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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8월에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우리의 전통과 현실에 맞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어 내고,

앞선 교육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며,

국가교육의 어젠다에 대한 선도적 대안을 제시해 온

세계 수준의 교육정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분야의 연구성과와 사업활동의

폭넓은 보급과 활용을 위하여

1987년부터 ‘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EDI가 발간하는 최신 연구보고서와 정보자료들을 받아보시는 순간,

귀하께서는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KEDI 도서회원으로 함께 하십시오.

▣  회원 자격  및  특전 

(1) 회원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주어집니다. 

(2)  우리 원에서 계간으로 발간하는 『교육개발』(연 4회)과  

 『한국교육』(연 4회)을 보내 드립니다.

(3) 기관회원 : 기본연구보고서를 우송해 드립니다.

▣ 가입방법 : 가입신청서와 함께 회비 납부

▣ 연 회 비 : 1계좌당  개인회원 120,000원 

기관회원 200,000원

▣ 입금계좌 :  296-13-00262-4(외환은행) 

예금주 : 한국교육개발원

▣ 문 의 처 :  정보자료팀  Tel : 02)3460-0407 

E-mail : book@kedi.re.kr

‘KEDI 도서회원’이라면

귀하는 이미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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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  O   칼 럼

2013년의 끝자락에서 
“세계와 인류를 위하여!”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2013년은 어느 해보다 사계절의 변

화를 뚜렷하게 느끼게 하는 해였다.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함께 희망찼던 봄

이 왔었고,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있었으며, 화려한 단풍과 높은 하늘이 

무척 고왔던 가을이 있었고, 어느덧 따뜻한 온기가 그리운 차가운 겨울이다.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캐럴이나 반짝이는 화려한 불빛이 겨울임

을 실감나게 한다.

옛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에 대해 잘 순응하는 것을 ‘철이 들었다’고 했다. 

‘철든 사람’이란 계절 즉 ‘철’이 바뀌는 것도 모르는 사람을 지칭하는 ‘철부

지’의 반대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사리분별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지

나간 계절을 반성적으로 뒤돌아보고, 다가온 계절을 성심껏 맞이하며, 다가

올 계절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지칭한 것이다. 예전에는 

주로 농경 사회였기에 계절의 변화와 같은 자연적인 변화에 제대로 순응하

면서 농사를 짓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으

로도 충분히 ‘철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산업화와 민주

화 시대를 넘어 지식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한 우리에게는 그것만으로

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경제적 양극화나 사회문화적 격차 문제는 단순

히 자연에 순응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역사적이면서도 구조적인 문

제이다. 직종 및 직급간의 소득 격차, 높은 실업률과 빠른 고령화, 과다한 비

정규직으로 인한 고용불안정, 높은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 곤란, 가난과 저학

력의 대물림, 이념적 갈등으로 인한 대화와 타협의 부재 등은 ‘무위자연(無

爲自然)’으로 해결될 일들이 아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상호 존중과 열린 대화,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고통분담과 공동의 

적극적 노력을 요구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자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

라 모두가 함께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란 단기적으로는 주로 정치

적인 문제들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주로 교육적인 문제들이다. 예를 들어 

박근혜정부의 국정 비전인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해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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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현 정부가 정치적으로 성취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이

다. 그에 비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 일류국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지닌 품격 있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로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 것은 교

육적으로 성취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정치적인 문제와 교육적인 문제는 닮은꼴이다. 예컨대 정치적으로는 기득권자와 비기

득권자의 갈등이 있을 수 있듯이, 교육적으로도 기성세대와 신세대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정 지향적인 보수와 개혁 지향적인 진보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듯이, 교육적으로도 사회 안정을 중시하는 관점과 사회 변화를 중시하는 관점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정치가 ‘다수결의 원칙’이 중시되고 있어서 다소 현실지향적

인 면이 강하다면, 교육은 ‘진리의 원칙’이 중시되고 있어서 다소 미래지향적인 면이 강

하다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둘 다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인간사(人間事)라는 점에서 매우 닮아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정치를 위해 

정치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듯,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서도 교육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정치에서 정부, 여당, 야당, 사측, 노측, 강자, 약자 등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

화와 소통, 합의가 중요하듯, 교육에서도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 교육당국, 일반 시

민 등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소통, 합의가 중요하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계절이 바

뀌듯 정치와 교육이 바뀌길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간사인 정치와 교육을 개선하고 개혁하기 위해 다함께 적극적으

로 노력해야 한다. 보다 나은 미래는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노력으로 성취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어릴 때는 ‘신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좋아했었고, 대학을 다닐 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좋아했다. 하지만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최근에는 

‘세계와 인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즐겨 사용한다. 2013년 끝자락에서 밝은 미래를 위

해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지닌 품격 있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일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아 다 함께 구호를 외쳤으면 좋겠다. 

 “세계와 인류를 위하여!”

                                                         백 순 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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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의 바탕은 ‘창조적인 계층(creative class)’이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창출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경제로 나아가려면 경제활동에서 새로운 생산방법이나 시장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신제품, 기존의 글로벌 시장을 뚫고 나갈 수 있

는 기술혁신들이 나와야 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곳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대학입니다. 대학이 높은 수준의 기술과 지식을 개발, 창

조해 내고,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길러 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양성이 더해져 세계의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찾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20~30년 뒤에 ‘Korea peninsula valley’ 즉, 한국 전체가 지구촌의 창조경제의 허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세계적인 초일류 대학 2~3

곳 정도는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초일류 대학을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creative class가 주역이 되는 시대에서 아주 결

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이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창조경제 구현 및 창의인재 육성과 관련하여 이같이 밝혔

다. 곽병선 이사장은 또, 박근혜정부 들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해 “이제는 우리 교육 스스로 무엇이든 창조해 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며,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새롭게 닦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 패러다임을 개발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중학

교 자유학기제가 DNA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이사장은 이와 함께 “젊음 시절에 개인의 행복, 생활의 질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자신이 소속된 조직이나 나라가 온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힘을 보탤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지난 12월 2일 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실에서 곽병선 이사장을 만나 취임 6개

월의 소감과 새 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 및 주요 교육정책에 관한 견해, 한국장학재단의 현황과 과제, 성과와 비전,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한 바

람과 당부 등을 들어봤다.

“한국이 지구촌 창조경제의
허브 되려면 세계적인 초일류대학

2-3곳 집중 육성해야”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우리 교육 스스로 무엇이든

창조해 낼 수 있는 힘 기르는 DNA”

power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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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근 원장 :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지 6개월 

째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소

회와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곽병선 이사장 :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교육복지정책이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한국장학재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 

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나 교육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복지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이며, 

한국장학재단이 그것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다

는 것을 부임한 후 알게 되었고 막중한 책임감

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국가장학 재원을 효율적으로 잘 운용해

서 꼭 쓰여야 할 곳,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람들

에게 지원되고 도움을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

니다. 원래 한국장학재단은 나누어 주고 봉사하

는 성격이 강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가 선진 사회로 나아가려면 단순히 금전적으로 

국가가 마련한 재원을 나누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나 단체, 개인들까지 스스로 나서서 

장학금을 내놓거나 재능을 기부하도록 하는 

풍토와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장학재단이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앞으로 

소액 기부자나 독지가, 일반 국민들까지 기부 

활동에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이나 사업을 크게 벌이려고 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하 KEDI)에서도 지식기부, 

교육기부 차원에서 비금전적으로 학생들의 교

육력 향상이나  소외계층의 학생들이 배움의 기

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 제안

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

회에서 나름대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인사들이 재능기부, 교육기부를 하는 마음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평소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참여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많은 젊은

이들이 사회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좋은 인재

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

육과학분과 간사로 박근혜정부의 교육공약인 

‘꿈과 끼를 키워 주는 행복교육’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등 핵심 국정과제

를 추진하는데 독려와 제언을 아끼지 않고 계

신데, 박근혜정부 교육정책의 추진과 관련, 요

즘 어떤 일들을 챙기고 계시고, 무슨 생각을 가

지고 계신지요.

곽병선 이사장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서 활동했던 분들이나 관련이 있었던 분들이 새 

정부 출범 후 부처나 기관에 부임하셔서 인수위 

때 구상했던 교육정책이나 인재육성안을 추진

하고 있고 또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

니다. 물론 새 정부 출범 첫해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도 해야 하고 여건도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야 하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

기는 아직 이를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 정상화와 관련이 있는 입시 정책이나 

KEDI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

입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잘 전개되고 안착되

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합니다. 

교육복지정책의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이 적

지 않은 부분을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특

히 대학생 반값등록금과 같은 정책은 실질적으

로 많은 대학생들이 아주 큰 혜택을 받고 있습

박근혜정부의 교육공약인 ‘꿈과 

끼를 키워 주는 행복교육’을 만드

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중학교 자유

학기제 도입 등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독려와 제언을 아끼지 

않고 계신데, 박근혜정부 교육정

책의 추진과 관련, 요즘 어떤 일들

을 챙기고 계시고, 무슨 생각을 가

지고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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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구체적으로, 군복무 기간 중 대학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의 대학 

등록금 면제,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한 장학

금 지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금

자리와 같은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 등의 정책

이나 제도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

다. 다만, 우리의 예상과 달리, 경제가 활성화되

지 않아서 이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

문에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 교육공약들이 속도

감 있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복지정책 분야의 경우, 순연될 가능성이 적

지 않아 경제 상황이 빨리 호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순근 원장 : 박근혜정부의 국정목표 가운데 

핵심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경제 구현과 창

의인재 육성이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 구현과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의 역할

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대학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어떤 인재들을 어

떻게 길러내야 하며, 이를 위해 고등교육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수립, 추진해야 하는지요.

곽병선 이사장 : 창조경제 구현과 창의인재 육

성은 새 정부 국정목표 중 핵심정책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구현과 창의인재 육성이라는 어젠다

는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가 미래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대안으로, 모

든 부문에서 창조력과 창의성이 개인은 물론 

조직이나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관건이 되

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경제분야이

기 때문에 창조경제가 우선시 될 수 밖에 없는

데, 창조경제의 바탕은 ‘창조적인 계층(creative 

class)’이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창출하

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

다. 오늘날 경제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문에

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이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나라, 혹은 지

역이나 도시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창조경제로 

나아가려면, 결국 경제활동에서 새로운 생산방

법이나 시장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신제품, 기

존의 글로벌 시장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기술혁

신들이 나와야 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

는 곳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대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새로

운 것을 만들어 내고 혁신하는 것입니다. 그리

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신지식

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나와야 하고 

power
interview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분들이나 관련이 있

었던 분들이 새 정부 출범 후 부처나 기관에 부

임하셔서 인수위 때 구상했던 교육정책이나 인

재육성안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일부 성과를 내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 정부 출범 첫해

이기 때문에 사전준비도 해야 하고 여건도 어

느 정도 조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

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를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 정상화와 관련이 있는 입시 정책이나 

KEDI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현 정부

의 교육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잘 전개되고 안

착되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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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신기술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

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감행하는 도전정신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용인하고 장려하는 풍토와 문화가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쉬

운 일은 아니지만 창조경제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외국 학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그

러한 초일류 대학이 우리나라에 최소한 2~3개

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 스탠포드대학교를 예로 들어

봅시다. 이 대학교에서 배출하는 인재들이 제

가 알기로는 5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이들이 창출하는 경제력은 웬만한 국가의 연간 

GDP와 맞먹습니다. 한 대학에서 만들어 내는 

경제활동의 힘과 그 곳에서 배출된 인재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고 강력하다는 이야기죠. 다 

아시는 것처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휴렛

팩커드(HP), 야후 등 세계 무대를 주름잡고 있

는 유수한 첨단 기업들의 집합소가 바로 스탠

포드대학교를 끼고 있는 실리콘 밸리입니다.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표적인 

creative class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최고 수

준의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대학이 산업 현장

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해 줄 수 있

었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이 서로 모여 튀는 행동이나 생활을 해도 누구 

하나 비판하지 않고, 낯선 이방인들조차도 거기

에서는 마치 자신의 고향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

는 곳입니다. 다양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편

해서 모여 들고, “나 같이 튀는 생각을 하는 사

람을 인정해 주니까 가보자.” 이렇게 되기 때문

에 인재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이 높은 수준의 기술과 지식을 개발, 창조

해 내고,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길러 낼 뿐만 아

니라 거기에 다양성이 더해져 세계의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찾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렇게 서로 융합이 되었고 오늘날 실리콘 밸리

는 세계에서 창조경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지금은 실리콘 밸리지만 

박근혜정부의 국정목표 가운데 핵

심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경

제 구현과 창의인재 육성이 핫 이

슈가 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구

현과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

씀해 주십시오. 특히 대학이 창조

경제 구현을 위해 어떤 인재들을 

어떻게 길러내야 하며, 이를 위해 

고등교육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수

립, 추진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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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0~30년 뒤에는 ‘Korea peninsula 

valley’ 즉, 한국 전체가 지구촌의 창조경제의 

허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세계적인 

초일류 대학 2~3곳 정도는 집중 육성해야 합

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그 대학 출신 학생들

만 교수로 뽑고 방만한 경영을 해서는 초일류 

대학이 될 수 없습니다. 세계 석학들이라면 누

구든지 그 대학에 가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싶

은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

고 인프라를 조성해야 합니다. 세계 어느 지역

의 학생이라도 내가 여기에 있으면 공부하는 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게 끔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길러낸 인재들이 세계로 나가고 

세계의 인재들이 우리를 찾아오도록 해야 합니

다. 자국어를 구사해도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해

야 하며 원하는 자료를 즉시 마음껏 얻을 수 있

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일차적으로는 우리의 두뇌들이 외국 대학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1-2년, 5-10년 내

에 쉽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

학들이 과거에는 세계 100위권에 한 곳도 들지 

않았지만, 지금은 200위권 내에 여섯 곳이 들

어 있고, 50위권 안에도 2-3곳이 들 정도로 성

장,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세를 더욱 몰아 

짧게는 2030년, 길게는 2050년 안에 세계 10위

권 대학에 우리나라 대학 3-4곳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과감하게 세계

적인 초일류 대학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마

치 과거 그리스가 서양 문명의 중심이 되어 주

변 국가들이 동경하고 모든 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었듯이, 예전의 대한민국은 극동

의 변방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나라들이 몰려드

는 지구촌의 중심국가가 되었고 앞으로 그 위상

과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로 몰려들도록 하기 위해

서는 먼저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대학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나 정

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을 해야 합니다. 세

계 10대 대학에 우리 대학이 2~3곳 있게 되면 

그 후발 효과로 다른 대학들이 그 위치에 올라

서기가 좀 더 용이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초일류 대학을 보유하고 있느

냐 아니냐는 creative class가 주역이 되는 시

대에서 아주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모든 대학들이 스스로 혁신을 하고 어느 정도는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 중 하나가 미스매치

(mis-match)인데, 졸업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만큼 일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학위 취득

보다는 취업과 일자리 제공에 먼저 힘을 쓰게 

하고 직업 현장에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체질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순근 원장 :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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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외

국 학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그러한 초

일류 대학이 우리나라에 최소한 2~3개는 

있어야 합니다. 대학이 높은 수준의 기술

과 지식을 개발, 창조해 내고,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길러 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양

성이 더해져 세계의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찾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20~30년 

뒤에는 ‘Korea peninsula valley’ 즉, 한국 

전체가 지구촌의 창조경제의 허브가 되도

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세계적인 초일류 대

학 2~3곳 정도는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2013  +   Winter12

파 워 인 터 뷰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

는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기구로 알

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장학재단은 어

떤 곳이고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

십시오.

곽병선 이사장 : 한국장학재단은 인재를 키워 

나갈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대한민국 누

구나 소중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을 사명으로 지난 2009년 5월 7일 교육부 산하

의 준정부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출범 이후 

다양한 국가장학사업을 통해 약 320만 명의 학

생들에게 4조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로 연인원 약 570만 명의 학

생들에게 19조 원 이상의 학자금을 지원해왔으

며, 재단 출범 전 최고 7.8%에 이르던 학자금 대

출 이율을 현재 2.9%까지 낮추어 학생들의 부

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단은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기숙사 건립 사업과 사회지도층 인사

들이 대학생들을 보살펴주고, 장학생들은 초·

중·고 후배 학생들의 학업을 돌봐주는 선순환

의 교육기부 사업도 운영 중입니다. 현재 400여 

명의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들이 교육기부자로 

봉사하고 있으며, 2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저소

득층이나 다문화, 탈북가정 초·중·고 후배들

에 대한 지식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백순근 원장 : 한국장학재단의 주요 사업 중 하

나인 국가장학사업은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

는 나라의 기반을 닦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라 안팎의 용들이 찾아들어 함께 상생

하고 발전하는 개천이 되도록 정부나 기업, 교

육계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장

학재단을 이끌어 가시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계신 경영의 화두랄까 기조는 무엇인지요.

곽병선 이사장 : 제가 한국장학재단의 이사장으

로 취임할 당시 직원들과 첫 대면하는 자리에

서 직원들에게 “재단이 무한 봉사할 가치가 있

는 여러분의 일의 터전이 되고, 모든 고객으로

부터 존경받는 초일류 기관으로 발전하도록 저

의 혼신의 힘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재단이 하는 일은 단순히 한 공공기관의 업무

를 넘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형 인재육성과 능력중심사회의 기반이 마

련되도록 저를 비롯한 재단 임직원들은 혼을 담

아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들이 꿈을 이룰 수 있

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백순근 원장 : 박근혜정부는 ‘국민이 행복한 희

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일자리 중심

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한반도 안보와 평화, 창의교육 문화국가

를 5대 국정목표로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전략

인 140대 국정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

다. 새 정부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해 재단과 이

사장님께서는 어떤 그랜드 플랜이나 그림을 그

리고 계십니까. 

곽병선 이사장 : 정부는 교육비 경감을 국정과

제의 하나로 설정하였고, 특히 고등교육과 관련

하여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 학자

금 대출이자 경감,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

비 인하 등을 추진 정책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이 행복한 희망

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일

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한반도 

안보와 평화, 창의교육 문화국가를 

5대 국정목표로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인 140대 국정과제를 수립

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국

정과제의 실현을 위해 재단과 이사

장님께서는 어떤 그랜드 플랜이나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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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들은 우리 재단의 핵심 업무로서 성공

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반값

등록금 지원 정책과 든든학자금 지원 확대 정책

의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문제

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국회와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청년층 정책

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백순근 원장 : ‘의지와 능력이 있는 데도 돈이 없

어 공부를 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

는 국정철학이 재단설립의 큰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못해 학업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형편이 안 

돼 꿈을 일구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지

원 제도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곽병선 이사장 : 재단은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돈이 없어 학업을 이어 나가지 못하는 일이 없

도록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학금의 경우는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이 대표적이며, 2013

년 기준으로 2조 7,75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또한,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통해 중소기업

과 연계해 취업난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소중

한 인재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

다. 드림 장학금을 통해서는 가정형편은 어려우

나 해외 유학을 꿈꾸는 우수 인재들이 꿈을 이

룰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등록금

과 연간 300만 원 이내의 생활비를 대출해 주

는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8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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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육비 경감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였고, 특히 고등교육

과 관련하여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경

감,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등을 추진 정책으로 구체화했

습니다. 이 정책들은 우리 재단의 

핵심 업무로서 성공적으로 추진되

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공

적인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국회와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청년층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아

끼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분위 이상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대출을 해주

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지역의 학생들

이 교육의 기회를 폭넓게 가질 수 있도록 농어

민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

자금 융자 등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순근 원장 :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 지급 

외에 다양한 인재육성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재육성 지

원 측면에서 재단이 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의 계획, 이사장님의 철학과 비전에 대해 말씀

해 주십시오.

곽병선 이사장 : 재단은 학생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로 지도자급 멘토링, 대학생 지식 

봉사 등을 통한 인재육성사업입니다. 사회 각계

의 인사들이 대학생들을 멘티로 맞아 관심 분

야에 대한 멘토링을 실시해 주는 지도자급 멘

토링과 대학생이 초·중·고교 후배들에게 학

습지도, 진로상담과 지식캠프 등을 실시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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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지식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베푸

는 선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인적 

인재를 육성하는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장학재단이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

는 나라, 계층 간 이동의 사다리가 부활된 대한

민국의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한국장학재단이 창립한 지 4년 6

개월 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재단 출범 이후 이

룬 그 동안의 성과와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

을 들 수 있을까요. 고민이나 현안도 없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전망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곽병선 이사장 : 우선, 우리 재단이 설립된 이

후 가장 큰 성과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것입니

다. 재단 설립 이전에 최고 7.8%(2008년 2학기)

였던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2013년 기준 2.9%

까지 대폭 낮아졌으며, 재단의 직접대출을 통해 

보증료 없이 학생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

었습니다. 또한 2010년도 1학기에 취업 후 상환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시행되어 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

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장학금의 확대입니다. 기존에

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저

소득층 장학금이 있었으나 금액도 적었고, 중간

계층(소득 4분위-7분위)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 실시하여, 2013년에는 

소득 8분위 학생까지 소득맞춤형으로 국가장학

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이 국가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

정됨에 따라 기부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금된 기부금을 통해서는 사

랑드림 장학금 등을 운영 중이고, 학생복지종합

센터인 행복기숙사도 건립하고 있습니다. 앞으

로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더 많은 장학금 수

혜와 낮은 금리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

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에

게 금전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인재육성지원사

업,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사업, 학생복지시설 확

충 등을 통해 전인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백순근 원장 : 박근혜정부에서는 대학생들의 교

육비 부담을 대폭 낮춰 경제적 형편에 관계 없

이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학업에 몰입할 수 있

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소득 연계 맞춤형 반

값 등록금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율 실질적 제

로화 등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주요 내용을 상세히 소개해 주십시오.

한국장학재단이 창립한 지 4년 6

개월 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재단 

출범 이후 이룬 그 동안의 성과와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고민이나 현안도 없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의 계

획이나 전망과 함께 말씀해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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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선 이사장 :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의 경우, 전국 대학생 등록금 총액의 절반 

정도를 공공부문이 지원하되, 천편일률적으로 

절반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어려

운 쪽에는 더 많이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형편

이 나은 쪽에는 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기초-8분

위 소득에 따라 등록금 전액-25%로 차등 지급) 

또한, 저소득층 대상으로 현재 B학점(80점/100

점) 이상인 성적기준을 완화시켜 성적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이 가정형편

에 따라 누구나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

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든든학자금의 경우 현

재 7분위 이하 학부생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

데, 대상을 8분위 이상의 학부생까지도 단계적

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대

학생들이 대학 등록금 및 생활비를 스스로 마

련하여 자립심을 고취시킬 수 있고, 상위 소득 

가정의 등록금 마련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입

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년간 학자금 대출이자

를 지속적으로 낮추어 왔으며, 2013년 1학기부

터는 2.9%의 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

게 되었습니다. 물가인상율을 감안하면 대출금

리의 실질적 제로화가 이루어져서 학생 부담을 

많이 낮추었습니다.

백순근 원장 : 경인여대가 학내분규로 몸살을 

앓던 시기에 총장으로 취임하셔서 신뢰가 깨진 

학교 공동체를 정상화하고 대외적으로 학교 위

상도 높이는 등 대학 CEO로서도 수완을 발휘

하셔서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대학의 입장

에서, 또 정부나 학생들의 관점에서 대학 경쟁

력 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곽병선 이사장 : 개별 대학에서 건학이념이나 

경영목표,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충실히 실행했

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정한 건

학이념, 경영목표와 대학이 실제로 추진하는 일

들이 따로 놀거나 다르면 그 자체만으로도 안 

됩니다. 대학에서 나름대로 정한 건학정신에 충

실하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입니다. 

그 정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경영진을 구

성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는 대학 설립자나 경영 주체들이 폭넓은 세계

관을 가져야 하며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

는 인사들을 적극 영입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교수님들도 모셔야 합니다. 

결국 대학의 질은 구성원들의 정신자세와 실력

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단결

하여 일할 수 있도록 경영진과 실무자들이 서

로 신뢰를 쌓아 가야 하고, 경영진은 물론 실무

자들이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최고의 인재를 

초빙하여 그분들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존중

해 준다면 좋은 대학이 되지 말라고 해도 저절

로 될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1962년 내서초등학교 교사로 부

임한 이래 50년 간 교육현장의 교원부터 연구

위원, 교육 관련 정부 연구기관장, 교육학자 학

술모임 학회장까지 모두 섭렵한 교육계의 산 증

인과도 같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

서는 “우리나라 교육이 이런 점들은 고쳐졌으

면 좋겠고 저런 점들은 살려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곽병선 이사장 :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교육의 좋

은 점은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면학에 힘쓰

는 문화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power
interview

우리 재단이 설립된 이후 가장 큰 성

과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것입니다. 

재단 설립 이전에 최고 7.8%(2008

년 2학기)였던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2013년 기준 2.9%까지 대폭 낮아졌

으며, 재단의 직접대출을 통해 보증료 

없이 학생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장학금

의 확대입니다. 2013년에는 소득 8분

위 학생까지 소득맞춤형으로 국가장

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

지막으로, 재단이 국가 법정기부금 단

체로 지정됨에 따라 기부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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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고귀한 

정신적인 DNA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열

정, 세계 어느 민족도 따라오지 못하는 ‘남다른 

교육열’ 이라는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의 학교교육에서 길러내는 인재들이 창조 지향

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선진국들

이 축적해 놓은 지식과 기술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선진국들이 이뤄 놓은 지식

이나 산물들을 잘 엮어내고 활용해 왔지만, 앞

으로 창조중심 시대에는 단 하루밖에 묵지 않은 

지식이나 기술도 절대로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육 스스로 무엇이든 창조해 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

했던 길을 새롭게 닦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교

육 패러다임을 발굴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저는 평소에 정답형 교육 시스템을 벗어 던지

고 문제 제기형 교육, 누구나 다 획일적인 인간

이 되는 교육의 틀을 깨고, 각 계층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우주의 중심이자 주체가 되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박근혜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중

학교 자유학기제가 우리 교육 스스로 무엇이든 

창조해 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DNA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

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자라나고 있는 젊은 세

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근본 토양,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

니다. ‘자유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운명

을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하거나 혹

은 이미 설정해 놓은 길을 가도록 교육하는 것

이 아니고, “너의 길은 네 맘대로 가라.” 이런 것

이지요.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사육하는 교육

이 아니라 자연방목 상태에서 마음대로 생각하

고 행하며 뛰어놀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합

니다.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성공도 

하고 커 갈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

리고 현재 세계 강대국들 사이의 힘의 균형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맞부딪히고 있는 미묘한 상

황에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

떻게 해서든지 우리 나름대로 주도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토나 인구 면에서 대국이 될 수 없지

만, 정신력, 지식, 기술, 문화·예술 면에서는 강

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무한하

고 이미 IT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

고 있으므로, 이 세계에서는 앞장서는 한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학생들을 시험에 예속시

키지 말고 빨리 벗어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중

학교 자유학기제는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부

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지만, 중학교 한 학년의 

한 학기에서 시작하여 중학교 전 학기로, 초등

학교와 고등학교로 확대되어 초·중등교육의 

전 학년, 전 학기로 확산되는 시기가 빨리 왔

으면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창조국

가, 미래 사회의 문명을 주도하는 국가로 나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앞으로 100여 년 후에 과거 지중해 

지역의 그리스가 문명의 발상지이자 세계문화 

교류의 허브가 된 것처럼 세계의 인문사회·과

학기술의 허브 국가, 인본(人本)국가가 되었으

면 좋겠습니다. 

1962년 내서초등학교 교사로 부임

한 이래 50년 간 교육현장의 교원

부터 연구위원, 교육 관련 정부 연

구기관장, 교육학자 학술모임 학

회장까지 모두 섭렵한 교육계의 

산 증인과도 같은 분으로 알고 있

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우리나

라 교육이 이런 점들은 고쳐졌으

면 좋겠고 저런 점들은 살려 나갔

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바

가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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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저 개인의 주관적이거나 헛된 이야기

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과 130

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인 

미국의 골드만 삭스는 “한국이 2050년에 미국

에 버금가는 세계 2위의 부국에 올라선다.”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 삭스는 얼마 전, 발표한 최신 세계경제

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제규모에서 현재는 

GDP 8,140억 달러로 세계 11위이나 2025년에 

가면 9대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며 이어 2050년

에는 1인당 GDP 8만 1,000달러를 기록, 일본과 

독일을 따돌리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마크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예로 들은 나

라나 기업들과 비교우위를 논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은 할 수

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지난 40~50

년 간 우리 선배들이나 앞서 가신 분들이 피와 

땀으로 입증해 주셨고. 그보다 더 좋은 여건과 

환경에 우리가 있으니 못 할리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KEDI나 한국장학재단과 같이 인재 

육성에 관심이 있는 기관들이 상호 협력하고 함

께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순근 원장 : 자녀들이 다 장성하셨으리라 생

각되는데, 그동안 자녀교육은 어떻게 해오셨습

니까. 또, 평소 가지고 계신 교육관이랄까 교육

철학은 무엇입니까.

곽병선 이사장 : 저의 소신도 그렇지만, 제 자식

들한테도 본인이 공부는 물론,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랑이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학교 공부 이외에는 개인 과외나 학원 

교습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게끔 했습니다. 

power
interview

지금 통계적으로나 언론 상에서. 또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세계 최상위권이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과학

이나 수학 실력이 뛰어난데, 막상 과학이나 수

학 공부를 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이점이 우리

나라 교육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학 

성적이 낮아도, 실험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즐겁

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야 하며 

이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면 큰 일을 낼 

인물이 될 것입니다. 성적보다는 근성을 길러주

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가 

16명이 나왔는데, 일본이 그 정도인데, 우리나

라도 십여 명은 노벨상 수상자가 나와야 합니

다. 우리가 언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지 답

답하고 궁금한데, 아무튼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올바른 역할이 아

닌가 싶습니다.

백순근 원장 : 대학에 다니실 때, 공부하시던 책

머리에 ‘영원한 진리, 위대한 조국, 청순한 사랑’

세계 어느 민족도 따라오지 못하

는 ‘남다른 교육열’ 이라는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

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우

리의 학교교육에서 길러내는 인재

들이 창조 지향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 스스로 무엇

이든 창조해 낼 수 있는 힘을 길

러야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

던 길을 새롭게 닦으면서 갈 수 있

는 그런 교육 패러다임을 발굴하

고 개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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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이라는 글귀를 좌우명처럼 적어 놓고 책도 읽

고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사귀신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살아갈지, 질풍노도

의 시기 그들의 삶과 꿈, 성공과 좌절, 학업과 

진로, 신념, 사랑 등에 대해 해주실 말씀이 있다

면 부탁드립니다.

