교여건과 학생들의 필요에 따

라 각 학교단위에 예산을 배분한다. 한 학교의 학생수에 기초

하고 그에 더하여 그 학교 구성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부

모의 교육 정도 등), 이민배경 및 특별지원을 받아야 하는 학

생수에 따라 추가예산이 배분된다. 비록 학교단위에서 예산

이 이렇게 배분되었다 할지라도 학교장은 그 배분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큰 재량을 갖고 있다. 즉 지적 

장애학생에 대해 지원을 많이 하고 대신 이민배경의 학생에 

대한 지원을 줄일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이렇게 학교단위에서 예산사용에 대해 학교장의 재량을 크

게 한 이유는 학교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학교장에게 예산사

용의 큰 재량을 주어 필요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다. 예산을 얼마나 받았느냐 보다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느

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표1> 일년에 드는 학생(1-9학년) 일인당 평균 교육비용 비교 (2010)

일반학생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200,000

0

88,300kr

901,400kr
(일반학생의 10.2배)

901,400kr
(일반학생의 4.3배)

특별지원이 필요한 
학생(대체로, 지적 

장애학생)

시청각, 언어, 
중복 장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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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벨상 수상자 8명 배출한 고교 

2012년 10월 10일 스웨덴 왕립과학아카데미가 노벨 화학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공동수상이었다. 미 스탠퍼드대 교수인 

브라이언 코빌카, 듀크대 교수인 로버트 J. 레프코위츠가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특정 단백질 연결 수용체(GPCR)에 대

한 연구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GPCR은 외부에서 들

어온 생체신호를 내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막에 존재

하는 단백질로, 심혈관계 질환과 뇌 질환 등에 관여한다.

수상자 중에서 눈길을 끈 사람은 레프코위츠. 그의 출신 

고교는 미국 뉴욕의 브롱스과학고등학교(Bronx Highschool 

of Science). 수많은 미국의 과학고 중 한 곳 출신이라면 그냥 

지나치겠지만 이곳이 무려 8명의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수상

자를 배출한 학교라면 얘기는 달라질 듯하다.

브롱스과학고는 미국 내 수많은 공립 및 사립고등학교들 중

에서 매년 100위권에 드는 영재학교다. 명문 사립고등학교도 

아닌 공립고등학교가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미국 유력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 의해 22개 미국 내 

최고의 고등학교에 선정되기도 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기

업 인텔의 과학인재 개발 프로그램에 선발되는 학생 수도 다

른 명문 고교를 압도한다.

뉴욕시에는 모두 9개의 특수목적고가 있다. 이 중에서 브롱

스과학고를 비롯해 스타이븐슨고, 브루클린테크니컬고교 등 

3개 학교는 입학이 가장 어려운 학교로 꼽힌다. 뉴욕시 5개 

자치구 중 한 곳인 브롱스의 베드포드 파크에 자리한 브롱스

과학고는 1938년 설립됐다. 전체 학생 수는 3,000여명. 뉴욕

시 중학생이라면 학군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

다. 입학대상은 우리나라의 중2, 중3 학생에 해당하는 8〜9

학년 학생들이다.

물론 입학하려면 뉴욕시 교육국이 매년 실시하는 특수고교

노벨상 수상자 8명 배출한 
미국 브롱스과학고등학교의 
인재양성 비결
- 자유로운 사고와 도전정신

EducationWorld

글

•
남혁상 
국민일보 국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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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시험(SHSAT)을 치러야 한다. 시험과목은 수학과 영어 

이렇게 두 과목이다. 경쟁이 치열해 특수고 준비를 위해 따로 

학원에 다니는 학생도 많다고 한다. 매년 3만여 명이 시험을 

치러 이 중 1,000명 가량이 입학한다. 졸업생 대부분은 명문 

사학 아이비리그로 진학한다.

이 학교의 교훈은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였던 존 듀이

의 ‘모든 위대한 과학적 진보는 엉뚱한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명언이다. 과학고인 만큼 수학, 과학에만 특화된 학교는 아

닐까 생각하겠지만 인문과학 교육도 중시한다. 퓰리처상 수

상자도 6명에 달한다. 올해 미국 뉴저지주에서 한인 사상 처

음으로 탄생한 필립 권 뉴저지주 대법원 판사 역시 브롱스과

학고 출신이다.

Ⅱ. 마그넷 스쿨

 브롱스과학고는 마그넷 스쿨이다. 수학, 과학 등 특정분야

에서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주는 

특화된 학교라는 의미다. 한국의 특수목적고에 해당한다. 마

그넷 스쿨인 만큼 학군에 관계없이 뉴욕 브롱스 지역은 물론 

퀸즈, 브루클린, 스테이튼아일랜드 등 뉴욕시 다른 학군에서

도 지원할 수 있다.

마그넷 스쿨이란 1970년대 들어서도 인종차별과 빈부격차 

등 심각한 사회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

제도다. 당시 미국 일부에선 부유한 백인과 가난한 흑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별도로 있었다. 흑인 인권운동이 자리 잡고 공

공기관에서 인종차별이 차츰 철폐됐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왔다.

부유층은 사립학교나 좋은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

지만 빈곤층은 공교육에 의존해야 했다. 그래서 좋은 교육 프

로그램을 갖춘 학교를 만들면 백인과 흑인 학생들을 가리지 

않고 끌어들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태어난 것이 마그넷 스쿨

이다. 브롱스과학고도 1970년대 마그넷 스쿨로 전환했다.

학교는 첨단 교육시설을 자랑한다. 컴퓨터화 된 과학실험

실. DNA 연구실험실은 물론 기상관측실도 구비됐다. 모든 

교실에 TV와 DVD 플레이어가 설치돼 있고 동물실험실, 외

국어 멀티미디어 학습센터도 있다. 수업과목은 어떨까. 영어

와 수학, 연구실험, 인문학, 외국어, 미술, 생물학, 미생물학, 

법의학, 유전학, 천문학, 유기화학 등 사실상 대학 수준의 교

육이 이뤄진다. 그러면 공부만 하느냐고? 그렇지 않다. 오케

스트라, 합창단, 팝밴드, 재즈밴드 등도 학생들의 자발적 참

여비율이 상당히 높다.

Ⅲ. 교과서 없는 연구중심 수업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필자는 몇 년 전 브롱스 과학고

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발레리 리디 교장(현재도 교장

이다)은 한국에서 홀로 찾아온 기자를 위해 몸소 학교 내 시

설과 프로그램을 소개해준 것은 물론 한국계 재학생들을 인

터뷰할 기회도 줬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교 2학년생에 해당하는 11학년 학생들

의 계산수업 시간은 낯선 광경이 펼쳐졌다. 학생들 앞에는 교

Sweden America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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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가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담당교사가 나눠주는 참고자

료와 칠판, 영상장비를 통한 설명, 그리고 교사와 학생 간 토

론이 수업의 전부였다.

고교 1학년인 10학년 학생들의 화학실험에서도 이런 광경

은 되풀이됐다. 학생들은 실험실 내부에 비치된 각종 실험기

구를 번갈아 보며 동시에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도출해낸 결과를 자유롭게 발표하며 교사와 토론을 나눌 뿐 

교과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당시 함께 수업을 참관한 스티븐 칼린 과학담당 교감은 이

렇게 설명했다. “우리 학교 수업 원칙 가운데 하나는 교실 내

에서 교과서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수업 전 교과서를 먼저 

보고 공부할 경우 문제 접근방식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겨 자

유로운 사고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교과서는 수

업 뒤 각자 집에서 복습하는데 참고하도록 한다는 설명도 덧

붙였다. 획일적인 교과서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깨닫고 이

해하게 만드는 교육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브롱스과학고 학교수업에서 중시되는 것은 결론에 도달하

기까지의 과정이다. 예를 들어 ‘달리는 차와 물체가 부딪쳤을 

때 차량속도에 따라 파편이 튀는 각도와 거리를 구하라’는 문

제가 나왔을 경우, 답안에 접근하는 나름대로의 해결방식과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능력이 성적에 주로 반영된다. 모두 

교과서 암기식 학습을 통해서는 얻기 힘든 산 교육이다.

브롱스과학고의 교과과정은 학생들의 학습능력에 따라 4가

지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기본과정(Required Courses)과 우

등과정(Honors Classes), 심화과정(Advanced Placement), 

선택과정(Electives) 등 4개 등급이 그것이다. 이중 눈길을 끄

는 것은 심화과정(AP)이다.

AP는 미국대학협의회가 하버드대 등 명문대 신입생과 명

문고 2〜3학년의 학습능력을 조사한 뒤 개발한 것으로, 다음 

학년의 교과서를 미리 배우는 ‘선행학습’이 아니라 수많은 책

을 읽고 연구과제를 내는 이른바 심화학습 개념이다. 이 과정

은 동급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신입생 시절부터 대학수

준의 강의를 듣고 대학 학점을 딸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고교에서 대학수준의 강의를 많이 들을 수 있어 대

학 조기졸업도 가능하다.

수학을 비롯해 물리학, 화학, 생물학, 영어 등 교과목 대부

분에 이 과정이 개설돼 있다. 수학만 하더라도 20여개 교과과

정이 있고 이중 8개는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하는 심화과정이

다. 수업이 토론식으로 진행되고 참고한 자료와 논리의 근거

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대학강의와 맞먹는 수준이다. 인근 대

학이나 연구소에서 이뤄지는 강의도 있다. 졸업반 학생 중 상

당수는 뉴욕 일원의 대학에서 일반대학생과 함께 강의를 듣기

도 한다. 법의학도 브롱스과학고의 선택과목 중 하나다.

Ⅳ. 언어능력 배양은 필수

 뉴욕시에 거주하는 우수학생들이 보통 10대1 이상의 치

열한 경쟁률을 뚫어야 입학할 수 있는 브롱스과학고의 신입

생 선발시험에서 언어능력까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은 뜻밖

이다.

 “수학을 잘 하려면 논리적인 해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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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사고와 추리력이 밑바탕이 돼야 하죠. 그래서 교사들

의 질문에 얼마나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도출해낼 수 있

는지 평가하기 위해 구술시험과 작문시험을 병행합니다”  리

디 교장은 특히 논리가 수학을 비롯한 대부분 학문에 필수적

인 덕목이라고 말했다.

졸업을 위해선 연산과 기하학, 대수학, 수리학, 통계학 등

으로 이뤄진 수학Ⅰ, 수학Ⅱ, 수학Ⅲ 과정과 생물학, 화학, 물

리학 뿐만 아니라 언어, 세계사, 미국사 등도 반드시 정해진 

이수단위 만큼 수강해야 한다. 미술과 음악, 체육수업의 낙제

도 이곳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 모든 분야의 전반적인 지식

을 습득하는 것이 이성적인 사고와 논리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믿음 때문이다.

결국 실습 위주의 수업을 통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

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브롱스과학고의 교육관이다. 암기식

이 아닌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갖춘 학생들만이 과학영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학교 교육철학도 ‘질문하라, 발견하라, 창

조하라’다. 이 학교의 운영목표 역시 연구중심의 교육이다. 이

런 방침이 바로 ‘교과서 없는 수업’으로 이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학교의 영재교육이 엘리트만을 위한 교

육은 아니다. 특정한 재능만 있다면 빈곤층 자녀들에게도 영

재교육의 기회는 충분히 돌아간다. 공립학교 특성상 학생 1인

당 9,000달러에 달하는 연간 수업료를 뉴욕시가 대부분 부담

한다. 나머지는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전교생 중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비율이 높은 것도 또 다

른 특징 중 하나다. 2008년 현재 아시아계 학생들 비율은 

60%에 달한다. 재미교포 2〜3세가 대부분인 한국계 학생들

은 동양인으로는 중국계에 이어 2번째로 많다. 한 학생은 “분

야별 전문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대학진학 지도를 따로 하

지 않아도 학생 대부분이 명문대 장학생으로 진학한다”고 말

했다.

Ⅴ. 미국의 체계적인 영재교육 

미국에서 체계적인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은 1971

년 특수교육의 하나로 영재교육이 포함되면서부터다. 당시 ‘

수학조숙아 연구회(SMPY)’로 시작된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미 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 주도로 1988년 영재교육법이 제정

된 이후 듀크대의 ‘TIP’, 노스웨스턴대의 ‘MWTS’, 덴버대의 

‘RMTS’ 등으로 발전됐다. 이들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교과성

적과 수학능력시험성적으로 선발한 뒤 수학, 물리학 등을 집

중적으로 교육한다.

현재는 미국 내 32개주가 영재교육을 의무화해 주정부를 

중심으로 획일성을 배제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주 정부에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재정지원을 위한 영

재교육 전담부서가 설립돼 있다. 연방정부는 영재학생 가운

데 소외계층을 위해 연간 1,000만 달러를 배정할 뿐이며, 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영재교육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다. 영

재교육 연구 개발을 전담하는 국립영재교육연구센터는 코네

티컷대, 버지니아대, 예일대, 뉴욕시립대, 스탠퍼드대와 52

개 영재교육센터 및 360여개 학교가 연계해 현장성을 살린 

각종 교육 도구와 방식을 개발, 보급한다.

영재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영재학생

들을 위한 토론식 수업으로 이뤄지는 심화과정(AP).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한해 실시되는 심화학습과정은 매년 미국 

내 1만3,000여개 중·고등학교에서 76만여 명의 학생이 이

수하고 있다.

과학고 교사들은 영재교육 연수를 1년에 32시간 이상씩 받

아야 하는 등 교사에 대한 교육도 필수적이다. 교사뿐만 아니

라 학부모도 관련교육을 받아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학부모 워크숍을 열기도 한다. 독서 및 언어수업도 중요한 영

재교육 프로그램이다. 사고력과 창의력, 논리력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언어능력 배양이 필수적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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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를  

세계적인 명품 학습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세종시 교육의 방향, 과제, 전망

글

신정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출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7월 1일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해 국가 균형발전의 시대적 천명을 가

지고 탄생한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출범했다. 필자는 초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대화와 소통으로 교

육가족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고자 노

력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스마트교육을 필두로 명품교육

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빠르게 

17번째 광역교육청으로서의 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충남의 구 연기지역과 공주 일부 지역, 충

북 청원 일부 지역인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를 범위로 하는 

새로운 광역교육청으로 정부세종청사가 입주해 있고, 차츰 

예정지역이 도시의 형상을 서서히 나타내 가고 있다. 지금은 

스마트교육과 OECD 수준의 교육환경이 소개되어 이주 대상 

공무원들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자녀들이 선진화된 교육환경 

속에서 학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주가 한창이다. 그렇다 보니 

첫마을 지역에는 벌써 학교가 과밀화되고 교실이 부족한 현

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은 이렇듯 선

진화된 교육환경이 이주를 유인하고 있는 부분과 또 편입지

역은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 안정적이나 시설이 낙후돼 교육

환경을 균형되게 공동 발전시켜야 하는 고민도 있다. 이에 세

종시교육청이 우리 세종시를 명품학습도시로 재창조해 나가

고자 하는 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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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대 교육시책

가. 큰 꿈을 키워가는 미래인재

세종교육은 실천·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을 통해 심신이 조

화로운 학생을 기르고, 스마트교육 활동으로 자기주도적학습 

역량을 강화하며, 외국어 친화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글로벌 소통능력을 배양하고, 충실한 독서·토론·논술교육 

및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자기표현 능력과 행복나눔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모든 세종의 학생들을 꿈, 상상력, 창의

력을 키우는 미래사회의 인재로 육성하고자 한다.

나. 참삶을 가꾸는 교육실천

세종교육은 맞춤형 컨설팅장학을 통해 교사들이 연수하고 

연구하는 교직풍토 조성과 여건 마련에 노력하고, 교사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자기연찬 기회를 확

대하여, 참다운 제자사랑의 교육실천가와 교과교육·생활지

도의 교육전문가로서 존경받는 스승 존경 분위기를 확립함으

로써 모든 교사들이 보람과 긍지로 신바람나게 가르치는 교

직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

다. 모두가 즐거운 학교문화

세종교육은 지역사회와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1교 1명품 학교브랜드를 창출하려 한

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힘써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교과별 특성화된 교과교실제 운영과 미래학교 모델 

개발을 통해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함으로써 학생·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즐거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라. 누구나 따뜻한 교육복지

세종교육은 교육복지우선사업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 학

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 및 북한 이탈학생 생

활적응을 도와주는 어울림 교육을 내실화하며, 배움과 돌봄

Ⅱ. 세종시 교육의 방향

1. 비전과 교육지표

세종시는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감당

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급격

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탄생한 세종시교육청은 미래사회 변

화를 반영한 새로운 학교 모습을 선진적으로 구현하고, 이를 

타 시·도로 확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를 비전에 담았다. ‘세계를 선도하는 희망찬 세종교육’이라는 

비전 속에 미래의 기대와 원대한 의지를 담았다. 세종교육은 

세계와 교류하고 소통하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교육의 중심이 

되고 국제화의 선도모델이 되어야 한다.

세종교육이 추구해야할 교육적 지향점인 교육지표는 ‘조화

롭고 품격 높은 창의인재 육성’으로 설정했다. 세종교육은 다

양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그들의 장점과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창의교육을 실천함으로

써, 학생들이 글로벌 시대에 당당히 선도할 수 있는 조화롭

고 품격 높은 창의인성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계를 선도하는 희망찬 세종교육’이라는 비전 속에 조화

롭고 품격 높은 창의인재로 세종시의 학생들을 키워 나가기 

위해 5대 교육시책과 세종교육 비전 2030 선포를 통해 제시

한 3대 추진전략과 5년 연동 계획인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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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목표인구 50만명을 고려하여 150여개 학교를 단계적으로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된다.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되는 세종

시 교육환경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선도 교육모델 도입·운영의 최적조건|먼저 교육환경 면에서 

세종시는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

을 통한 명품 교육도시로 계획·추진되는 도시로, OECD 국

가 수준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자율형 공립고·특목고·특

성화고 등 다양한 학교를 육성하고자 한다.

특히 학급당 학생수를 20명(15년까지는 25명)으로 하고, 

스마트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선진 교육환경 속에서 세

종의 학생들이 학습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여건상 세종시교육청은 지역교육지원청이 없

는 단층구조로 출범하여 교육청과 학교 간 긴밀한 상호작용

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출범 당시 세종시 내 학교가 현재 56

개교, 2030년에도 200여개교로 타 시·도에 비해 규모가 크

지 않아 정책 확산의 속도와 효과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았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부처의 이전으로 정부정책과 연

계 역시 원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정·과학의 중심지 역할 수행|세종시에는 2014년까지 16개

의 중앙행정기관(9부 2처, 2청, 1실, 2위원회)1)과 20개의 소

속기관, 16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세종시 관내에 고려대·홍익대 캠퍼스, 인근에 다수

의 대학이 위치하고 있고, 대덕 연구단지·오송생명과학단지 

등 연구소들이 주변에 위치해 연계 가능성이 높다.

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 지원체제를 구축

하고자 한다. 더불어 선진 유아교육의 운영과 맞춤형 특수교

육 지원 체제를 마련하여 유아 및 특수교육을 활성화하고, 학

생건강 증진을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을 제공하며 학교 환경

위생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인근 대학 또는 평생교

육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세종 시민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를 구현

하고자 한다.

마. 언제나 미더운 지원행정

세종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을 확

대하는 제도 운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배움의 공

동체를 형성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투명한 교육재정 확

보는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 및 전자민원 확대를 통해 고객감

동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현장 체감형 업무경

감 모델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업무추진을 효율화하며, 편리한 

스마트스쿨 환경 조성과 안전한 친환경 학습공간 조성을 통한 

교육시설의 고품질화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천함으로써 세종 

시민이 언제나 믿고 신뢰하는 지원행정을 펼치고자 한다.

3. 세종교육의 3대 추진전략과 5대 프로젝트

가. 세종교육 비전 2030의 배경

1) 세종교육환경의 특성

세종시교육청이 출범한 지난 7월 세종시에 총 56개교가 운

영되고 있었다. 예정지역에는 유1, 초1, 중1, 고1개교 등 총 4

개교(2012년 9월에 유1, 초1, 총2교 추가 개교)에 약 1천여 명

의 학생이 재학 중이었고, 편입지역에는 유21(병설18,사립3), 

초19(공), 중8(공), 고4(공3,사1) 등 총 52개교, 학생 약 1.2만

명이 재학 중인 소규모 교육청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세종시 건설의 완성단계인 2030년에는 예정지역 내

1) 부처 이전시기 : `12년 6개(총리·기재), 13년 6개(교과·지경), 14년 4개(법제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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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를 세계적인 명품 학습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세종시 교육의 방향, 과제, 전망

연계4), 학교 안-팎 간 연계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실현| 「폭력 없는 청정 세종학교 만들

기」를 선포하고, 창의·인성교육의 선도모델을 제시해 학교

폭력 등에 대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강화시킴

으로써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할 계획이다.

창의·인성교육과 조화되는 학교공간 설계|학급당 학생수를 

선진국 수준인 20~25명 수준으로 유지하여,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기회를 증대하고, 더 나아가 획일적인 일반교실 위

주의 공간을 다양한 규모의 교실과 공간을 갖춘 학습환경으

로 구성하여 창의인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 스마트교육의 거점으로 육성

첨단기기를 활용한 수업이라는 좁은 개념을 벗어나, 다양

한 학교 안팎의 학습자원을 활용한 확장된 스마트교육의 본

보기를 실현하고자 한다.

스마트교육 기반시스템 구축|하드웨어적으로는 IT 기술을 활

용한 학습환경을 구축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습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선진 교육시스템의 국제표준을 제시하는 교

육청이 되고자 하며,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스마트교육 연구

학교」 지정·운영 등을 통해 학교급별·교과별 스마트교육 

교수-학습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교사-학생 간, 학교안-팎 학습네트워크 형성과 아이디어 공

유, 탐색·연구 및 협업이 이루어지는 수업모형을 개발하고

자 한다.

더불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진행되면 대전 신

동·둔곡지구를 「거점지구」2)로, 세종·청원(오송·오창)·천

안을 「기능지구」로 하여 2017년까지 거점지구 조성, 기초연구

환경 구축, 과학 기반 비즈니스 환경 구축 등이 추진될 예정

으로, 세종시는 과학벨트 정주 인구 중 학령인구의 교육 분담

기능과 세종시 4-2생활권에 외국인 거주용 주거용지 조성, 

캐나다·미국 소재 10여개 대학 컨소시엄의 글로벌 대학타운 

설립이 진행될 예정이다.

예정·편입지역 간 격차 우려|세종교육이 갖는 이점으로는 

국내 최초로 스마트교육을 전면 도입하고 창의체험 학습공간

을 구성하는 등 미래형 학교로 신설되며 유치원은 5학급 이상

의 공립 단설유치원으로 설립이 추진된다.

하지만 편입지역은 대부분 전형적인 농촌 학교로서, 인근 

도시 소재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많고 예정지역에 우수한 교육

여건을 갖춘 학교가 계속 신설됨에 따라 빨대효과3)가 발생하

여 편입지역 학교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

나. 3대 추진전략

1) 창의·인성교육의 선도모델 구축

세종교육은 창의·인성교육을 선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학교폭력·집단따돌림·체벌이 없는 

학교)를 구현하고자 한다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가르치기|가정-학교-지역사

회간 협력·연대를 통해 학생의 다양한 경험 축적을 촉진해 

창의·인성교육의 효과를 제고한다. 이를 위해 학교 밖 교육

자원을 지역사회의 교육기부 등을 통해 활용하고, 학교 밖에

서 이루어진 교육활동에 대한 인정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자 한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로서, 문화·

예술·과학 등 분야 간 융합, 교과서 학습과 체험학습의 조화

를 통해 체·덕·지 교육을 실현하려 한다. 이를 위해 학교간 

2) 거점지구 조성공사(’13~’17), 기초과학연구원·중이온 가속기 건설(’14~’17), 거점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조성 및 기업 유치(’15~)
3) 빨대효과(Straw Effect) : 도시와 농촌지역이 연계되는 경우 농촌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이 도시지역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
4) 예 : 과학고(과학)-외고·국제고(어학·국제화교육)-예술고(예술)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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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

도·농 학교 교류의 선도모델 확립|최첨단 교육과 농촌교육

이 병존하는 도농복합형 교육환경을 활용하여, 도시·농촌 

교류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도시 학생들이 농촌에 가서 일

회성 체험학습을 하고 오는 기존의 도농교류에서 탈피하여 

지속적인 양방향 교류방안을 마련하고 예정지역 학교의 첨단

학습 환경과 편입지역 학교의 체험학습 환경을 바탕으로 학

생·학습자원 상호 교류가 되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다. 5대 프로젝트

1) ‘올리사랑’ 프로젝트

세종교육은 학교를 갈등과 폭력이 없는, 우정과 협력을 나

누는 공간으로 회복하고, 입시위주의 교육, 성적 지상주의에

서 벗어나 서로를 배려하는 효교육의 체험학습장으로 만드는 

‘올리교육’운동을 전개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올리사랑 운동’

의 전개로 효생활 실천을 통한 기본예절 습관을 함양하고, 세

종교육가족이 함께하는 효생활 실천으로 바른 인성을 함양하

며 체험위주의 효(孝)교육으로 폭력 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하

고자 한다. ‘올리사랑 운동’의 확산을 위해 아래와 같은 4단계 

접근전략을 펼쳐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세종시교육청은 ‘올리사랑’ 선도학교(초2, 중1, 고1

교)를 지정·운영해 효체험 프로그램 모형 및 자료를 개발하

여 보급하고 효체험교육 거점학교로서 교사연수, 세미나 등

을 주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효교육 전문기관과 MOU

를 체결하여 위탁연수를 실시하고 효교육 지도교사 및 학부

모 효교육 지도사 인증제를 추진하며 효교육 전문가를 육성

하여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효교육을 실시하려 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실천중심의 효체험 교육을 세종시에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교 내 기반구축과 더불어 박물관·과

학관 등 학교 밖 학습자원과의 연계 및 교육기부 활용을 통한 

확장된 스마트교육 체제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스마트교육에 대한 이해도 확산 | 교사들의 스마트기기 활용역

량 강화를 지원하고,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는 스마트교수·

학습 방법의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스마트교

육 선도교원(교당 3명 이상)을 양성하여 학교 내 자체연수·

동아리활동 등을 통한 역량 제고를 추진한다.