곽병선 이사장 : 젊음 시절에 누구나 한번 쯤 생

각해 보는 거 아닙니까? (웃음). 요즘 대학생들

에게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가 나름대로 몰입하여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 같은데, 이것은 본인

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갓 

성년이 되어서 설정해 놓은 목표나 꿈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알게 모르게 삶의 지표가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개인의 행복, 생활의 질, 

삶의 보람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소속된 조직이나 나라가 온전하고 강하

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힘을 보탤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백순근 원장 : 재단 안팎에서 많은 활동을 왕성

하게 하고 계신데,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

고 계신지요. 비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곽병선 이사장 : 건강 중요하지요. 저는 걷는 것

이 좋다고 해서, 실제로 시간만 나면 되도록 많

이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이 도심에 

있긴 하지만 집 근처에서 매일 한 시간 반 정도 

걷고 있는데, 심산유곡을 걷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조찬 모임이 있거나 특별한 일이 있

을 때를 제외하고는 매일 아침 걷고 있습니다. 

백순근 원장 :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위원으로 

오랫동안 몸 담고 계셨고, 90년대 말, 2000년

대 초에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으로 기관 발전

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2년 전에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장학재단이 

‘미래한국을 이끌어갈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관련 연구 

및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교류·협력 관

계를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前 원장으로, 한국장학재단 現 

이사장으로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과 한국장학재단 간, 나아가 교육계에 대해 이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바람이나 기대, 제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곽병선 이사장 : 한국장학재단이 연구기관이 아

니라 재원을 운영하는 곳이라, 평소에 KEDI와 

같이 협업하여 일할 기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

습니다. 

대학에 다니실 때, 공부하시던 책

머리에 ‘영원한 진리, 위대한 조국, 

청순한 사랑’이라는 글귀를 좌우명

처럼 적어 놓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사귀신 것으로 전

해 듣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에게 어떻게 살아갈 지, 질풍노도

의 시기 그들의 삶과 꿈, 성공과 

좌절, 학업과 진로, 신념, 사랑 등

에 대해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부

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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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교육복지나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같이 자료를 공유하거나 연구를 함께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으면 합니다. 

KEDI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더 많이 알려지

고 또 알아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진천으로 청사

를 옮겨도 국가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큰 공

헌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워낙 

잘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해 나갈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모든 

국민이 creative class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궁극적인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과 창의인재 육성

이라는 국정목표를 떠나서, 우리나라 인재들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미래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어젠다를 발굴해 주고 과학적이고 실효

성 있는 교육정책과 대안을 많이 제안해 주시

길 바랍니다. 

p r o f i l e   곽 병 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미국으로 건너 가 미국 Marquette대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 철학박

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연구위원·수석연구위원·부원장, 런던대학 킹스칼레지 객원연구원,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한국교육개발

원 원장, 통일부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실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문위원, 한국유네스코위원회 교육분과 위원, 대통령자

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위원, 환태평양협의회(PCC) 의장, 경인교대 초빙교수, 경인여대 총장, 한국교육학회 회장, 세계교육협회 한국회장,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

회의 교육과정특별위원회 선임위원,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한국교육개발원 객원연구위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간사위원 등을 역임하

였으며, 현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재임 중에 있다. 국민포장(‘86), 국민훈장 목련장(’03), 피터 브라이스 교육상(‘12) 등을 수상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교육과정>, 

<민주시민교육>, <논리가 보인다>, <교육이 변해야 미래가 보인다>, <21세기 동아시아 협력> 외 다수가 있다.

요즘 대학생들에게는 재미있는 일들이 많

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가 나름대로 몰입

하여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 같은데, 이것은 본인들에게 도움

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갓 성년이 

되어서 설정해 놓은 목표나 꿈은 일생을 살

아가는데 알게 모르게 삶의 지표가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개인의 행복, 생활

의 질, 삶의 보람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동시에 자신이 소속된 조직이나 나라

가 온전하고 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힘을 보탤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3  +  Winter20

특 I 별 I 기 I 획 I I

저는 중동 지역의 굉장히 작은 국가에서 왔습니다. 영토는 

대한민국의 4분의 1 밖에 안 되고 인구는 6분의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과 이스라엘은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

고 있습니다. 

특별강연

•
에후드 바라크
전(前) 이스라엘 총리

창조형 인재, 어떻게 키우나1)

1)  이 글은 에후드 바라크 전(前)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11월 6일 ‘벽을 넘어서ʼ라는 주제로 쉐라톤 워커힐에서 열린 글로벌 인재포럼 2013에서 행한 기조연설을 글로벌 인재포럼 사무국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취재해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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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형 인재, 어떻게 키우나 << SPECIAL REPORT

두 나라는 모두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쉽지만은 

않은 이웃 나라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양국 국민들 모

두 자긍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 그 무엇보

다 스스로에게 의존해야 존립과 번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된 국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목표 중에 하나인 창조경제의 추구

로 다시 한 번 이스라엘과 한국이 공통점을 갖게 되었다고 생

각합니다. 두 나라 모두 자국 국민들의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사회의 안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속담 하나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흥미로운 시대를 

살아 보자’라는 말인데요.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

합니다. 

오늘날의 변화는 세계화와 개방화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훨

씬 더 높은 투명성과 개개인의 힘이 커지고 있는 변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전문화’는 창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는 개개인들이 더욱더 전문성

을 갖는 시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천연자원 중심의 경제와 산업이 중심이었지만 이

제는 교육, 창의력 그리고 최고의 인재를 보유하는 능력에 의

존하는 경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이스라엘이

나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 훨씬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

다. 두 나라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천

연자원도 부족한 국가입니다. 

이번 글로벌 인재포럼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지식기반

경제체제 하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인재를 개발하고 육성하

는지 발표해 달라는 발표를 부탁받았는데요. 우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는 매우 성공적

이스라엘은 65년 된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존

재하기 이전 시대를 기억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 많지 않을 것

입니다. 

지난 65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건국 첫날부터 이스라엘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 주변의 다섯 국

가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출발을 하였습

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 유일할 것입니다. 이란은 

2,000㎞ 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서

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종말 시대에 

양과 사자가 함께할 수 있는 시대다.’라는 예언이 있었던 곳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을 며칠에 한 번씩 교체해야만 사자

와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

니다. 

중동 지역은 서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약자가 생존하기 힘든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보

호할 능력이 없는 국가에게는 어떠한 양보도 없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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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 동안 여러 차례의 전쟁을 겪었고 수많은 작전을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힘든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

고 이스라엘은 인구가 10배나 늘어났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는 60만 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막 

건립되었을 때 6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800

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의 13배죠. 그리고 GDP를 보면 

60배나 늘어났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선진화된, 수출과 기술 중심의 경제

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인재 발굴과 계발 그리고 기

업가정신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특허 수를 보면 1인당 특허 수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 높습니

다. 그리고 1인당 스타트업 기업(start-up company)이 전 세

계에서 가장 많으며 1인당 박사학위 소지자 수 또한 세계 최고

입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의 나스닥으로 봤을 

때 미국의 주변국인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이 그 다음

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기업보

다 더 많은 이스라엘의 기업들이 나스닥에서 거래가 되고 있

습니다. 

저희는 농업 부문과 군사·방위 부문에서 선진 기술을 확보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용수(用水) 기술 그리고 효

과적인 관개 수로에서부터 해수의 재사용과 담수화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의 40%는 담수화를 통해 확

보된 것이고 현재 50%까지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

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 보유량이 한국이 갖고 있

는 것의 40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텅 빈 지역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사막이

었죠. 호수가 두 개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만 사용이 

가능했고 굉장히 작은 요르단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역

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강이죠. 요르단강에서는 기적도 많

이 일어났지만 사실 굉장히 작은 강입니다. 호텔 밖에서 내다

볼 수 있는 한강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따라서 물 보유량이 

없는 상황에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저희는 많은 노력을 해야

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어마어마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물 처리 기술이 중요했었고, 이와 관련한 용수(用水) 기술

과 다양한 분야의 과학 발전이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IBM, 인텔,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세계 최고 기업의 R&D 본

사가 이스라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창업한 지 몇 년 밖에 되지 않은 이스라엘 기업

들이 수 억 달러에 인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신

생 기업들이 삼성이나 현대, LG처럼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

는 부분은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부분이지만 신생 

강소 기업을 창업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창조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굉

장히 작은 나라이고 주변국의 침략이 빈번해 40세까지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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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군 복무를 한 이후에도 거의 20년 동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50만 명의 시리

아와 이집트 군대가 수천 대의 탱크와 수백 대의 항공기를 가

지고 저희를 공격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격을 받기 

전에 알아채야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국방에 대한 도전 과제로 우주항공·정보
기술 발전

이스라엘의 국방에 대한 도전 과제로 인해 우주항공 산업 및 

정보기술 분야가 발전하였고 또 정보수집능력이 발전하게 되

었습니다. 그 당시에 GDP 1,200억 달러 규모였던 국가가 독

립적으로 최첨단의 전투기와 탱크를 개발했습니다. 20년 동안 

통신 및 정보수집용 위성을 발사한 바 있고 또한 최첨단의 레

이더를 탑재한 위성을 발사함으로써 짙은 안개 속이나 야간에

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바논에서 많은 수의 미사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겨냥되

어 있고 또 가자(Gaza) 쪽에서도 1만 개의 미사일이 저희를 목

표로 하고 있으며 다른 주변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저희는 미

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아이언 돔(Iron Dome)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통해 이

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단거리 미사일의 85%를 방어해 내도

록 하고 있습니다. 1초에 20발씩 발사가 되더라도 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저희 미사일 방어 체계는 상당히 선진적입니다. 

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해서 공중에서도 요격을 할 수가 있

습니다. 마치 탄환을 다른 탄환으로 막는 것과 같죠. 뿐만 아

니라 이스라엘 미사일 중에는 조기에 요격될 수 있는 것, 혹은 

산과 바다, 오지에 떨어질 것 등을 구분해서 요격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크루즈 미사일과 중

거리 미사일을 첨단 기술을 이용해 항공기도 요격할 수 있습니

다. 이란이나 다른 지역에서 날아오는 탄도탄 미사일도 방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과거에는 없었던 기술

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세계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기술을 발

전시켜 왔습니다. 각 나라의 국익 때문에 판매하지 않는 기술

들을 발전시킬 수가 있었죠. 이것이야말로 저희가 첨단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마치 빙하와 같습니다. 빙하는 하부 90%가 물 밑으로 잠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밖에서는 볼 수가 없죠. 이러한 위험요

소들을 다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예산이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예산 확보와 R&D 노력이 

가능합니다. 또 방위 산업과 관련 업계로 하여금 해외의 다른 

기업들보다 R&D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70년대에 저희는 미국과 어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약 250만 달러 내지 500만 달러 정도를 이스라엘의 

작은 신생 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

서 이스라엘 기업들과 미국 기업들 간에 각각 잘 맞는다고 생

각이 되는 기업들을 선정하여 마치 맞선을 주선하듯이 그렇게 

저희가 매칭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보 수집 

관련 부문에서 우주 분야나 특수 분야의 정보수집을 위한 노

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버전의 국가안보국(NSA, 

National Security Agency)과 같은 기관들도 설립을 해서 정

보기술 발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상당히 많

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50년 전에 고주파 라디오의 전파를 지하에서 송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 라디오 전파들은 고지대에서 안

테나를 통해서 송수신을 하지 지하에서 전파를 송수신하는 경

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분석

하고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와 같은 단체에 관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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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들을 제시하면서 지하에서의 송수신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어떻게 습득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노력을 많이 했고 이스라엘의 젊은 과학자들로 하

여금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많은 독려를 했습니

다. 40년 전에 이스라엘의 젊은 인재들 중에서 정말 최고의 인

재들을 선발하여 고용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에 있

는 전국 500여 개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을 모두 한 자리

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많은 3,000명 정도의 선생

님들도 모이게 했는데, 이중에서 가장 뛰어난 수학 및 물리 교

사들을 선발했습니다. 또한 각 고등학교에서 최고의 학생들

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1만 명 정도의 학생들을 추천

받았습니다. 그 1만 명 모두 다 저희가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

고 GMAT라든지 아니면 SAT와 같은 시험을 보도록 했습니

다. 그 중에서 다시 400명 정도의 학생들를 선별했고 그렇게 

해서 엄선된 소수의 학생들 중에서 또 다시 40명의 최고 학생

들을 선발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인구 1백만 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러한 학생

들을 뽑아서 ‘탈피오트(Talpiot)’라는 프로젝트를 시행했는데

요. 다른 국가에서 이 모델을 많이 모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렇게 해서 이들에게 최고 수준의 과학, 기술 및 의학 학

습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대부분 복수 전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과 철학이라든지 과학과 기타 다른 전공을 하고 

군사 훈련도 병행하여 최첨단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도록 했

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 수준

의 과학 교육을 시켰고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뛰어

난 인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에 러시아에서도 100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이주를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상당히 커

다란 선물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와이즈만 연구소

(Weizmann Institute of Science)에서 사용되었던 언어가 영

어와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다시 방문을 해

보니 그곳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언어가 러시아어로 바뀌어 있

었습니다. 

과거 소련에서 사실 여러 인재들도 있었고 그것이 음악으로

만 이어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소련의 문화와 기술력

은 대단했었고 이것이 이스라엘로도 전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보다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무용가, 체스 선수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러시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왔을 때 피아니스트인 사람과 아

닌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구별해 낼까 하는 농담도 자주 했었습

니다. 정답은 이랬습니다. ‘어깨 위에 바이올린을 올리고 있으

면 흔히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피아니스트가 

아닐 것이다’ 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그들은 상당히 풍부한 음

악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토론’과 ‘사고의 자유’ 통해 창의인재·
강소기업 육성

그리고 다음으로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

에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인재와 평등정신…,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

다. 이스라엘은 위계질서가 중요한 나라는 딱히 아니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호 토론을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죠. 

어떤 이스라엘의 전(前) 총리가 미국 대통령들에게 이러한 

불평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정상회담을 할 때, 이스라엘에는 

총리가 700만 명이다. 그런데 미국에는 대통령이 한 명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인

들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만 모여도 의견이 세 가지가 나온다

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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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과 논의의 문화가 과거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탈

무드라고 하는 책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탈

무드는 유대교의 해석에 대한 책이며, 이 책의 내용은 결국은 

토론과 논쟁입니다. 탈무드의 내용에 대해 토론과 논쟁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그에 대해서 최종 결정이 하나로 내려지

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

해 배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받아

들이고 토론과 논의를 독려하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특징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

들에 있어서도 평등주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패의 경우,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다가 생긴 실패라

면 이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합니다. 

우리는 사고의 자유를 장려합니다. 물론 회사 내에서 그리

고 조직 내에서 위계질서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회의실에서 문을 닫고 회의를 진행할 때는 일개 이등병이라 

하더라도 장군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이테크 인큐베이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

나 명예교수든, 아니면 선임연구원이든 이러한 사람들도 정말 

신입사원이나 어린 학생들과 앉아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따

라서 이런 토론과 논쟁을 장려하고 그리고 또 자유로운 사고를 

발산할 수 있는 문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라는 것과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위계질서나 직급

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떠한 업무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위계질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아이디어

나 생각를 공유할 때에는 그러한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리고 또 새롭고 과감한 시도를 위해 경험한 실패는 언제든지 

저희가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루었던 성과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그 안에서 멈추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R&D이

든, 작전이든 아님 임무이든 달성한 성과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모두 솔직하게 정보 공유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꾀하는 선순환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질문을 던진다든지 이의를 제기한

다든지, 이런 문화에 익숙합니다. 저희와 같은 리더들도 이같

은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와 

같은 리더가 젊은 사람들 앞에서 이의 제기를 받는 상황이 왔

을 때 거부감을 나타낸다면, 이것은 사실 긍정적으로 평가되

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것 그리고 더 나은 

시도를 해보는 것, 이러한 것들이 타인의 의견과 다른 그러한 

시도였다 하더라도 이렇게 시도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보상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아서 생긴 실패보다 더 큽니다. 

‘탈피오트’ 40년째 진행… 많은 성과 거둬

우리가 하는 일에서 직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의식적

으로 실패나 다른 의견들은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패를 회피하고 이에 따라 결실이 작더라도 안전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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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 도모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인들은 반대의 접근방법

을 이용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실패와 좌절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

니다. 이러한 인큐베이터에서 몸을 담고 있다 보면 나름의 대

가나 희생이 따릅니다. 인큐베이터에서 진행되는 업무들은 대

부분 과학 분야와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연구결과들을 논

문이나 저널에 퍼블리싱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이 있습

니다. 사실 과학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많이 내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실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저

희는 논문이나 저널에 연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그러한 정

보가, 예를 들어, 적국이라든지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을 막

고 있습니다. 

성과를 낸 이들을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

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탈피오트 프로젝트를 벌써 40년째 진행

해 오고 있습니다. 400명 정도의 학생들을 선발해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사실 초기에는 이러

한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은 거부감을 불러 일으켰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게 됨에 따라 사람들이 이를 많이 받아

들이게 된 것 뿐이죠. 

그리고 엑설런스(Excellence) 다시 말해서 ‘우수성’ 같은 것

들을 천천히 양성해 나가고 그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쌓아 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 물줄기 하나가 모여

서 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지

역들과는 고립이 되어 있는 섬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decentered-excellence’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창의적

이고 역동적인 업무를 진행하기에는 너무 경직된 사고를 하

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소위 말하는 정치가 업적

보다 더 중요해지는 상황도 생기죠. 따라서 상황에 따라 사내

에 다른 부서와는 고립 내지는 독립된 기관을 만들어 매우 자

유로운 사고와 시도를 하게 하여 결실을 거두도록 해주는 것

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decentered-excellence’ 형태의 부서를 만

들어 주고 이 안에서 많은 인재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면 작은 프로젝트가 하나, 둘씩 성과를 낼 

것입니다. 

이 성과들을 기업 내 다른 주체들이 보게 된다면 자신감이 

생겨 노력과 시도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3~40년 전

에 스탠포드대학교를 찾아가서 살펴보니 공학 분야에서, 아니

면 대부분의 다른 전공에서 보면 꼭 유대인, 이스라엘인은 아

니라 하더라도 상위권 학생들은 유대인들인 경우가 많이 있었

습니다. 그런데 그 후 10년 뒤에 스탠포드대학교에 가서 다시 

“요즘에는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

어 보았더니 이제는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입니다.”라고 말

씀을 하시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인종이 어떠한 인재

로 한정이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민

족이나 인종이 되었든 소위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

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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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원동력은 
‘교육의 힘’

한국인도 철저한 자기 관리와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잘 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중해 지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

니다. 그리스의 속담이죠. ‘내가 어떤 항구에 도착하고 싶은지  

모른다면 바람이 아무리 좋아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딘 

지를 명확하게 알고 노력을 해야지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국가가 매우 훌륭한 인프라와 인재, 또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그 나

라의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의 학

생들이 지닌 학구열과 학업 성취도,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

한데, 한국은 이러한 점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에서도 이스라엘 못지않게 혹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월등한 그

런 결과들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교문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름 잘 활용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계질

서의 장점을 깨보는 시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지 나이와 

경험이 항상 더 나은 의견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내기 시작하면 이러한 시도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사

라질 것 입니다.

그 어떠한 결과도 쉽게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결실을 한국에서 충분히 맺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의 사례에서도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한국이 지난 6~70년 동안 

이룬 성과를 보고서 많은 교훈을 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그대로 모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나 LG가 이룬 결실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가져다가 모방을 해도 똑같은 결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이스

라엘의 문화와 정신이 한국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태인은 유태인답게”라고 전문가들은 항상 말하죠. 항상 다

른 이들로부터 배운 교훈을 우리의 국가나 조직에 적용을 할 

때는 기존의 문화와 역사적인 배경을 감안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력을 한다면 저희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나라, 한

국과 이스라엘 사회가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많

이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

는 것을 감안할 때, 상호 협력과 성공에 관해 많이 생각해 보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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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추진과 전망

Ⅰ. 논의에 앞서

지난 10월 3일,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3-2017)』

이 지상을 통해 발표되었다. 계획이 담고 있는 특징 때문인지 

아니면 현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우수인재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와는 달리 언론의 

주목과 관심을 받았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1970년대 교육 평준화 정책에 따른 교

육의 획일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재교육은 때로는 교육의 수월

성을 추구하고, 때로는 교육의 형평성을 더 중요시하는 각 시

대별, 정권별 교육기조의 변화 속에서 비교적 연속적으로 그 

글

•
이재분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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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을 이어왔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영재교육

진흥종합계획』의 지속적인 추진 결과 때문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은 국가 차원에서 영재교

육의 비전을 수립하고 그에 도달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추진되

고 있는 정책 계획을 말한다. 2000년과 2002년에 영재교육진

흥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되면서 영재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법적 체제가 갖추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2003

년부터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다음에서는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지난 10년 간 추진되었던 『제1, 2차 영재교육종합진흥

계획(2003-2012)』의 주요 추진 성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

고자 한다. 

  

Ⅱ. 『제1, 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2003-2012)』의 주요 추진 성과

『제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03~’07)』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적 영재교육계획으로서, 국가발전에 필요한 소수의 창의

적 인재의 영재성을 조기에 발굴하고 계발하는데 초점을 두었

다. 제1차 계획의 추진 결과, 영재교육기관의 수와 영재교육 수

혜자 수가 초기 시점에 비해 약 두 배 가량 증가하는 등 양적 

확대를 이룩하였으며, 영재교육의 체제 구축에 있어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 한편,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08~’12)』 

은 제1차 종합계획 시 성과가 미비했던 점들을 고려해, 이를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영재교육기관 특성화’, ‘영재교육 기

관 운영 개선’, ‘영재교육의 연속성 확보’, ‘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 ‘영재교육 지원체제 정비’ 등 다섯 개의 추진과

제를 수행하였다. 

제2차 계획의 추진 결과, 영재교육 대상자의 조기 선발이 증

가하였고, 발명 등 특정 분야도 확대되었다. 또한 사이버 영재

교육과 캠프 중심 영재교육의 활성화, 창의성 및 리더십 프로

그램 운영 등 프로그램의 질 제고, 영재교육 지원체계 정비 등

이 이루어졌다. 특히,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기간 동안 

이루어 낸 영재교육의 주요 성과로 영재교육수혜자 증가 및 그

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영재교육 수혜율

의 경우, 2008년 0.77%에서 2011년 1.59%로 확대되었고, 5개

의 과학영재학교가 추가 지정되는 등 영재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발방식

에도 변화가 있었다. 2009년도부터 시험성적 위주에서 교사

의 관찰·추천방식으로 선발방식이 정부로부터 제안됨에 따

라 지역 교육청과 영재교육기관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

의 잠재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영재교육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영재교육기관 특성

화’의 측면에서, 영재교육기관 간의 연계 부족으로 인해 우수

한 인재들의 교육 및 진로가 단절되는 경우 가 발생하였고, ‘영

재교육기관 운영 개선’ 및 ‘영재교육의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과 교육청 영재교육원의 교육대상자 중복 

문제로 인해 경쟁구도가 형성되면서 교육과정 차별화 및 선발

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의 측

면에서, 교사관찰추천제가 실시되면서 객관적 관찰 도구 등 방

법상의 문제와 함께 교사업무 과중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추진과 전망 << SPECI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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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리고 ‘영재교육 지원체제 정비’ 측면에서는 현장의 세

밀한 상황이 법에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한 영재교육의 추진 및 

내실화에의 문제와 지원기관 간 연계 미비로 인한 추진체계상

의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서예원 외, 2011).

요약컨대 제1, 2차 종합계획의 추진은 영재교육의 양적 확

대와 특히, 법 제정과 같은 지원체제의 확립에서 성공적이었

던 반면, 수요자 중심의 질적인 성장은 대체로 미흡했던 것으

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3차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간의 문제점

과 미진했던 점을 충분히 검토, 반영할 필요가 있고, 또한 영재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영재교육 내용 및 방법에서의 

질 향상과 새로운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교육지원

의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Ⅲ.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2013-2017)』의 비전과 추진과제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은 새 정부가 발표한 「창조경

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의 세부 후속계획과 연계선 상

에서 창의적 인재양성 추구에 보다 강조점을 두고 있다. 다음

에서는 『제3차 영재교육종합진흥계획』의 비전 및 목표와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영재교육 
기회 확대

영재교육 
질적 수준 제고

영재교육 
효과성 강화

정책목표

영재교육의 최적화를 통한 창조적 인재육성

비       전

5대 분야 및 17대 추진과제

 꿈·끼를 키우는 영재교육 기회 확대

➊ 영재교육 다양화 및 연계 활성화
➋ 영재교육 수혜 사각지대 해소
➌ 영재선발 방법의 타당성 제고

영재교육기관 운영 내실화

➍ 고교·대학 간 영재교육 연계체제 강화
➎ 영재교육기관 다양화 효율화
➏ 영재교육기관 지원 환경 개선

수요자 중심의 영재교육과정 제공

➐ 학생 맞춤식 영재교육 과정 제공
➑ 창의·융합형 영재교육 콘텐츠 개발
➒ 영재교육 프로그램 구성·운영방식 개선
➓ 영재교육 프로그램 질 관리 체제 강화

우수교원 확보·지원 강화

 영재교육 교수 인력 다양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개발
 영재교육 교원 지원 환경 개선

안정적인 발전기반 구축

 행정 지원체제 효율화
 영재교육 정보·교류지원 강화
 영재교육 재원 확대 및 다양화
 영재교육 국제화

※ 출처: 교육부(2013.10.3. 보도자료/인포그래픽스)

1. 비전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은 ‘영재교육 최적화를 통한 

창조적 인재 육성’ 을 비전으로 삼고, 주요 정책목표로 ‘영재교

육 기회 확대’, ‘영재교육 질적 수준 제고’, ‘영재교육 효과성 강

화’ 등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비전은 이미 확립된 지금까지의 

영재육성체계를 토대로 교육의 내실화와 효과성 제고에 집중

할 것을 강조한다.

비전에 제시된 ‘영재교육 최적화’란 기존의 공급자 중심 시각

에서 수요자 중심 영재교육 실천 강화를 지향하며, 우수한 교

원전문성과 영재교육체계를 기반으로 기존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잠재력을 가진 대상자에게 최상

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는 의지를 내포한다. 또한 ‘창조적 

인재 육성’이란 정규교육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을 영재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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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과제는 보도자료(교육부, 2013.10.3.)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관점에서 정교화하여,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 수 있는 융합적 

마인드와 더불어 미래에 창의적 산출물을 실제로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강조점을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추진과제 1)

앞서 제시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제3차 영재교

육진흥종합계획』에서는 5대 분야의 17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5대 분야는 ‘꿈·끼를 키우는 영재교육 기회 확대’, ‘영재

교육기관 운영 내실화’, ‘수요자 중심의 영재교육과정 제공’, 

‘우수교원 확보·지원 강화’, ‘안정적인 발전기반 구축’ 등이며, 

각 분야별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가. 분야 1 : 꿈·끼를 키우는 영재교육 기회 확대

‘꿈·끼를 키우는 영재교육 기회 확대’ 분야에는 ‘영재교육 

다양화 및 연계 활성화’, ‘영재교육 수혜 사각지대 해소’, ‘영재

선발방법의 타당성 제고’ 등 세 가지 추진과제가 설정되었다. 

각각의 과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첫째,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보다 폭넓게 꿈과 끼를 모색

할 수 있는 영재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해 기존에 수·과학 중

심에 치우쳐 있었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정보, 예술 분야 등

으로 확대하여 다양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둘째, 그간 영재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영재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요인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초등 저학

년 및 학부단계의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영재교육의 사각

지대를 해소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 학생 등 영재교육 소외자

를 고려한 맞춤형 진단검사 지원 등을 활용하여 소외자의 선

발·배치 기회를 2017년까지 전체 영재학생의 10%로 확대하

고, 영재교육 소외자의 특성에 따른 영재성 계발과 자기 효능

감 증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상담, 부모교육 등의 제

공을 확대한다.

셋째, ‘09년부터 도입·적용 중인 교사관찰·추천제를 내실

화하여 숨어 있는 영재의 발굴을 강화하고, 영재 선발과 관련

된 사교육 유발 가능성 및 과열 경쟁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

다. 이를 위해, 시·도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까지 교사관

찰·추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발도구의 타당성·신뢰성

을 제고하고, 체크리스트·수행관찰 도구 등 선발도구의 지속

적 보완 및 업데이트로 사교육에 의존한 선발의 가능성을 억

제해 나간다.

 

나. 분야 2 : 영재교육기관 운영의 내실화   

‘영재교육기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고교-대학 간 영재교

육 연계체제 강화’, ‘영재교육기관 다양화·효율화’, ‘영재교육

기관 지원환경 개선’ 등 세 가지 추진과제가 설정되었다. 

첫째, 고교-대학 간 영재교육 연계체제 강화를 위해, 현재 

영재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기특성화 대학과의 

공동 AP(Advanced Placement, 대학학점선이수제)제도를 현

재 4개 영재학교에서 전체 영재학교 및 과학고(’17)로까지 점

진적으로 확대해 나아간다.아울러, 고교단계의 심화·사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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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R&E) 등 연구수행 경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학부생 연

구지원(URP) 및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의 심화교육과정

(HP) 확대를 지원한다. 

둘째, 영재교육 기관별로 기능을 특성화하고, 사이버교육, 

캠프형 프로그램, 지역별 전문 공공기관 위탁 운영 등 운영형

태를 다양화한다. 영재학급은 분야 간 연계중심의 기초과정의 

운영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잠재적 재능의 발굴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교는 융합역량 향상·정보

교육 강화 등 국가 인력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성

화해 나간다. 특히, 과학 뿐 아니라 예술적 소양을 겸비한 인

재양성을 위한 융합형 교육과정의 모델을 개발하여 확산할 계

획이다.