 그리고, 교사 뿐 아니라 행정가, 연구자, 학생·학부모 등 

모든 교육주체의 스마트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 교육청에

서 추진하는 스마트교육에 전사적 역량 집결을 하고자 한다.

3)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의 동반 발전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의 학교와 학생들이 동반 발전이 하도

록 지원해 명품 학습도시 건설을 추진한다.

교육의 과정에 고루 걸친 지원 추진|먼저 교육기회 면에서 교

육비 지원, 스마트교육체제 구축으로 정보화 격차 해소 등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교육과정 면

에서는 우수 교사의 확보,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

며, 교육시설 면은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 및 교육조건을 

확충하고, 학생 모두 균형 잡힌 창의·인성을 겸비하며 일

정 수준 이상의 학업성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고

자 한다.

특화된 거점 지역학교 육성|편입지역만의 특화된 지역학교 

운영모델을 만들고 학교별로 특화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면

서 인접한 3~4개교가 연합하여 학교군을 형성하여 학생 간 

효 교육의 
가치, 의의에 

대한 인식 제고

인지단계

효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체득함

내면화단계

효를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생활화함

정착단계

반듯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여

아름다운 사회 구현

확산단계

[그림1] 올리사랑 운동 확산을 위한 4단계 접근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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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신설교의 첨단 스마트 시설을 기반으로 스마트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편입지역 학교의 시설 및 환경의 개선으로 학교 간 

스마트교육 격차를 완화하며 균등한 스마트교육 기회의 제공

으로 편입지역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려 노력할 것이다.

스마트교육 선도 모델(연구)학교 3개교(참샘초, 한솔중, 한

솔고)를 운영해 스마트교육의 교수·학습 모형의 개발 및 적

용,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급별, 교과별로 스마트교육

의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보급하며, 스마트교육의 연수

를 통해 교원들의 스마트교육 실천역량을 강화하며, 교과부, 

KERIS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우수교사를 양성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할 것이다.

스마트교육의 실현을 위한 세종교육력 자체 역량 강화를 추

진한다. 교사들의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스마트교육 동아리활

동을 지원해 활성화시키고, 학생의 수준과 적성을 고려한 개

별화 학습활동을 지원하며, 창의와 인성 중심의 융합형 학습

과정의 운영과 지역사회 및 특화된 전문시설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개방된 학교 운영을 지원하려 한다.

4)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젝트

세종교육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특수목적고, 자율형

공립고, 특성화고 등 다양하고 수준높은 학교를 설립·운영

하여 명품 교육도시로서 세계교육의 변화를 선도하고자 노

력할 것이다.

글로벌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의 설립을 추진

해 외국어 및 글로벌 리더십 교육을 추진하고, 국제고와 국

제과학비즈니스 벨트와 연계한 과학예술영재학교를 설립하

며, 고교-대학 연계 예술교육 실시 및 종합예술고 설립을 추

진할 것이다.

추진하려 한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예절교육학당의 운영, 사

회복지시설과의 자매결연, ‘올리사랑 실천사례 발표대회’ 개

최, 세종시 효가정찾기 운동 전개 등 다각적인 활동으로 효

자, 효녀가 많고 폭력없는 학교문화가 창달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2) 세종교사 신바람 프로젝트

세종교육을 이끄는 주체로서 교사를 위한 사기진작 및 교사

활동 여건 조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신바람 나는 

세종교사’ 정책은 세종교육 발전의 핵심 원동력이 된다.

먼저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교육 따라잡기, 스

마트교육 뛰어넘기 등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수업전

문가가 되기 위한 자기수업 브랜드 갖기 운동을 전개하며 교

사 전문가 되기 프로젝트(교사 저자되기, 교사 과학자 되기 

등)와 교원능력 돋움 연수포인트제 운영을 추진하고자 한다.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학습연구년제 및 수석

교사제, 해외연수 확대 등을 추진하고, 교원의 행정업무 경

감을 위한 인력 및 행·재정 지원 노력을 성실히 실행하며 

교과연구회(교과연구동아리)와 레저동아리 등 교원복지 지원

을 강화하면서 교사의 끼를 발휘하는 축제의 장을 운영하고

자 한다.

교권존중 풍토 조성을 위해 세종시교육청은 제자사랑, 사

제동행으로 상행하효(上行下效)의 모범교사 운동의 전개와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을 위한 ‘세종교육대상’을 시행하고, 우

수교사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교

육공동체와 함께 교권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3) 신개념 스마트교육 프로젝트

세종시교육청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최첨단 스마트

교육 환경을 구축하여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

수·학습체제를 구현하고, 21C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미래

학교의 세계적 선도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적으로 스마트교육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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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의 확대, 운영

을 통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학교 자율권을 강화하

고 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운영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

축하고자 한다.

아울러 특성화고 체제개편을 통한 취업 명문학교를 육성하

고자 한다. 특성화고 체제 개편(부강공고 : 첨단산업, 조치원

여고 : 금융사무분야)으로 현장실무중심 직업교육을 실시하

고 명품취업 지원을 위한 정부부처-지자체와 산·학·관 협

력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5) 방과후학교 특성화 프로젝트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질 높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 특색을 살린 교

육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세

종시만의 독특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자 한다.

학생이 찾아가는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와 

지역의 특색을 살린 방과후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제를 통

해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존중하는 주말·계절학교를 운영하

고, 학생이 개설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수강시스템의 운영을 

통학버스를 활용해 지원하여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보장

하려 하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상자 확대 지원 및 고품

질 서비스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려 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으로 공공기관, 기업, 단체와 교육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해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체계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와 교육청이 

공동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운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며, 지역사회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교육기부를 활성

화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인적자원을 방과후학교로 연결

하며,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시설과 학교의 방과후학교가 자

연스럽게 연계 운영되도록 할 것이다.

Ⅲ. 세종교육의 과제

1.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하고자 한 예정지역과 

그후에 세종시로 출범 전에 편입된 편입지역 간에 교육환경

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본래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최첨단 

스마트 시설로 신축하려는 학교는 예정지역에 소재하는 학교

로, 이들 학교는 각 교실에 전자칠판, 전자교탁이 설치되고 

학생들에게 스마트패드가 지원되어 이를 통해 교사와 학습자

는 실시간으로 학습자료를 검색,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양방향 자료전송과 공유가 가

능하다. 궁극적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학생들이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세종시 예정지역에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춘 학교가 

계속 신설됨에 따라, 편입지역 학교의 공동화현상은 물론 예

정지역 학교와의 교육환경 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임기간 중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

고 있다. 교육청 출범 후 편입지역의 학교를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시설 개선, 스마트교육 시

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편입지역 학교의 교원, 

학생 및 학부모가 예정지역과의 교육환경 면에서 격차를 체

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 편입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3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된 시설 개선을 추진 중에 있

고, 아울러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편입지역 교육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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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을 운영 중이며, 교육환경의 격차 해소에 힘써 교육수

요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기존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세종시 전 학교의 동반성장과 명품 세

종교육을 실현하는데 진력하고자 한다.

2. 도시성장에 따른 학생수용 문제 해소

지금 세종시 첫마을 지역 학교의 학생 과밀현상은 세종시 

선진교육환경인 스마트 스쿨과 명품교육도시에서 교육시키

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열의와 기대로 당초 행복청의 예상보

다 학령기 자녀를 가진 젊은 층의 세입자가 대거 실제 입주함

으로써 발생한 문제로 분석된다. 우선 첫마을 지역 학생 수

용 문제 해소 대책으로, 단기적으로 학급당 학생수의 조정과 

임시학급의 증설, 인근 학교의 활용과 적정 규모의 학교신설

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지금 첫마을에 자리한 학교의 학생수용능력이 중앙

부처 이전과 맞물리면서 입주민과 학생들의 불편함이 매우 심

각한 수준이어서 전입 학생을 수용하고자 임시로 한 구역에 

붙어 지어진 한솔고의 유휴교실을 이용하는 단계로 접어 들

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에서는 행복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부지를 확보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학교신

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첫마을 학교는 당시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으

로 행복청장이 학교설치사무를 수행하면서 학교설립 및 학생

수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것으로, 교육청이 수요를 예측하

고 학교 설립을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세종시교육청

은 지난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이를 인계받아 실제 개교와 학

생수 초과에 따른 수용대책 등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도시 성장과 인구 유입, 당초 계획된 150여

개 학교 설립 방안이 앞으로의 학생 유입에 따른 안정적인 수

용 대책인지를 재검토하여 단계별로 학교 개교 시기와 위치, 

적정한 학교수를 판단해 적기에 학교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당초 계획한대로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유지와 선진화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을 

것이다.

Ⅳ. 세종교육의 전망

작지만 강한 ‘강소교육청’의 모습을 띠고 있는 세종교육은 

점점 교육의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당면과제인 세종시 내의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와 한솔초·중의 학생수용 문제

를 해결하고, 스마트교육의 산실로 더욱 앞장 서 나가야 한다

는 것이 세종교육의 입장이다.

국내외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세종교육의 대표 브랜드

인 스마트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5대 교육시책과 5대 프로

젝트를 충실히 수행해 학생들과 학부모, 시민이 만족하는 교

육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간다면 세종시가 교

육이 도시성장을 견인하는 명품교육도시가 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를 위해 필자는 무엇보다 끊임없는 소통을 중요시한다. 

소통을 통해 모든 개인 역량이 하나로 결집되어 비로소 높은 

추진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과의 대화, 학부모와의 

대화,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교육발전을 모색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관·단체들과 그물망 같은 협력관계

를 구축해 세종시민 모두가 교육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의견

을 나눠 발전하는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작지만 강한 강소교육청, 세계와 교감

하며 선도하는 세종교육이 될 것을 기대한다.  

초대석.indd   69 2012.12.21   3:45:40 PM



이슈와 
전망

2012  +   Winter 70

아이들이 위험하다 ! …

학교안전관리 실태와 대책

그러나 최근의 흐름을 보면 2008년 12월 조두순 사건, 

2010년 6월 김수철 사건 등 사고발생 당시에만 사회적 이목

을 받다가 금세 관심대상에서 벗어나고 만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아동성범죄의 피해는 단순한 범죄 한 건으로 치부

되기에는 너무나도 큰 상처를 남긴다. 따라서 범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무범죄학교(Crime-

Free School)’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이 소요된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

문에 본 글에서는 CCTV, 출입통제장치, 경비실 등 최근 사

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시설 측면에서의 범죄예방

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미국 법무부에 의하면 2008년 기준 범죄로 인한 연간 손

실비용을 약 491조로 추산되었으며, 그 중 성범죄로 인한 경

제적 손실은 약 139조로 추정되었다(Institute of Justice 

1996). 또한 피해자 개인의 손실은 1.65억으로 추정하고 있

다(Delisi 2010). 그렇다면 성적학대로 인한 아이들의 경제

적 손실은 얼마나 될까? 관련연구들에 의하면 학업, 직업능

력, 소득 등의 측면에서 성인기에 약 2.64억의 경제적 손실

을 입는 것으로 조사되었다(MacMillan, 2000). 그러나 피해 

아동들의 부모 등 주변 사람들까지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금

전적 수치는 피해 정도를 표현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예방사

업 등에 사용되는 사회적 손실비용까지 확대해 보면 아동대

상의 성범죄는 개인, 가족, 국가발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글

•
조진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박성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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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빈틈없는 범죄예방환경설계가 필수

건설현장에서 옥상, 외벽, 화장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공간

에는 방수공사1)라는 것을 한다.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로 실수로 발생된 작은 틈 하나로 발생된 누

수로 인해 향후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가정에

서는 더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일단 물이 새기 시작하

면 누수량과 관계없이 건물 내부에 설치된 가전제품, 가구, 

책 등 상당한 피해를 입힌다. 