셋째, 영재교육기관 지원환경 개선을 위해, 영재교육기관 평

가, 컨설팅 강화와 영재교육기관 전문인력 및 시설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 분야 3 : 수요자 중심의 영재교육과정 제공   

 ‘수요자 중심의 영재교육과정 제공’을 위해, ‘학생 맞춤식 영

재교육과정 제공’, ‘창의·융합형 영재교육 콘텐츠 개발’, ‘영재

교육 프로그램 구성·운영 방식 개선’, ‘영재교육 프로그램 질 

관리 체제 강화’ 등 네 가지 추진과제가 설정되었다. 

첫째, 영재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영

재학급·영재교육원에 풀 아웃(Pull-out) 프로그램의 시범운

영을 추진하고, 영재에 특화된 적성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대상·영역·수준별로 다양한 융합형 콘텐츠 및 사이

버 영재교육 콘텐츠를 확충하고 온라인 제공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며, R&E(Research & Education), I&D(Imagination 

& Development) 등 학생 연구활동 지원 강화 및 맞춤형 멘토

링 제공,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 연구역량의 배

양을 지원한다.

셋째,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품질 

향상을 유도할 영재교육 국가표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교수

학습방식, 강사진, 교재활용 등 각 교육과정 구성요소들의 세

부 평가 준거를 개발하여,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한 보조자

료 및 자기평가 도구로 활용한다. 

넷째, 중앙 및 지역별 영재교육 컨설팅 전문가 풀(Pool)을 확

충하고, 상호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프로그램 질 관리를 지

원한다. 

라. 분야 4 : 우수교원 확보·지원 강화

‘우수교원 확보·지원 강화’를 위해, ‘영재교육 교수인력 다

양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개발’, ‘영재교육 교원 지원

환경 개선’ 등 세 가지 추진과제가 설정되었다. 

첫째, 영재교육 교수인력 다양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유

학기제 연구학교, STEAM 리더스쿨 등을 우선으로, 과학자· 

예술가 등 전문가 활용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재능기부·교육

기부를 활성화 해 나간다. 

둘째, 교사의 영재교육 전문성 배양을 위해 대학의 교원 양

성단계의 영재교육 내실화를 추진하고, 교원 현직단계에서의 

주기적 역량 신장을 위한 경력단계별 연수 강화를 추진한다. 

교·사대, 교육대학원 등의 영재교육학 학위과정 및 교양강좌 

등을 신설·확대(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 설치된 대학부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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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개설 추진)하고, 경력 단계별로 교원의 영재교육 연수 이수

를 확대하여(’12년 : 6,630명 → ’17년: 9,000명) 영재교원 뿐 

아니라 일반교원의 영재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한다.

셋째, 영재교육 교원 지원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 영재교육 

담당 교원이 영재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상 적용근

거를 명확히 하여 파견기관에서 최대 3년까지 안정적으로 근

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3(파

견근무) 제1호 인정 : 현행(1~2년) → 인정(3년까지 가능). 

아울러, 시·도별로 승진·전보 가산점 반영 및 전보유예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영재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상호작용의 기회를 확대하여 동기화를 유도화해 나갈 계

획이다.

마. 분야 5 : 안정적인 발전기반 구축

‘안정적인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행정 지원체계 효율화’, 

‘영재교육 정보·교류지원 강화’, ‘영재교육 재원 확대 및 다양

화’, ‘영재교육 국제화’ 등 네 가지 추진과제가 설정되었다.

첫째, 행정 지원체계 효율화와 관련하여, 국가영재교육 주요 

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및 실무협의를 위

한 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정책협업을 활성화하고, 영재교육 

싱크탱크(Think-tank) 기능 강화로 정책수립을 지원한다.

둘째,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 : Gifted Education 

Database)를 개편·확충하여 영재교육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의 통계 제공 및 선발지원 기능을 

확대하여 (가칭)‘사이버 영재교육 학습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영재학생 특성에 맞는 사이버 상담(Cyber Counselling) 모형 

개발을 통해 누구나 원하는 학생은 영재성 진단 및 상담을 받

을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GED상에 (가칭)‘영재성발달기록부’를 작성하여 영재교육 수혜

자의 체계적 이력관리 및 수혜자의 진로·직업 현황 등 추후관

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예컨대 현재(‘13) 기본통계·관찰

추천제 등의 기능에 한정된 것으로부터 ’17년에는 온라인 대국

민 서비스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GED를 확충한다.

셋째, 국내 영재교육의 선도적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해

외 우수 전문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한 영재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교류 활성화를 추진해 나

갈 계획이다.

넷째, 이 모든 것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영재교육 재원을 확

대하고 다양화한다.

Ⅳ.  『제3차 영재교육종합진흥계획
(2013-2017)』의 전망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은 다음을 

전망케 한다. 

첫째, 영재교육 기회 확대 측면에서, 영재교육 소외자의 영

재교육 기회 및 지원 확대와 교사관찰추천제의 내실화를 이룩

할 것이다. 전체 영재교육 대상자 중 소외계층의 영재교육 수

혜율은 2.46%(‘12)로부터 10%(’17)로 증가할 것이며, 교사관

찰추천 실시기관의 비율은 48.35%(‘12)로부터 70%(’17)로 증

가할 것이다.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추진과 전망 << SPECI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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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영재교육기관 운영 내실화의 측면에서는 대학 영재교

육 연계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영재교육기관의 특성화가 이

루어질 것이다.

셋째, 수요자 중심 영재교육과정 제공의 측면에서는 국가표

준 영재교육 프로그램기준이 개발·보급되고, 사이버 융합형 

콘텐츠가 개발, 보급될 것이다. 수학, 과학 이외의 다양한 분

야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확대(‘12년 17%에서 ’17년 22%로)

될 것이다.

넷째, 우수교원 확보·지원 강화의 측면에서는 영재교육 연

수 이수자 수가 증가할 것이다.

다섯째, 안정적인 발전기반 구축의 측면에서는 GED를 통한 

영재교육 서비스가 확대·강화될 것이며, ‘영재교육 종합 데이

터베이스(GED)’ 의 개편, 확충을 통해 영재교육 수혜자들의 체

계적 이력 관리 등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게 될 것이다.

Ⅴ. 맺음말

미래의 우리 사회는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생산

가능인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1세기의 급속한 기

술변화는 학제 및 다양한 분야 간의 연계가 강조되는 융합시대

로의 변화를 전망케 한다. 이에,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해 보

다 적극적으로 창의적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할 뿐만 아니라 

지속화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에 급격하게 변화할 산업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사업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

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잠재력이 우수한 영재들을 조기에 발굴

해 21세기에 필요한 핵심인재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가 강조되고 있다. 창

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이끌 창의적 인

재 확보가 필수이다. 창조경제 시대에 부합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다양한 꿈·끼를 계발하게 하는 교육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유연한 아이디어, 도전적 정신, 융합적 사고를 

기르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영재교육방식의 적극적 도입, 적

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영재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영재에 대한 적극적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창조경제의 핵심가치로서의 협업의 중요성 및 영재교육의 정

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부처별 정책 공조 및 연계가 요청된다.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 변화와 새로운 국가 정책변화의 흐름 

속에 이제, 『제3차 영재교육종합진흥계획(2013-2017)』이 새

롭게 추진되고 있다. 이미 교육부는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

계획에 대한 보도자료(2013.10.3.)에서 이번 계획의 수립을 계

기로 앞으로 영재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창조경제’를 위해 개개인, 특히 영재의 창조성을 일깨우고 

육성하는 일은 중요하다. 창조성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

호작용에서 발현되는 것이기에,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영재

교육을 실천함에 있어서도 교육과 다양한 분야가 힘을 합하고, 

관련 부처, 관련 기관들이 서로 연계 협력하여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우수인재를 육

성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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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추진과 전망 << SPECIAL REPORT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추진과 전망

Ⅰ. 들어가는 말

새 정부는 교육정책의 비전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

육, 창의인재 양성’을 제시하고, 그 정책과제의 하나로 ‘꿈과 끼

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본질

에 충실한 교육과정의 운영,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과 개인 맞

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교

육이 절실한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일반고 위기에 대한 다양한 진

단과 대책이 논의되면서 일반고 육성이 중요한 교육정책의 어

젠다로 부각되었다. 일반고 위기는 최근에 갑작스럽게 제기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고교교육을 오랫동안 지배해 온 지

글

•
김영윤

교육부 학교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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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와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고등

학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일반고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된 데 

그 원인이 있다. 그동안 일반고는 전체 고교의 대다수(학생 수 

기준 71.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고교

유형에 따른 학생선발권, 교육과정의 자율성, 재정지원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아 왔고, 내적으로는 교육과정의 운영이 학

생들의 소질과 적성, 직업진로와 연계되기보다는 획일적인 인

문·자연 과정에 편중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제대로 부

응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의 실현과 중학교 자유학

기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학생 진로와 연계된 고교교육

의 다양화와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학습

기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일반고 자체의 교육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더욱 크게 제기되었다.  

Ⅱ.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의 
주요 추진 과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은 지난 8월 13일 시안이 발표되

었고, 공청회와 세미나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0

월 28일 최종 확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확정 발표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은 ‘일반고 교

육역량 강화를 통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의 실현’을 목

표로 하고 있다. 그 기본 방향은 일반고에 다니는 모든 학생에

게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제공하고, 고교에 진학하는 모든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교와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일반고에 대한 

차별요소를 해소하고, 학생 진로와 연계된 고교교육을 다양화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일반고가 처한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역량을 드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네 가지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자율화·다양화한다.

둘째,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을 확대한다.

셋째, 일반고에 대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자율고 제도 개선 및 특목고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각 주요 추진과제별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1>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주요 추진 과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  필수이수단위 조정 및 과목별 증감 
범위 확대

• 교내 진로집중과정 개설 및 
중점학교 확대

•학교 간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

• 취업희망자의 특성화고 입학기회 
확대

• 직업교육 대안학교 신설 및 일반고 
직업반 내실화

• 일반고-특성화고 간 진로변경 
   전입학 시행

• 일반고 재학생의 직업교육 기회 확대

일반고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자율고 제도 개선 및 

특목고 지도·감독 강화

•일반고 재정지원사업 강화
•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증원 등 

일반고 교육여건 개선
• 학생 및 교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자공고를 일반고 선도모델로 활용

• 자사고 성과평가 및 상시전환 
   체제 구축

•자사고 학생선발방식 개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확대 운영

•특목고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Ⅲ.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의 추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

역별로 일반고가 처한 교육여건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

부와 시·도교육청 간 역할분담과 상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기관별 책무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강조한 주요 특징의 

하나는 교육부 방안과 연계하여 시·도별로 여건과 실정에 맞

는 일반고 자체 발전방안을 동시에 수립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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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부는 법령 개정, 행·재정 지원 등 큰 틀에서 제도개선

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지

역별 실정에 맞는 해법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에 담긴 주요 추진과제별 세부 내

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그동안 다른 고교유형에 비해 일반고가 교육과정의 출발점

에서부터 차별받고 있다고 지목되어온 것이 교육과정의 편

성·운영 영역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

화·특성화하도록 하였다.  

가. 필수 이수단위 조정 및 과목별 증감범위 확대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

수이수단위의 조정 및 과목별 증감 범위를 확대하였다. 현재, 

일반고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인 116단위를 86단위로 조정하

여 학교자율과정의 이수범위를 64단위에서 94단위로 교육과

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특히,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체육·예술영역(20단위)과 생활·교양영역(16단

위)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는 일반고, 자율학교, 자

율형 공립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표2> 일반고·자공고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 확정안

구분 교과영역
필수이수단위

확정안
일반고 자율학교(일반고)·자공고

교
과
(군)

기초(국·영·수) 45 30 30

탐구(사·과) 35 20 20

체육·예술 20 10 20

생활·교양 16 12 16

소계 116 72 86

학교자율과정 64 108 94

창의적체험활동 24 24 24

총이수단위 204 204 204

➡

그러나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를 축소할 경우, 교과편성이 

기초교과(국·영·수) 위주로 편중되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치중할 우려가 있어 기초교과를 교과(군) 총 이수단위의 50%

를 초과하지 않도록 교육과정 총론에 규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도 5±1단위에서 5±3단위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과목 및 선택과목의 이수단위를 다

양하게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선택과목의 개설

이 용이하게 된다. 

각 학교가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학생들 각자의 수요에 따라 고교를 

선택, 진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학생 진로와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확산

학교 내 진로집중과정, 학교 간 교육과정 거점학교 등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확산한다. 먼저, 획일적

인 문·이과 중심에서 벗어나 학교자율과정을 활용하여 학생 

수요에 따라 외국어, 예·체능, 직업 등으로 학교 내 진로집중

과정을 다양화한다. 

또한 권역별로 학생선발 단계부터 과학·예술·체육 등 중

점과정 학급을 편성하는 중점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고, 중점학

교 내 학급 간 격차 및 위화감 해소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반

학급을 위한 프로그램 병행·지원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일반

고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단위학

교에서 개설이 힘든 소수선택과목, 직업소양과목 등을 중심으

로 지역 내 인근 학교 간 교육과정 거점학교를 운영한다. 

특히, 교육감 지정 중점학교와 학교 간 교육과정 거점학교

는 수요조사와 운영방법 등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성

이 높은 지역에 시범적용 후 그 운영성과에 따라 확산하는 것

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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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최근 일반고에는 특성화고 진학에 탈락한 학생과 일반고 졸

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아지는 등 학생 저마다의 수

준과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일반고 학생에게도 진로와 적

성, 희망에 따라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진

로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성이 증대된 것이다. 일반

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분야는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고 학생들의 고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 취업희망자의 특성화고 입학기회 확대 

고입전형 단계에서부터 취업의지를 가지고 특성화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특성화고 정원을 한시

적으로 증원한다. 지역별, 학교별 특성화고 입학경쟁률이 다르

기 때문에 지역 여건 및 수요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3명 범

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증원한다. 

이는 특성화고 교육의 여건 악화나 질적 저하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한시적·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학과 선호

도에 따라 입학정원 과부족이 발생하는 2차 산업 중심의 특성

화고 학과를 학생들이 선호하는 미래 성장 관련 학교로 개편

도 추진한다.

<표3> 최근 2년간 특성화고 입시 결과 현황

(단위: 명, %) 

구분 모집인원 지원자 수 경쟁률

’12학년도 124,551 135,810 1.09

‘13학년도 117,639 134,091 1.14

나. ‘진로변경 전입학’ 시행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이 특성화고로 전입학이 가능

하도록 시·도교육청별로 ‘진로변경 전입학’을 자율적으로 시

행한다. 일반고의 부적응·위기 학생보다는 일반고 재학생 중 

진로직업 적성 등을 고려하여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을 대상으로 한다. 

특성화고 입장에서 보면, 일반고의 부적응·위기 학생을 떠

넘긴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의 꿈과 끼

를 키우는 차원에서 고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중 성

적 및 취업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학년도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이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

고, 특성화고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은 후 일

괄 배정하는 방식으로 그 실효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다. 진로직업교육 강화 및 직업훈련 위탁교육기관 확대

기존 유휴 학교 활용 등을 통한 직업교육 중심 대안학교나 

지역사회와 연계한 대안교육 위탁기관 등을 신설하여 학업에 

관심이 없거나 학업중단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 나갈 수 있

도록 한다. 또한 직업과정 운영 일반고는 진로직업 훈련을 강

화하기 위하여 학교의 특성을 살려 직업반 운영을 내실화하거

나 특성화고로 전환을 검토하는 등 진로직업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일반고 재학 중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직업

훈련 위탁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시·도 여건에 따라 위탁시기

도 조정한다. 그리고 특성화고나 일반고의 유휴 교실을 활용한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권역별로 지정·운영한다. 

학생 선호도가 높은 위탁 프로그램 및 수용시설의 제한으로 

‘13년 현재 일반고 직업위탁 교육과정 수용률은 71.4%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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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12,581명인 데 비해 선발인원은 8,993명으로 학생 수요

를 모두 충족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실용음악, 이·미용, 조리, 실내디자인 등 학생들

이 선호하는 학과 및 과정을 다양하게 개설하여 맞춤형 직업

교육 위탁이 가능하도록 직업위탁 교육기관을 지속적으로 확

대해 나갈 것이다.  

<표4> ’13년 전국 직업훈련 위탁교육기관 현황

구분
산업정보학교 공공 직업훈련기관

직업전문학교, 
기술계학원

계

기관 수 학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계 7 2,957 56 2,642 129 3,394 192 8,993

3. 일반고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함께 재정지원도 일반고에 대한 차별

요소로 지적되어 왔다. 현재, 일반고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재정지원

을 전혀 받지 못하는 학교도 나타나고 있다. 

모든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과

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재정지원이 절

실하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통해 일반고의 수업 및 

생활지도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원의 사기진작과 수업 전

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연수과정을 통해 교원역량을 제

고할 필요가 있다. 

가. 재정지원 강화

일반고를 대상으로 학교별 특성을 살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균형 있게 재

정지원을 강화한다. 학교별 특·장점을 살려 다양한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발굴·운영하기 위해서는 균형 있고, 안정

적인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 

모든 일반고(1,524교)를 대상으로 ‘14년부터 4년간 교육과정 

운영 개선 지원비(매년 교당 50백만 원)를 교육부에서 지원하

되, 학교실정에 맞게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을 발굴·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

한다. 재정지원이 없는 학교부터 우선 지원하고, 목적사업비 

지원 여부, 학교규모 및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별로 차등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일반고 재정지원사업(창의경영학교 등)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차원에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학교현장의 신

뢰 제고 차원에서 사업 종료기한까지 지원하되, 이후에는 일반

고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지원을 추진한다. 

나. 교육여건 개선 추진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교원 증원 등 교육여

건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일반고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

는 34.3명으로 자율고, 특목고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

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자율고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일반고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지는 등 일반고의 수업 및 생활지도 등 

전반적인 교육여건이 열악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는 2017년까지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25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

로 교육여건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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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고교 유형별 학급당 학생 수 현황

(‘13.5.1 기준)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공고 자사고

학급당 학생 수(명) 34.3 32.9 32.4 26.8 28.7

또한, 시·도교육청별로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학

교별 교사 근무 상한연수 연장, 교육청 근무 순회교사제 등을 

통해 우수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동시에 일반고의 다

양한 진로집중 교육과정 운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 

중심의 탄력적인 교원 배치 및 증원 계획을 수립한다. 

학생들의 수요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기존 교원 전·출입을 고려한 단순 소

요 교원 배정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중심의 탄력적인 교원 

배정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교육환경 개선

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교과교실제를 여건이 마련된 일반고에 

우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다. 교원의 교육역량 및 전문성 향상 연수 강화

일반고에는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로 인해 교사의 수업 및 생

활지도 부담이 증대되어 스트레스, 교권침해, 우울증 등으로 

고통 받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는 한편, 각종 부적응으로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역

량 강화 연수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일반고 교원을 대상으로 리더십 역량 및 전문성

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도 강화한다.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 

대상으로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정책의 이해와 리더십 함양 

연수를, 교사 대상으로는 교육과정 및 수업 전문성 향상 연수

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라. 학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기초학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기 어려운 학생을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해 나간

다. 일반고에는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존재하고, 학력수준의 

격차도 커서 일반적인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학습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미달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일반고 학

생을 위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4. 자율고 제도 개선 및 특목고 지도·감독 강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은 일반고의 내적인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지만 성적순으로 서열화된 고교체

제를 극복하고, 학생 진로와 연계된 진정한 의미의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율고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특수목적고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해당 학교

가 건학이념과 당초 지정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 

가. 자율형 공립고 제도 개선

앞으로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선도모델로 

활용해 나간다. 자율형 공립고에서 운영 중인 꿈과 끼를 살리

는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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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도입해 나간다.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는 지정기간 만료 

전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되, 재지정 시

에도 교장공모제·연구학교 지정 등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 

일반고 수준으로 재정지원을 해 나간다.

또한, 일반고에 앞서 우선 선발함으로써 부당 특혜라는 지적

이 있었던 자율형 공립고의 후기 우선 선발권을 ‘15학년도부터 

폐지하는 한편,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적

용하고, 교사초빙제 허용비율은 현행 100%에서 자율학교 수

준(50%)으로 조정한다. 

나. 자율형 사립고 제도 개선

앞으로 자율형 사립고의 성과평가를 엄정히 하고, 학생선발

방식 등을 개선해 나간다. 자율형 사립고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학생을 성적순으로 선발

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 등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운영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고교 입시제도 하에서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추진이 어렵다는 판

단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의 제도 개선을 통해 당초 취지대로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을 마련한다. 자율형 사립고 관련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은 다

음과 같다. 

먼저, 자사고 성과평가와 일반고 상시 전환체제를 구축한다. 

5년 단위 학교 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학교는 지정을 취소한다. ‘14년 

상반기부터 시작되는 운영성과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지

정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할 예

정이다. 세부 평가 계획은 시·도교육청별로 마련할 예정이나 

법정 법인전입금 미납, 과도한 입시 위주 교육 및 선행교육 실

시, 입시전형 관련 비리 등 중대한 사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지

정취소를 검토하게 된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가 일반고로 상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학 부정 또는 회계 부정 등으로 공익에 반

하는 중대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은 직권으로 지정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단위 평가 이전에도 학생 미충원 등

으로 운영이 어려운 학교는 신청에 의해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학사관리 부정 등 중대 위법이 있을 경우 

교육감의 지정 취소 의무를 부과하여 교육에 대한 신뢰를 구

축해 나갈 것이다.  

둘째, 자율형 사립고의 성적 위주의 학생선발방식을 개선한

다. 성적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성적을 반영하여 학생

을 선발하는 현행 자사고 입시제도로는 진정으로 꿈과 끼를 살

리는 교육이 어렵다. 

‘15학년도부터 서울 소재 자사고는 1단계에서 성적제한 없이 

추첨하여 입학정원의 1.5배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

접(가칭 ‘창의인성면접’)으로 학생의 꿈과 끼(진로계획 및 지원

동기)와 인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지방 소재 자사고는 현행 선발방식(자기주도학습전형: 내신성

적+면접)과 서울 선발방식(1단계 성적제한 없이 추첨, 2단계 

면접) 중에서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서울 소재 

자사고는 성적 자료가 일체 반영될 수 없도록 입학전형위원회

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등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2013  +  Winter42

특 I 별 I 기 I 획 IⅡ

방향으로 학생선발방식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사고 사회통합전형을 확대 운영한다. ‘14년부터 

시작되는 자사고 5년 단위 평가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및 

선발을 위한 노력 정도’를 포함하여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유

도해 나간다.

다. 특목고(외고·국제고)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특목고(외고·국제고)는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시·도교육청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입학전형에 대한 정기적 감사를 추진

한다. 성과평가 기한(5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외고·국제고

에서의 이과반, 의대준비반 운영 등과 같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도

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Ⅳ. 나가는 말 

이번에 확정 발표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은 일반고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고교에 진학하는 모든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교와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교

육적·사회적 요구와 변화를 수용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방안만으로 일반고를 둘러싼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개선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또한 정부나 시·도교육청이 행·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한다고 해서 저절로 일반고의 교육역량

이 갑자기 높아질 수도 없다. 

이제는 일반고 스스로도 당면한 문제를 인식하고, 학교 공동

체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내적인 교육역량을 드높이기 위한 자

구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앞으로 일반고가 상급학교 진학에만 치중하는 교육

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와 미래를 다각적으로 준비해 주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

행해 줄 수 있을 것이며,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성적보다

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중요시하는 교육풍토가 조성될 수 있

을 것이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일반고 교육역량을 높이는 길

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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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추진과 전망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 대입전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

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대입전형을 바람직하게 운영하는 것은 

고교교육 정상화, 나아가 중학교와 초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그간 대입전형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복잡해져서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어 왔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입전형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컸다. 이러한 요구

에 따라 교육부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

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입전형의 변화가 학생, 학부모 및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문가 정책연구 

글

•
박춘란

교육부 대학정책관



2013  +  Winter44

특 I 별 I 기 I 획 IⅡ

및 설문조사,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문제점은 합리

적으로 개선하되, 현장의 혼란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표 1> 방안 발표 및 의견수렴 과정

전문가 정책연구 진행 : ’13. 5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 발표 : ’13. 8. 27



1차 설문조사 및 공청회, 간담회 진행 : ’13. 8~9월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 발표 : ‘13. 9. 23



2차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진행 : ’13. 9~10월



‘2017학년도 대입제도’ 발표 : ’13. 10. 25

지난 8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 

발표 이후 설문조사 결과, 방안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학부모, 

교원 및 대학 등은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표 2> 설문조사 결과 시안에 대한 전반적 의견 

(단위 : %, 총 2,708명) 

찬성 반대

잘 모름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학부모 13.5 75.3 88.8 5.4 0.8 6.2 5.0 

고교교사 21.9 69.9 91.8 5.2 0.5 5.7 2.5

대학관계자 5.2 62.4 67.6 20.2 6.9 27.1 5.2 

그러나, 일부 방안에 대해서는 급격히 대입전형을 바꾸게 

되면 그동안 준비해 온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며, 학

교 현장의 혼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단계

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대입제도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Ⅱ. 대입전형 개선

1. 대입준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시는 학생

부와 논술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대입전형을 대폭 단순

화하였다. 

가. 전형체계와 기본원칙 제시

기존에는 대학들이 대입전형을 구성할 때 표준이 되는 전형

체계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대입전형이 지나치게 복잡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된 전형체계를 제시했다. 

제시된 전형체계를 토대로 대학들은 전형을 마련하게 되며, 수

험생들은 어떤 요소를 준비하면 어느 전형에 지원·합격할 수 

있을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부 위주 전형은 학

생부를 주된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구분된다. 특기자 전형은 실기 위주 

전형에 포함되는데 모집단위별 특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표 3> 대입전형 체계 제시

구분 전형 유형 주요 전형 요소

수시

학생부 위주

• 학생부 교과 : 교과 중심

• 학생부 종합 : 비교과, 교과, 면접 등 
 (자기소개서, 추천서 활용 가능)

논술 위주 • 논술 등

실기 위주 • 실기 등 (특기 등 증빙자료 활용 가능)

정시
수능 위주 • 수능 등 

실기 위주 • 실기 등 (특기 등 증빙자료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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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수시모집에서는 그 취지에 맞게 학생의 꿈과 끼

를 충실히 반영하고 학교생활 중심의 선발이 강화될 수 있도록 

대학이 수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처음

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으

나 수시모집 축소, 논술 응시 인원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완화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

만, 백분위가 아닌 등급으로만 단순하게 설정하도록 했다. 

전형체계 제시와 함께, 하나의 전형방법 내에서는 동일한 전

형방법(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을 적용하도록 전형운영의 기본 

원칙을 정했다. 앞으로는 하나의 전형명 내에서 계열마다 조

금씩 다른 전형방법을 적용함에 따른 혼란은 훨씬 줄어들 것

으로 기대된다. 

<표 4> 전형 운영의 기본원칙 제시에 따른 효과

현  행 (예시) 개  선 (예시)

 미래인재 전형

 - 보건계열 : 학생부 30, 수능 60, 면접 10

 - 항공계열 : 학생부 40, 수능 50, 서류 10

 - 인문계열 : 학생부 50, 수능 50

 - 자연계열 : 학생부 50, 수능 50

 미래인재 전형 

 - 보건, 항공, 인문, 자연계열 공통    

 : 학생부 70, 수능 30

또한 동일한 전형에서 선발하면서도 다른 전형방법을 적용

해 혼란을 유발한 우선 선발 방식은 지양하도록 했다.

<표 5> 우선 선발 지양에 따른 효과

현  행 (예시) 개  선 (예시)

▶ (우선선발) 학생부 10, 수능 90

▶ (일반선발) 학생부 40, 수능 60

▶ 학생부 40, 수능 60

나. 전형방법 수 기준 제시

대학별로 전형방법은 수시는 4개, 정시는 2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이 전형을 지나치게 세분화하

여 전형방법 수가 많아진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예·체능계열의 전형방법은 전형방법 수 계산에서 제

외하도록 하고, 사범계열의 인·적성 검사와 종교계열의 교리

문답 등은 전형방법 수를 계산할 때 고려하는 전형요소에서 제

외하도록 함으로써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6> 전형요소 제외 예시

 국어국문학과 : 학생부 50% + 수능 50% (학생부 300점 + 수능 300점)

 국 어 교 육 과 :  학생부 40% + 수능 40% + 인·적성검사 20%(학생부 300점 + 

수능 300점 + 인·적성 150점)

⇒  이 경우, 인·적성검사를 제외한 “학생부 : 수능”의 비율은 1:1이므로 두 모집학과
의 전형방법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

<표 7> 종전 전형운영 예시 (전형방법 수 : 수시 8개, 정시 5개) 

구분 전형명 모집단위
모집
인원

선발방법 전형요소

수시

논술 우수자 전모집단위 100
우선(60) 학생부 30+논술 70

일반(40) 학생부 40+논술 60

학교생활우수자 전모집단위 200
우선(50) ①학생부교과 ②서류

일반(50) ①학생부교과 ②서류+면접

수학능력우수자 전모집단위 100 일괄합산 서류 100

사회공헌·배려자 전모집단위 100 단계선발 ①학생부 ②서류

예체능우수자 예체능계열 100 일괄합산 분야에 따라 실기·특기

수시 소계 700

정시
(가)

일반전형

연극(연기) 50 일괄합산
학생부 20+수능 20+ 
실기 60 수능 100

연극(연출) 50 단계선발
①수능 100 ②학생부 20 
+수능 40+실기 40

전모집단위 100
우선(70) 수능 100

일반(30) 학생부 30+수능 70

정시
(나)

학교생활우수자 전모집단위 100 일괄합산 서류 100

일반전형 전모집단위 100 일괄합산 수능 100

정시
(다)

일반전형 경영학부 100 일괄합산 수능 100 

정시 소계 500

합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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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개선된 전형운영 예시 (전형방법 수 : 수시 4개, 정시 2개)

구분 전형유형 모집단위 모집인원 전형방법

수시

논술 위주 전형 전모집단위 100 학생부 30 + 논술 70

학생부 위주 전형

전모집단위
일반 200 

학생부(교과)
사회적 배려자 50

전모집단위
일반 200 학생부(종합) : 

학생부(비교과·교과), 
자기소개서 등사회적 배려자 50

실기 위주 전형 예체능계열 100 실기(혹은 특기) 평가 100

수시 소계 700

정시
(가)

실기 위주 전형 예체능계열 100
실기(혹은 특기) 평가 80 + 
학생부 20

수능 위주 전형 전모집단위 400 학생부 30 + 수능 70

정시 소계 500

합계 1,200

다. 대입정보 공개 확대

대입전형을 간소화하는 것과 함께 그 내용을 학생·학부모

에게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대학별 홈

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들의 수험준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

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를 

통해서는 기존의 총괄·취합 형태의 대입전형 자료 외에 수험

생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진학설계 자료1) 원하는 대학군·

학과별 자료, 학생부·수능·논술 등 전형요소별 자료도 제공

하도록 하였다. 

2. 대입전형의 예측가능성 제고

자주 바뀌는 대입제도로 혼란을 겪는 수험생들을 위해 사전 

예고제를 강화하였다. 다만, 대교협과 대학이 전형계획을 앞

당겨 발표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17학년도 대

입전형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표 9> 사전 예고제 강화에 따른 발표 시기

구분
정  부

(대입정책)

대교협
(대입전형 
기본사항)

대  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대  학
(모집요강)

발표시기
중 3, 11월말까지
(3년 3개월 전)

고 1, 8월말까지
(2년 6개월 전)

고 2, 4월말까지
(1년 10개월 전)

고3, 4월말까지
(10개월 전)

※ (  )는 입학년도 3월 1일 기준 사전예고 기간

한편, 사전예고제가 실제 학생들의 진학준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발표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대학이 발표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는 모집단위(계열)별 

모집인원, 지원 자격, 수능 필수 응시영역, 전형요소와 반영비

율, 학생부의 반영 교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가산점 등이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3.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대입전형 확대

균등한 고등교육 진학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룬다

는 측면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고른기회 입학전형’은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정원 외 전형은 물론 정원 내 전형에서

도 대학들이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통한 학생 선발을 확대하도

록 재정지원과 연계하고, 고교유형·지역·소득계층 등에서 

다양한 학생을 균형적으로 선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Ⅲ. 전형요소 개선

1.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내실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학생

생활기록부를 더욱 내실화한다. 우선, 학생부가 대입전형에서 

1)  원하는 대학군·학과별 자료, 학생부·수능·논술 등 전형요소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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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학생부 교과 기록의 신뢰도를 높

이고 비교과 영역도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 진로 선택 동기 등 기재란 신설 △ 교내대회 실

제 참여인원 병기 △ 학생 관련 서술형 기록의 항목별 입력 글

자 수 범위 설정 등 학생부 비교과 서술형 기록을 내실화함으

로써 대학이 학생의 소질과 적성, 특기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토대로 대학이 학생부 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 

사항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입학사정 역량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고교 내신을 5단계(A-B-C-D-E)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성

취평가제는 내년 고1학생(현 중3학생)부터 보통교과에 대해 적

용하되, 성취평가 결과의 대입반영은 ’18학년도까지 유예하기

로 결정하였다. 성취 평가 결과를 대입전형에 반영하기 위한 

대학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교에서도 성적 

부풀리기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고교에서의 성취평가제 운영 

결과와 정착 정도를 평가한 후 도입하기 위함이다. 유예 기간 

동안은 학생에게는 성취평가 결과(A,B,C,D,E)와 현행 석차 9

등급 등을 제공하되, 대학에는 현행과 같이 석차 9등급,  원점

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학생부를 반

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및 발전방향 모색

가. 수준별 수능의 점진적 폐지

수준별 수능은 수험생이 본인의 진로 등에 따라 필요 이상으

로 시험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1년 초에 도

입을 발표하였고, 3년의 예고를 거쳐 올해부터 적용되었다. 하

지만, 실제 적용을 앞두고 도입 시 기대했던 긍정적 효과보다

는 A·B형 선택에 따른 대입 유·불리 문제가 우려되었고 대

입전형을 더욱 복잡하게 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준별 시험은 점진적으

로 폐지된다. 특히, 영어의 경우 A·B형을 선택하는 학생 수

의 변화에 따라 점수 예측이 곤란하고, 그 결과가 학생들의 대

입 유·불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그 부작용이 커서 ‘15학년

도부터 즉시 폐지한다. 

다만, 국어의 경우 이미 고1, 2 학생들이 A·B형에 따라 편

성된 교육과정에 의해 수업을 받고 있으므로 중3학생들이 시

험을 치는 ‘17학년도부터 폐지한다. 수학은 ’17학년도 이후에도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해서 치러진다.

나.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를 대

학수학능력시험의 사회탐구 영역에서 분리하여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다. 다양한 여론 수렴을 거친 결과,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효과적

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간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경우 한국사 과목

이 암기과목화되고 학생들의 수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

적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사 과목에 대한 학생

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수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하고, 절대평가(9등급)를 도입하여 등급만 제공하기로 하

였다. 수능 한국사 과목의 출제경향 및 예시문항 등을 개발하

여 ‘14년 상반기까지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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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융·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수능체제 검토

’17학년도 이후 수능체제는 현행 골격을 유지하되, 중장기적

으로는 융·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이

에 따라 수능체제 개편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문·이과 체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

도록 문·이과 완전 융합안 등 여러 안을 다양하게 검토하였

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의 운영 가능성, 학생과 학부

모 부담 경감 측면에서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러

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문·이과 융합에 대한 사회적 지

지가 높은 만큼 올해 말부터 교육과정 개편에 착수하고 이에 

따라 ’21학년도 수능체제(’18학년도 고1 적용) 개편도 검토하

기로 하였다. 

<표 10> 융합형 교육과정 개편 추진일정

• 교육과정 개발 : ’13.11~’15.5 • 교과서 개발 : ’15.3~’16.8

• 교과서 검정 : ’16.9~’17.8 • 교육과정ㆍ교과서 적용(고1) : ’18.3

• 2021학년도 수능 반영(고3) : ’20.11

3. 학생과 고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대학별 고사 운영

수험 부담을 유발하는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의 구술형 면

접과 적성고사는 자율적으로 지양하고 가급적 학생부를 최대

한 활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논술고사는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논술을 시행

하는 경우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문제 출제 시에는 고교 교사의 자문을 받고 논술 시행 후에는 

문제 및 채점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Ⅳ. 모집시기 개선

1. 수시모집 1·2회차 원서접수 기간 통합

원서접수 시기 구분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시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있는 원서 접수기간을 

통합한다. 다만, 원서접수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 학생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 정시 학과 내 분할모집 폐지

종전에는 정시에서 동일 학과를 분할모집(가·나군 모집, 

가·다군 모집, 나·다군 모집, 가·나·다군 모집)하여 전형

을 복잡하게 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 학과 내 분할모집을 폐

지할 방침이다. 다만 과도기적으로 ‘15학년도와 ’16학년도에는 

모집단위 입학정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개 군까지는 분

할모집을 허용한다. 

3. 수능 시험일 조정

현재는 11월 첫째 주에 수능이 치러지고 있는데, 수능 시험 

종료 후 고교 수업 파행 등의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능 시험일을 늦출 예정이다. 

다만, 지나치게 늦출 경우 날씨가 추워져 수험생들의 어려움

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2015~2016학년도에는 11월 둘째 주에, 

2017학년도부터는 11월 셋째 주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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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
도입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서 제시된 세부 

내용은 규제보다는 대학과의 협력 및 재정지원을 통해 자율적

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을 도입한다. 대학별 입학전형이 공교육에 미치는 긍

정적·부정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

원함으로써 대학들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방

침이다. 대학은 지원받은 예산을 대입전형 운영 역량 강화와 

신입생 교육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Ⅵ. 나가며
서두에서 밝혔듯 우리나라에서 대입제도는 대학 뿐 아니라 

초·중등교육과 학생·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생·학부모에

게 혼선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 또한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반된 요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이번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을 마련하면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 중의 하나였다. 

그 결과, 지나치게 복잡한 대입전형, 수준별 수능 등은 학

생·학부모의 대입 준비에 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15학년도부터 개선하게 되었다. 수

개월에 걸친 연구와 밤샘 논의,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발표된 이번 개선 방안이 현장에 안정적으

로 정착되어서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교

육을 정상화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교육을 실

현하는 데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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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ducation

인문계와 실업계라는 고교의 선택 (문·이과 보다는 대학 

진학 여부의 선택이지만...)을 거쳐서 고교 2학년 때는 

문과인지 이과인지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그 선택 앞에서 

‘나는 (또는 내 아이는) 어느 쪽으로 뛰어날까?’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사실상 드물다. 나름 잘 안다고 판단했다 해도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 

초·중등교육을 통해 문·이과적 소양을 알 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다. 고교 때 문·이과 선택에 있어서 가장 

글

•
박진동
작가

Ⅰ. 문과, 이과를 나눠야 할까?

‘내 아이는 문과형일까? 아님 이과형일까?’ 이는 대한민국의 

어느 부모나 한번쯤 해보는 고민이며, 이 아이가 어릴 적에 좀 

똘똘해 보인다 하면 ‘의사로 키울까?’, ‘법조인으로 키울까?’ 

고민하며 이루기 어려울지도 모르는 막연한 꿈을 꾸기도 

한다. 그리고 아이의 능력이나 관심사가 채 무르익거나 

알기도 전에 문과냐 이과냐라는 큰 갈림길 앞에 서게 된다. 

문·이과 구분 없는 캐나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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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과 구분 없는 캐나다 교육

큰 기준은 대체로 ‘수학과 과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다. 

문과를 선택하는 이유가 시나 글쓰기의 자질이 뛰어나거나 

역사와 경제 등 사회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라기보다는 

미적분이나 물리, 화학 등을 싫어해서가 더 큰 이유인 것이 

현실이 아닐까 생각한다. 더욱이 엄청난 양의 공부 부담 

때문에 자신의 느낌을 문학적 또는 논리적 글로 표현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역사를 탐구하기 보다는 연대기를 

외우는 쪽이 더 효율적인 우리 교육에서는 문과적인 자질 

때문에 문과를 선택하는 경우는 적다고 본다. 오히려 법조인, 

경영인, 방송인 등 장래 직업군의 희망에 따라 대학 전공 

방향을 미리 정하는 것이다.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경우에도 고1 때까지는 사실 공식 

암기가 더 큰 힘을 발휘하므로 논리력 보다는 암기력이 

뛰어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글쓰기가 일상화되어 있고, 

역사는 특정 사건을 탐구 위주로 배우고, 수학과 물리에서 

공식을 거의 가르치지 않는 (즉, 문·이과적 소양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캐나다 교육에서도 아이들이 문과 쪽인지 

이과 쪽인지 알기는 쉽지 않다. 

내게는 전공을 쉽게 정한 큰아들과 문과에서 이과로 바꾼 

작은 아들이 있다. 캐나다에서는 고교 때 문·이과 구분이 

없고 대학 입학 시에 뭐든지 원하는 전공을 지원할 수 

있어 한국 보다는 2년 늦게 갈 길을 선택하지만 이 마저도 

선택에는 갈등이 따른다. 말 배우기도 늦었고 사회성도 

약하지만 집중력이 좋고 수학과 물리를 잘하는 큰아들은 

수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여 만족하며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당연히 이과형이라고 생각되는 큰 아이는 엄마 생일에 

‘엄마를 위한 시’를 제법 그럴 듯하게 써서 선물을 주기도 

한다. 이것이 돈 안들이고 감동적인 선물을 하려는 아이의 

꼼수(?)인지, 우리가 그동안 무시하고 계발시키지 않았던 

아이의 문학적 능력의 표출인지는 잘 모르겠다. 작은 아이는 

수학과 물리를 형만큼이나 잘 했고 수학 쪽 전공으로 가길 

원했지만, 학교에서 뮤지컬도 하고 논쟁 동아리(Debate 

club) 활동도 할 뿐만 아니라 사회성도 좋고 다방면에 관심이 

많아 우리 부부는 경영대(Business School) 쪽으로 진학을 

권했다. 이과형 능력도 있지만 문과쪽 재능도 많으니 후자로 

전공을 추천한 것이다. 다소 갈등이 있었지만 아이를 설득해 

York 대학 Schulich School of Business에 입학시켰다. 

남들이 다 가길 원하는 좋은 경영대학에 가서는 2주가 

지나자 학교와 배우는 전공이 마음에 안 든단다. 그래서 

1년을 마치고 토론토대학 수학과로 옮겨서 지금 2학년에 

다니고 있다. 문과 전공에서 이과 전공으로 바꾼 것이다. 

아이가 수학과에서 요구하는 12학년(고3)수학을 이수했기 

때문에 전공을 바꾸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우리 부부는 

관심사가 다양하고 진득이 책상에 앉아 있지 못하는 

아이가 높은 집중력과 끈기 있는 학문적 열정이 필요한 

수학분야에서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학원은 경제나 재정(Financial) 

분야로 가길 바라고 있다. 

즉, 이과에서 문과로 다시 또 전향(?)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나름 자식에 대해 잘 알고 적성에 맞는 앞길을 

안내한다고 자부하는 우리 부부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다행인 것은 캐나다 교육시스템에서는 문·이과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이 글을 쓰는 

필자 자신은 이과형일까? 문과형일까? 나는 어려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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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형임을 의심치 않았다. 수학, 과학을 좋아했고 국어나 

영어는 취약했으며 시는 읽는 것조차 따분해 하는 인간이다. 

당연히 공대를 갔다. 그런데 공학보다는 교실 밖에서 접하는 

사회과학 서적에 더 흥미가 갔다. 전공이 화학공학이라서 

중화학공업과 환경문제 등에 대해 조사를 하여 글도 쓰고 

소책자를 만들기도 했다. 엔지니어로 10년간 일하면서도 

글쓰기를 많이 하여 사내 기자를 하기도 했다. 캐나다에 

16년째 살고 있는 지금 나의 관심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게 

해 주는 캐나다의 사회시스템, 즉 조세, 의료, 교육, 인권 

제도 등이다. 그 중의 하나인 교육 분야를 정리해서 책을 

썼고 그 인연으로 지금 이 글도 쓰고 있다. 과연 나는 이과형 

인간이라 할 수 있을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알겠는가?

유럽과 비슷한 교육제도를 갖고 있으며 가까운 미국과의 

교류가 빈번한 캐나다의 교육제도는 문·이과를 나눈 적도 

없고 그것을 통합 또는 융합하겠다는 시도도 없다. 그냥 

다양한 과목, 전공들이 학생들 앞에 있어 본인들의 취향대로 

골라서 배운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안 맞으면 바꾸기도 하고 

한두 가지 전공을 더 하기도 한다. 시행착오가 허용되는 

융통성 있는 캐나다의 교육제도를 사례로 소개한다.

Ⅱ.  캐나다 고교의 교과목 

캐나다에서 교육은 연방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정책은 

주정부에서, 시행은 시·군교육청에서 주관한다. 주마다 

제도가 약간씩 다른데 이 글에서는 캐나다의 수도(오타와)가 

있고 가장 큰 도시(토론토)도 속한 온타리오주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고등학교(4년제, 9학년~12학년)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최소 30학점 이수(필수 18학점, 선택 12학점 - 과목에서 

50점 이하면 학점을 못 받는다.) △ 40시간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 온타리오주 작문시험 합격〔10학년(고1)때 보며, 

불합격되면 다시 볼 수 있다〕

4년제인 캐나다 고교는 학생들이 과목마다 교실을 찾아 

다니는 이동식 수업을 하며 1학기 과목은 0.5학점, 1년 

과목은 1학점인 과목들을 수강해서 4년간 30학점을 취득 

해야 졸업할 수 있다. 과목낙제를 하여 4년 안에 졸업하지 

못하면 고등학교를 1-2년 더 다니면서 부족한 학점을 

취득해 졸업장을 받기도 한다. 온타리오주에서는 4년 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비율이 80% 정도 된다. 학과목들은 

진로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데 한국처럼 문과·이과의 

구분은 없고 종합대(University)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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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Academic) 과목과 전문대(Community College) 

진학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Applied) 과목으로 

수준이 나뉘어 있으며, 음악, 체육과 같은 공통(Open) 과목 

들이 있다. 학문과목을 11, 12학년 (고2, 3)에서는 University 

course라고 부르게 되는데 과목 코드에 U가 붙어 있으며 

이 과목들의 성적이 있어야 종합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학과목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수 과목들이 60%인 18학점으로 정해져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은 아니다. 

필수 18학점(Compulsory Credits)은 다음과 같다. 

△ English(국어) 4학점(학년마다 1학점) △ French 

(제2국어, 프랑스어) 1학점(캐나다는 프랑스어가 공용어임) 

△ Mathematics(수학) 3학점(11 또는 12학년 과목에서 

최소 1학점) △ Science(과학) 2학점(물리, 화학, 생물 중 두 

과목 선택) △ Canadian History(국사) 1학점 △ Canadian 

Geography(지리) 1학점 △ Arts(예능) 1학점(미술, 음악, 연극 

중 선택) △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체육) 1학점 △ 

Civics(사회) 0.5학점 △ Career Studies(직업공부) 0.5학점 

△ 영어, 프랑스어, 외국어, 사회과학, 인문 과목 등에서 추가 

1학점 △ 체육, 예능, 비즈니스 등에서 추가 1학점 △ 과학, 

기술 교육, 컴퓨터, 협동 과정 등에서 추가 1학점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 대학 입학을 위해 이렇게 필수 

18학점을 채우면 충분하지만 공학, 과학 등의 이과 분야와 

상경계열의 학과를 지망할 학생은 선택이지만 필수처럼 해야 

하는 과목이 미적분수학(Calculus, 12학년 수학)이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진로를 이과냐 문과냐로 나눈다면 사실상 딱 

한 과목 미적분수학 하나를 더 듣느냐 아니냐로 갈린다. 

과학은 인문학이나 사회학으로 진학할 학생들을 포함해 모든 

학생들이 2가지를 필수로 들어야 한다. 

과학 3가지를 필수로 요구하는 몇 개의 학과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과학과 공학 계열의 학과들이 과학 두 과목만 

필수로 요구하므로 두 과목만 배워도 문제는 없다. 우리 

큰아이는 물리와 화학을 배우고 생물은 수강하지 않았으며 

작은아이는 3과목을 모두 이수했다.

선택 12학점은 학교마다 다르고 종류도 무척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과목들이 있으며 한국어를 포함한 

소수민족언어도 포함된다. 이 과목들은 사실상 진로와는 별로 

상관없어 학생의 취향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다. 

“비즈니스 기초, 회계 기초, 재무 기초, 소기업을 위한 

회계, 벤처기업 계획, 기업과 IT 응용, 컴퓨터 공학, 기술적 

설계, 정보과학, 드라마, ESL, 작문, 리더십 양성, 음식과 

영양학, 패션 디자인, 철학 기초, 개인 자원 관리, 지리(여행과 

관광), 환경과 자원 관리, 법률 이해, 캐나다와 세계,  20세기 

문·이과 구분 없는 캐나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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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세계사, 세계 종교들, 수학의 근본, 뮤직밴드, 키보드 

음악, 보컬/코러스, 활동 과학, 건강 생활, 배움 전략, 비주얼 

아트(Visual Arts), 사진학, 응용 디자인, 60개 소수민족언어 

등등.” 

Ⅲ.  대학입학 전형에 필요한 과목들 

캐나다에서는 대학입학을 위해 전국적으로 보는 수능 

시험도 없고 대학교에 가서 보는 입학시험도 없다. 

고교 성적과 자기소개서를 기준으로 입학 사정을 하고 우수 

대학에서는 추가로 에세이(작문)를 제출하도록 한다. 최근 

극소수 학과에서 지원자 중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학생들에게 

학교에 와서 작문을 쓰도록 하지만 대체로 작문은 해당 학교 

웹사이트에 들어가 온라인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교 

과목에서 문·이과가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 지원에서도 문·이과를 나누지 않는다. 고교 성적은 

수강한 과목 중 최근 성적(주로 12학년 1학기, 간혹 11학년 

2학기) 6개 과목을 제출한다. 성적이 좋은 과목 위주로 

지원자가 원하는 대로 제출할 수 있지만 대학에서 학과별로 

입학에 필요한 필수과목 1~4가지를 지정한다. 모든 대학과 

학과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12학년 영어(코드가 

ENG4U임, University 진학용 고교 4학년(12학년) 

영어라는 의미)이고 전형적인 문과에 해당하는 사회학과, 

역사, 정치학과 등에 가려면 영어를 포함한 성적 좋은 6개 

과목을 제출하면 된다. 문과 중에서 경제, 경영 분야와 

이공계 학과들에서는 12학년 미적분수학(코드 MCV4U)을 

공통적으로 요구한다. 의학/치의학/약학 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주로 가는 생명과학부(Life 

Science) 학과들에서는 화학과 생물을 요구하고 물리는 권장 

과목으로 제시하며, 공과대학에서는 수학과 함께 물리와 화학 

과목 성적을 요구한다. 

이렇게 대학의 학과별로 고교 성적을 요구하는 것이 

구체화되어 있으므로 고교 11, 12학년 때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면 된다. 대체로 미적분수학과 과학 

3개 과목을 모두 이수한 학생들은 어느 학과든지 갈 수 

있다. 인문학이나 사회학 등의 학과에서는 지원학생들이 

영어(국어)만 잘하면 고교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했든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말이다. 

Ⅳ.  대학에서도 문·이과 구분은 없다. 

토론토대학의 입학안내서를 보면 대학의 학과(Program) 

들을 3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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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리학부 (Faculty of Art & Science, 학부 학생의 

73%를 차지함)

     △ 컴퓨터 과학(Computer Science) △ 인문학 

(Humanities) △ 생명과학 (Life Science) △ 물리와 

수리 과학 (Physical and Mathematical Science) △ 

상업(Commerce) △ 사회과학 (Social Science) 

2.  고교에서 바로 진학할 수 있는 전문직 프로그램(Direct 

Entry Professional Faculty Program, 토론토대 학부 

학생의 27% 정도)

     △ 공학 (Engineering) △ 음악 (Music) △ 체육, 건강 

교육 (Physical Education & Health)

3.  대학 학부과정을 거친 후에 들어 갈 수 있는 전문직 

프로그램, 즉 대학원과정 (Professional Faculty 

Program Requiring University Preparation) – 주요 

전문직 과정에 고교에서 바로 진학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대학입학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 치과 (Dentistry, 4년과정) △ 교육학(Education, 

Teachers College라고 함. 1년 과정) △ 법학 (Law 

School, 3년 과정) △ 의료방사선과학 (Medical 

Radiation Sciences, 3년 과정) △ 의료학 (Medicine, 

Medical School 이라고 함. 4년 과정) △ 간호학 

(Nursing, 2년 과정) △ 약학 (Pharmacy, 4년 과정) △ 

의사보조 (Physician Assistant, 2년 과정)

위에서 보듯이 학부과정은 공대와 음대, 체대를 제외 

하고는 모두 문리학부(Art & Science) 안에 6개의 프로 그램 

그룹으로 거대한 Pool을 이루고 있다. 

이 6개 그룹 안에 29개의 학과와 300가지의 전공 

프로그램들이 있다. 각 학과의 교과목들은 특별전공 

(Specialist), 전공(Major), 부전공(Minor) 3가지 수준으로 

나뉘어져 있다. (한국에서 전공, 부전공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 Specialist를 ‘전문가’라기 보다는 ‘특별전공’이라 

번역한다.) 

아래 도표는 학과와 전공별로 입학에 필요한 과목들과 

3단계 중 어떤 수준의 전공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신입생 모집요강의 일부이다. (Subject required에서 C는 

미적분수학, Bio는 생물, Ch는 화학, Ph는 물리의 약어임)

[그림 1]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이 문리학부에서 졸업을 하면서 학위 (Degree, Bachelor of 

Art 또는 Bachelor of Science)를 받으려면 다음 3가지 중 하           

나를 만족해야 한다. 

△ 1 Specialist program 이수 △ 2 Major Programs 이

수 △1 한 마디로 어려운 것 하나를 하든지 덜 어려운 것으

로 3개까지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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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Double Major)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학위 필수조건이

다.  Specialist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 중 일부도 교양과목

으로 다른 분야 과목을 한두 개 듣다가 과목 4개(4학점)면 충

족되는 Minor를 하나 더 하기도 한다. 우리 큰아들의 경우도 

Mathematics & Statistics로 Specialist program을 하면서 

Economics를 Minor로 하고 있다. 한국 기준으로 앞의 것은 

이과이고 뒤의 것은 사회과학대인 문과에 속한다.   

대학에선 자신이 원해서 전공을 이것 저것하기도 하지만 실

패해서 옮겨 다니기도 한다. 우수한 대학일수록 공부가 어렵고 

성적을 까다롭게 준다. 토론토대학에선 1학년에서 약 50%의 

학생들이 한두 과목 수강 취소(Drop)를 해서 2학년에 못 올라

가며 2, 3학년에서도 자기 전공으로 공부를 계속하지 못하고 

전공을 바꾸기도 한다. 학생들은 학교 웹사이트에 로그인해서 

“Subject POSt (Program of Study의 약어)” 메뉴에 가면 현

재 자신의 전공이 나오고 그곳에서 전공을 추가, 변경, 취소하

는 것을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자기가 속한 학과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있을 뿐 Art & Sci-

ence의 300여 개 프로그램을 이리저리 옮길 수 있다. 학생들

에게 문·이과 구분이란 전혀 없고 어떤 과목을 수강신청할 때

에는 선행되는 과목을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만이 제약일 뿐이

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 물론 성적이 좋지 않

은 학생은 원하는 학과에서 전공, 부전공을 받아 주지 않아서 

변경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는 별로 

장벽이 없다. 당연히 인기 있는 학과로는 바꾸기가 어렵고 비

인기학과로는 바꾸기가 쉽다. 큰아이가 1학년 경제학을 교양

과목으로 이수한 뒤 2학년 때 부전공 신청을 하였을 때 1학년 

경제학성적을 보고 여부가 결정되었다.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배움과 진로의 선택과 변경이 고교 뿐

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자유롭고 빈번하다. 전공 변경만이 아니

라 대학 간 전학, 전문대에서 대학으로의 편입, 대학 공부를 포

기하고 전문대로 가는 학생들 등의 숫자가 상당히 많다. 대학

도 바꾸면서 전공까지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캐나다에 문·

이과 구분이나 통합 논의란 없다. 캐나다 대학의 특징은 유연

성(Flexibility)이다.

Ⅴ. 한국 교육계에 바란다.

‘캐나다 교육 이야기’라는 책을 출판한 계기로 교육정책 

전문지 <교육개발>로 부터 글을 요청받았을 때 교육전문가도 

아닌 내가 쓸 수 있을까 생각하며 망설였었다. 

학부모 경험으로 쓰는 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글 쓸 

준비를 하며, 문·이과 통합에 대한 요즘의 교육계 화두에 

대해 잘 아는 바가 없는 터라 인터넷을 뒤지며 문·이과 통합 



EDUCATIONAL DEVELOPMENT 57

문·이과 구분 없는 캐나다 교육

또는 융합교육을 지향하는 여러 교육전문가와 신문 등에 

실린 특집기사들을 읽어 봤다. 여러 글을 읽으며 느낀 점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얘들이 죽어나겠군!”이다. 

문과생들이 이과적 지식을 갖춰야 하고 이과생도 문과적 

소양을 겸비해야 한다는데, 모든 학생이 그래야 하나? 

그것이 가능할까? 세상에 Art & Science의 지식이 고작 

학생들이 두루 섭렵할 수 있는 양 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내 지인 중엔 시를 쓰는 공학도도 있고, 과학자 뺨치게 

과학상식이 풍부한 경제인도 있고, 기술의 역사를 꾀는 

인문학자도 있다. 

그들은 남모르게 융합교육을 받은 것일까? 이런 정책 

추진에 사례로 등장하는 스티브 잡스는 문·이과 융합교육 

내지는 창조적 교육을 받은 사람인가? 과연 교육으로 창조적 

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까? 세상에 한국처럼 빠르게 발전하고 

학생들이 최고로 공부 많이 하는 나라도 미래를 위해 문· 

이과 지식 섭렵을 제도화해야 할까?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만큼 많은 질문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내가 만족하고 있는 캐나다 교육은 위에 간단히 보여준 

것처럼 문·이과가 나뉘어 있지도 않다. 

난이도가 다른 과목들이 고등학교에 있고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것을 골라서 수강하고 그에 맞춰 대학에 간다. 

대학에서는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지식보다는 최소한의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서도 진로 변경과 

추가가 자유롭다. 능력이 된다면 과학과 문학을 넘나들며 

지식을 배울 수 있다. 다만 대학의 학력관리 기준이 높아 

하나를 하기에도 벅차다는 것이 문제다. 

인류가 쌓아온 학문을 거의 포괄하는 Art & Science 

지식의 양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다. 배우는 양이 많아 

지면 깊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캐나다에서는 학생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고 한두 전공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문·이과에 관련된 교육개혁은 통합이나 융합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기회를 주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외국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생각이다. 

창조적 인재는 가르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도전에 자유를 주고 실패했을 때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 

토양에서 자랄 수 있다고 본다. 통합과 융합 교육보다는 학생 

들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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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학교체육을 통한 인성교육 실현

학교폭력이 야기한 학교의 상처는 일부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

스로 세상과의 작별을 고하는 안타까운 소식도 잊혀질 만하

면 다시금 들려온다. 교육계와 경찰 등 사회 전반에서 학교폭

력 퇴치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단기간의 효과로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학생 인성교육과 연관된다. 전문가들의 

이견 속에서도 근본적 대책으로 손꼽히는 것은 바로 ‘인성교

육 강화’다. 지난 정부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학교폭력 해

결을 위한 인성교육을 위해 ‘학교체육(스포츠)’을 전면에 내

세웠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계획은 초기부터 난항이다.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 일선 학교에서는 인력 및 프로그램 부족으로 

애로를 호소한다. 또 이를 지원해야 할 지자체의 관심도 부족

한 상태다.