그렇다면 학교시설의 관점에서 잠재적 범죄자는 물, CCTV 

등과 같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2)를 방수공사로 바꿔 

생각해 보자. 8개의 출입구 중 7개의 출입구에 출입통제장치

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1곳의 출입통제가 허술하다면 

외부인은 어렵지 않게 학교내부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그림1]은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의 출입통제 사례이다. 

CCTV가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출입통제가 되고 있지 않아 

외부인의 출입에 어려움이 없으며, 공간배치 측면에서는 행

정실, 교장실 등 교직원의 근무장소와도 근접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감시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장시간에 걸쳐 많은 논의가 되고 있

는 담장에 관한 문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핵

심은 담장의 역할을 출입통제장치로 볼 것인가? 아니면 영

역성 표현수단으로 볼 것인가? 이다. 

[그림2]는 미국 버지니아주 소재 중학교의 외부모습으로 

보이는 바와 같이 담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선진국의 

많은 학교들이 담장설치보다는 건물 출입구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장치에 집중하고 있다. 즉 담장이 지니고 있는 출입

통제 기능은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3]은 영국 런던소재 초등학교 내부에 위치한 경비실

과 학교경찰의 모습이다. 국내와 같이 경비실이 외부에 위치

할 경우 차량통제에는 유용하지만 보행자의 진입을 통제하

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외부 경비실보다 리모

델링을 통한 내부 경비실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일 것

이다.

범죄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기회를 없애는 것이

다. 즉 방수공사를 철저하게 해서 물이 들어 올 틈을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방수공사는 오히려 안도감을 주어 누

수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하지 못하게 하는 독이 될 수 있다. 

CPTED 요소들도 치밀하게 사용되면 약이 되지만 자칫하면 

안전의식을 결여시키는 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설계부터 

운영까지, 학교 외부에서 내부까지 치밀한 계획과 실천을 통

하여 안전공간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1) 건축물의 건물 외벽, 지붕 등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하는 공사
2) 물리적 환경설계로 범행기회를 차단하는 기술로 범인, 범행 대상, 범죄 기회 등 범죄 3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피해 확률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1] 출입통제사례 [그림2] K학교 외부(버지니아, 미국) [그림3] S학교 학교경찰(런던,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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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용자 중심의 범죄예방 실천교육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

리 많은 안전장치를 설치했어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

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그림4]는 서울의 S고등학교의 행정

실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실은 학교시설 주출입구 근처

에 배치되어 외부인 출입의 자연적 감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공간이다. 

그러나 많은 학교에서는 교직원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블라인드를 설치하거나 화분을 배치하여 실제적으로는 자연

적 감시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비교하여 [그

림5]의 미국 시카고 소재 H중학교 행정실의 외부 출입구 및 

창문은 가시성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어 자연적 감시기능

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생안전강화사업을 통해 전국 초등학교에 많이 배치된 

경비실의 경우도 실태는 유사하다. [그림6]에서 보듯이 햇빛

차단을 위해 내부에 어두운 필름을 부착하고 부족한 내부공

간으로 인한 집기배치로 외부인의 자연적 감시가 거의 불가

능한 것을 볼 수 있다. 그와 비교하여 [그림7]의 경비실은 외

부로 향해 있는 삼면이 모두 가시성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범죄예방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사용

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

사, 학생, 학부모, 경비원에 이르기까지 학교시설 사용자

를 범죄예방 관련사업 초기단계부터 참여시켜 직접 설계하

고, 시공하는 사용자 참여형 CPTED(User’s Participatory 

CPTED)가 필요하다. 

[그림8]~[그림9]는 최근 지자체에서 많이 실시되고 있는 

『아동안전지도 교육매뉴얼』의 일부이다. 아동안전지도는 교

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장소의 위험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인지함은 물론 환경개선

이 필요한 장소 및 필요 정도 등을 지도에 표시한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활동은 결과물인 아동안전지도보다는 지도제작 

과정을 통해 학교 사용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목

적이 있다. 

학교시설 내부도 위험 공간인지, 범죄예방 장비 사용법 등 

다양한 교육적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 중심의 활

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8] 안전지도 제작과정 [그림9] 안전지도 제작 참여자

[그림6] K초등학교 경비실 [그림7] S국제학교 경비실

[그림5] H중학교 행정실(시카고, 미국)[그림4] S고등학교 행정실

이슈와 전망.indd   72 2012.12.21   3:57:17 PM



아이들이 위험하다 ! … 학교안전관리 실태와 대책

EDUCATIONAL DEVELOPMENT 73

Ⅲ.  학교범죄 예방 평가모형을 통한  
진단과 처방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기존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범

죄에 취약한 부분을 스스로 진단하게 하고, 처방하여 향후 

개선방안까지 강구할 수 있는 평가모형을 개발3)하였다. 평

가모형은 크게 대분류인 평가영역, 중분류인 평가항목, 소

분류인 체크리스트 등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평가에

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작용하는 것은 체크리스트이다. 평

가모형이 체크리스트로 개발된 까닭은 학교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평가모형을 통해 학교 스스로가 범죄예방에 취약한 부

분을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해서이다.

평가영역은 다시 학교 주변환경, 대지경계, 교내 외부공

간, 교내 내부공간, 운영 및 관리 영역 등 5가지로 구분된다. 

그리고 평가항목 및 체크리스트는 놀이공간 등 공간적 요소

를 포함하여 총 24개 항목에 84개의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단위학교 여건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체크리스트

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크리스트는 별도의 별(★)표가 표

시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학교시설 및 환경은 지역별, 학교급별, 설립연

도별, 학교규모별, 그리고 학교 주변환경 등에 따라 제각각

이다. 또한, 학교가 속한 지역사회의 주민과 학교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디자인 방향이 달라

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체크리스트별 평가코드, 평

가기준, 평가 가이드라인, 평점방식, 평가방법, 제출자료 등 

누구나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카드 형식으로 개발되었

다. 물론 평가자는 범죄예방디자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

에 대한 분석적 사고가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다.

상기 평가모형을 통해 진단한 결과는 높은 점수 획득이 중

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영역-항목-체크리스트’에서 어

느 정도 취약한 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분류체계별 단위점수 및 백분율(%)을 활용하여 취약한 부분

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방사형 그래프로 나타난다.

또한, 취약한 영역에 대해 단위학교 스스로가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다양한 가이드라인 및 지침, 적용 사례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아울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

3) 조진일, 박성철, 최형주, 박희원, 강석진,「학교시설 범죄예방디자인 평가모형 개발」, 한국교육개발원(2012)

영역 항목  배점(점)

A 학교주변환경

a 인접대지 및 건물 2 5

18b 인접도로 1 3

c 보행로 4 10

B 대지경계
a 담장 6 20

42
b 출입구 6 22

C 교내 외부공간

a 놀이공간 3 10

68

b 휴게공간 3 10

c 운동시설 3 11

d 녹지공간 1 3

e 보행공간 2 8

f 주차공간 3 10

g 자전거보관소 및 기타 5 16

D 교내 내부공간

a 건물출입구(현관)

87

b 복도, 계단 3 10

c 엘리베이터 2 6

d 화장실 3 10

e 행정실 1 5

f 교사공간 1 5

g 도서실 3 6

h 체육관 1 4

i 옥상 및 기타 6 27

E 운영 및 관리

a 인력 및 운영 10 45
85

b 유지관리 7 26

c 교육 및 기타 4 14

5개 24개 84개 300점

<표1> 학교범죄 예방 평가지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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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센터에서는 상기 평가모형을 온라인으로도 평가가 가능하

도록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다. 

학교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특별한 조치 또는 

방법을 사용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가급적 모든 조치와 

방법을 총 동원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범

죄 예방을 위한 평가모형이 일선 학교현장에서 활용하기 편

리하도록 온라인으로 하루 빨리 구축되어 학교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림10] 평가결과(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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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교내 내부공간 C. 교내 외부공간

B. 대지경계

A. 학교주변환경 

58.8%

55.6%

95.2%

73.5%

57.5%

평가코드
영역 항목 체크리스트

B a 03

평가기준

배점 평가방식 선택문항

3 B -

담장의 높이는 학교주변, 담장의 보안시스템 등에 의해 결정하되 

안전한 지역은 최소 1.5m 이상, 위험한 지역은 최소 2.0m 이상으로 

설치한다.

평가 
가이드라인

1)  외부로부터 침입이 가능한 학교경계부분에 설치된 담장에  

국한하여 평가한다.

   *  단, 학교건물 외벽이 대지경계와 일치하는 경우, 외부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산, 하천, 옹벽 등과 대지경계를 이루는  

경우 등은 제외함.

2)  평가자가 학교주변 및 담장의 보안시스템 등에 의해 담장에 대한 

안전성을 주관적으로 판단한 뒤 안전한 지역의 경우는 최소  

1.5m 이상, 위험한 지역의 경우는 최소 2.0m 이상 설치 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3)  설치된 담장의 총길이 대비 실제 담장의 평균 높이가 차지하는  

길이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4)  담장 총길이의 90% 이상 최소 높이를 만족하면 ‘충족’으로, 

80~90%미만이면 ‘보통’으로, 70~80%미만이면 ‘미흡’으로,  

70%미만이면 ‘매우 미흡’으로 판단하여 배점한다.

평점방식

내용 충족률 점수

충족 90% 이상 3

보통 80~90% 미만 2

미흡 70~80% 미만 1

매우 미흡 70% 미만 0

평가방법
현장실사 면담 증빙자료

○ - -

제출자료 • 지도 또는 항공사진(학교경계에 담장설치 부분 표시)

<표2> 평가카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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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이 하나로 되어가는 글로벌 시대에 있어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수한 해외인재를 

확보하느냐가 될 것이다. 미국과 독일 등 서방 선진국들은 이

미 2차 대전 직후부터 세계 각국과의 다양한 인재교류 프로

그램과 우수 해외인재 유입을 통한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를 

자국의 산업과 경제발전 및 국제사회 기여의 주요 정책 수단

으로 활용해 왔다.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15위 경제규모를 가진 OECD 회원국

가이자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어 지고 있

다.  최근에는 경제분야에 이어 한류열풍에서 나타난 문화분

야 뿐만 아니라 교육분야에서도 한국이 국제적으로 위상이 날

로 높아지고 있다.

영국 교육전문 그룹 피어슨이 지난 11월에 발표한 세계 주

요 40개국 대상의 국가별 교육시스템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나라는 핀란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

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들도 그동안 양적·질적 발전을 거

듭하여 충분한 글로벌 역량을 갖추어 가고 있다.    

이러한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위상과 국제교육 환경

에 맞추어 글로벌인재 유치 및 국제교류 협력에 대한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때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제교육 전문 국가기관인 국립국

제교육원의 주요 사업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인재양성

을 비롯한 국제교육교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GLOBAL

글로벌 인재 육성 및 
국제교육교류 추진과 전망

글

•
하태윤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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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립국제교육원은 설립 된지 50년 
된 국제교육 전문 국가기관

국립국제교육원은 1962년 재일동포 자녀의 모국수학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 서울대학교 부설 ‘재외국민교육원’으로 설

립되어 지난 50년간 글로벌 교육서비스를 추진해오고 있는 

국제교육 전문 국가기관이다. 

국립국제교육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재외동포 초청 및 한국

어 보급사업 및 내·외국인 대상의 국비 장학사업, 외국인 유

학생 유치사업, 국제교육교류 사업, 외국어 공교육 지원사업, 

한국어능력시험 주관 등을 들 수 있다. 

Ⅱ.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의 출발점,  
재외동포 교육 지원사업

1960년대 초 재일동포의 모국이해 및 정체성 교육을 위해 

시작된 재외동포교육 사업은 전 세계 거주 동포 자녀를 대상

으로 확대 되었다. 2012년 기준 해외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과서와 다양한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동안 누적 공급 부수가 천만 여권에 이른다.

또한, 매년 재외동포 2·3세를 대상으로 국내 초청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재외동포 자녀들에게 모국어 학습뿐만 아

니라 고국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

며, 1962년 이래 현재까지 7천명이 넘는 재외동포들이 참여

하였다.