정부가 당시 내놓은 학교체육 활성화는 ‘중학교 체육활동 

확대’가 주 내용이다. 신체활동 욕구가 왕성하고 자기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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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시기인 중학생의 체육활동을 대폭 확대해, ‘체·덕·지’

를 겸비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게 목표다. 전문가들도 이같은 

정부정책에 공감하고 있다. 학생들의 건전한 체육활동은 자

신의 욕구를 신체적 활동으로 발산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업스트레스 및 게임중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다. 특히 체육수업 외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등은 사회성과 

도덕성을 길러주는 것과 같이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

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왕따’와 유사한 ‘이지메’가 사회문제

시 됐던 일본이 정부 주도로 일찌감치 학급별 스포츠단을 운

영하여 이를 다소 극복해 낸 사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

명이다. 일본의 학교체육은 이미 ‘교육의 일환’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체육은 하나의 단순한 교과목적의 의미를 넘어, 

평생체육의 예비단계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이들

의 특성과 적성을 배려한 학교체육 수업도 눈에 띄었다.

Ⅰ. 학교체육,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까?  

정부가 말하는 학교체육의 내실화, 더 나아가 학교스포츠

클럽 활성화의 목적은 ‘행복한 학생 만들기’에 있다. 또 학력

향상과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쳐,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

키는 효과를 얻는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문들은, 학교체육 활성화의 걸림돌이다. “운동선수만 체육 

하는 것 아니냐?”, “공부할 시간도 모자란데, 체육시수를 늘

리는 것은 안 된다.” 등 학부모들의 오해에서 비롯되는 이야

기들이다. 그렇다면 왜 학교폭력 대책과 인성교육 강화의 대

안으로 ‘학교체육’이 제시됐을까? 학교체육 활성화가 우리 아

이들에게 줄 수 있는 행복한 변화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학생들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학습량과 그에 

걸맞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1년 국제교육성취도평

가협회(IEA)가 50개 국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42개 국 중

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학·과학 성취도 추

이 변화 국제비교연구(TIMSS)’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

의 수학·과학 성적은 세계 1위였다. 일본·러시아·이스라

엘 등 성적 상위권 국가들도 우리나라의 비교가 되진 못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은 과연 행복할까?. 

OECD 전회원국을 대상으로 주관적 행복지수를 평가한 결과

는 참혹스러울 정도다. 행복지수가 23위로 조사국 중 꼴찌였

다. ‘한국 학생은 행복하지 않다’는 부끄러운 오명을 쓴 것이

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이들의 성적을 높였지만, 행복감은 

오히려 낮추는 부작용을 낳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학업 등으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를 어

떻게 풀고 있을까? 시끄럽던 교실을 고요하게 만들었다는 스

마트폰은 학생들의 친구이자 적이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최

근 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초등학생의 49.0%, 중학생 

82.7%, 고교생 88.3%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고교생의 경

우 학교 안에서 50분, 학교 밖에서 161분 등 평균 211분을 오

락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 '중독'이 의심되는 학생들도 많다. 

서구적 식습관으로 체격은 커지고 있는 반면 인터넷 중독 등

에 따른 운동부족으로 비만학생은 늘고 있다. 실제 국내 초·

중·고생의 비만율은 지난 2008년 11.24%였으나, 지난해에

는 14.70%까지 치솟았다.

학교체육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규칙적인 신

체활동이 분노와 우울함을 억제시키고, 안정감 및 행복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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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각종 연구결과 등으로 밝혀졌다. 이같

은 효과를 학교에 적용하면, 체육 활성화가 학생 간의 마찰 

및 사소한 폭력을 줄이고 행복한 교실과 학교를 만드는데 도

움이 된다는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

꾸준한 운동은 뇌혈류량의 증가로 이어져 학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학생 90만 

명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한 결과, 체력과 학업성취도 

향상의 관계가 입증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체육활동은 긍정적 인성변화를 유도하고, 학업성취도 향상에

도 기여한다.”며 “학교체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규칙존중·

절제력·결단력은 학교폭력 등 학교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Ⅱ.  치어리딩의 학교스포츠 성공 신화, 
비결은?

"곤니치와(안녕하세요)?"

여름이 시작되던 지난 6월. 일본 도쿄 근교에 위치한 메지

로(MEJIRO KENSHIN)고교에 들어서자, 운동을 즐기는 학

생부터 눈에 띄었다. 한국 학생들이라면 한창 수업에 매진할 

오후 3시를 갓 넘은 시간. 하지만 이 학교 학생들은 야구·축

구 등 각자가 속한 학교 스포츠클럽에서 체육활동에 매진했

다. 학생들의 인사 세례 속에 운동장과 학교 본관을 지나 찾

아간 곳은 실내체육관이었다. 이 학교의 명물이자 학생들에

게 가장 인기 있는 ‘치어리딩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49년 스포츠진흥법 제정 이후 교내 스

포츠클럽 활동을 적극 장려해 전체 학생의 절반 이상이 학교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지메 등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가 불거진 후에는 정치권에서 학교체육을 이에 대

한 해결책으로 적극 장려해 종목도 다양화 되어 있는 상태다.

치어리딩의 경우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일본에서는 

활성화 되어 있는 학교스포츠 종목 중의 하나다. 단순한 응원

이 아닌 치어리딩에 고난위도 기술을 더해, 새롭게 스포츠화 

한 종목이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참여하는 치어리딩 의원 연

맹이 결성돼 있을 정도로 정치권 및 사회단체의 후원도 활발

하다. 메지로고교의 치어리딩부는 고교 3학년 학생을 포함해 

모두 42명의 학생이 클럽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취재진이 

방문한 이날도 치어리딩부는 얼마남지 않은 관동지역 치어리

딩대회를 앞두고 맹연습 중이었다. 이 학생들은 체육을 전공

하는 학생들이 아닌 일반 인문계 고교생들이다. 하지만 오후 

3시께 수업을 마치면, 매일 체육관을 찾아 3시간 이상 연습을 

한다. 주말에도 어김없이 학교 체육관을 찾아, 친구들과 함께 

연습을 펼친다. 학생들은 음악과 지도교사의 구령에 맞춰 프

로 못지 않은 치어리딩 동작을 뽐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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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사인 이시카와 토모코(여·35)씨는 “학생들은 의무

적으로 스포츠 및 문화와 관련된 클럽활동을 하고 이중에서 

여학생으로만 구성된 치어리딩부는 최고 인기 클럽.”이라며 

“1996년 첫 창단 후 전국 우승만 3번을 차지한 순수아마츄어

팀이다.”라고 자랑했다. 이 스포츠클럽에서 활동 중인 학생들

은 대입을 준비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이다. 하지만 스포츠클

럽 역시 공부 못지 않게 열성적으로 참여하며 매일 구슬땀을 

흘린다. 치어리딩부 주장인 기노시타 유카(여·18) 양은 “치

어리딩을 하고 싶어 메지로고에 진학했고 공부와 운동을 함

께해 체육시간이 너무 즐겁다.”며 “내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

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이었다면 한창 공부에만 

매진할 시기인데, 학부모들의 걱정과 불만도 있을법 했다. 료

이치 하세 교감은 “체육활동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식의 거

부감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아이들의 신체적 활동이 늘면서 건

강 및 인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예의와 

협동심이 강해지는 등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끼쳤

다.”고 했다.

Ⅲ.  일본 학교체육, 
협동심과 예의를 만들다.

일본의 학교체육은 체육수업 뿐만 아니라 수업 전·후, 특

별활동, 방과후학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특

히 신체활동 증진은 물론 체육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기본적인 

예의를 강조하면서 ‘인성교육’의 효과도 톡톡히 얻고 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치바현 시로이시에 위치한 칸토

다이치고교를 찾았을 때 이 학교 야구부 실내연습장은 학생

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기자가 연습장으로 들어서자 야구부 학생들도 90도로 고개

를 숙인 채 “곤니치와?”라는 인사를 연신 건넸다.

요네자와 다카미츠(38) 감독은 “야구부에 있어, 인사는 기

본적 예의.”라며 “상급생과 교사는 물론, 학교를 방문한 손님

에게도 무조건 인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다.

칸토다이치고의 야구부원은 우리나라의 야구부보다 인원

이 2배 이상 많은 84명. 야구선수를 꿈꾸는 학생은 물론, 야

구를 취미 이상으로 즐기는 학생들까지 합쳐져 대규모 야구

단을 이뤘다. 이들은 야구부 내에서 전문 선수와 취미로 야

구를 즐기는 클럽선수로 분류되어 있지만 운동은 하루 3시간 

이상 함께 소화하며 꿈을 키운다.

이 중에는 ‘매니저’ 역할을 하는 여학생 4명도 포함돼 있다. 

이 여학생들은 연습과 경기 때 스코어 관리와 청소, 간식 배

식 등을 담당하는 등 야구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야구는 일본에서 최고의 인기 스포츠다. 4천여 개가 넘는 

고교팀이 ‘고시엔’이라는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린다.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학생들은 자연

스레 협동한다. 특히 단체생활을 통해 ‘규율’을 배우며, 서로

를 존중하는 법도 배우고 있다.

이 학교 야구부의 목표도 지역예선을 거쳐, 고시엔에 출전

하는 것이다. 학업과 스포츠클럽을 병행하기에 대다수의 학

생들은 기숙사생활까지 하고 있다.

3학년인 나카무라 유타(18)군은 “프로에 진출하면 좋겠지

만 모든 학생이 그럴 수는 없기에, 공부도 병행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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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선후배와 함께 좋아하는 야구를 하며 스트레스도 풀

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점도 너무 좋다.”고 했다.

칸토다이치고에는 야구부 외에도 수많은 운동부가 있다. 

학생들만의 시간이 많고 규율이 강해 학교폭력이 늘진 않았

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대답은 단호했다. 다카미츠 감독은 “아이들의 다양

한 욕구가 신체활동으로 풀리면서, 학교폭력의 원인인 스트

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며 “개인의 관점보다 ‘우리’를 

소중히 하는 것이 야구의 정신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

레 이를 배우는 것도 있다.”고 했다

Ⅳ.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체육

도쿄 근교 후나바시 시에는 꽤나 잘 지어진 지역 체육시설

이 있다. 지역민들을 위해 세금으로 지어진 체육공원이지만 

낮 시간 대에는 인근 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으로도 쓰

인다.

새파란 잔디가 잘 정돈된 운동장에는 후나바시(FUN-

ABASHI)고교 축구클럽 학생들이 2팀으로 나누어 연습경기

를 하고 있었다. 같은 팀 간의 연습경기라 하기에는 실전 못

지 않은 다소 격렬한 모습이었다. 급기야 한 학생의 깊은 태

클로 '9번' 조끼 유니폼을 입은 학생이 쓰러졌다. 하지만 중단

될 것 같았던 연습경기는 멈춰지지 않고 계속되었다. 쓰러져 

있던 학생선수는 어느새 툴툴 흙을 털고 올라와 경기에 다시 

동화됐다. 아사오카 류조(37) 클럽 감독은 “연습이지만 쓰러

진 선수를 위해 경기를 멈추진 않는다.”며 “전문 선수가 아니

지만 운동장에서의 열정은 전문 선수 못지 않다.”고 했다.

후나바시고는 관동지역 대회에서 수차례 우승한 경험이 있

을 정도로 축구명문고다. 하지만 이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학

생들 대부분은 축구를 취미로 즐기는 순수 아마추어다.

이 학교 축구클럽 선수들은 오후 4시 정규수업을 마치면 

학교 인근에 있는 체육시설로 이동해 매일 오후 9시까지 훈

련을 한다. 이곳은 지자체가 설립한 축구 전문구장이다. 후나

바시고 학생들은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긴다. 축구용품 역시 프로의 지

원이 없는 아마추어 고교팀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풍성

했다. 학업과 운동의 병행은 결코 쉽지 않은 일처럼 보였다. 

류조 감독은 “한창 자라는 시절에는 그에 걸맞는 에너지 소

모가 필요하며 운동을 통해 비만 등의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

된다.”며 “축구와 야구 등 스포츠가 욕구해결의 분출구가 되

어 다양한 청소년 문제에 예방책이 되고 있다.”고 오히려 장

점을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학교폭력 문제와 함께 저출산 등

의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자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 모델 사

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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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가 학교체육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주 내

용이다. 학교 체육시설 부족 현상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의 

걸림돌이 되자 지자체와 생활스포츠클럽이 전폭적으로 지원

을 해줌으로써 학교스포츠클럽에게 지역체육시설의 문호를 

개방해 준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스포츠클럽은 성인들의 생

활스포츠클럽과 교류를 하게 되었다. 또 학교를 졸업한 학생

들은 자연스레 성인 생활스포츠클럽으로 이동하여 평생체육

의 기회를 갖는다. 학교 관계자는 “고교 스포츠클럽이지만 지

역주민에게 인기 있는 팀이고 많은 후원을 받는다.”며 “지역

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같이 훌륭한 구장에서 연습할 수 없

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학생들도 지역과 주민을 대표해 

축구를 한다는 자부심도 갖는다.”고 말했다.

Ⅴ. 국내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은 

일본 사례에서 불 수 있듯이 학교체육과 스포츠클럽 활성

화 성공의 가늠좌는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과 필요로 하는 장

소에서 맘껏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냐는 것이다.

수치적 확산을 넘어 학교 및 방과 후 생활 속에 자연스레 

스포츠활동이 녹아들게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학교 등 교육

당국 차원에서 이뤄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가정과 지역사회

가 나서, 아이들의 스포츠활동을 지원해 줘야 한다.

이용식 체육과학연구원(KSPO) 정책개발연구실 수석연구

원은 “체육의 가치에 대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의 인식 변

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스포츠클럽 등 단체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성 발달 및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장점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했다. 

여러 차례 시행착오 끝에 정부가 최근 발표한 활성화 방안

은 꽤나 구체적이다.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중·고교의 체육수업 시수를 확대하며, 고교 체육중점 학급 

운영 등도 포함됐다.

특히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은 일본 및 호주 등 이미 해외에

서 성공이 인증된 방과후 스포츠 활동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다. 또 상대적으로 스포츠활동과는 거리가 먼 여학생 스

포츠클럽 지원 및 리그 운영도 눈길이 간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교 등에 체육전담교사 

양성과정 등을 운영하고, 스포츠클럽을 지도·운영하는 교사

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스포츠클럽 종목을 개발하고 

정부 및 지자체 지원에 따라 각 지역마다 학생들이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 건립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수한 정책이라도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생기면 아무

런 효과를 낳지 못하는 만큼 체육활동 사항 등을 학교 및 교

육청 평가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연수를 진행하는 일

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대책

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이 떠오르는 건 시대적 흐름이자, 가장 

좋은 방안.”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학교폭력 근절방안으로 

학교스포츠 지원 강화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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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아이홍궈
주한중국대사관 교육참사관

Ⅰ. 머리말 

어느덧 중국정부에서 개혁개방을 선언한 지 35년이 흘렀

다. 역대 정부의 개혁개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중국은 정치·경제·외교·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놀

라운 성장을 거뒀다. 교육분야에서는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

에서 학생·교원 교류와 교육프로그램 공동운영, 학교 공동

운영 등 다양한 형식의 협력을 통해 많은 국가들과 활발한 교

육교류를 추진하였다.  

2010년 7월 29일 「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과 발전 계획 요강

(2010-2020년)」이 발표됨에 따라 21세기를 향한 중국 교육

사업의 새 비전을 도전할 수 있는 근간이 수립되었다. 이 발

전요강에서는 “교육개방을 확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체

적으로 △국제 교류 및 협력의 강화 △우수 교육 자원의 도

중국의 해외유학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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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교류 및 협력 수준의 향상 등으로 나눠 세부사업별 추

진방안을 수립하여 국제교육교류의 규모를 확대하고 교류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교육분야의 국제 교류 및 협력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학

생교류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그동안 중

국인들의 해외유학에 있어서 어떤 발전과정을 거쳤으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중국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발전 동향 등을 알아 

보고자 한다. 

Ⅱ. 중국인의 해외유학 발전과정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후 초기에 국제환경의 제한으로 

중국정부에서 소련과 동유럽의 소수 사회주의국가에게만 유

학생을 파견할 수 있었다. 그 시기의 해외유학은 ‘엄격한 선

발’을 근본원칙으로 삼아 적게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 보

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쳤다. 그렇기 때문에 

1950년부터 1965년까지 16년간 파견한 유학생은 1만 6천여 

명 밖에 되지 못했다. 1978년 개혁개방이 시작된 후 “支持留

學, 鼓勵回國, 來去自由 (유학을 지지하며, 귀국을 격려하고 

귀국여부는 자유선택)”의 원칙을 세워 중국 학생들의 해외유

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9년까지 30여 년

간 해외유학생은 총 162만 명을 초과하여 연평균 5만 명을 넘

는 학생이 해외유학의 길에 나섰다.  

유학생활이 끝나면 어디로 갈까? 유학엔 출국이 있으면 당

연히 귀국이 있을 것이다. 해외유학 인재들을 돌아오도록 만

들기 위해 1949년 12월 6일 중국정부는 ‘유학생귀국사무위원

회’를 설립하고 베이징( ), 상하이( ), 광저우( ), 우

한( ), 선양( ) 등 주요도시에 ‘귀국유학생초대소’를 

만들어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졸업생 및 학자들에게 임시 거

처를 제공하였으며, 귀국 초기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러한 특별한 대우와 조국에 대

한 애국심으로 당시 해외에 있는 유학생 5,600명 중의 절반

이 중국으로 돌아왔다. 1950년대 초에 귀국한 유학생들이 처

음으로 ‘유학귀국열풍’을 일으켰던 것이다. 훗날 각 분야에서 

중국의 현대화 발전에 큰 공을 세운 많은 유명한 학자들은 그 

때의 유학 귀국자들이었다.   

두 번째 유학귀국열풍은 1960년대 초에 일어났는데, 1950

년대에 소련과 동유럽으로 파견 나간 유학생들이 학업을 끝

내고 대거 귀국한 것이었다. 통계에 따르면 당시 소련과 동

유럽으로 유학을 간 학생은 총 8,414명이었으며 그 중에서 

1965년에 귀국한 인원은 7,324명으로 87.05%의 높은 귀국율

을 기록했다. 그 외에 연수생까지 포함하면 귀국한 인재는 총 

15,000명이었다. 이때 귀국한 학생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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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여러 분야에서 중국의 고위 지도층에 입성하여 큰 영향력

을 행사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해외로의 자비유학열풍이 불

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유학 후 귀국을 하지 않는 현상이 점

차 심해져 갔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정

부는 국비유학생과 자비유학생에 대한 정책을 수정하고 나섰

다. 국비유학생들은 ‘해외유학계약서’를 체결해야 나갈 수 있

게 되었으며, 자비유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졸업 후의 의무

복무기간 제한을 강화했다. 수년 후 개혁개방정책이 심화됨

에 따라 중국정부는 유학정책을 개방적인 방향으로 다시 수

정하기 시작했다. 우선, '유학기금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비유

학생의 선발부터 귀국까지 일관적인 규정과 관리체계 등을 

수립했다. 그리고 자비유학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을 폐기하

고 대신에 각종 혜택으로 유학생들의 귀국을 유도했다. 대표

적인 예로 '천인계획"과 "장강학자장려계획"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정부 통계에 따르면, '국가유학기금위원회'가 1996년 

6월 설립된 후부터 정부파견 유학생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1996년에 2,000명에 불과했지만 2009년에 12,769명으로 크

게 증가했다. 그동안 파견한 유학생은 총 78,524명이며 그 

중에서 원칙적으로 졸업 후 귀국을 해야 하는 인원이 45,553

명인데 실제 귀국한 인원은 44,555명으로 97.81%의 높은 귀

국율을 보였다. 자비유학생은 2009년 한 해 동안 10만 명 이

상이 귀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해외유학은 본격적인 번성기

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정부가 새로운 국제환경에 맞게 더 

개방적인 유학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중국학생의 해외유학 또

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Ⅲ. 2012년 해외유학 현황

중국인의 해외유학은 2012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

했다. 해외유학생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유학 후 귀국 

인원도 예년보다 더 큰 비율로 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유학 후 귀국하는 인원(유학귀국인원이라고 칭함.)은 약 40%

의 폭으로 증가해 왔다. 중국학생 해외유학의 국면이 전체적

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교육부에서 공식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도 중국학생의 해외유학 총 인원수는 399,600여 명에 이른

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파견 국비장학생 13,500여 명, 기

관파견 장학생 11,600여 명, 자비유학생 374,500여 명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2012년에 총 272,900여 명의 해외유

학생이 중국으로 귀국했는데, 그 중에서 국비장학생 귀국자

는 11,000여 명, 기관파견 장학생 귀국자는 9,200여 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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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학생 귀국자는 252,700여 명으로 나타났다. 2011년보다 

2012년에 유학 출국자와 귀국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유학 출국자는 약 6만 명(17.65%)이 늘었으며, 유학 귀국

자도 86,700여 명(46.57%)이나 많아졌다.

1978년부터 2012년 말까지 중국학생의 해외유학인원은 총 

2,644,700여 명에 이른다. 유학생 신분으로 출국한 후 2012

년 말 기준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인 자는 1,553,400여 명이

며, 그 중에서 1,136,900여 명이 공부하거나 각 분야의 연구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1978년부터 2012년 말까지 유학 

귀국자수는 총 1,091,200여 명으로 해외유학생의 72.38%가 

귀국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교육부에서 조사한 통계 데이터를 통해 2012년 중국

인의 해외유학과 귀국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

다. 한편, 민간 차원에서 해외유학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업

자나 기관들이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해외유학에 대해 조

사를 하거나 분석한 결과들이 있는데, 이 결과들에 대해 관

심을 가져보면, 중국인들의 해외유학을 시장경제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중국인들의 해외유학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민간

의 시각으로 바꿔서 좀 더 살펴 보자. 

2012년 중국인 해외자비유학에 대한 조사기관들의 분석 결

과에 따르면 자비유학의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우선, 저

학년 유학생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유학업계의 통계에 따

르면 토플시험에 응시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2011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했다. SAT시험을 보기 위해 홍콩으로 찾

아간 인원은 약 4만 명으로 2011년에 비해 100% 증가했다. 

중국에서 치르는 대학입학시험을 포기하고 바로 해외유학을 

선택한 인원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둘째, 자비유학

생수는 계속 증가했지만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향후 비

슷한 증가속도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유학서비스 및 

유학 관련 교육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관련 시장 규모는 인민폐로 약 2500억 원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중국인들의 해외유학에 대한 열정

이 놀라운 정도로 뜨거워지고 있다. 게다가 많은 국가들이 중

국인유학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더 좋은 입학조건과 더 

간편한 비자신청절차 등 각종 혜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중

국인들의 해외유학을 향한 발걸음은 더욱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2012년 중국국제교육박람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해

외유학을 계획하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학

력 구성에 있어서 학부생은 51%, 고등학생이 38%, 대학원생

이 5%로 나타났으며, 기타 6%를 차지하는 사람들 중에 중학

생이나 초등학생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5년

에 비해 2012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간 중학생은 10배나 증가

했다. 2012년 미국에서 학사학위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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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은 재미중국유학생 전체 인원수의 38%를 차지하고 있

으며, 전년도 대비 3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대학입학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포기하고 해외유

학을 선택한 고3 학생들 중에 우수학생의 비율도 점점 높아

지고 있다. 북경의 한 중점고등학교 3학년 학생 600명 가운

데 시험포기자가 240명이나 됐다. 유학 의사를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조사자의 59%가 졸

업 후 바로 외국에 가서 대학을 다닐 계획이라고 답했으며, 

16%가 외국에 가서 고등학교과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14%가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원을 외국에 가

서 다닐 계획일 것으로, 9%는 우선 국내에서 대학 입학시험

을 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 목적지는 2012년에도 여전히 미국, 영국, 호주, 캐나

다 순으로 북미·유럽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4개 국가로 유학을 간 자비유학생은 중국 해외유학시장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은 중국유학생

들이 변함없이 첫 번째로 지망하는 유학 목적지이다. 2012년

에 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유학생 76만 명 중 25%가 중국

학생이다. 2011년 미국정부는 비자정책을 개선하기로 하였으

며 비자취득률도 높아졌다. 호주와 캐나다는 여전히 유학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므로 중국학생들의 선호를 받을 만

하다. 반면에 호주는 1.5년제 석사과정을 취소하고 2년제 석

사로 바꾸고 유학비용도 늘렸다. 영국도 비자정책과 입학허

가 관련 정책을 약간 까다로운 방향으로 수정하는 조짐이 보

여서 중국 자비유학생들의 유학 목적지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다. 유학생들을 전공별로 분석한 결과, 해외로 유학을 간 

중국학생들은 전공분야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전공으로는 공학계열, 경

영계열, 문학(외국어 포함)계열과 경제계열이다. 특이한 현상 

중의 하나는 해외유학생들 중에 유학을 가기 전에 공과 학생

이 제일 많았지만 유학을 간 후 가장 많이 선택한 전공은 경

제· 경영·금융계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6,000여 명의 대학원과정 재외유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 

경제·경영·금융계열은 46%, 공학과 응용기술계열은 17%, 

인문사회과학과 방송통신계열은 12%, 합해서 총 75%의 유학

생이 상기 3개의 대분류 관련 전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학부생의 경우는 약 50%의 중국유학생이 경제·경영 

및 금융계열에서 공부하고 있다. 

중국인의 자비유학을 논의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

나가 유학중개업에 대한 이야기이다. 현재, 해외유학시장에

서 중개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겁다고 할 수 

있다. 자비로 유학을 가려는 사람들은 유학정보의 접근이나 

유학비자의 신청 등 많은 복잡한 일들을 속히 끝내기 위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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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중개업소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 이

익을 추구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많다. 

그동안 업계의 신뢰도와 서비스 품질은 소비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비난과 의심을 받아왔다. 사회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

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유학중개업체들이 법에 의

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국 교육부는 최근 ‘자비유

학중개서비스관리규정’ 수정안을 내놓았다. 관리규정은 유학

중개자격에 대한 심사와 허가의 권한을 지방 각 성과 직할시

의 교육관리행정기관에게 부여하며 업계협회의 역할을 충분

히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인 해외유학에 대한 중개업을 외국기관이 운영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학중개업소들의, 유학을 목적으로 하

는 각종 연수시설(한국에서 말하는 ‘학원’)의 운영에 대한 규

정과 지역을 넘어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하였다. 

또, 유학중개업계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점들을 구체적

으로 적시하여 관련 책임과 처벌에 관한 규정을 강화시켰다. 

Ⅳ. 향후 발전 동향

중국 교육부에서 해외유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

러 정책을 개선하거나 신규 제정하고 있다. 이 정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중국학생의 해외유학 동향을 살펴보자.

첫째, 중국학생의 해외유학 업무체계를 개선한다. 해외유

학 사전연수 및 연구체제를 개선하고, 해외중국인유학생 및 

학자 단체들 간의 협회 체계를 만들며, 해외유학에 관한 조

사연구 및 경험을 교류하는 체제를 형성시킬 것이다. 자비유

학을 격려하고 효과적인 관리체제의 형성 등 중국학생의 해

외유학 관련 업무를 개선할 것이다. 해외유학과 관련된 정책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파견장학생 해외유학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들을 수정할 것이다. ‘해외유학생관리시스템’의 개

발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유학생서비스및관리정보시스템'

을 개선할 것이다.

둘째, 정부장학생파견사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파견규

모를 확대하며 해외유학 효과를 높일 것이다. 정부장학생파

견 규모는 2015년에 25,000명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된다. 국가에서 가장 필요한 최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해외 최

고 명문 대학 위주로 유학을 보낼 것이다.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국제규칙에 익숙한 첨단 인재들을 양성할 것이다.

셋째, 자비유학생들에 대한 제도(서비스와 지도 등 포함)의 

개선을 강화한다. 자비유학생이 많아지고 구성도 복잡해지

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점검해 자비유학시장

을 재정비해야 한다. 유학정보를 올바르고 신속하게 제공하

고 자비유학생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자비유학 중

개업계 조직을 조성하여 업계 자율성과 업계에 대한 지도감

독을 강화할 것이다. 자비유학생장학금제도를 개선하여 우수

한 자비유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

이다. 해외유학 중점 국가의 주재 관리자들을 전문가로 양성

하여 자비유학생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학생활

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애국심을 가지는 우수한 인재가 

되도록 지도할 것이다. 

넷째, 우수 해외유학 인재의 귀국을 장려한다. 해외유학생

들과의 연락과 연계를 강화하고 인재유치에 관한 정책을 적

극적으로 홍보하며, 특히 첨단분야의 인재들이 귀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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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만들어야 한다. 유학 귀국 관련 업무의 현황을 점검하여 

‘춘휘계획’과 ‘유학귀국인원연구착수기금’ 관리규정을 재정비

하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해외유학 우수인재를 귀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Ⅴ. 중국인의 한국유학  

한·중 양국이 1992년에 수교한 후 20년 동안 양국 간의 

빈번한 고위층 교류가 이뤄졌고 전략적 소통과 정치적 상호 

신뢰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양국 정부, 정당, 매체, 민간

단체 등의 다차원적인 대화 교류의 장은 나날이 활기를 띄어 

사회 각계의 소통은 매우 긴밀하며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

계로의 발전은 더욱 견고하고 우호 협력관계의 발전방향은 

더욱 확고해졌다. 교육교류 역시 전례 없는 활기를 띠며 지속

적으로 상호 이해와 우익을 다지고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유

학생교류의 파트너가 되었다.한국정부에서 외국인유학생 유

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획기적인 유학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지난 수년 간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중국학생이 급격히 증가

했다. 한국의 교육통계분석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인유학생은 2005년 6,926명에서 2012

년 36,116명으로 5배나 증가하였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어학연수생을 포함한 중국인유학

생수는 수 천 명 내지 만 명 단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약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온 중국인 어

학연수생은 11,986명으로 전체 어학연수 외국인학생의 50%

이며, 4년제 대학 이상 학위과정생은 30,417명으로 전체 학

위과정 외국인유학생의 84%를 차지했다. 중국인유학생이 졸

업한 후 본국귀국, 국내취업, 국내진학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데, 귀국한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으나 2007년에 60.9%에서 

2012년 49.3%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 진학자 비율도 

2007년 32.4%에서 2012년 17.2%로 감소하였다. 이같은 변

화에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졸업 후 국내 취업자의 

비율이 2007년 6%에서 2012년 30%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2010년부터 시행한 유학생 졸업 후의 구직비자 정책

의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중국인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졸

업 후 진학하거나 취업해서 한국사회의 일원이 되어 많은 분

야에서 활약하고 한국인과 같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한·중 

양국 간의 민간우호와 교류증진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유학생의 성공적인 유치에 이어 2011년에 한국정부

는 외국인학생의 관리 및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대학평가제

와 외국인유학생관리평가제를 비롯한 유학생 관련 정책을 수

정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대학입학자격에 대한 

규정, 장학금제도, 졸업자격에 대한 규정 등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고 대학들이 규정에 따라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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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대한 체류관리 및 교육품질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

도록 하는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유학생 

수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교육품질이나 관리체계는 향상될 것

이며 국가 차원에서 유학생사업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한·중 양국 정부 모두 중국학생의 한국유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수준 높은 국비장학생을 선

발하여 한국에 보내고 있으며, 자비유학생들에 대해서도 정

확하고 유용한 유학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혜택으로 자비유학

을 장려하고 있다. 국가유학기금회가 자비유학생을 대상으로 

'우수자비유학생장학금사업'을 비롯한 여러 장학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유학 중인 많은 우수한 자비유학생들이 

선발되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마음놓고 공부에 매진하도록 

격려를 받고 있다. 

이 모든 인재들은 향후 한·중 양국 각 분야의 교류와 협

력에 있어서 크고 작은 역할과 공헌을 할 것이 분명하다. 한

국정부에서도 외국인학생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

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외국인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글로벌센터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지방

자치단체에서 외국인학생들을 상대로 각종 행사를 개최해 왔

으며 신규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충청북도 및 강원도 도청에서 ‘중국유학생축제’나 

‘중국유학생의 날’ 등의 행사를 열어 유학생들의 가족이나 본

국 대학 관계자들까지 초청하였다. 이러한 다함께 즐기는 축

제를 통해 중국학생들과의 친목을 도모하여 학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여러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중국유학생들

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중국학생들의 국내

취업을 유도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한국어에 능숙하고 

한국을 잘 아는 중국의 우수인재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Ⅵ. 맺음말

2013년 11월 12일 중국공산당의 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

체회의(3중전회)는 ‘개혁의 전면적 심화에 관한 중대 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위원회의 결정’의 채택과 함께 성공적으로 폐

막되었다. 이 문건은 정치, 경제, 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중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교육 분야

의 종합적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교육부는 이미 내부에서 교육개혁의 심화

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2014년도의 업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교육 분야의 국

제교류와 협력은 중국 교육부에서 매우 중요시 여기고 중점

으로 추진해 온 사업인 만큼 앞으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 많은 

국가들과 더 우호적이고 더 효율적인 학생 교류의 국면이 형

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인의 한국유학이 이처럼 빠른 속

도로 큰 발전을 하게 된 것은 한·중 양국 수교 이후 거둔 우

호 협력·교류의 성과 중에서 매우 빛나는 부분이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양국 간의 인문적 우호 협력·교류의 필

연적 산물이자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정부의 외국인학생 유치 및 교육에 대한 열정과 확실

한 지도감독 하에, 한국의 국제적 교육수준의 향상은 물론, 

한국에서 양성한 많은 중국인재들은 분명 지한파, 친한파가 

되어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

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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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연구관

어릴 적 ‘소련’은 무서운 나라였다. 

공산국의 맹주로서 북극곰처럼 크고 강한 나라. 

영하 수십 도까지 내려가는 날씨에 모피코트를 입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이 추운 나라.

그리고 선혈을 연상시키는 ‘붉은 광장’

그 나라에 한국어가 눈꽃처럼 피어나고 있다. 

Ⅰ. 러시아 - 먼 나라에서 이웃 나라로 

올해 1월 30일 오후 4시. 전 국민은 TV와 각종 방송매체를 

통해 남해안 조그만 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

에 집중하고 있었다. 바로 ‘나로호’의 성공적인 발사였다. 우

주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자 우리 땅에서 우리 발

동토(凍土)의 땅 모스크바에 
한국어가 꽃 핀다

Worl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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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토(凍土)의 땅 모스크바에 한국어가 꽃 핀다

사체를 쏘아 올리는 기념비적인 일이었다. 발사 성공과 함께 

다음날 새벽 3시 28분 나로과학위성은 국내 지상국과 최초 

교신을 성공하면서 우리의 오랜 숙원은 이루어졌다. 온 국민

이 기뻐하고 있는 그 순간 조용히 기뻐한 나라가 또 하나 있

었다. 러시아였다. 사실 나로호 발사의 운명 공동체가 러시아

였던 것이다. 우주개발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국가 간 기술이

전 금지로 인해 러시아기술자들은 나로도에서 우리 기술자들

과 함께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값진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1990

년 10월 한국과 당시 소련은 국교를 수립하였고, 그 후 소련

의 해체와 러시아연방공화국으로의 변화는 한·러 간에도 많

은 변화를 가져왔다. 1992년 11월 러시아 연방의 초대 대통령

인 보리스 옐친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러 기본관계조약 및 

3개 협정을 체결하였고, 1994년 6월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러

시아를 답방하여 양국 간의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3개 협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2006년에는 미하일 예피모비치 프라드코프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여 가스산업협력협정, 우주기술보호협정, 관용여권사

증면제협정, 산림협력약정, 대한무역진흥공사-러시아경제특

구청 간 협력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08년에 와서는 양국관

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

적 해결 등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

였다. 또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한반도 도입 문제를 협의하

는 등 경제통상, 극동 시베리아 자원 및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최근엔 기업들이 러시아로 

진출하고 있다. 삼성과 LG는 다리를 무상제공하기도 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러시아는 

극동 아시아에서 동부 유럽까지 펼쳐져 있다. 1924년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에서 1990년 고르바초프의 냉

전종식에 따라 1991년 12월 31일 소련이 해체, 독립국가가 되

었다. 정식 명칭은 러시아 연방(Russian Federation)이다. 

북쪽으로는 북극해, 동쪽으로는 태평양과 접하고 있다. 남쪽

으로는 북한·중국·몽골·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그

루지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서쪽으로는 우크라이나·벨

라루스·라트비아·폴란드·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핀란

드·노르웨이 등과 붙어 있다. 넓은 땅과 함께 풍부한 지하

자원은 러시아의 축복이지만 다양한 인종은 러시아의 통합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개방·개혁의 기치 아래 러시아로 출발

한 이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1999년

부터 국가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실

정이다. 

Ⅱ. 러시아 교육제도 

러시아 교육제도는 구소련 시대의 교육체제를 근간으

로 유지하면서 최근 교육개혁 조치로 유럽 등 국제표준

에 근접하는 교육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본적

으로 교육의 다양화, 개별화 및 민주화를 교육목표로 추구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초·중·고·대학)도 러시아 법령

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된다. 크게 일반교육(초·중·고교, 

Secondary Education), 전문교육(Initial And intermediate 

Education, Professional) 그리고 고등교육(대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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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Education) 세 가지 부문으로 대별된다. 

일반교육은 초등·중등교육을 포함하는 11학년제로 운영되

고 있으며, 11학년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

은 국립과 사립대학으로 구분되며 대학설립 허가(Licensing)

와 정부의 인증(Accreditation)을 필요로 한다. 

학생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장학생을 선발하고 납입금을 

납부하는 유료학생도 함께 선발하고 있다. 최근 들어 대학의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학비 인상률이 증가하고 있다. 국립대

학들(State Universities)은 국가의 부문별 인력 양성, 배치 

계획에 의해 설립, 운영되어 왔으며, 종합대학교(University)

는 지역 단위로 설립, 운영되어 국가, 지역별 기초인력 양성

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타 대부분의 대학들은 단일 계열(경

영, 공학, 지질, 물리, 음악, 체육 등)의 전문분야별로 특성화

가 비교적 잘 되어 운영되고 있다. 

7세 이하의 아동은 유아반, 유치반 등 연령별로 구분, 운영

하고 있으며, 지역 내 유치원에 무상 입학이 가능하다. 학교

는 일반적인 초·중등학교와 예능 및 외국어 분야를 비롯하

여 영재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학교 및 장애인 학교, 기술

학교 등이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 5~6월경에 2~3주

간에 걸친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의 마이스터고처

럼 중등직업기술학교는 2~3년 과정의 농공업분야 기술 또는 

약 100여 가지의 직업전문 기술을 지도하며, 일반학교 8학년

을 이수한 학생들이 진학한다. 졸업 후 최소한 직장에서 2년

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대부분 대학의 수학연한은 5년이며, 최근 모스크바대학 등 

다수 대학들은 대학과정 4년, 석사 2년제를 운영하기도 한

다. 대학은 4년제와 5년제 학사과정을 스스로 결정하여 운영

할 권한을 갖고 있다. 4년제 대학을 마친 경우 학사학위(B. 

A), 5년제 대학을 마친 경우 스페셜리스트학위(준석사 과정

에 해당)를 수여받는다. 준석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한국의 

대학원 석사과정에 일반적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대학 형태는 종합대학(University)과 계열별로 특성화된 

단과대학(Institute 와 Academy)으로 구분되며 종합대학은 

지역별로 주요 도시에 위치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종합대학

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기초인력을 양성하고 단과대학은 전

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전문분야별로 특성화가 잘 

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대학설립, 졸업장 수여권한, 입

학정원 등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어 명문대학 인기학과(경영, 

경제, 법학 등) 입학의 경우 고교과정부터 입학전형 준비를 

해야 하며, 대학의 재정확보 필요성과 맞물려 기부금 입학이 

실시되기도 한다. 

러시아 교육법에서는 대학교육을 ‘경쟁에 의한 무상교육ʼ으

로 규정하며, 학기 중에 군대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대학생

들의 병역을 면제해 주고 있다. 대학원은 석사,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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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지며 2~4년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후 종합시험

과 논문이 통과되면 박사학위(Kandidat, 칸디다트)를 받는

다. 칸디다트 이후의 학위는 “Doctor 학위로서 우리나라의 

Post-Doc과정에 해당되며, 오랜 기간 직장에서의 전문 연

구 활동을 거친 후 대개 40세 이후에 수여 받게 된다. 러시

아에서 교원이 되기 위해선 우리처럼 초등의 경우 교육대학

(Pedagogical college, 2-3년)을 나와야 하고, 중등교원이 

되기 위해선 사범대(Pedagogical University, Institute, 

Academy)나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Ⅲ. 유럽지역에서 유일한 인가된 
한국국제학교

1990년 한·러 수교 이후 모스크바 지역에 교민들과 각 기

업체의 주재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러시아에도 

한인 자녀들의 모국이해교육, 현지적응교육, 국내연계교육을 

제공할 기관의 필요성이 커졌다. 모스크바한국학교는 이러한 

교육적 요구에 따라 1992년 개교했다. 그 후 지금까지 21회에 

걸쳐 졸업생을 배출했다. 현재 유치원을 포함한 초등학생 90

여 명이 한국의 교육과정과 더불어 러시아 현지에 맞는 글로

벌교육(영어, 러시아, 예술문화 등)을 받으며 자라고 있다.  

“한국 초등교육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모스크바

의 문화·예술 환경을 접목해 한국을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 

양성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민들이 국제

학교나 현지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오직 교육의 품질을 믿고 

한국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의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

니다.”

모스크바 한국학교 이희권 교장의 말이다. 모스크바 중심

부에서 서쪽으로 치우친 쿤제프스카야 지하철역에서 자동차

로 10여 분 달리면 유럽지역의 유일한 교육부 인가 초등교육

기관인 모스크바한국학교(교장 이희권)가 나온다. 이 교장은 

학부모들과의 원만한 교류와 소통을 위해 과감히 교장실을 

없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상담실을 마련했다. 대신 자신은 

행정실에 책걸상을 놓고 일한다. 타국에서 학부모들이 갖는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감은 국내보다 훨씬 크다며, 이 불안감

을 해소시키기 위해 학부모 쉼터까지 갖췄다. 세심한 배려를 

통해 학교 문턱은 낮추고 학부모 편리성은 높인 것이다. 매달 

학생들의 활동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학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동영상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 이 교장은 “학교 2층 중심부에 학교도서관을 배치했다. 

교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독서습관을 길러주는 것이다. 

독서습관이 자리 잡으면 장래 진로교육에도 큰 도움이 된다. 

아이들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내부를 설계했다.”고 설명

했다. 또 학년별 필독도서를 100권씩 선정해 권장하는 한편, 

독서인증제 도입 등 다양한 독서활동을 펴고 있다. 도서실에

는 어린이 수준에 맞는 위인전기부터 인문·문학서적까지 약 

1만5천여 권의 양서들이 갖춰져 있어 학생들 뿐 아니라 한인

사회의 문화충전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Ⅳ. 기초학력 탄탄…3개 국어 술술 

 모스크바한국학교는 배움을 위한 도전, 타인을 위한 배려, 

미래를 위한 창의를 모토로 하여 바른 인성과 학력 신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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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국의 교육과정을 거의 그대로 따르되 현지 실정에 맞도

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학년 당 학생 수가 적게는 4

명에서 많게는 14명에 불과해 기초학력 책임지도가 완벽하

게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이 바이올린, 독서

논술, 태권도, 영어, 미술 등 다양한 방과후 교실을 개설해 학

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다. 신효지(초등) 양은 

러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라왔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누구보다 확고하다. 왜 러시아학교에 다니지 않고 한국학교

에 다니느냐고 묻자 신 양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학교에 다

니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되레 반문한다. 방동훈(초등) 군은 

2학기에 전학을 온 경우다. 군인인 아버지를 따라 러시아에 

왔지만 이미 3년 전에도 러시아에 머물다 간 이력이 있어 그

리 낯설지 않다. 방 군은 “모스크바한국학교에 다니다가 한국

에 돌아가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다시 러시아에 와

서 한국학교에 다니니까 친숙하고 반갑다.”고 말한다. 

모스크바한국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들이 모두 3개 국

어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한국어 교육

과 함께 영어, 러시아어 교육을 강화하다 보니 졸업시점에는 

자연스레 3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이 학교는 4, 5학년 단

계에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한다. 

교과과정의 절반 이상(53%)을 영어로 진행하며, 5학년의 

경우 원어민(Magaret kirkov)을 담임교사로 배치해 영어 사

용을 일상화했다. 기타학년에서도 주당 7시간 이상 원어민 

강사가 영어를 지도한다. 또한 현지 적응을 위해 체계적인 러

시아어 교육에도 정성을 쏟는다. 6학년은 현지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단계라 선택 집중 노어교실을 운영한다. 유치원의 

경우 주 1시간, 1~2학년 주 2시간, 3~6학년 주 3시간씩 꾸

준히 러시아어를 가르쳐 현지 적응을 돕는다.

유치원생과 초등생 둘을 둔 신정은 씨는 “한국학교에 부족

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만족함을 드러낸다. “결혼과 동시에 

러시아에서 거주하다 보니 아이들이 부모의 나라를 모르거나 

부모와 괴리감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했다. 

한국학교 덕분에 아이들이 한국인으로서 교육받고 자랄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한다. 먼 타국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학

부모들에게 모스크바한국학교는 든든한 의지처이다. 뿐만 아

니라 학부모의 요구는 그때그때 수용되고 적극 반영된다. 학

부모들을 위해 매주 두 차례씩 노어 강좌를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박은희 씨는 남편이 주재

원으로 발령받으면서 러시아에 체류하게 된 경우다. 박 씨는 

“외국생활을 하면서 한국학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무엇보다 한국의 역사와 사회 등

을 배우니 귀국 후에도 학교 적응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될 것

으로 기대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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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0년 더부살이 벗어나 
독립 교사(校舍)시대 열다

사실 모스크바한국학교가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오

랜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 근 20년간 변변한 학교건물도 없

이 제652번 유치원과 제1086번 한민족학교의 공간을 빌려 사

용해 왔다. 모스크바한국학교 건물 매입은 전 문진철 교장 재

직 시 추진이 시작됐다가 이원우 총영사가 러시아 교육부와 

시청 등을 상대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극적으로 타

결됐다. 이원우 총영사와 대사관 직원들은 교민사회와 한국

계 기업을 상대로 모금을 시작했고 모금액 5억 원과 교육부

의 지원금 95억 원을 합쳐 학교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다. 한

국 교민들의 오랜 바람과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부의 지원이 

결국 2012년 3월 제2의 개교라 할 수 있는 현재의 톨부히나 

시대를 연 것이다. 유치원생과 초등생 자녀를 둔 김강희 씨

는 “남편은 아이들을 국제학교에 보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이 한국말을 쓰고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한국학교를 선택했다. 그렇지만 의무교육인 초등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연간 3,000~4,000달러의 부담을 지우

고 있어 같은 한국인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 특히 먼 타국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특

별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한국학교에 근

무하는 교사들은 대개 본국에서 고용 휴직한 현직교사들이

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도전의식에서 러시아를 찾았지만, 모

스크바의 턱없이 높은 집값과 생활비 때문에 1년 만에 귀국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교사들의 잦은 전근으로 인해 학부모

와 학생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아쉬움이 크다. 이곳 아이들은 

가르치는 만큼 다 흡수하는 스펀지와 같다. 교사를 믿고 따르

는 아이들의 순수함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있다.”는 

한 교사의 말이 가슴 아프다. 교사 봉급의 절반 가까이가 주

거 임차비로 소비되다 보니 교사의 사명감에만 호소하는 것

도 한계라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대사관에 근무하는 신미경 교육관은 “모스크바한국학교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취약하지만 정부지원 예산은 타 한국학교

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독립 교사(校舍)를 얻

은 이후 운영비가 크게 증가했으나 국가의 운영지원비는 그

대로라 부득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늘려야 할 처지이다.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도 높은 만큼 한국학교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투자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한다. 새로운 터전에서 더 큰 도약을 꿈꾸는 모스크바한

국학교는 현재 절박한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학

생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운동장을 조성하는 일이요, 둘째

는 유·초등과정 밖에 없어 진로불안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

해 중학과정을 개설하는 일이다. 동토 위에 한국교육의 꽃을 

피워 온 이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화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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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교육분야 예산과 
교육공약 이행 전망

글

•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Ⅰ. 서론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세상

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라는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

서 25가지의 교육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

부는 2013년 3월 28일 대통령에게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이라는 교육부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고하였고, 기획

재정부는 2013년 5월 31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

를 열어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공약가계부’)’을 발표하고 공약이행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교육공약 중에는 ‘제도 개선’과 같이 재정지원 없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육공약들은 재정지원을 필요로 한

다. 따라서 예산안을 분석하고, 재정수입을 전망해 보면 공약

의 이행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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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일부 공약사업이 반영되기는 했지만, 박근혜정부의 공

약사업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예산은 2014년 예산안이다. 따라

서 2014년 교육예산안을 분석한 후, 교육공약의 이행가능성을 

전망해 볼 필요가 있다.

Ⅱ. 2014년 교육부 예산안 개요

교육부가 배포한 2014년도 교육부 예산안 보도자료(2013.9. 

26.)에 의하면, 2014년도 교육부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 53

조 8,264억 원보다 5,397억 원이 늘어난 54조 3,661억 원으

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41조 4,589억 원(지방교육재정

교부금 41조 2,932억 원 포함), 고등교육예산 8조 4,556억 원, 

평생·직업교육예산 5,307억 원 등이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2013년 41조 2,286억 원과 비

교하여 2,303억 원(0.6%)이 늘었으며, 내국세의 20.27%와 교

육세 전액으로 확보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지방세) 인하와 이에 따른 지방자

치단체 세수 결손분 보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국세)의 3%를 

지방소비세로 보전하기로 하고, 내국세 수입 증가율이 둔화됨

으로써 2013년보다 2,313억 원(0.6%) 늘어나는데 그쳤다. 교

육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 등에 따라 발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지방소비세 재원인 부가가

치세의 5%를 2014년에는 3%p 인상하여 8%로 조정할 계획이

어서 부가가치세 3%의 20.27%인 약 4,000억 원의 교부금 결

손이 생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을 통해 지방자

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여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히

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하여 주요 정책과

제인 3~5세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

입,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등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교육 정상

화에 우선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내 돌봄 기능 강화

를 위해, 2014년부터 초등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 

교실을 확대 제공할 예정이며, 아울러 일반고에서 학교별 특

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

선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유아단계에서의 교육기회를 보

장하기 위해 2013년부터 3~4세까지 확대·적용한 누리과정

도 계속 지원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4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임기 내 완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은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지원하

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 세출구조조정, 특별교부금(국가시책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재원

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내

놓은 것은 아니다.

<표1> 2014년도 분야(부문)별 교육예산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 원) 

사업구분
2013년

2014년
계(B)

증△감
(A-B)

%
본예산 추경 계(A)

▣ 예산+기금 53,706,250 120,156 53,826,406 54,366,100 539,694 1.0 

▣ 예산 49,674,014 120,156 49,794,170 50,311,401 517,231 1.0 

▣ 기금 4,032,236 - 4,032,236 4,054,699 22,463 0.6 

 ▒ 교육분야 49,519,329 110,156 49,629,485 50,545,712 916,227 1.8 

•유아 및 
   초중교육

41,228,579 - 41,228,579 41,458,917 230,338 0.6 

•고등교육 7,497,609 67,056 7,564,665 8,455,547 890,882 11.8 

•평생·
   직업교육

700,237 43,100 743,337 530,737 △212,600 △28.6 

•교육일반 92,904 - 92,904 100,511 7,607 8.2 

 ▒ 과학기술분야 398,236 10,000 408,236 - △408,236 순감

•기술개발 341,998 10,000 351,998 - △351,998 순감

•과학기술
    연구지원

56,238 - 56,238 - △56,238 순감

 ▒ 사회복지분야 3,788,685 - 3,788,685 3,820,388 31,703 0.8 

 
※ 주 : 총지출 기준으로 예산의 경우 내부거래를, 기금의 경우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을 제외한 금액

※ 자료 : 교육부(2013). 201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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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예산은 2013년 대비 8,909억 원(11.8%) 증액한 8

조 4,55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증액분의 상당 부분이 장학금 

관련 예산이다. 

‘국가장학금’은 2013년보다 4,100억 원(14.8%) 늘어난 3조 

1,850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은 당

초 계획 2014년보다 1년 늦춰 2015년까지 완성하겠다고 하

였으며, 셋째아이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 예산으로 신입생분 

1,225억 원이 반영되었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은 512

억 원이 늘어난 1,943억 원을 반영하였다. 

이 외에도 BK21 플러스사업에 232억 원 증액된 2,973억 

원, 대학교육 역량강화사업에서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ACE)으로 239억 원이 분리되면서 145억 원이 줄어든 648

억 원,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에 175억 원이 줄어든 573억 

원,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입학사정관제도 도

입 지원사업을 개편)에 15억 원 증액된 410억 원,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52억 원 감액된 

1,931억 원,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 사업에 8억 원 증액

된 27억 원,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 건립 사업의 조사·설계

비로 20억 원을 반영하였다. 평생·직업교육은 특성화고 장학

금 2,010억 원의 지방비 이관 등에 따라 전년보다 2,126억 원 

감액된 5,307억 원을 편성하였다.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 사업에 전년보다 86억 원 증액된 141억 원을, 특성화 전

문대학 100개교 육성 사업에 129억 원이 늘어난 2,669억 원을, 

행복학습지원센터 지원 사업에 19억 원을, 평생학습 포털 구축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에 13억 원을 반영하였다.

Ⅲ. 2013년 대비 예산규모 변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이 2,313억 원임에 비해 지방교

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한 유·초·중등교육 재원이 2,303억 원 

증액되었으므로 유·초·중등교육 관련 국고보조금은 10억 원 

삭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창의적 

인재육성 등 5개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동한 신규사업 예산이 

199억 원이므로 2013년에 비해 삭감된 유·초·중등교육 관

련 국고보조금 규모는 209억 원이다. 평생·직업교육분야 국

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던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지원(학비지

원)사업(사업비 2,010억 원)이 종료되면서 교부금사업으로 이

양되었으므로 교부금 증액분에서 그만큼 공제해야 한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삭감분 209억 원, 특성화고 학비지원 

사업비 2010억 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2014년에 늘어나

는 유·초·중등교육 재원은 94억 원에 불과하다. 물론, 지방

소비세 확충과정에서 재원 조정을 통해 약 4,000억 원의 

결손액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형태로 보전될 것

으로 전망된다.

고등교육 재원은 2013년 대비 8,909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과학기술분야로 지원되던 R&D 예산이 교육분

야로 이동해 온 예산이 3,556억 원에 이르므로 순증액은 5,353

억 원에 불과하며,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사업비로 증

액된 5,560억 원을 제외하면 다른 고등교육재정사업비는 오히

려 207억 원이 감액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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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예산안에 반영된 교육공약

1. 유·초중등교육 관련 공약의 예산 반영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하여 주요 정책과제

인 3~5세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등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나, 현

재로서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집계되지 않았고, 집

계된다 하더라도 예정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바탕으

로 예산안이 편성되고 특별교부금에 의한 사업비는 당초 예산

에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공약사업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예산은 2014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며,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면서 

3~5세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일

반고 교육역량 강화 등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밝혀진 상황이다. 

매년 3조 원 이상 늘어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혀 늘

어나지 않은 상황(지방소비세 확충에 따른 시·도세전입금 보

전 예정액 약 4,000억 원 별도)에서 공약가계부에 반영된 3~5

세 누리과정 지원과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등에만 1조 원이 추

가로 소요되고 인건비 자연증가분(호봉승급분)이 6,000억 원

에 이르는 상황에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공약사업이 제대로 

반영될 지 의문이다.

시·도교육청들이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려운 상

황이라는 사실은 누리과정 지원사업에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시·도교육청이 2014년에 대통령 공약으로 예정되

어 있었던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22만 원→24만 원)이 보류하였고, 상당수의 시·도

교육청이 지원사업비를 수요의 80%만 편성하고 나머지 20%

는 2014년말에 정리 추경을 하면서 불용액으로 대체한다는 방

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2. 고등교육 관련 공약의 예산 반영

고등교육관련 공약 중 WCU-BK21 후속사업, 국립대학 자

원관리선진화시스템 구축사업, 사립대학 기숙사 융자지원 사

업,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최근 5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이하로 

인하하여 실질 이자 부담 완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의 군

복무기간 이자 면제,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 대학생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등의 공약

사항은 이미 2013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다. 2014

년 교육예산안에 반영된 교육공약은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

(ACE),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 국립대학 혁신 지원, 

지방대학 특성화,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 사업 등이다. 