재외동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지원과 다양한 교육과정 운

영의 목적은 재외동포들이 고국을 알고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세계와 우리나라를 잇는 가교로서 재외동포 인적 자원 네트

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재외동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교

재개발과 고국 초청 연수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세계 각지에 

있는 재외동포 인재를 하나로 묶는 한민족 교육 네트워크를 

<표 1> 재외동포 고국초청연수 수료자 현황

과정별
개설
년도

‘01
까지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장기
교육
과정

‘62 4,017 122 140 99 104 100 94 138 149 188 51 5,202

단기
교육
과정

‘81 1,470 113 104 103 85 97 85 - - - 67 2,124

소 계 5,487 235 244 202 189 197 179 138 149 188 118 7,326

※‘08년 ~ ‘10년까지 장·단기 통합 운영 실시 

국립국제교육원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오리엔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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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재외동포인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재외동포인적자원의 중심으로서 다양한 국가와

의 교육협력 및 인적 교류에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할 계획이다.

 Ⅲ.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현황과 유치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최근 들어 한류

의 영향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

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

어 2005년 2만여명에서 올해는 9만명 수준까지 급속히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 급증현상은 교과부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과 국내대학의 국제화에 대한 노력의 결과이며, 실

제 최근 대학별로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

고 이에 대한 행정지원도 늘어나고 있다. 

교과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기반

을 조성하기 위해 이미 2001년부터 해외 주요 국가에서 우리 

대학들과 함께 한국유학 박람회를 꾸준히 개최하여 왔다.  앞

으로는 한국으로의 유학수요가 많은 국가와 신규 전략국가를 

중심으로 유학박람회를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해외 유학 및 

국제교류관계자 초청연수를 통한 해외 인재의 지속적 국내 유

치와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국제교육원은 늘어나는 외국인 유학생의 보다 안정적

인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교과부와 함께 다양

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의 하나로 국립국제

교육원 내에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영어와 중

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 4개 외국어가 가능한 상담원들이 

유학생들의 한국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점들에 대한 

각종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

리 역량 인증제’를 시행하여 전국 346개 대학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관리에 대한 실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는 대

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만 신경을 쓰고 정작 대학 내에

서의 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는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앞으로 인증제를 엄격하게 운영해 외국인 유학생

의 양적 증대 뿐 아니라 질적 관리에도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Ⅳ.  국가 장학사업과  
국제교육 교류사업 현황

다음으로 국제 인재교류와 관련하여 국제장학사업을 보도

록 하겠다. 1967년부터 개발도상국 및 주요 자원외교 대상국

<표2>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외국인 유학생 22,526 32,557 49,270 63,952 75,850 83,842 89,537

인도 한국유학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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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교육교류 증대와 국가발전을 위한 국외 인적 네트워

크 구축을 위해 시작된 외국인 대상 국비장학생 프로그램인 

정부초청 장학생사업이 있다. 

지난 40여년간 꾸준히 추진되어 온 본 장학사업으로 현재

까지 세계 130여개 국가의 4천여명이 초청되었으며, 이들이 

각 국가에서 지한 및 친한 인사로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

미지를 전파하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류의 영향과 높아진 한국의 국제위상으로 지원 

경쟁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경쟁률이 10:1을 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국가브랜드 사업

의 일환이자 교육 ODA(Official Development Aid, 공적원

조)로 정부초청 장학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

적으로는 2020년까지 현재에 10배까지 선발인원을 대폭 늘

릴 계획도 세우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정부초청장학생을 대상으로 국가별 

동문회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과 이들에 대한 재초청연수

도 매년 추진하고 있어, 이들이 한국과의 좋은 인연을 이어

가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든든한 협력세력이 될 수 있도록 

해 가고 있다. 

실제 현재까지 우리나라정부초청 장학생으로 학위과정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 장학생 대부분은 각 국가의 정·관

계 및 학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개도국의 경

우, 국가발전의 핵심인력으로 한국과의 외교업무 및 한류확

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을 위한 장학프로그램과 더불어 우리나라 학

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비유학생 선발 파견사업은 국가발전

에 전략적 및 지역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사

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유학기회를 제공하는 목적

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정부초청장학생 및 국비유학생 파견사

<표3>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 러시아
인도

네시아
말레

이시아
미얀마

카자흐
스탄

우즈베
키스탄

인도

278 266 217 183 179 120 117 103 102 100 95

6.9% 6.6% 5.4% 4.6% 4.5% 3.0% 2.9% 2.6% 2.5% 2.5% 2.4%

태국 미국 대만
캄보
디아

방글라
데시

필리핀 멕시코
키르키
즈스탄

터키 기타국 계

95 82 79 71 69 67 59 59 57 1,606 4,004

2.4% 2.0% 2.0% 1.8% 1.7% 1.7% 1.5% 1.5% 1.4% 40.1% 100%

정부 초청 영어봉사 장학생(TaLK) 연수 

<표4> 국비유학생 연도별 해외파견 현황

연도별 ‘77~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국가수 78 13 13 11 14 10 13 15 17 16 17 15 17 48

총인원 1,679 38 35 24 29 36 40 37 41 40 70 45 4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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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외에도 우리나라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

가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 국가 대학생 초청연수’, 한·일 유

학생 교류 확대 및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한·일 대학생 및 

중고생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Ⅴ.  교육한류의 시작, 한국어능력시험
(TOPIK)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대상

의 한국어 능력시험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국

립국제교육원은 이러한 외국인들의 한국어 능력 평가를 위한 

시험으로 한국어능력 시험인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을 연4회 국·내외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다.  

올해 TOPIK 시험 응시자수는 전 세계적으로 15만명을 넘

어서며 한국어에 대한 외국인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개도국 뿐 아니라 미

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일고 있음을 주목하고 싶다. 

올해 미국의 시애틀에 있는 타코마 교육청은 관내 학교

에서 한국어 정식과목 채택이 늘어나자 국립국제교육원과 

TOPIK 학점인증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TOPIK 기출문제지

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미국에서도 한류의 영향

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단

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교과부와 우리 원은 한국어의 보급이 우리나라의 국가브

랜드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보다 많은 국

가의 외국인 응시자들에게 적합한 공신력 있는 한국어능력

시험의 개발과 운영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Ⅵ. 글로벌시대에 대비한 영어 공교육
지원사업 및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실용영어 환경이 더욱 요구되어지는 글로벌화 시대에 필

요한 영어공교육지원사업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선발 사업

(EPIK, English Program In Korea)과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사업(TaLK, Teach and Learn in Kore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표5>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생 현황

연도 1999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응시생수(명) 3,926 34,028 82,881 159,745 189,261 169,253 121,550

한국어능력시험(TO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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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에서의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격의 

원어민 보조교사선발 및 연수지원을 하는 EPIK사업은 2007

년 이후로 현재까지 7,700여명의 원어민 강사를 선발하여 전

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하였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및 국립학교의 위탁을 받아 학기별로 

수요에 맞추어 안정적으로 선발과 배치를 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는 영어교육환경이 도시지역보다 열악한 

농·산·어촌의 영어교육지원을 위해 해외 거주 재외동포 및 

원어민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영어강사를 선발하여 지

원해주는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TaLK)’프로그램을 실시

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원어민강사수급에 어려움이 

많았던 농어촌 어린이들의 영어능력 향상과 국제화 마인드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재외동포 2·3세 장학생에게는 영

어봉사와 함께 고국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해주고 있으며 외국인 참가자에게는 대한민국의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여 1석3조의 효과를 보이며 활발히 운영되

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영어능력 평가시험 1급(NEAT,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의 추진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제 영

어는 세계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표준어로서 국가의 영어환

경이 국제 비지니스와 통상에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어 가고 

있다.  특히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인 

및 대학생 대상의 실용영어능력과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공인 인증시험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하겠다. 

이러한 영어인증시험의 필요성과 수요가 있어 왔음에도 국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영어인증시험은 대부분이 외국에서 개

발된 시험으로 매년 실용 영어인증시험에 소요되는 액수가 무

려 14백억원이나 되고 있으며 이웃 중국과 일본 등은 이미 국

가가 개발한 영어인증시험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

리의 자체 개발 영어인증시험은 늦은 감이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와 우리 원은 올해부터 국가영어인증시

험 NEAT 1급1)시험 개발을 주요 대학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영어능력 평가시험 NEAT 1급이 입사시험이나 

승진시험 등에서 해외 실용 영어검증시험을 대체하는 날이 빨

리 올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속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Ⅶ.  청년 글로벌 역량지원 사업인  
정부해외인턴사업    

최근 청년취업문제가 우리 사회에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

다. 정부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국내취업시장에서만 머물지 

말고 해외취업과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 해외인턴

사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한 해외인턴

사업으로 현재까지 8천여명의 청년들이 해외실무현장에서 경

험과 경력을 쌓아오고 있다.

앞으로의 세계는 국가와 인종의 벽을 넘어서는 글로벌한 인

1) 국가영어능력 평가시험(NEAT 1급) : 성인과 직장인 입사시험 및 대학졸업 영어인증시험(국립국제교육원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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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필요하게 될 것이기에 좀더 많은 우리인재들이 해외에

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통해 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

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할 계획이다. 

Ⅷ.  글로벌 인재양성 및 국제 교육교류
증진을 위한 준비와 전망

지금까지 글로벌 교육과 교육한류의 중심기관인 국립국제

교육원의 사업을 통한 우리나라 인재유치와 국제교육교류 현

황을 살펴보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세계가 하나로 

가깝게 이어지는 지구촌시대이면서 또한 자국의 이익 선점을 

위한 치열한 국제경쟁의 시대이다. 

이러한 국제 경쟁속에서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국가발전

의 모멘텀을 찾기 위해 글로벌인재유치 및 국제교육교류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후 부존자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에 효율적 투자와 양

성으로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소중한 경험

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러한 교육과 인재양성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부

와 대학을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과 우리 국민 모두가 교육의 

국제화와 글로벌 인재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하고 이에 따른 정책과 실행의 초점을 한 방향으로 맞추어야 

한다. 정부는 선도적으로 정책적인 면에서 새롭고 규제완화

적인 입장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는 국제교육교류 활성화와 

세계 인재유입을 위한 지원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과 국제교육관련 기관에

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해외인재 

유치와 교육환경의 글로벌화를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국제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 국제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

도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나 국제교육 관

련기관의 관심과 장기적인 관점의 지속적인 인재양성 투자

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다양한 능력의 글

로벌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종과 국가에 상관없는 

공정한 기회를 주는 개방적인 사회·문화적 풍토를 조성해

야 한다. 

앞서 이야기한 정부와 국제교육담당 주체들이 공동의 목

표를 가지고 교육의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대한민국

이 경제분야에서 보여준 놀라운 성공신화에 이어 교육교류

와 글로벌 인재육성을 통한 세계 공동번영의 기여에 있어

서도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리더 국가가 되리라고 확신

한다. 

국립국제교육원도 글로벌 교육서비스 창출의 중심기관으

로서 한국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글로벌 인재양성과 교육한

류 전파의 첨병 역할에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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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방기정
두창초등학교 교사 

 

Ⅰ. 들어가며

두창초등학교는 경기도 용인시 외곽에 자리한 전형적인 농

촌학교다. 외지에서 워낙 많은 학생들이 유입되다보니 위치만 

농촌에 있지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는 거의 없다. 두

창초등학교는 학생의 거의 90%가 외지에서 전입을 해왔고, 지

금도 종종 전입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1. 두창 본교가 되다

“시골학교의 기적 용인 두창분교”

“15년만의 본교로 승격된 두창초등학교”

“폐교 위기 딛고 일어선 두창초교의 교훈”

지난 9월 25일 전후 일간지와 방송에 보도된 두창분교의 본

교 승격 관련 기사들이다. 더러는 직접 취재로, 더러는 연합통

신을 통한 간접 취재로, 일부 신문에선 사설로 일제히 두창분

교의 초등학교 승격을 경쟁적으로 다루었다. 두창에 오래도록 

몸담으면서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되기까지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두창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문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꿈꾸며

두창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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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괴롭힘을 당한 아이는 ‘멈춰!’를 외치면 규칙에 따라 괴롭히

는 아이는 즉시 멈춰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연수, 학생과 학부

모 연수를 병행하고, 4대 규칙을 만들어 실천해 오고 있다.

나. 실력 있는 어린이로 기르기 위한 활동

기초학력 정착을 위한 디딤돌학습, 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

과 시간 운영에 있어 80분 블록제 운영을 하면서 30분 중간놀

이 시간을 확보하여 아이들이 공부로부터 오는 긴장감에서 잠

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젝트 학습은 학급별로 연 2회 정도 주제를 정하여 실천

하고 있는데, 1-3학년은 재구성, 4-6학년은 교과통합을 원칙

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3학년은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인 그림자탐험, 4학년의 나무 관

찰프로그램과 한글의 소중함을 인식하기 위한 한글박물관 개

관, 5학년의 역사신문 만들기, 스스로 영화를 만드는 만화영화 

상영관 프로그램 등이다.