다음 <표 2>는 고등교육공약 관련 연도별 교육예산 변화를 정

리한 것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업은 명

칭을 바꾸어 신규사업인 것처럼 포장하였으며, 사업을 분리하

거나 통합하였고,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사업예산은 국가장

학금만이 확실하게 증가하였고, 대부분의 사업비는 전년도보

다 늘어난 경우에는 약간 늘었고, 공약사업으로 재포장하면서 

오히려 사업비가 줄어든 경우도 있다. 교육계가 공약사업을 요

구할 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해당 사업

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요구와 다른 하나는 해당 사업을 

통해서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다. 그런데 고

등교육관련 공약이 반영된 예산안을 보면 대부분 사업 분리 또

는 통합, 명칭변경을 통해 공약사업이 반영되었고, 신규사업으

로서 사업비가 순증된 사업은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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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고등교육공약 관련 연도별 교육예산 변화

(단위 : 억 원) 
사업명

2012
본예산

2013
추경예산

2014
예산안

비고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

391 395 410
사업명 변경 :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지원→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

BK21 플러스 사업 (156) 2,741 2,974

• 사업명 변경 : WCU-BK21 
후속사업→BK21 플러스 사업

• 이공학교육 활성화 사업 중 
미래 기초과학 핵심리더 양성 
(36억원)→Bk21 플러스 사업

대학교육 역량 강화 780 793 648

•  수도권 ACE대학(239억 원) → 
학부교육 선도대학육성(ACE)

• 교육역량 강화 : 539억 원 
(30교)→633억 원(30교)

학부교육 
선도대학육성(ACE)

(747) 573

2013, 지방대학 
경쟁력기반 확충사업 중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
수도권 ACE 대학

대학 구조개혁 지원 80 179 68

사업 분리 : 대학 구조개혁 
지원사업 중 국립대학 운영 
성과목표제(100억 원)→
국립대학 혁신 지원

국립대학 혁신 지원 (100) 100 대학 구조개혁 지원사업에서 분리

국립대학자원관리
선진화시스템

- 40 40

지방대학 특성화 1,792 1,984 1,931
사업명 변경 : 지방대학 경쟁력 
기반 확충→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 사업(광특)

257 276 276
사업명 변경 : 지역 기초연구 
활성화→지역혁신 창의인력양성 
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LINC) 육성(광특)

1,700 2,460 2,467
사업통합 : 산학연계형 산업인력 
양성사업 통합(73억 원)

에듀21 기숙사 
지원 사업(기금)

550
847
(127)

60

사업 분리 및 사업명 변경 : 
사학시설 민자사업-에듀21 
기숙사 지원(127억 원)→에듀21 
기숙사 지원 사업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기금)

(720) 865

사업 분리 및 사업명 변경 
: 사학시설 민자사업-
행복(공공)기숙사 지원 등(720억 
원)→행복기숙사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810 1,431 1,943

한국장학재단 출연 1,593 2,215 1,942

국가장학금 지원 17,500 27,750 33,075

사업명
2012

본예산
2013

추경예산
2014

예산안
비고

중소기업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규)

- 100 100

대학중심의 
평생학습활성화 
지원

85 354 181

세계로 프로젝트
(신규)

- - 31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 조성

9 14 13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8 55 141
사업명 변경 : 자격제도운영 
시스템 개선→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학교기업 지원 사업
(광특)

130 123 110
사업명 변경 : 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학교기업지원 사업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 사업
(광특) 

2,340 2,540 2,669
사업명 변경 :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특성화 
전문대학 100개 교 육성 사업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광특)

120 250 195

※ 자료 : 교육부(2013). 201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Ⅴ. 교육공약의 이행가능성 전망

1. 유·초중등교육 공약의 이행가능성

2012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 결산

액은 54조 9,341억 원으로, 대부분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

자치단체 일반회계 이전수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2년 이월

금 수입은 4조 8,330억 원(순세계잉여금 2조 4,328억 원)으

로, 2011년 5조 2,674억 원(순세계잉여금 2조 4,291억 원)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세출 결산액과 비교해 

보면, 지방채상환액을 제외하고 2013년으로 이월된 금액은 4

조 4,193억 원(순세계잉여금 2조 408억 원)이다. 2012년 지방

교육 재원의 88.2%(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하면 96.7%)가 국세 

또는 지방세 수입을 기반으로 확보되는 재원이다. 고교무상교

육이 시행될 경우, 1조 740억 원의 교수-학습활동 수입 대부

분을 확보할 수 없어서 조세관련 수입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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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월사업비 2조 4,002억 원, 순세계잉여금 2조 4,328억 원

은 세입에 포함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세입이 아니므로, 불

경기로 내국세 규모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지방채 발

행 밖에 없다. 2012년 세출결산액은 인건비 29.9조 원(59.3%), 

학교지원 11.9조 원(23.6%), 자산취득비 5.2조 원(10.4%), 물건

비 1.5조 원(3.0%), 이전지출 1.0조 원(2.0%), 상환지출 0.9조 

원(1.8%)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환지출의 경우, 인위적인 세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며, 이전지출(누리과정 지원비 포함)은 

늘어나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

고, 물건비도 1.5조 원(3.0%)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정의 여지가 

적으며, 설령 조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교육복지공약 재원 마

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건비와 자산취득

비, 학교지원비를 줄여야 하는데, 비정규직 증가로 인건비는 오

히려 늘어날 전망이며, 일시적으로 자산취득비를 줄일 수 있으

나 나중에 한꺼번에 목돈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학교

지원비를 줄일 경우 교육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여의치 않아 보인다. 일부에서는 불용액이 연간 2조 원에 이르

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불용액이 발생하는 시·도

교육청 예산의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불용

액 비율이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경우 3.6%이나 지방일반자치단

체의 경우 4.1%에 이르며, 국가는 2.1%(교부금 및 교부세 불용

을 포함할 경우 2.7%)로서 지방교육자치단체만의 문제는 아니

며, 구조적으로 시·도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

부금이 확정되면 매년 6, 7월경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

며, 이때 회계연도와 학년도의 불일치로 나타나는 새로운 교육

재정 수요를 반영하게 되는 바, 불용액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중요한 가용재원으로 활용된다. 불용액이 지나치게 줄어들 경

우 추가경정예산의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2013년 내국세 세수의 결손으로 인한 교

부금 감손액이 2.9조 원에 이를 전망이라는 것이다(국회 예산

정책처, 2014년 예산안 분야별 분석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규정에 의하면 정산을 다음다음연도 교부금 산정 시에 하도

록 되어 있는데, 2015년 교부금 산정 시에 2.9조 원을 감액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2015년 교부금 예산은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2014년보다 줄어들 것이 확실시 된다. 공약가

계부에 의하면, 2015년 예산은 2013년 예산보다 2.4조 원 순증

되어야 하는데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진다면 2015년 예산에서

도 교육복지공약은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표3> 2012년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

(단위: 억 원, %) 

박근혜정부 교육분야 예산과 교육공약 이행 전망

재원별 세입 결산액 구성비 성질별 세출 결산액 구성비

중앙정부이전수입 393,985 71.7 인건비 299,150 59.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2,488 71.4 교원 179,824 35.7

국고보조금 1,497 0.3 행정직 27,117 5.4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90,633 16.5 기타직 13,305 2.6

지방교육세전입금 54,458 9.9 복지후생지원 35,687 7.1

담배소비세전입금 5,367 1.0 사립학교교직원 43,217 8.6

시·도세전입금 18,198 3.3 물건비 14,940 3.0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3,479 0.6 이전지출 9,944 2.0

비법정이전수입 9,131 1.7 자산취득 52,244 10.4

시·도교육비
특별회계부담수입

63,405 11.5 토지매입비 7,904 1.6

교수-학습활동수입 10,740 2.0 시설비 41,320 8.2

행정활동수입 221 0.04 자산취득비 2,721 0.5

자산수입 1,334 0.2 기타자산취득비 299 0.1

이자수입 1,967 0.4 상환지출 8,985 1.8

잡수입 등 813 0.1 지방교육채 1,148 0.2

이월금 등
(순세계잉여금)

48,330
(24,328)

8.8
(4.4)

민자사업지급금 7,837 1.6

지방교육채 339 0.1 학교지원 118,999 23.6

주민(기관)부담금 등 기타 979 0.2 공립학교 90,502 17.9

사립학교 27,572 5.5

기타 925 0.2

예비비 및 기타 78 0.0

합   계 549,341 100.0 합  계 504,340 100.0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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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교육 공약의 이행가능성

고등교육 재정은 중앙정부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재원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지금 단

계에서 공약이행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 2014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어도 2015년 이후 반영하면 되기 때문이다. 고

등교육 재정을 전망할 때,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고등교

육 재정 규모를 2017년까지 GDP 대비 1%까지 확충하겠다는 

공약과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2014년에 완성하겠다는 공

약이다.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자료(2013.3)에 의하면, 소득연계

형 반값등록금을 2014년에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4년 예산안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 2015년까지 완성하는 것

으로 바뀌었다. 2014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교육부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 비율을 53.1%로 추정하고 있어서 2015년에

는 반값등록금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통령 업무보고자료에는 2013년 고등교육 재정 규

모가 GDP 대비 0.84%라고 전제하고, 2014년에 0.90%로 확

충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2014년 예산안에는 고등교육 재정 

GDP 대비 비율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GDP 규모를 얼마로 추

정하느냐에 따라 확보해야 할 고등교육재정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14년 고등교육 예산이 당초 계획한 대로 GDP의 

0.9%에 도달한 것인지를 성급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만, 0.9%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반값등록금을 얼마로 볼 것인지, 고등교육 재정을 

GDP 대비 1%까지 확충한다고 할 때 기준에 포함되는 재원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으며, 추가재원없

이 기존 사업을 조정하여 공약을 이행할 경우, 아랫돌 빼서 윗

돌 괴는 식의 공약 이행이라는 대학들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

울 것이다. 고등교육 공약의 경우 이행시기는 조정될 수 있지

만 대부분 이행될 것으로 보이나, 공약사업 이면에 있는 재원

확충 의도를 무시하고 재원확충 없이 사업분리나 명칭변경, 사

업 통폐합을 통해 공약이 이행되는 것을 교육계가 과연 공약이

행으로 봐줄 지는 의문이다.

Ⅵ. 맺음말

선거공약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공약일 수밖에 없지만, 교

육공약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교육계의 기대

와 거리가 있다.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없이 공약을 이행하

겠다는 원칙이 바뀌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전망해 볼 때, 교육

공약의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유·초·중등교육의 경우, 

재원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재원 없이 공약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며,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미래 세대에게 부

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교육공약을 달성하는 방법은 최악의 

정치적 선택이 될 것이다.

고등교육 공약은 거의 대부분 이행될 것으로 보이나, 추가재

원 없이 사업조정으로 공약사업이 추진될 경우, 정치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고등교육 재정 GDP 1% 

확보라는 공약이 정치권에게는 족쇄가 될 수 있겠으나, 고등교

육 재정 확충이 고등교육재원 총량 규모의 증가 없이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라면 고등교육 재정이 GDP 

1% 수준으로 확보돼도 고등교육의 발전과는 무관한, 그들만의 

공약이행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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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교육지표는 그 포괄하는 대상에 따라 개인, 교육기관, 국가 교

육시스템 전체의 현재 상황과 미래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계

기판(barometer) 이자, 방향키(navigator) 역할을 한다. 한 국

가 내에서 선정된 핵심 교육지표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각 국의 

교육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고, 국제적 수준에서

의 비교를 통해 다른 나라와 견주어 얼마나 우위에 있는지를 알

려주기도 한다. OECD는 이러한 교육지표의 국내·외적 중요

성을 인식하고, 1988년 6월부터 교육지표사업(INES: INdica-

tors of Education System)을 추진하였고, 4년 뒤인 1992년에 

Education At a Glance(EAG)라는 결과물을 최초 출간하였다.

OECD 교육지표로 본 한국교육과 세계교육

글

•
엄문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국제교육통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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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OECD 교육지표사업에 1995년부터 참여하기 시작하

여, 2013년 6월에 발간된 제20판1) EAG까지 17년에 걸쳐 OECD 

교육지표사업에 한국자료를 수록하였다. 이하에서는 발간 20년

을 맞은 EAG에 수록된 교육지표의 구성체계 소개와 최근 5년간 

발표된 EAG의 공통 교육지표 분석을 통해 세계 속의 한국교육

의 위상과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Ⅱ. OECD 교육지표의 구성

OECD 교육지표사업은 각 국가의 2~3년 전 데이터를 매년 

EAG에 수록한다. 가령, 2013년 EAG에 수록된 데이터는 2012

년에 제출된 2011년 재정 외 데이터와 2010년 재정 데이터를 바

탕으로 국제비교를 위해 교육지표의 구성 체계별로 가공된 것

이다. 재정 데이터는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장표에 기입하는 방

식을 취하므로 재정 외 데이터에 비해 기준연도가 1년이 늦어

지게 된다.

EAG에 수록된 교육지표들은 아래의 <표 1>에서 나타난 프레

임 웍을 기준으로 배치된다. 우선, 좌측의 첫 번째 열은 교육체

제를 구성하는 요소들 또는 교육체제 그 자체를 의미한다. 교육

참여자, 교실로 대표되는 교육환경, 학교와 같은 교육제공자, 

전체 교육체제가 모두 교육과 관련된 요소가 된다. 두 번째 차

원으로 첫 번째 행은 교육체제의 구성요소를 2×2 매트릭스로 

배치하는 선행조건 및 제약조건, 정책적 수단 및 맥락, 그 결과 

발생하는 성과로 구분된다. OECD 교육지표사업에서는 모든 교

육지표를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차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구성

체계 내에 배치시킨다. 이에 더해, 교육지표의 수준들은 ① 교

육성과와 여건의 질, ② 교육성과의 평등과 교육기회의 균등, ③ 

자원관리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의 세 가지 정책적 쟁점과 시간 

차원(time perspective)의 기준에서 교육체제 전체의 역동적인 

발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1> OECD 교육지표 구성체계 및 정책적 쟁점

구분

1.  교육과 학습의 
결과와 성과

2. 교육성과를 
조성하는 정책적 
수단과 맥락

3. 정책의 전후관계를 
설정하는 
선행조건과 
제약조건

Ⅰ.  교육과 학습 
참여자

1.Ⅰ 개인적 
교육성과의 
질과 분배

2.Ⅰ 개인의 태도, 
참여, 행동

3.Ⅰ 개별 학습자의 
배경 특성

Ⅱ. 교육환경 1.Ⅱ 교육 전달의
질

2.Ⅱ 교수법, 
학습실행, 
교실분위기

3.Ⅱ 학생들의 
학습조건과 
교사들의 
근무조건

Ⅲ. 교육제공자 1.Ⅲ 교육기관의 
성과와 교육적 
성취

2.Ⅲ학교환경과 
조직

3.Ⅲ 교육제공자들과 
교육제공자 
집단들의 특성

Ⅳ. 전체
교육체제

1.Ⅳ 교육체제의 
전반적인 성취

2.Ⅳ 전체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 
자원배분, 정책

3.Ⅳ 국가의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인구통계학적 
상황

정책적 쟁점 /
시간 차원

① 교육성과와 여건의 질 ② 교육성과의 평등과 교육기회의 균등 
③ 자원관리의 적절성과 효과성 

Ⅲ. 최근 5년간 OECD 교육지표의 
     주요 결과

OECD 교육지표사업의 결과물인 EAG에서는 교육지표가 위

의 구성체계의 2×2 매트릭스의 하나 이상의 영역을 포괄하도

록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A장의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

효과는 교육의 성과 측면이지만, 구성요소 측면에서는 교육참

여자와 교육제공자를 모두 포괄하며, B장의 교육에 투자된 재

정 및 인적자원은 정책적 수단이자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

는 선행조건의 측면이기도 한 것이다. 

1) EAG가 발간되지 않은 1999년을 제외하고 매해 발간되어 2013년 6월에 제20판 EAG가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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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최근 5년간 EAG에 수록된 데이터(기준연도 2007~ 

2011년)를 제시하고 있다. 각 장별 공통 교육지표의 최신 수준을 

5년 전인 2007년 기준 데이터로 비교하여 어떤 교육지표에 대

해 한국교육이 강점과 약점을 보이는 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한국교육이 세계 속에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어떠한 부

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 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표 2> 최근 5년간 공통 교육지표 

교육지표 구분 2007~2011 공통 교육지표

chapter A.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 효과

고등교육 이수율

교육수준별 성인인구의 고용률/실업률

chapter B.
교육에 투자된 재정 및 인적자원

GDP 대비 정부 및 민간의 공교육비 부담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고등교육 단계 정부지출 공교육비

chapter C.
교육에의 접근, 참여와 발달

취학률

외국인 학생 비율

chapter D.
학습환경과 학교조직

교사의 급여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

교사의 수업일수 및 순 수업시간

1.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 효과

가. 고등교육 이수율

한국의 중등교육 이수율은 거의 100%에 근접하여 지표의 의

미가 시계열적 비교 차원에서는  없어진 반면, 고등교육 이수율

은 연령별로 한국 교육체제의 성과지표가 될 수 있다. 성인인

구(25~64세) 전체에서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최근 5년간 계속 

OECD 평균에 비해 7~8% 수준까지 상회하고 있으나, 45세 이

후의 중년층에서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여전히 OECD 평균에 비

해 9%까지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의 중년층 고등교육 이

수율 지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될 것이다. 

2007 2011 2007 2011 2007 2011 2007 2011 2007 2011

25~6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한국 35 40 56 64 40 49 21 28 11 13

 OECD평균 28 32 34 39 29 34 25 28 2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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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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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령별 성인인구(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 추이

나. 교육수준별 성인인구의 고용률/실업률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고용률은 높고 실업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고용률 지표는 2007년에 비해 2011년에 남성의 경우 모든 교

육수준에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여성의 고용률은 2011

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단계에서 OECD 평균보다 

7.5~18.7%p 낮은 것으로 나타나 5년 전 수준에 비해 향상되

지 않았다. 

교육수준별 성인인구의 실업률은 2007년의 전문대학 남성

의 실업률을 제외하고, 2007년부터 5년간 모든 교육단계에서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고용률 지표와 반대로 여성의 실업률이 OECD 평균과 더 큰 

차이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여성의 경

우 모든 교육단계에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교육성과

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는 고용률 지표는 우리

나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여성 경제참여 비율이 OECD 국가

들에 비해 여전히 낮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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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에 투자된 재정 및 인적자원

가. GDP 대비 정부 및 민간의 공교육비 부담 비율

2010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교육단계에서 

GDP 대비 정부/민간 공교육비 부담 비율은 OECD 평균을 기

준으로 민간부담이 1.9%p 높은 반면, 정부부담은 0.6%p 낮게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5년 전에 비해 민간

부담분은 0.2%p 줄어들었고, 정부부담분은 0.2%p 그 간극이 

늘어난 수치이다. 초·중등교육에 비해 고등교육의 민간부담

분이 상대적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높으며, 이는 5년 전에 비

해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7 2011 2007 2011 2007 2011 2007 2011 2007 2011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

 한국 74.0 58.1 72.0 55.6 81.6 57.8 81.4 58.7 84.8 56.5 83.7 57.7 89.7 61.9 90.1 58.4 88.7 60.9 89.6 61.7

 OECD평균 63.1 38.5 59.1 36.7 73.7 50.8 68.7 47.7 83.7 67.0 80.5 65.2 88.1 79.2 85.7 77.1 89.7 79.9 88.2 79.0

(단위 : %)

 한국     OECD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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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7 2011 2007 2011 2007 2011 2007 2011 2007 2011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

 한국 3.2 1.3 3.2 1.4 3.4 1.9 3.9 2.0 3.8 2.5 3.7 2.9 4.8 3.1 3.6 4.0 2.5 2.3 2.6 2.5

 OECD평균 10.1 13.1 14.0 13.5 8.8 10.2 13.0 12.6 4.4 5.7 6.8 7.7 3.3 4.0 5.6 5.8 3.8 3.7 4.3 5.0

(단위 : %)

 한국     OECD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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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교육수준별 성인인구(25~64세)의 실업률 추이

[그림 2] 교육수준별 성인인구(25~64세)의 고용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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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담

민간
부담

정부
부담

민간
부담

정부
부담

민간
부담

정부
부담

민간
부담

정부
부담

민간
부담

정부
부담

민간
부담

2006 2010 2006 2010 2006 2010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전체

 한국 3.4 0.9 3.4 0.9 0.6 1.9 0.7 1.9 4.5 2.9 4.8 2.8

 OECD평균 3.4 0.3 3.7 0.3 1.0 0.5 1.1 0.5 4.9 0.8 5.7 0.9

6.0

5.0

4.0

3.0

2.0

1.0

0.0

(단위 : %)

 한국    OECD 평균

[그림 4]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추이

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2006년 회계연도 대비 2010년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

은 그 규모면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들 모두 향상

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고등교육 단

계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에 비해 약 70% 수준

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등교육 단계에서도 학생 1

인당 공교육비 수준은 5년 전에 비해 OECD 평균과 약 1.000달

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6 2010 2006 2010 2006 2010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한국 4,935 6,601 7,261 8,060 8,564 9,972

 OECD평균 6,437 7,974 8,006 9,014 12,336 13,528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

(단위 : $)

 한국    OECD 평균

[그림 5]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추이

다. 고등교육 단계 정부지출 공교육비

고등교육 단계의 정부지출 공교육비를 100으로 보았을 때, 한

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교육기관 직접지출이 80%를 훨씬 

상회하고 이러한 경향은 5년 전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교육기관 직접지출과 민간부분 정

부보조금 비율을 약 8:2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고등

교육 단장학금을 비롯한 가계지원 비율이 좀 더 증가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위 : %)

 민간부분 정부보조금     교육기관 직접지출120.0

100.0

80.0

60.0

40.0

20.0

0.0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2006 2010

[그림 6] 고등교육 단계 정부지출 유형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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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에의 접근, 참여와 발달

가. 취학률

취학률 지표는 교육에의 접근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이

다. EAG에 수록된 취학률 지표는 연령별로 제시되는데, 의무 

또는 무상교육의 학령기와 일치하는 5~14세와 15~19세 연령의 

취학률은 5년 전에 비해 큰 변동은 없으나 OECD 평균 취학률

과 비교할 때, 한국은 5~14세의 취학률이 99.1%로 거의 100%

의 완전 취학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 2011 2007 2011

5~14세 15~19세

 한국 95.7 99.1 86.8 86.5

 OECD평균 98.6 98.6 81.5 83.8

(단위 : %)

 한국     OECD 평균120.0

100.0

80.0

60.0

40.0

20.0

0.0

[그림 7] 연령별 취학률 추이

나. 외국인 학생 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은 한국의 교육발달 수준을 간접적으로 보

여주는 지표이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외국인 학생의 유

학에 대한 유인가(예, 특정 학문분야의 비교우위)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OECD 평균 수준에 비하면 아직 개선의 여지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 2011 2007 2011 2007 2011 2007 2011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및 석사
박사과정 전체 고등교육

 한국 0.6 0.3 1.1 2.2 5.5 7.5 1.0 1.9

 OECD평균 5.9 3.8 8.8 7.1 20.4 19.6 8.7 7.0

25.0

20.0

15.0

10.0

5.0

0.0

(단위 : %)

 한국     OECD 평균

[그림 8] 고등교육기관 재학 외국인 학생 비율 추이

4. 학습환경과 학교조직

가. 교사의 급여

학생의 수준이 교사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통념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교사의 급여는 미국 달러기준으로 2011

년 기준 초임교사를 제외하고 15년 경력교사와 최고호봉 교사 

모두 OECD 평균수준에 크게 상회하고 있다. 다만, 그 격차는 5

년 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이견의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으

로 높은 교사의 급여 수준은 질 높은 교사의 충원에 큰 유인가

로 작용할 수 있고 교육기관과 학생들의 교육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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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11 2007 2011 2007 2011

초임 교사 15년 경력 교사 최고호봉 교사

 한국 31,717 27,581 54,798 48,251 87,745 76,528

 OECD평균 28,687 28,854 39,007 38,136 47,747 45,602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

(단위 : $)

 한국    OECD 평균

[그림 9]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의 급여 추이

나.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

대표적인 학습환경 지표로서 EAG에서 수록되고 있는 것이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 지표이다. 

2011년 기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9.6명, 중학

교 18.8명, 고등학교 15.8명으로 OECD 평균(초등학교 15.4명, 

중학교 13.3명, 고등학교 13.9명)보다 각각 4.2명, 5.5명, 1.9명

이 많게 나타나고 있으나, 5년 전에 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

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2007 2011 2007 2011 2007 2011 2007 2011

취학전 단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국 18.7 16.3 25.6 19.6 20.5 18.8 16.2 15.8

 OECD평균 14.9 14.4 16.0 15.4 13.2 13.3 12.5 13.9

30.0

25.0

20.0

15.0

10.0

5.0

0.0

(단위 : 명)

 한국    OECD 평균

[그림 10] 교사 1인당 학생 수 추이

학급당 학생 수 지표는 OECD 평균과 비교하여 좀 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단계에서 그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년 전과 비교할 때, 초등

학교는 4.7명, 중학교는 1.6명의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하여 학

급당 학생 수 지표가 약간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7 2011 2007 2011

초등학교 중학교

 한국 31.0 26.3 35.6 34.0

 OECD평균 21.4 21.2 23.9 23.3

(단위 : 명)

 한국     OECD 평균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그림 11] 학급당 학생 수 추이

다. 교사의 수업일수 및 시간

교사의 수업일수 및 순 수업시간 지표로 본 학습환경은 학생

의 학습시간과 교사의 근무시간 수준을 모두 제시한다. 다만, 

학생들이 정규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수업시간만을 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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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으로 고려하는 EAG 지표의 특징상 한국 학생들의 실질적

인 학습량을 제시하는 데에는 교사의 수업일수 지표와 비교할 

때 한계가 존재한다. 한국 교사의 수업일수는 2011년 기준으로 

초·중·일반고 모두 OECD 평균보다 약 25일 가량 많은 것으

로 나타났고, 이는 5년 전에 비해 15일 정도 늘어난 것이다. 

수업
일수

순
수업
시간

수업
일수

순
수업
시간

수업
일수

순
수업
시간

수업
일수

순
수업
시간

수업
일수

순
수업
시간

수업
일수

순
수업
시간

2007 2011 2007 2011 2007 2011

초중학교 중학교 일반고

 한국 204 755 220 812 204 545 220 621 204 480 220 609

 OECD평균 187 798 185 790 186 709 185 709 184 653 183 664

(단위 : 일, 시간)

 한국    OECD 평균90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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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교사의 수업일수 및 순 수업시간 추이

Ⅳ.  나오며 : OECD 교육지표로 본 
     한국교육의 방향

OECD 교육지표사업은 한국교육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

여 현재의 위상을 파악하게 하고, 향후 취약한 교육지표 영역을 

발견하여,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한국이 1995년부터 OECD 교육지표사업에 

참여한 이후, 우리나라 교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괄목할 만

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2013년 발표된 EAG 상에 나타한 

한국교육의 지표들은 5년 전과 비교할 때, 여전히 개선의 여지

가 있는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

우선, 교육지표를 구분하는 4개의 장별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

면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 교육에의 접근에서 한국교육

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2011년 또는 2010년 회계기준으로 교육에 투자된 재

정자원, 교육의 발달, 학습 환경 등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한국교육은 GDP 대비 공교육비 부

담 비율에서 5년 전과 비교하여 여전히 민간부담의 비중이 높

고,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고등교육 단계로 갈수록 OECD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여성들은 고등학교 

단계 이상에서 남성에 비해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고, 이는 상

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국가적 지원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육은 외국인 학생 비율에

서 알 수 있듯이 교육의 개방화 및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며,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집중적인 개선

이 필요한 취약 지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미 PISA나 TIMSS와 같은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연구에서 

한국은 상위 1~3위를 놓치지 않는 높은 성과를 보여 왔음은 전 

세계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한국의 높은 교육성

과와 개인의 학습효과는 어찌 보면 비용 대비 그 효율성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효과의 비가시성과 비긴급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외양적 교육성과에 걸맞는 교육의 기본적 여건 확충

에 한국교육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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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아이들, 실태와 대책

Ⅰ. 학교 밖 아이들 : 개념 및 실태

1. 학교 밖의 청소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사회와 학교에서는 그동안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만 

관심을 집중해 왔다. 학교를 그만 두고 떠나는 아이들 혹은 학

교에 속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

홀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현재 약 28만 명의 아이들이 학

교 밖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윤철경 외, 2013), 이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 연령의 아이들은 의무교육 단계로서 당연히 교육

받을 기회를 누려야 함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업을 중

EDUCATIONAL DEVELOPMENT 93



정 I 책 I 과 I 현 I 장

2013  +  Winter94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을 제어해줄 수 있는 중요한 보호요인으

로서, 학교라는 제도적 시스템이 작동하여야 한다(차명호 외, 

2009). 학업 밖 아이들이 모두 위기청소년이 되는 것은 아니지

만, 위기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청소년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중요한 문제

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학교 밖 아이들 실태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가 없기 때문

에 청소년에 해당하는 인구와 학교에 소속된 학생 수를 근거

로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수를 추정한 연구로는 윤철경 외(2013)의 연구를 주목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아래 <표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2년 

출생인구 중 학령인구(7,126,098명)에서 각급학교에 재학 중

인 학생 수(6,721,176명)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학교 밖 청소년

의 인원수를 404,922명으로 산출하여 보고하였다. 추가적으

로 해당 기간 해외유입으로 인한 증가인구를 고려한 뒤, 각종

학교 등 기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그리고 현재 평생교육시

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유학·이민자, 해외이주·파견동행

자·직업훈련기관 재학자, 보호관찰, 소년원, 소년교도소, 장

기입원자 등에 존재하고 있는 청소년 등을 제외하면, 공식적 

통계로는 파악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 총 278,260명인 것

으로 추정되었다. 이들은 순수 취업,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무

업자(은둔형, 배회형), 학원(검정고시나 직업훈련) 및 기타 시

설을 통해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로 추정되고 있으

나 현재 이들의 실태는 ‘블랙박스’처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

운 것이 현실이다.

단한 아이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보호받지 못할 경우에는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고, 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재교육시키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야 하는 상황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으로서 학

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일반적

으로 학업중단자를 지칭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입학여부를 기

준으로 의무교육기관에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자’, 입학 후 학

업을 중단한 ‘재학 중 학업중단자’,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

은 ‘미진학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김성기, 

2013). 법령상 개념을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등교

육법」 제2조에 따라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

는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과, 초

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취학하지 않

은 청소년,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

하는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청소년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

석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화두가 되고 있는 위기청소년

은 대부분 학교 밖 아이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기청소년’이란 일련의 개인적 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행동

이나 심리적으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교육

적 개입이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으로, 가출, 학업중단 및 실업, 폭력, 성매매, 약물오남

용 등의 비행 및 범죄,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장애, 자살의 위험

이 높은 청소년들을 의미한다(구본용 외, 2005). 이러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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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학교 밖 청소년 인원 추정

구 분 인 원

해당 연령 인구(A) 7,126,098

재학 학생(B) 6,721,176

학교 밖 청소년(C=A-B) 404,922

● 해외 유입 인구 :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D) 6,914

● 기타 학제 학생 수(E) 
     (특수학교, 공민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등)

50,231

● 기타 사유 학생 수(F)
     (평생교육시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유학, 이민, 
    보호관찰, 소년원, 소년교도소, 장기입원자 등)

83,345

미파악 학교 밖 청소년(C+D-E-F) 278,260

최근 교육부(2013)는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12학년도

(’12.3.1~’13.2.28)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 현황조사 결과

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학업중단 학생은 총 68,188명이며, 재

적학생 수 기준 학업중단율은 1.01%로 나타나 미국 7.4%(’10

년), 독일 6.5%(‘10년), 일본 1.3%(’11년)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학업중단비율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16,828

명(0.57%), 중학교는 16,426명(0.89%), 고등학교는 34,934명

(1.82%)으로서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비

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업중단 학생 수는 2008학

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각각 71,769명, 61,910명, 76,589

명, 74,365명으로 나타나 전체 재적 학생 수 기준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1%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Ⅱ. 학교 밖 아이들 : 사유 및 원인

교육부(2013)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학년도에 발생한 학

업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학업중단자 16,828명

의 중단 사유는, 취학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외출국 7,636

명(45.38%), 질병 10명(0.06%), 기타 면제 266명(1.58%) 등

이었으며, 취학의무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유예는 미인정 유학 6,502명(38.64%), 기타 유예자 1,657명

(9.85%), 장기결석 530명(3.15%), 질병 174명(1.03%), 발육부

진 53명(0.31%) 등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학업중단자 16,426

명의 사유는 취학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해외출국 2,195명

(13.36%), 기타 면제 201명(1.22%), 질병 15명(0.09%) 등이

었으며, 유예의 경우, 미인정 유학 5,206명(31.69%), 3개월 

이상 무단 장기결석 4,985명(30.35%), 기타 유예자 3,196명

(19.46%), 질병 623명(3.79%), 발육부진 5명(0.03%) 등이

었다. 

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의 경우, 2012학년도 

전체 재적 학생 수는 1,920,087명이며 학업중단자는 34,934

명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사유에 있어서, 자퇴 33,553명

(96.05%) 및 퇴학 1,045명(2.99%)이 대부분이었으며, 의무교

육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면제 14명(0.04%), 유예 

322명(0.92%)으로 나타났다. 자퇴 사유는 학교 부적응(학업관

련, 학교규칙, 대인관계, 기타 부적응)이 17,454명(49.56%)으

로 가장 많았고 조기진학, 종교, 방송 등의 자발적 학업중단 사

례가 7,967명(22.81%), 해외 출국 4,376명(12.53%), 경제사정

이나 가정불화로 인한 경우가 2,327명(6.66%), 질병 1,429명

(4.09%) 등이었다.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자퇴 중에서는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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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유가 9,887명으로 나타나, 자퇴하는 경우의 반 이상이 

학업 부적응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퇴학 사유는 주로 학칙 위반 

918명(2.63%), 학교폭력 127명(0.36%)이었다.