다. 자연에서 배우는 아이

농촌학교의 장점을 살려 실천해오고 있는 교육활동을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1) 아침 산책

학교 가는 발걸음이 무거울법한 매주 월요일 아침활동시간

에 실시하는데, 학교 주변 5, 6개의 코스를 활용하여 학급별로 

산책을 하며 주말에 있었던 일을 친구나 선생님과 함께 나누기

도 하고, 학교 이웃 마을의 사계절 변해가는 자연과 달라지는 

마을 모습을 관찰하는 시간이다. 

2) 텃밭 가꾸기

작물의 순환을 경험해 봄으로써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고 먹

거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길러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 왜 두창일까?

“두창은 특성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어요?”

전입 상담을 한 상당수 학부모들이 이렇게 물었다. 아무 것

도 특이할 게 없는 조그만 시골학교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물

어온다. 그러면 나는 종종, “네, 두창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특

성화프로그램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두창에서는 

학교에서 너무 많은 것을 심어주려고 무리하지 않는다. 전입을 

해 온 아이들 상당수가 지나친 선행학습이나 예체능 과외에 시

달려본 경험이 있는데, 이들에게 두창에서마저 과외로 압박을 

한다면 두창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철학과 어긋난다.

Ⅱ. 두창초등학교의 교육활동

두창에서는 교사, 학부모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교육활동계

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오고 있는데, 물론 요즈음 여러 혁신학

교나 작은 학교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조금은 새

로운 것도 있을 것이다.

1. 평화샘 프로젝트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전 학년이 도입하여 운

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까지는 학급별로 실천하면서 

장단점을 찾아보다가 올해부터는 전 학년이 운영하고 있다.

가. 멈춰제도 운영

요즘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에 전향적으로 대처하여 아이들

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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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월 교육과정편성 회의에서 학년별 주제를 정하고 운영계

획도 작성하여 추진하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교생이 자

신의 식물을 직접 심고 가꾸고 수확까지 하는 것이다. 학년별 

작물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라.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어린이

1) 동아리 활동 및 동아리 한마당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동아리 부서 활동에 

참여하여 개성과 소질을 신장할 수 있게 돕고, 연말에는 1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개설된 부서를 보면, 도예, 오카리

나, 글쓰기, 과학, 줄넘기, 영화, 아우인형 만들기, 기타 등 8개 

부서이며,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부서를 선택하여 공부하거

나 익히고 연말에는 그 내용을 발표하는 기회를 가진다.

2) 작가와의 만남

책읽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작가에 대한 친근감을 갖도

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데 매년 아이들과 친근한 작가 두 세분

을 초청해 강연도 듣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만나는 계기를 만

들고 있다. 지금까지 서정오, 권윤덕 선생 등이 초청되었다.

3) 작은 음악회

문화예술분야의 문화적 결핍을 막고 아이들을 감성이 풍부

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기 위해 매년 가을 아이들과 친근한 

음악가를 초청하거나 두창밴드 공연을 열고 있다. 백창우와 

굴렁쇠아이들이 두창을 찾아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고, 자

체 밴드 “The Same”의 밴드공연은 두창 최고의 인기 프로그

램이었다.

마. 건강한 몸과 마음을 키우는 어린이

1) 논두렁달리기

규칙적인 달리기 활동을 통해 체력을 향상시키고, 시간의 흐

름에 따른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체험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매주 2회 논두렁을 달린다.

2) 그림책과 함께하는 마음수업

각 학급의 수준과 여건에 맞는 책을 선정하여 저학년은 창

의적 체험학습 시간에, 중 고학년은 교과시간에 활용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또한, 독서토론, 논술 및 글쓰기와 연계하여 지

도하고 있다.

바. 자기 주도적인 삶을 길러주기 위하여

1) 학교 적응주간 운영

새 학기가 시작되어 입학하는 신입생은 물론 새 선생님을 만

나는 재학생도 학기 초 적응기간을 두어 원만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 5, 6학년은 성격유형검사를 

하고 학생, 학부모 상담을 통해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

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

2) 성격유형검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을 알고 자신만의 심리적 

선호 경향의 이해를 통해 학생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를 가

지는 데 도움이 된다. 검사는 MBTI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

시하며 검사결과는 학생지도와 더불어 가정과 연계지도에 활

용한다.

3) 다모임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로 건전한 학생문화를 만들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스스로 학교행사를 기획, 운영함으

학년 작물 시기 비고 학년 작물 시기 비고

1 오이 4월 4 호박, 고구마 4월

2 방울토마토 4월 5 옥수수 4월

3 콩 6~10월 두부만들기 6 감자, 배추 4~7/9~11월

<표1> 학년별 작물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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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이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3~4교시(창의적 체험활동, 재량활동)에 운

영하며, 이야기할 주제는 주제상자에 의견을 모으기도 하고, 

학교 홈페이지 학생공간을 이용하기도 한다. 여기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학교의 규칙을 정하고, 지킬 방안도 마련하여 학교 

게시판을 통해 홍보를 한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이나 요

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4) 두레활동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교육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공동체의식을 기르고, 고학년은 두레지기로서 

두레원을 이끄는 지도력을 배운다. 전 학년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10개의 두레를 두어 교육활동, 특별활동, 야영활동, 민

속놀이 등을 함께 진행한다. 두레별 파티, 식사 함께하기, 캠

페인 활동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선후배간의 친

밀감을 높이고, 선후배 간의 학교폭력도 예방한다.

사. 조금 다른 두창의 교육활동

1) 단오제

학부모 주도로 매년 6월 열리는 ‘두창 단오제’는 조상들의 아

름다운 전통문화를 교육현장에 살린 것 말고도 교사, 학생, 학

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공동체를 꿈꾸고 체

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단오제에서는 창포에 머리감기, 단오

선 만들기, 수리취떡 만들기, 단오부적 만들기, 장명루 만들

기, 길놀이, 씨름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조상들의 아름

다운 전통과 지혜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고 아이들이 가장 손꼽

이 기다리는 학교의 대표적 행사가 되었다.

2) 가족산행

가족산행은 매년 4월 두창가족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의 

생태환경을 둘러보는 기획행사로 주로 토요일 오전에 산행을 

하고 있다. 이 행사에서는 지역 환경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생

태환경 공부도 하면서 주로 지역에 있는 400m급 문수산을 등

반한다. 산행을 마치면 학교로 돌아와 전 가족 바비큐잔치를 

한다.

3) 두창의 방과후 교육활동

두창은 위치가 도심에서 먼 외곽에 있는 관계로 방과후 교육 

강사선생님 초빙이 어렵다. 이런 학교의 사정을 감안하여 학부

모들이 강사로 활동하면서 재능기부를 해주고 있어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부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들의 독서감성을 불러일으키는 북

아트, 음악적 재능을 길러주는 클라리넷, 조형적 감성을 길러

주는 비즈공예, 놀이와 미술적 감성을 길러주는 놀이미술, 생

태적 감성을 길러주는 생태교실 등이다. 물론 앞서 소개한 부

서 외에 두창에는 기타, 우크렐레, 외발자전거, 축구, 로봇과

학, 마술 등의 부서가 외부강사 지도로 진행되고 있다.

Ⅲ. 나오며

두창초등학교는 교사, 학부모, 마을주민이 한 마음으로 힘

을 모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최근 3

년 사이 많은 아이들이 전입을 해와 새로운 학교문화, 함께 가

꾸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학부모들은 내 아이만이 아

닌 우리 아이로 이웃 아이들을 함께 바라보고, 교사들은 민주

적 공동체를 만들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라는 공동목표를 가

지고 지내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반영되어 최근 본교로 승격되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을 본교체제에 어울

리게 정비하고,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이 있는 건강한 학교로 

유지, 발전시키려고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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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배인식
봉원중학교 교장

학생자치회· 
독서동아리 활동 
‘눈에 띄네’

봉원중학교
사각사각! 까르르 까르르...

서울 관악구 행운동에 위치하고 있는 봉원중학교의 어느 구

석에서 무엇인가가 굼틀거리며 살아 움직이는 소리다. 이곳은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늘 움직이며 학교의 주인공으로 거듭

나고 있는 학생들의 힘찬 발돋음을 엿볼 수 있다. 학생회 중심

의 다양한 활동과 독서동아리들의 끊임없는 자기발전의 모습

을 펼치고 있다.

Ⅰ. 학생·학생회, 학교의 주인공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것은 언제나 행복하다. 무한한 능력의 

주인공은 다른 주인공을 인정하고, 그 주인공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한다. 늘 주인공으로 거듭나고픈 학생들의 열망과 열정으

로 봉원중학교의 학생회가 그 출발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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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예방 및 금연 캠페인

활동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특히 봉사부원이 조를 편성하여, 1

학년 배식질서와 퇴식구 잔반 질서 지도를 하여 학생들이 스스

로 규범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학생회의 많은 활동

에도 불구하고 각종 캠페인 활동에 참가하는 학생회임원들은 

새롭고, 즐거운 경험의 하나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인다.

스승의 날 행사와 구기대회를 통해 자신들의 욕구를 해결해

본다. 학생회와 대의원회의를 거친 스승의 날 행사는 적은 비

용으로 큰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안(학생회 임원들이 

봄꽃축제 수익금으로 카네이션 1송이와 롤링페이퍼를 선물)을 

모색하여 모든 선생님들께 잔잔한 감동을 드렸다. 또한 봉원

의 전통인 학기말 고사 후 학년별 구기대회는 선생님들이 아닌 

학생회가 모든 것을 직접 진행하여 선생님들의 감탄을 자아낸

다. 피구, 축구, 얼티미트를 진행하는 학생회 임원들의 얼굴에

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담고 있다.

학교의 주인공으로 학교행사 등에 당당한 한 기둥

학생회의 존재감이 늘어날수록 다양한 학교행사에 한 기둥

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육상대회 및 체육대회의 진행도우미로 모든 일을 잘 마무리

하여 많은 선생님들의 찬사를 받았다. 봄꽃축제는 학생회, 동

아리, 각 학급이 주관하는 창업의 형태로 진행되어 정말로 축

제다운 축제가 되었다. 특히 쓰레기를 지정된 곳에만 버리도

록 유도하는 모습과 창업수익금의 일부를 환경부담금으로 부

담하여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습은 역시 학교의 주인공은 학생

임을 인정하게 된다. 

놀이마당과 봉원제 또한 학생들의 기획과 준비에 의해 진행

되었으며 학생들의 호응이 컸다. 특히, 각 학생회 임원들이 자

신의 역할을 분명히 인지하고 행사 당일 세세한 것까지 완벽하

주인공으로서 학생회장과 학생회 부원이 되기까지…

12월이 되면 학생회장단 선출이 있는데, 이 과정에는 남다

른 면이 있다. 공정한 선거유세 기회 부여와 더불어 행해진 후

보자 선거공약 토론회는 전교생에 생방송으로 진행되어 대표

자 선출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선택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

한 기표소와 투표함 등을 강당에 설치하여 직접 선거하는 방식

을 택하고 있다. 일렬로 서서 선거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은 진

지하며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3월에는 회장단이 학생회를 이끌어갈 2, 3학년의 임원과 부

원들을 자체적으로 뽑게 된다. 이 또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

정되는데, 자기소개서의 사전 자료제출 및 학생회장단의 심층

적인 구술 면접 등을 통해 하고 있다. 이는 마치 대기업의 신

입사원을 뽑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엄격하고 실질적인 

방법을 통해 합격한 학생회부원들은 열정과 최선을 다해 학교

활동에 임하게 된다. 

학생회부원은 1학기 3월 말, 9월 초 2차례의 임원수련회를 

통해 주인공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7, 8월 중에는 교내에서 1

박 2일의 학생회 임원 교내뒤뜰야영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

워 실시한다. 모둠별 밥해먹기, 학생회 활동 평가, 체육대회, 

담력훈련과 차후의 학교행사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학교의 주인공으로서 욕구를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  

학생들이 가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을 이끌어간다. 3월, 9월의 친구사랑주간에

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비롯하여, 친구들의 건강을 위한 

흡연예방 및 금연 캠페인, 급식질서, 잔반 줄이기 등의 캠페인 

학생회 회장단 선거 및 학생회 임원 선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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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독서동아리 워크숍 강의와 토론 실습 풍경 9월 독서동아리 발표회 풍경봉원중학교 독서동아리 평소활동, 
방과후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활동한다

이러한 자발적인 소그룹 독서동아리는 기존의 독서토론·

논술반과는 달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또 이 동아리를 이끄는 교사는, 동아리 프로그램을 

직접 이끌어가는 지도교사가 아니라 옆에서 도움을 주는 ‘울타

리 교사’로서, 독서동아리 모집이 완료되는 3월 말에는 1박 2

일로 ‘독서동아리의 힘과 가치 및 동아리 운영 방법’에 대한 연

수를 시켜주고, 9월에는 모든 동아리가 한 데 모여 그동안 활

동한 내용을 서로 발표하며 소통할 수 있는 ‘독서동아리 발표

회&만남과 소통의 밤’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일과 평상시 활

동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출석을 체크해주고 간식을 챙겨주

는 일과 같은 측면 지원(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1주

일마다 진행해야 하는 활동 프로그램은 각 동아리가 자율적으

로 마련해야 한다. 

현재 활동하는 독서동아리는 대체로 1주일에 한 번, 1시간

~1시간 30분씩 방과후에 도서관에 모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동아리는 매주 한두 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와 토론

을 하기도 하고, 어떤 동아리는 한 주는 책읽기, 한 주는 글쓰

기, 한 주는 토론하기, 한 주는 잡지나 신문 읽기 등의 활동을 

하며, 어떤 동아리는 시사토론과 좋아하는 인물 소개하기, 영

화보기 등을 번갈아 하기도 하는 등 동아리마다 자신들이 원하

는 내용과 방식을 선택해 개성 있게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활

발하게 활동하는 독서동아리가 32개나 되다 보니, 봉원중학교 

도서관은 방과후에도 책 이야기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다

아이들은 이 독서동아리 활동을 통해 잃어버린 자존감과 친

구를 되찾고, 울타리 너머의 세상을 만나고 배움의 즐거움을 

게 진행하는 모습은 다음해 봉원제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계

기가 되었다. 

주인공으로서 다른 학생들과 이웃의 어려움 이해하기

봉원중 학생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농촌봉사활동이다. 정선 

농촌봉사활동은 교육복지사업의 동행프로젝트의 일부로 진행

되어 어려운 환경의 복지대상 학생들과 문화체험이 많은 학생

회 학생들의 자연스런 어울림의 장이 되었고, 특히 도심에서 

자란 학생들에게 세면시설과 화장실이 불편한 오지 농촌 경

험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

가 되었다.

학생회 차원의 2박 3일 동안의 농촌 봉사활동은 학생회가 단

순히 학생들을 대표하여 교사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학생

회는 학교의 주인공으로서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해야 함을 깨닫

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Ⅱ.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봉원중학교  
32개 자발적 독서동아리

독서동아리의 책 이야기 소리가 도서관에 ‘넘실넘실’ 

봉원중학교에는 학생자치활동 외에도 자발적인 독서동아리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현재 4~6명으로 구성된 소그룹 독서

동아리 32개가 자신들이 정한 요일의 방과후에 도서관에 모

여,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원작을 읽고 영화를 보거나 주제

토론, 시사토론을 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자유로운 독서활

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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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으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 또한 경쟁이 아닌 나눔과 협력

의 중요성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우리 동아리,‘싱책향’은 그동안 여러 책을 읽고 많은 활동

을 하였다. (중략) 그리고 친구들과의 우정도 돈독하게 할 수 

있고 친구들을 만나도 막연히 연예인이나 친구들 뒷담화 같은 

것이 아닌 아직은 조금 어눌하지만 한층 높은 레벨의 시사나 

사회 문제에 관련된 것들도 이야기하게 되었다. 매일 연예인 

루머밖에 말할 줄 모르던 나에게 이렇게 큰 변화가 올 줄이야!  

(싱그러운책의향기, 2학년 김나윤)”

“나는 우리 독서동아리 ‘가람슬기’ 친구들을 만나기 전까지 

독서와는 거리가 먼 아이였다. 하지만 중2 때 이들을 만나 나

의 생각과 습관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 

모든 것을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독서

동아리 활동 중 글을 쓰는 것 또한 나에게는 큰 배움이었다. 

글을 많이 써보니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책을 읽어도 조금이

나마 작가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는 것이 수월했고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의문을 정말 수시로 가졌던 것 같다. 그리고 

책과 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해서도 크

게 놀랐다. 언젠가 밤새워 책읽기를 할 때 친구들 그리고 후배

들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들

의 생각에 깜짝 놀랐다. 그 놀람 중에 나는 ‘나의 생각만이 옳

고 남의 생각은 틀리다’라는 것보다는 ‘그들이 나의 생각과 다

르기 때문에 가끔은 나보다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

다. (가람슬기, 3학년 박지민)”

학교를 넘어 지역으로 메아리 되어 울려 퍼지다

이처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봉원중학교 독서동아리 활동은 지난해 언론으로부

터 주목을 받아, 한겨례신문,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 주요 일

간지에 소개가 되기도 하고, <우리교육> 잡지에 독서동아리 

활동 사례 원고가 실리는 등,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또 

올해에는 <학교도서관저널> 5월호, 참교육학부모회가 발행하

는 ‘학부모신문’ 5월호에 봉원중학교 독서동아리 활동상이 크

게 소개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9월 8일 개최한 ‘독서동아리 

발표회’에는 전남 광주, 경기도 시흥, 인천, 구리, 천안 등에서 

독서동아리 운동을 펼치고자 하는 선생님과 사서, 학부모, 학

생들이 찾아와 참관을 했는데, 이제 이 독서동아리는 봉원중

학교 학생들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며 우리 사

회의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Ⅲ.  청소년 전통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풍물아이들’ 
운영

본교는 2009~2010년까지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중점학교  

‘청소년 비전 Arts-TREE’로 선정되어 (재)서울문화재단과 서

울특별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전통예술 교육에 힘써 왔고, 

그 결과 2009, 2011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최 서울학생동아

리 한마당에서 우수동아리 서울특별시교육감 표창을 수상하

였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즐거움·

사랑·성찰, Dream Planer ‘진로Vison30’을 운영하고 있으

며, 창의력 신장을 위한 환경·탐구반도 운영하고 있다.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풍물 아이들 공연 창의력 신장을 위한 환경·탐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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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청소년

‘다문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 이민

자,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떠올릴 것이다. 서울다솜학교에 현재 근무하고 있

는 교사들도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학교과정 공

립대안학교가 서울에 세워진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는 국

제결혼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

가 모국어인 다문화가정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

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다가 부모의 재혼으로 청소년

기에 한국에 들어오는 고등학교 학령의 ‘중도입국’ 청소년 수

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학교 개교 업무와 2012학년도 신입생

을 모집하면서 알게 되었다. 최근 국제결혼 중 재혼비율의 증

가는 곧 중도입국 청소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입양이나 방문동거 형식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

글

•
김옥경
서울다솜학교 연구부장

서울다솜인! 
당당한 세계인을 꿈꾸다

서울다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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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수가 2,000명 가까

이 되지만 학교현장에서 이들을 보기 어려웠던 것은 정규학교 

진입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도입국 청소년들 

대부분이 한국어 기초능력이 부족하고, 출신국에서의 학력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지 않은 채 입국하거나, 체류자격 문제 

등으로 공교육 진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2012. 3. 2 입학식을 하다. 

2010년 사회통합위원회의 핵심 프로젝트인 ‘적응과 직업훈

련을 겸하는 다문화가정 탈학교 자녀들을 위한 (가칭)국제다

솜학교 설립’으로 시작된 학교 설립과정은 2011년 서울시교육

청에 TF팀이 구성되면서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다. 2011년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컴퓨터미디어과와 호텔관광과 2개

과, 과별 1개 학급, 학급별 20명씩 전체 3개 학년, 6학급 120

명 정원으로 신입생을 모집하였다(1,2,3학년 동시 모집).

입학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학생과 보호자가 한국

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초적인 한국어능력이 부

족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면접을 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통역위원으로 이중언어강사를 위촉하였다. 입학상담, 원서접

수, 심층면접 등을 거쳐 마침내 48명의 다문화청소년들이 국

내 최초 공립대안학교인 서울다솜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1학년 입학생에 비해 2, 3학년 전·편입학 학생이 적은 것

은 대부분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의 고등학교에 진학할 

구   분
컴퓨터미디어과 호텔관광과

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정   원 20 20 20 20 20 20 120

성    별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현    원 7 13 3 0 0 1 6 14 2 0 2 0 20 28

총    계 20 3 1 20 2 2 48

<표1> 학과/학년별 학생 현황(2012.03)

수 없었거나 진학하더라도 1학년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중간

에 자퇴 혹은 제적당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준다(<표1>참조). 48명 입학생 중 1

명만이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가 모국어인 학생이고, 나머지 

47명이 중도입국 청소년이다.

본교 입학생 중 국내 학생들과 동일한 학령으로 입학한 학생

은 9명에 불과하다(<표2>참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출신 학생들의 경우, 우리나라와 학기의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에서 중학교를 적정 나이에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

와도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반 년 이상은 기다려야 하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짧

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의 학습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본

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학습공백기간 동안, 집에서 컴퓨터게임

에 몰두하거나 식당,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불규

칙적인 생활을 하고, 국내 학교에 입학을 시도했다가 거부당

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학습능력 또한 상당

히 감소한 상태였다.

 
학년 

    출생년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합계

1 1 2 13 16 7 1 40

2 0 1 4 0 0 0 5

3 2 0 1 0 0 0 3

합계 3 3 18 16 7 1 48

비율 6.25 6.25 37.5 33.3 14.6 2.1 100

<표2> 출생년도별 현황(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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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멘토링 활동 모습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입학상담과정을 통해 본교에 입학할 학생들의 한국어능력

과 가정환경 등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난 뒤, ‘다

문화 공동의 다기술인 양성’이라는 교육목표 실현을 위해 첫

째, 한국어교육을 통한 민주한국시민 자질 육성, 둘째, 다문

화 이해 교육을 통한 글로벌마인드 제고, 셋째, 직업교육을 통

한 한국사회 적응력 강화, 넷째,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다솜공

동체 구축이라는 노력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가에 대해 모든 교사의 고

민이 시작되었다.

본교는 학생 개인의 한국어능력 수준에 따라 학급편성을 

한 것이 아니라 전공학과에 따라 학급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중국, 베트남, 몽골, 일본, 필리핀, 홍콩 등 다양한 나라 출

신의, 한국어를 처음 접해보는 학생부터 한국에서 태어나 한

국어가 모국어인 학생까지 다양한 한국어능력 스펙트럼을 가

진 학생들이 한 교실에 함께 수업을 듣게 된다. 한국어로 진

행되는 전문교과 수업과 보통교과 수업을 이해하고, 전문 직

업인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 빠른 시

간 안에 학생들의 평균적인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

장 급선무였다.

 한편, 본교 재학생들 대부분이 부모의 재혼으로 한국에 입

국하기 전까지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5~6년 정도 떨어

져서 기숙사학교나 친척집에서 지내다가 한국에 들어와 친부

모, 혹은 양아버지와 친어머니, 또는 친아버지와 양어머니와 

살게 되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서

울에 거주하면서도 학생 혼자 따로 독립해서 사는 경우가 있

는 등 가정 내의 갈등요소들로 인해 학생들의 정서가 불안하

여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본교의 교육활동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향으로 집중하였다.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

서울다솜학교의 교육과정에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어능

력 향상을 위해 다른 일반 학교에는 없는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 한국어) 과목이 학년별로 4단위씩 편성

되어 있다. 

입학식 이후 첫 등교일인 3월 5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어능력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KSL 수업의 교수-학습 과정

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과 후 수준별 한국어 수업시간에 학

생들의 현재 한국어 실력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식 교육을 실

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한국어능력을 진단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학생이 교과수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별 전담 이중언어 강사를 배치하여, 수업내용 통역 및 학

습지원 활동을 하도록 하였고, 학급담임의 조회, 종례, 상담, 

생활 지도를 보조하게 하였다.

 방과후 수준별 한국어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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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춤(한국문화의집) 서울역사박물관 견학 김치박물관 견학

 ‘밴드만들기’ 음악교실  오리엔테이션

재학생의 약 80%가 중국 출신 학생들이기 때문에 중국 출신 

학생들의 일상 언어가 중국어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기대했

던 것보다 한국어 실력 향상이 늦어지는 문제와, 비중국어권 

학생들이 대화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학생 자원 봉사자와 본교 학생을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한

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자 하였다. 학생들이 나

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대학생 멘토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

며, 카카오톡을 통해 한국어로 대화를 하며 한국어 쓰기 능력

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

문·예·체 교육을 통한 정서함양과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한국문화 체험활동

급격한 환경 변화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가정 내의 불

화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규교육과정에 

<미술심리치료>를 편성하였다. 자신의 내부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긍정적 자아상을 확

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신의 성격과 감정을 다루는 방법

을 학습하고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며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5일제 수업의 전면적 시행에 따라 토요일 오전시간을 활

용하여 ‘토요한국문화예술체험의 날’을 운영하였다. 체험활동 

장소와 주제는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

는 서울의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고궁, 박물관, 미술관 견학, 

공연 관람 등으로 선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학교 밖에서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기관 이용방법, 공공건물에서 지켜야할 예절, 공연 관람 

예절을 익히고, 전공, 학년, 반 구분 없이 다양한 나라 출신의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기회

를 만들고자 하였다. 

CJ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밴드만들기’ 음악교실의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전공이나 출신국에 관계없이 악기 연습을 함께

하고, 밴드를 구성하여 공연을 목표로 준비하면서 서로에 대

한 배려심과 인내심을 기르며 성취감을 통해 스스로에 대해 자

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규 학교의 규칙적인 생활과 늘어난 학습량 등으로 학교 적

응에 힘들어했던 아이들이 음악교실에 참여하면서 친구를 사

귀고, 즐겁게 학교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에 예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극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

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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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2012 한국청소년대표단 중국파견사업 참가

교육 글로벌화 지원활동

다문화청소년들의 장점인 출신국 언어능력과 한국어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켜 학생들이 부모 출신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정

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사회에 진출하여 활동할 수 있

는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5월 24일에 교내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주제에 맞게 글쓰기를 하고, 같은 내용을 

한 번은 출신국 언어로, 한 번은 한국어로 말하는 연습을 통해 

학생들의 쓰기, 말하기 실력과 발표를 듣는 듣기 태도도 함께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본교는 다양한 해외봉사활동 및 교류활동에 학생들이 참가

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학생들이 한국어실력이 향상되고, 

교내에서 친구들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면서 외부의 일반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 및 다양한 체험

활동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 안에서 보호

받는 입장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한국어

능력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다양한 외부활동에 참여해 봄으

로써 자신감을 갖고 더 넓은 세계를 향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

회라고 여겨지기에 다양한 활동에 대한 안내와 참가를 적극 지

원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2012 한국청소년대

표단 중국파견사업’에 본교 학생 7명이 참석하여 7월 9일부터 

16일까지 7박 8일간 중국에 가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갈등, 이해, 새로운 우리들의 학교, 

마음과 지식을 함께 키우는 학교

돌아보면 지나온 1년간은 매일 매일이 교직생활에서 처음 접

하는 사건들의 연속이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사

와 학생 사이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지 알게 되었고, 

문화차이로 인한 오해로 생기는 갈등 또한 많았다. 이제 2013

학년도 신입생을 맞기 위한 준비를 하며 지난 1년간의 교육활

동을 되짚어 보면서, 교사와 학생들이 경험했던 이 모든 시행

착오들이 소중한 자산이 되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모두 ‘세계인’

‘다솜’은 사랑의 옛말이다. 서울다솜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

생들이 교사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다름’으로 인한 차별과 소

외가 아닌 ‘다름’으로 인한 자신의 ‘특별함’과 타인의 ‘특별함’을 

깨닫고, 타인에 대한 보다 넓은 배려와 이해심을 키워 세계의 

인권, 환경, 빈곤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당당한 

세계인으로 자라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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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 다솜학교 교사 

제2의 완득이를 꿈꾸며…

한국폴리텍 다솜학교 

“여러분은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할 권한과 의무도 있습니

다. 누구도 자신의 출생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열린 한국폴리텍 다솜학교(충북 제천시 강제

동 소재) 개교식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의 축사가 끝나자마자 

200여 명이 앉아 있던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자리에 앉아 있던 머리색과 피부색이 다른 45명의 학

생들은 이날부터 함께 공부하는 친구가 되었다.

사회의 작은 손길, 다문화청소년들의 큰 희망

최근 결혼이민자 가정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자녀수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8년에 5만 8천여 명에서 

2012년에는 16만 8천여 명으로 최근 5년 동안 188%나 늘어났

다. 그 중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급속히 늘고 있는데, 이

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언어 문제나 정체성 혼란 등

을 겪고 있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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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예를 든 것이지만, 다솜학교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모

습들이다.

다솜학교 1학년에는 7개 국적의 학생들이 있다. 중국, 한국, 

러시아, 베트남, 몽골, 필리핀, 대만 등의 출신국가 학생이 그

들이다. 15세에서 25세까지 학생들의 연령 또한 다양하다. 그

리고 그들이 살아온 환경 또한 각양각색이다. 일반 중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학생은 4명에 불과하다. 그 외의 학생들은 

대부분 대안학교 위탁교육으로 중학교를 졸업하였다. 한국에 

들어온 시기도 전부 다르다. 그런 학생들이 전국에서 모여 같

이 공부하고 생활하며 24시간을 보낸다. 

이런 다양성이 한 곳에 공존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문화적인 

대립, 충돌, 이질감 등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솜학

교의 목표는 학생들의 이런 다양한 색깔들이 빛을 바래지 않

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자신을 

받아들임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고, 나아가 한국사회

에 성공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

적을 이루기 위해 다솜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다양한 한국어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수업과 평

가를 수준별로 운영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노력의 결과를 알 수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 대 학생’멘토링 제도를 운영하여 

생활 전반에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함께일하는재단의 후원으로 하계방학에는 2주간의 한국

어 연극캠프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솔직한 감정을 이끌어내어 

심리치료효과와 더불어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켰다.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는 미디어 방송, 배드민턴, 연극, 방송

댄스, 밴드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들이 자

연스럽게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 

공동체 프로그램(금수산·설악산 등반), 여수엑스포 체험학

‘중도입국 청소년’이란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

하여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이다. 또는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

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이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

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일반 중·

고등학교의 교육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록 재학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초등학교 

78.2%, 중학교 56.3%, 고등학교 35.3%).

한국폴리텍 다솜학교는 이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교육

을 위한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설립된 기숙형 기술대안학교

다. 2010년 사회통합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후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 법인에서 학교설립을 추진해 올

해 3월 문을 열었다.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해 언어 및 문화·기술교육을 실시하

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건강한 시민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솜학

교에서 운영하는 학과로는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Computer기계, Plant설비, Smart전기 등 3개 학과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학과별 정원은 15명으로, 현재 1학년 3개 학

과 45명이 재학 중이다.

“샘~ 이거 한국말 뭐예요?”(사회적응 교육)

잠시 다솜학교의 영어수업으로 들어가 보자. 선생님이 문법

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수업하고 있다. 갑자기 활동반경이 넒

은 몽골학생이 나와 자기가 아는 내용이라며 칠판에 써보겠

다고 펜을 잡는다. 그러면 다수의 중국 학생들은 중국어로 자

신의 생각들을 던진다. 조금 어수선해지자 대장 기질이 있는 

러시아 학생이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노력을 한다. 그 와

중에 한국 학생들은 조용히 필기하던 것을 멈추고 잠을 자거

나 필리핀 학생에게 영어내용을 물어본다. 물론 하나의 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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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학생들에게 절실한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

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대

부분은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이다. 모

국에서는 부모의 관심 결여와 열악한 환경으로, 그리고 한국

에 와서는 한국어능력 부족이나 전문적인 교육기관의 부재로 

인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

에 없는 것이 이들 청소년들의 현주소다.

다솜학교는 고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산업현장에

서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교육을 통해 기능사 수준의 자격을 취

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기술교과의 경우는 한

국폴리텍대학의 교수들이 파견을 나와 그 동안의 축적된 시스

템을 적용하여 학생들에게 자격증과 취업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한국폴리텍대학의 시스템을 그

대로 적용해 졸업하는 학생들의 취업지도 및 사후지도까지 이

루어질 것이다.

송○○군(러시아)은 학교에 와서 다시 꿈을 가지게 되어 요

즘 너무 행복하다고 말한다. 러시아에서는 앞으로 무엇을 하

면서 살까 걱정부터 했지만 다솜학교에 와서 용접사라는 새로

운 꿈을 찾고 도전할 수 있어서 가슴이 벅차다고 한다. 큰 선박

회사에 들어가서 타이타닉보다 좋은 배를 만드는 게 그의 꿈이

다. 이러한 학생들이 다솜학교를 통해 많이 배출되었으면 하

는 바람이다.

‘주머니 손 빼~!’ (생활교육)

다솜학교 생활관 ‘한우리’, 아침 여섯시 삼십분이면 어김없

이 생활교사의 목소리가 들린다. “생활교사실에서 안내 드립

니다. 6시 30분 기상시간입니다.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침운동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달 끝!” 학생들은 운

동장에 모여 ‘다솜인의 다짐’을 대표가 낭독한 후 운동장 조깅

을 시작으로 하루일과를 시작한다. 여느 고등학교에서는 생소

습, 국회의사당 방문, 성교육 프로그램, 한국어 말하기 대회, 

나노코리아 2012 등에 참가하여 한국사회를 다방면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그같은 활동의 결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 두 차례 입상, 방송댄스부 제천지역 대회 입상, 밴

드부 KBS 충북방송 출연 등의 성과를 얻었다. 

이처럼 다솜학교에서는 한국사회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양을 

보통교과를 통해 습득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유익하

고 즐거운 한국문화를 접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경험들이 스

며들어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과 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꿈을 키워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

로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타이타닉보다 더 큰 배를  

만들겠다는 꿈 (기술교육)

다솜학교의 학생들은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지고 있

다. 식당 종업원에서부터 편의점 점원, 배달원, 공장 공원 등 

각양각색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 여학생은  모국에 있을 때 

어린 나이에 클럽에서 DJ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였다. 웬

만한 성인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중도입

국자들은 한국으로 올 때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

고 오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를 찾아서, 또 가족을 찾아서 오

게 된다. 모국에서도 학업중단의 상태에 있다가 들어오는 경

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과중한 학업 등 엄격한 분위기의 한국 

학교에 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부모님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

아 한다. 당장의 용돈벌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만 일을 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에 적응할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사회에 나가야 되는 나이가 되는 

것이다. 부모들도 이를 잘 알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묵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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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풍경들이 다솜에는 많다. 아마 일과 중 학생들이 가장 많

이 하는 한국말은 ‘안녕하십니까?’이고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주머니 손 빼!’일 것이다. 다양한 문화들이 섞여 있

는 학교에서 한국의 인사하는 법과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모든 선생님들이 공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과 

후, 저녁식사를 하고 동아리활동을 한 뒤 모두 생활관으로 모

인다. 일곱시 삼십분, 모두가 함께 청소를 하는 시간은 지도하

려는 선생님과 피해 다니는 학생들의 숨바꼭질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모습들이 연출된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여덟시 삼

십분, 다함께 개인학습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스터디, 생활상

담 등 조용한 시간을 가진다. 열시 반에는 각 층별로 모든 학

생이 모여서 그 날의 일들을 생활상담교사와 함께 나누면 어느

새 취침시간이 된다.

어쩌면 다양한 문화권과 자국에서 오래도록 방치된 생활을 

했던 다솜학교 학생들에게는 다소 답답하고 경직된 일과일지

도 모른다. 그리고 처음에는 학생들도 많이 힘들어했다. 하지

만 2학기가 끝나가는 지금, 학생들은 생활관 자치회를 중심으

로 평일에는 학업을 중심으로 한 스터디를 만들어 부족한 부

분을 채워나가고 있고, 주말에는 제천지역 어린이들에게 중국

어교육 봉사활동을 나가고 있다. 어쩌면 학생들이 가진 아픔

들이 오히려 기숙사생활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 친부모와 장기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고 새

로운 가족구성원을 만나 새로 적응해야 한다. 의사소통의 어

려움, 문화적 차이, 새로운 사회에 대한 두려움 등 청소년의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벅찬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다솜학교에

서는 모두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자 동료로 살아간

다. 한국에 와서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함을 학교에서 찾아가

고 있는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학생들이 생활관에 쉽게 적응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학생들과 항상 생활을 같이 하는 생활상담교사들의 

노력이 크다. 방과 후부터 아침 등교까지 항상 학생들과 호흡

을 같이하며 학생들을 마치 자식처럼 챙겨준다. 작은 투정에서

부터 공부고민, 이성고민, 진로고민 등 학생들은 마음의 짐을 

생활상담교사들에게 내려놓을 수 있다. 물론 따뜻한 어머니 역

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아버지 역할도 있어서 학교생활

교육, 예절교육 등도 병행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주말에는 공

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문화탐방,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다솜, 사랑

유엔은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언어, 민족적 또는 사회

적 출신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해 차별 없이,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다문

화가정 청소년들에게는 분명 사회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

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다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지도하

다 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솜은 ‘사

랑’이라는 뜻의 옛말이다. 다솜학교 학생들에게는 가장 절실한 

단어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사회환경에 의

해 상처받고 외로운 삶을 보낸 이들에게는 한국인과 다르다는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관

심과 배려, 그리고 포용력이 더 절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솜학교는 이제 일 년 남짓 흘러가고 있지만 교사로서 학생들

에게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문화가 공

존하며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다는 가르침을 학생들에게서 받

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학생들에게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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