강태훈과 박주호(2013)의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정규학교를 떠나게 되는 원인은 

청소년복지센터에 있는 아이들과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있

는 아이들에게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나 자

신이 원해서’ 학업을 중단하였다고 응답하는 비율(각각 62.5%

와 54.3%)이 가장 높았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매

우 대조적인 경향을 보였다. 전자의 경우 본인이 학업중단을 

원한 세부적인 이유로 ‘지나친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라든가 ‘놀고 싶어서’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달

리 말하여 ‘학교 및 학업에 대한 부적응’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

는 주된 이유임을 의미한다. 후자의 경우 ‘내 특기나 소질을 살

리려고’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아 대조를 이루었다. 학업중단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서 ‘가정문제나 가정의 요구’가 의미하는 

바 역시 두 집단에서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자에서는 ‘집

안 경제사정의 어려움’, ‘가정불화’, ‘가정에서의 방임·학대·

폭력’, ‘가족들의 의견·바람’ 등이 고루 나타난 반면에, 후자

에서는 주로 ‘가족들의 의견·바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학교 문제’ 역시 전자에서는 ‘학교·선생님이 싫고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다수(53.7%)에 의해 선택되었지만, 후

자에서는 ‘학교에서 해주지 않는 새로운 교육을 받고 싶어서’라

고 응답한 경우(53.2%)가 많았다. 이를 통해 청소년지원시설

에 있는 청소년과 대안교육시설을 다니는 청소년들은 학업중

단 이유가 명확히 다름을 알 수 있다.   

Ⅲ. 학교 밖 아이들 : 예방과 지원

1. 학업중단 조기발견 및 체계적인 예방시스템 구축

학업중단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학업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근

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학업중

단 예방 정책이나 제도는 사전에 학업중단의 징후나 위기요인

을 체계적으로 발견하고 대처하기보다는 학교에서 폭행이나 

장기결석 등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야 대처하는 정책들이었다

고 할 수 있다. 학업중단 숙려제도와 같은 조치는 매우 유의미

하지만 이것도 사안 발생 후의 조치라 할 수 있다. 

사전에 학업중단의 징후나 중단요인을 감지할 수 있는 학교 

부적응 진단도구를 개발하는 등 위기학생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학업중단 

대책은 이러한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호주 빅토리아주의 교육부(Depart-

ment of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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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기학생(disengaged students) 진

단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Student Mapping Tool”은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종합하여 위기학생을 판별할 수 있는 진단체제

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2. 질 관리에 기반한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 제공

많은 대안학교들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의

한 각종학교로서의 법정 대안학교도 있지만 사회에서 통상적

으로 말하는 대안학교는 법령상 대안교육시설을 포함하여 지

칭하고 있다. 평생교육시설 중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대안

교육기관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교육기관에 대해 최소한

의 질적 관리를 하거나 구체적 기준에 의한 평가인증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어떤 교육

적 성과를 얻고 있는지, 혹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학생들이

나 학부모, 교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객관적

으로 알 수 있는 평가결과가 없다. 물론 평가가 교육의 과정

을 획일화하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지만 각 대안학교들이 어

떤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떤 성과를 낳고 있는지에 

대해 그 시설에 자녀를 보내고 있거나 앞으로 보내고 싶은 수

요자들에게 제공할 정보를 만들어 내고 있지 못한 것은 문제

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위탁교육도 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

는다면 학교에서 보내진 아이들이 교육적인 기회를 잃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에 맞는 다양

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대안교육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 안 학교(School Within-

a-School)’ 프로그램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안에 특별한 필요를 가진 학생들을 위하여 다소 독립적인 

행정체제, 인력 및 시설을 배치하고 독특한 학업 및 사회성 프

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학교 안의 대안교실(Alterna-

tive Classroom) 운영 확대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

째, 대안교육을 위한 공립학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3

년 현재 5개(서울다솜학교, 인천해밀학교, 인천한누리학교, 경

기새울학교, 충남여해학교)의 공립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

다. 최근에 한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립 특성화고를 설치하면서 

부지와 건축비를 포함하여 총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된 

바 있다. 대안교육의 특성상 소규모 학교로 운영되므로 학생정

원은 전교생 120명 내외이다. 일반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

용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재정여건과 성과를 모

두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

째, 위탁교육기관의 확대와 질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위

탁교육은 정규학교와 달리 다양한 기관이나 시설들이 그 역할

을 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학습시스템’으로서의 ‘민·

관 협력형 대안학교 모델’을 제공한다는 의의도 있다.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제 구축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은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가 많다. 숙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서부터, 교육적 기회

가 단절된 아이들까지 다양하다. 이들에게 체계적 지원을 제공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

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아웃 리

치(outreach)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의 위기 징후를 조기

에 포착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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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물론이고 여

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노동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되

지 않은 부처가 거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정책들이 다소 분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나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상담기관이나 

프로그램들이 제각각 실행되고 있지만 부처 간 연계가 부족하

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이나 학업중단자의 통합적인 접근이 이

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교 내에서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관리하고, 대안적 교육경

험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학업중단이 초래되지 않도록 교육

부와 교육청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단 학교 밖

으로 나간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교육적 경험이 최대한 계속되

고 보호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교 안과 밖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연계되어 

어디에서든지 원하는 교육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

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학업중단의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별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업중단의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부의 활성화 등 사회적 

참여 유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학업중단 예방 컨설팅, 캠페인 전개, 상담 지원 등의 활동

에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학업중

단의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지속과 사회적 자립을 위해서는 다

음 두 가지 방향에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학업중

단 청소년들에 대해 통합적으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제도

가 더 많이 확충되어야 한다. 

학교중단을 결심하고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보호와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 

‘학교 부적응 학생 관리카드’와 연계하여, 학업이 중단된 시

점부터 시·도교육청에서 대상 학생에게 사전에 제공을 동의

한 개인 정보를 통해 이메일,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

여 수시로 진학·취업 훈련·취업 등 진로정보를 제공해야 한

다. 복학 및 편입학, 청소년 지원기관, 검정고시, 취업훈련기

관, 취업연계 등 관련 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는 시·도교육청별 ‘학업중단 학생 지원’ 전담부서 신설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이 독

립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자립지원도 확대되어

야 할 것이다. 

현재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허브기관인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는 2013년 현재 19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를 모

든 기초 지자체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

며, 청소년 쉼터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성별, 유형별 청소년

쉼터를 지역에 균형 있게 확대하여 배치하고, 민·관협력을 통

한 쉼터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거리배회·가출 청소년의 이용

률을 제고해야 한다. 

4.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종합관리체제 마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여러 정부 부처가 나름대로의 대책



EDUCATIONAL DEVELOPMENT 99

학교 밖 아이들, 실태와 대책

학업중단 예방 강화

 위기학생의 조기 진단 

체제 구축
 학업중단집중지원학교 지정

및 학업중단 예방지원 강화
 학생 맞춤형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 제공

 대안교실 운영
 대안교육을 위한 공립학교

확대
 위탁교육기관의 확대와 

질관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불법행위 예방 체제 구축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통합적 학습지원체제 구축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종합관리 체제 마련

 (중앙수준) 가칭‘학업중단예방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방수준) 지역 학업중단예방 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밖청소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그림1]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Ⅳ. 시작하는 결론

현재 학교 밖에 있지만 소재파악이 안 되는 청소년이 약 28

만 명으로 추산된다. 학교 안에 있는 학생 중에서 학교를 그만

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학생은 40.3%로 나타났다(한유경 

외, 2012:102). 이 중에서 학교를 그만두려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학생도 상당수 있고, 실제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경쟁에 맞춰져 있고, 이에 따라 교육정책도 

소외 받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소홀히 대해 왔던 것이 사

실이다. 최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진 것

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학교의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와 학교 밖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

가족부가 함께 고민하고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는 모습도 매

우 반가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체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학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지

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재정적 지원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말아야 하는 것도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 지원 초기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 관심이 절대적인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국가적 차원의 교육원조 뿐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에

서도 해외 교육기부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함께 이러한 현상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많

은 청소년들이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해외로 보내는 정

성의 일부라도 국내의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쏟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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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안산원곡초등학교(이하 ‘안산원곡

초’)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학교다. 올해 

2학기에 재학 중인 이 학교 다문화 학생은 237명이다. 전체 

재학생이 407명이니 절반을 넘는다. 반월·시화공단 등으로 

외국인들이 많은 안산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특이한 수치라

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부모 중 적어도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를 다문화 학

생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따지면 올해 전국 초·중·고교의 

다문화 학생 수는 55,767명으로 전체 학생의 0.86%다. 안산

다문화 학생이 전체 재학생의 절반을 넘는 다문화 교육 1번지

안산원곡초등학교

글

•
이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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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곡초는 평균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는 셈이다. 안산원곡초 

다문화 학생들의 출신 국가도 광범위하다. 이 학교 다문화 학

생들 부모의 출신 국가는 중국, 필리핀, 러시아 뿐 아니라 우

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등 15개 국가에 달한다.

안산원곡초를 다문화 학생이 많은 평균에서 벗어난 특수

한 학교라고만 봐야 할까? 전문가들은 조만간 다문화학생의 

수가 1%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문화학생 수가 점

차 증가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취학 연령 학생 수는 점

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수는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90년대 후반부터 늘어난 결혼 이주 여성의 자녀들이 취학 

연령이 된 것이 주된 원인 중 하나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인

구는 5094만 8272명(올해 1월 기준)이며, 이 중 외국인 거주 

인구는 144만 5631명으로 전체 인구의 2.8%다. 이런 추세를 

볼 때 안산원곡초는 미래 우리나라 교육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실험실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빠른 적응 위해 특별학급 운영…
예·체능은 일반교실서 수업

 안산원곡초는 성공적으로 다문화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상

징적인 곳이다. 히잡을 쓰고 운동장을 달리거나 식사시간에 

돼지고기 대신 다른 반찬을 찾는 것은 안산원곡초에서는 흔

한 풍경이다. 피부색이 다른 다문화 학생이 유창한 한국어

로 대화를 하고, 수업을 듣는 것을 아이들도 어색하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지난 9월 안산원곡초를 방문해 다문화 교육 

1번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봤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안산원곡초의 교육방식이다.

지난 3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던 6학년 2반 이 안드레이

(13)군은 학교에서 잘 적응한 경우로 학교에서 알려준 경우

다. 최근엔 다문화 학생이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를 미리 배

우는 등 준비를 많이 하고 온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안

드레이는 한국어를 배우지 못하고 온 케이스였다. 알파벳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초등학생을 데리고 미국 등으로 이민 갔

을 때 아이가 느낄 당혹감과 비슷할 것이다. 안드레이는 전

학 첫날 “끔찍스러웠다.”고 했다. “(점심)밥을 먹는 동안 기

분이 좋았다. 집에 갈 시간이 점점 다가왔으니까.”라고 소감

을 썼을 정도다. 안산원곡초는 이와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학급(온누리반)을 운영한다.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중

도 입국하여 한국어가 서툰 학생들을 위한 특별학급이다. 체

육과 음악, 미술 과목처럼 비교적 적응이 쉬운 수업은 일반 

학급에서 모두가 함께 공부한다. 한편 국어와 사회 등 비교

적 어려운 수업은 특별학급에서 공부한다. 이런 다문화 학생

들에겐 개별 시간표가 따로 있다. 선진국에서 이민자들을 위

해 특별학급을 운영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안드레이는 하루

에 2시간 정도는 3층에 있는 온누리반으로 가서 한국어를 배

운다. 안산원곡초는 수준와 나이 등으로 분류해 한 반에 15

명 내외로 총 3개의 특별학급을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효과적이다. 반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안

드레이는 정반대로 변했다. “집보다 더 재미있기 때문에 학

교에 일찍 온다.”고 했다. 간단한 한국어는 이해할 수 있게 

됐고, 매주 화·목요일엔 학교 축구교실에 참여해 실력을 뽐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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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반은 다문화 학생들을 다른 반으로 편성하는 것과는 

다르다. 일부 수업은 다문화 학생이 아닌 학생들과 함께 배운

다. 교사들은 오히려 온누리반 교육의 핵심은 다문화 학생이 

아닌 학생들과 함께 배우는 시간이라고 지적한다. 무턱대고 

분리 교육만 시키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9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전학 온 한 다문화 학생은 6학

년 2반이면서 온누리반에 편성됐다. 일주일 지난 체육 시간, 

이 학생은 T-ball(룰을 쉽게 한 야구) 수업을 특별반이 아닌 

학생들과 같이 했다. 한국말을 못해도 체육 수업은 문제가 없

기 때문이다. 이날 큰 안타를 친 학생은 반 아이들의 칭찬을 

들었다. 이 일로 안산시 초등학교 대항 학교 대표로도 뛰게 됐

다. 한국말이 안 되기 때문에 분리 수업만 이뤄졌다면 이 같은 

짜릿함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언어보다 중요한 것은 적응력 신장’…
대부분 빠른 적응 보여

교사들은 다문화 학생들의 적응력을 보고 놀랐다고 했다. 

한국어를 배우지 않고 한국에 온 중도 입국 아이들이라도 1

년 정도 지나면 어지간한 한국어 의사소통엔 문제가 없다. 오

히려 모국어를 잊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2009년 특별학급

을 처음 만들었을 땐 다문화 학생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오

랜 기간 머물게 했지만 최근에는 가능하면 일찍 ‘특별학급 졸

업’을 권장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일반 학

급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좋은 자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언어보다 중요한 것은 적응력 신장’이다. ‘서

바이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문화 학생은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거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선입관이 우리 사회에 존재

한다.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진 않지만 반대로 공

부를 잘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3년 전 중국에서 온 한 학

생은 지난 학기 전 과목 100점을 받았다. 지난해는 루마니아 

출신 학생이 전교 부회장을 맡았다. 

한 교사는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를 가르친

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이곳에선 익숙한 일.”이라

고 했다. 한 다문화 학생은 “어려운 말은 영어를 조금 섞어

서 하거나 보디랭귀지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면 정확히는 몰

라도 대부분 이해될 때가 많다.”고 했다. 수학은 숫자와 기호

로 대략 이해를 할 수 있고, 음악도 입 모양을 보고 줄곧 따

라 할 수 있다.

이런 학교 문화는 다문화 학생이 아닌 아이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다 보면 국적과 출신을 떠나 곧 친해

지고 분위기에도 잘 적응하곤 한다. 학생들끼리 서로 돕는 모

습도 자주 눈에 띈다. 다문화 학생들과 함께 배우면서 오히려 

한국 학생들에게 좋은 효과도 있다고 한다. 한 특별학급 담

당 교사는 “한국어를 잘 모르는 아이들과 학교생활을 같이하

면서, 외국인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외국어를 더 배

우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예전 대원외고 등을 취재할 때처럼 학생들이 외국인에 대

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쉬는 시간

마다 복도에선 중국어, 러시아어가 들리는 만큼 자신을 객관

화해 볼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실제 다문화 학생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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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도 많다. 다문화 학생이 많다고 하지

만 아시아권에서 온 학생들은 언어 구사, 외모 등에서 한국

에서 태어난 학생과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학

교 교사들도 “다문화 학생이 많다고 하는데 물어보기 전까

지는 다문화 학생인지도 몰랐던 학생이 많았다.”고 입을 모

아 이야기한다.  

15개 문화권의 학생이 함께 수업 … 
급식, 역사교육 등 세심한 배려 필요 

물론 부수적인 문제는 있다. 15개 문화권의 학생이 모이

다 보니 급식이 문제였다. 이슬람권에서 온 아이들은 돼지

고기를 먹지 않고, 인도권에서 온 아이들은 쇠고기를 금기시

한다. 지난해부터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대체 반찬’을 공

급하고 있다.

한국의 역사, 애국심 등을 가르쳐야 하는 사회 시간은 교

사들을 고민스럽게 한다. 정명복 교사는 “6.25 전쟁을 설명

하는 시간에 중공군이 참전하는 대목이 나올 때 당황스러웠

다”고 했다. 중국 학생들은 중국이 6.25 전쟁에 참전해 도와

줬다고 배우거나 들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교과서에 외

국인 노동자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특히 조심스럽게 해야 한

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부분에서 자신들의 부모가 차별을 받

는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이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경

우 학업 자체보다 심리적인 문제가 더 큰 것은 아닌지를 살

펴봐야 한다고 한다. 다문화 학생 중에는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갑자기 한국에 오게 되는 경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특별학급(온누리 2반) 정상하 교사는 

“중도 입국 학생 중엔 가뜩이나 한국도 낯선 환경인데 새로

운 가족을 만나 더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상주하는 

상담 교사가 있어서 다문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

가 있다.”고 지적했다.

모국어 교육도 강화 … 
양 쪽 언어 다 잘하는 것은 미래 큰 자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의무교육 기간 동안 모든 아이는 학

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규정돼 있다(「초·중등교

육법시행령」 19, 75조). 여기엔 다문화 가정의 학생도 포함

된다. 불법 체류 중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1991

년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가입했다.

하지만 제도와 별개로 정부가 다문화 교육에 대해 본격적

으로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교육

부가 처음 다문화 학생 수를 집계한 것은 2006년이다. 당시 

숫자는 9,389명이었다. 정부는 같은 해 ‘다문화 가정 교육지

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다문화 교육 선진

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장인실 경인교대 한국다문화교육원장은 “이제는 다문화 학

생들의 약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이들의 강점을 키우는 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안산원곡초은 이런 취지에서 다문화 학생들의 모국어 교육

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학생이면 한국어 뿐 아니라 러시아

어 수업도 시키는 것이다. 양쪽 언어를 다 잘 할 수 있는 것은 

다문화 학생들에게 미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물론 다문화 학생이 절반이나 되는 안산원곡초와 같이 국

내 모든 학교가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이들을 위한 제도를 만

드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안산원곡초는 큰 참

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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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안 TV 예능 프로그램의 대세는 토크쇼였다. 무릎팍

도사, 화신, 힐링캠프 등…. 그러나 얼마 전 가을 개편을 단

행한 한 공중파 TV는 ‘리얼리티 전진 배치, 한계점에 다다른 

토크쇼 폐지’를 전면에 내세울 만큼 흐름이 바뀌고 있다. 대

세는 역시 ‘체험형’이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인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자유학기제로 인해 직업체험교

육이 각광받고 있어서인지 체험형 중에서도 국군과 경찰, 소

방대원 등의 직업 세계를 보여주는 ‘진짜 사나이’와 ‘심장이 

뛴다’ 같은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런 체험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힘

들고 어려운 직업 상황을 극복해 가는 출연진들의 솔직하고 

‘TV도, 학교도…대세는 ‘리얼’ 체험–국가주도 직업체험기관

한국잡월드

글

•
서혜정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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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도, 학교도…대세는 ‘리얼’ 체험–국가주도 직업체험기관 한국잡월드

부담 없는 모습에 대한 공감에 있다. 경찰학교에 입교해 똑같

이 교육받고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나 소방안전센터에서 5박 6일간 합숙하며 구조대원과 함

께 겪는 생생한 현장은 비록 간접체험일지라도 경찰관과 소

방대원의 삶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잡월드(이사장 장의성)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도 여기

에 있다. 70여 개가 넘는 ‘리얼’ 직업체험이 가능한 독보적 

대규모 현장학습 공간을 갖춘 한국잡월드(이하 잡월드)는 그

러나 2012년 5월 15일 개관 전은 물론 작년까지만 해도 제

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컸던 것이 사

실이다. 2012년 국회예산정책보고서에 따르면 “… 민간업체

에 비해 소극적인 광고수입 확보 전략 및 질 낮은 상품의 공

급으로 80만 명의 입장객 유치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이라는 전망을 내놓을 만큼 낙관적이지 않았

던 것이다.

하지만 잡월드는 지난 5월 29일 개관 1년 만에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 개관 이후 휴일 등을 제외하면 일간 

3,300명 이상 방문한 셈이다. 학교와 단체가 많은 탓도 있

지만 1년 뒤에나 예약이 가능할 만큼 인기가 높은 것도 사실

이다. 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지 최근 한국고용정보원(www.

keis.or.kr)을 협업기관으로 맞은 한국교육개발원(www.

kedi.re.kr) 백순근 원장과 자유학기제지원특임센터 관계자

들이 지난 10월 11일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잡월드를 찾아 직

접 체험해 봤다. 

일본의 실패, 잡월드엔 전화위복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3년 교토부(京都府)에 ‘나의 직업관

(私のしごと館)’이란 이름으로 직업체험관을 건립했다. 청소

년들의 긍정적 직업관을 형성하겠다는 취지로 총 580억 엔(약 

7,000억 원)을 들여 지은 체험관은 그러나 방문자가 많지 않아 

운영난으로 개관 7년 만인 지난 2010년 3월 문을 닫았다. 연

간 운영비가 24억 엔(약 300억 원)에 달했지만, 이용객이 턱없

이 부족해 매년 10억~20억 엔(130억~250억 원)대의 적자를 

낸 것이다. 2008년에는 운영권을 민간에 넘겼으나 수지 개선

이 되지 않아 결국 폐쇄한 것이다. 

문을 닫은 뒤에도 입찰자가 나서지 않아 2년 넘게 유지비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자 최근 교토부(京都府) 관료들이 

잡월드의 성공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방문하기도 했다고 한다. 

잡월드 기획 당시인 2007~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고용부(당

시 노동부) 간부들이 ‘나의 직업관’을 견학하기도 했던 것을 생

각하면 역전된 형국이다. 2010년 ‘나의 직업관’이 문을 닫자 정

부가 주관하는, 규모(1만 600평)도 비슷한 ‘한국잡월드’는 개

관도 하기 전에 돈만 쏟아 붓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

기도 했다. 

장의성 이사장(사진)은 “일본의 실패는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탓”이라고 했다. 일본 혼을 강조한 장인(匠人)에 초점을 

맞춘 체험관이 요즘 아이들의 직업관과 맞지 않아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민간 기업이 2006년 도쿄에 설립한 초등생을 위한 

직업 테마파크 ‘키자니아(Kidzania)’는 오사카, 서울(잠실 롯

데월드) 등에 지부를 둘 정도로 성공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장 

이사장은 이렇게 설명했지만 2008년 ‘나의 직업관’ 측이 민간

에 사업을 이양했음에도 실패했다는 사실은 잡월드에만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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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차별화 전략이 존재할 것이라는 궁금증을 갖게 했

다. 그리고 그 해답은 잡월드를 돌아보는 동안 어느 정도 찾

아 낼 수 있었다. 

체험에만 그치지 않고 진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손쉽고 즐거운 검사를 받고 퀴즈를 풀다 보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알아 볼 수 있고, 전문가에게 자세한 설명까지 들을 수

도 있다. 또 애니메이션 형태로 기상 제어사, 공룡세포복원가, 

기억열람자 등 미래 첨단직업을 가상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다. 게임에 친숙한 청소년들의 특성을 잘 접목한 것이다. 안

철수 운영기획본부장은 “이렇게 많은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는 전 세계에 거의 없다.”고 말했다. 독자적 연구와 한국

의 노하우가 결집된 공간으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설

명이다. 한국적 노하우가 결집된 독자적 공간으로 평가돼 독

일,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과 자문 요청

도 이어지고 있다. 안 본부장은 “개관 후 총 20여 회에 걸쳐 

OECD 관계직원 등 341명의 외국인 또는 기관이 다녀갔다”고 

덧붙였다.

제2, 제3의 한국잡월드 설립은 가능할까

개관도 하기 전 낭비행정으로 집중 포화를 당한 것이 잡

월드 입장에선 전화위복이 됐다. 박근혜 정부의 자유학기

제 발표와 대규모 종합직업체험관 부재 등이 맞아 떨어진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월드가 관람객들의 취향 

분석 등을 통해 끊임없이 변신을 꾀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관람객이나 수익 증가 측면에서 낙관

적 판단을 하도록 한다. 

또 잡월드 운영수입의 상당 부분이 사업수입으로 충당되

고 있고(2012년 결산수입 대비 약 54%, 2013년 예산수입 

대비 약 62%), 출연금의 비중은 적고 그것도 점점 줄어들

고 있다(2012년 결산수입 대비 약 46%, 2013년 예산수입 

대비 약 30%)는 점도 고무적이다. 물론 초기 단계를 지나

도 관람객이 현 수준을 유지할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임직원 구조와 콘텐츠 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들이 노

출되고 있어 더욱 그렇다. 

2013년 4분의 2분기 현재 잡월드의 임직원 수는 정규직 

45명, 7개 분야(주차, 체험관 안내, 시설관리 등)의 비정규

직 332명, 총 378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다. 이들 

중 대부분이 직업체험관 강사로 위탁업체에 의해 관리된

다. 2012년 개관 당시 한화리조트 컨소시엄이 맡았으나 현

재는 CJ CGV로 변경됐다. 강사 교육과 관리가 쉽지 않다

는 방증이다. 안철수 본부장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업

그레이드 시켜도 강사들의 이직이 잦으면 잡월드 전체 신

뢰도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면서 “사회공헌 마인드로 참여

하는 기업이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잡월드에 사

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우리은행, 현

대자동차, 삼성화재, 금호타이어, 메이크업숍, 코오롱스포

츠 등에 불과하다.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도 “자유학기제 시범학교 교

원들은 잡월드와 같은 체험관이 늘기를 바라지만 기업 참

여모델의 개발과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

업과 개인의 사회공헌활동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

현 I 장 I 르 I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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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험관 설립은 컨텐츠 없는 하드웨어에 불과하기 때문이

다. 고용정보원 고위 관계자 역시 “대전이나 부산 등에 잡

월드와 같은 직업체험관 검토 의뢰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현

실성이 없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없을까? 1박 2일 이상의 일정을 

잡아야만 잡월드 방문이 가능한 서울·경기권 외 학생들이 

보다 많은 직업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려면 가상직

업체험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유영성 경기

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립특수교육원의 3D직업훈련 프

로그램처럼 가상 실감미디어 방식을 직업체험에 구현하자

는 것.”이라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실재감도 보완됐

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이버 세상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가상체험에 호의적.”이라며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직업체

험(110여  가지)이 가능해 교육효과도 크다”고 강조했다.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특임센터 소장은 

“국가차원 직업체험관과의 협력이 이제 막 시작됐다.”면서 

“학생들의 직업체험을 위한 다양한 협력 모델을 잡월드 사

례를 통해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어린이체험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축소판으

로 꾸며진 놀이를 통해 직업을 즐기고 배우는 곳이다. 

어린이체험관은 만4세~10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37개 체험실에서 44개 직종을 소개하고 있다. 어린이

들은 체험실 마다 각 20~40분 체험이 가능하며 어린이

체험관은 월~토 총 2부(09:30~13:30, 14:30~18:30)

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 청소년체험관은 다양한 직업들을 경험해 보고 미

래의 내 모습을 미리 만나 볼 수 있는 곳으로 만 11세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41개 체험실과 65개 

직종을 소개하고 있다. 청소년체험관은 월~토 총 5부

(09:30/10:50/13:00/14:20/15:40)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1개 직업체험 당일 전날까지 인터넷으로 해

당 직종을 정해 사전 예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험시

간은 평균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 진로설계관은 재미있게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

하고 자신에게 맞춤형 진로설계를 하는 곳으로 놀이형 

검사(직업흥미/다중지능), 단체검사실, 직업정보 열람

실, 상담서비스, 잡 카페, 어린이놀이실 등이 있다. 

TIP : 입장권 하나로 직업세계관, 
        진로설계관 이용하기

1층에 마련된 진로설계관에서는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에 

근거한 놀이형 진로검사가 진행된다. 8가지 지능과 관련한 체

험을 해보고 자신의 강점 지능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홀랜

드의 흥미이론에 근거한 놀이형 검사는 음악소리를 듣고 발을 

이용해 알아맞히기, 레이저광선 피해 빠져나오기 등 다양한 움

직임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찾아볼 수 있다. 검사를 마치면 곧

바로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개인 또는 집단 상담도 가능해 검

사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해 볼 수 있다.

‘TV도, 학교도…대세는 ‘리얼’ 체험–국가주도 직업체험기관 한국잡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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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08년 개교한 인천여자고등학교는 100년이 넘는 역사

를 가진 만큼 현재까지 배출한 졸업생만 3만 명이 넘는다. 특

히 지난 2월 치러진 100회 졸업식에는 배우 이보영이 참석하

기도 했다. 105년이라는 전통을 가진 인천여고는 지난 2011년 

‘전국 100대 교육과정’ 고교 부문 ‘최우수교’에 이어 지난해 ‘인

천시교육청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 중간평가’에서도 좋은 평

가를 받는 등 공교육 혁신사례를 추구하는 학교들에게 지역사

회 리더형 학교의 롤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105년 전통명문 

‘공교육 성공신화’ 이끈다

인천여자고등학교

글

•
김상우
인천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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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나눔 봉사, 
세계를 품는 행복한 학교

인천여고는 지역사회를 이끄는 퍼스트 스쿨(FIRST SCHOOL) 

이라는 비전을 갖고, 지역사회에서 나눔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나눔교육의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인하대학교를 비

롯한 5개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인천사할린동포복지

회관 등 4개의 사회복지기관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지역

사회와 상호 협조체제를 통한 나눔과 봉사 교육을 실천하고 있

다. 이와 함께 ‘나눔 봉사에 의한 사랑 만들기’ 사업으로 연수구 

지역 내 홀몸노인 40가구와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한편, ‘따뜻한 겨울 나누기’라는 김장담기 행사를 통해 600여 

포기의 김장을 홀몸노인들에게 배달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에는 ‘지구촌 사랑 나누기’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월

드비전 인천지부와 연계해 ‘아프리카 생명의 우물 파기 사업’

과 ‘사랑의 빵 저금통 모금행사’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

급의 성금을 모아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 사업에 동참하는 등 

성숙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행복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

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교육과정의 중심은 학생들

인천여고는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학력향상 선도학교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특

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맞춤형 교육과정을 펼쳐 공교육의 모

범적 답안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팀 프로젝트 형식의 토론 수업은 ‘동물 생명 윤리’와 

‘리비아 사태’ 등 사회문화 관련 주제에 대해 탐구조사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논리력과 창의력을 길러 이공계 및 인

문사회 융합 인재로서의 면모까지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적성검사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

로와 적성에 맞는 동아리를 선택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인천여고의 프로그램이다.

동아리를 통해 적성을 찾고 학생들이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인천여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는 모두 59개, 학술동아

리 30개와 특기적성계발 동아리 25개, 청소년 단체 동아리 4

개로 이뤄져 있어 인천시교육청 창의인성 체험활동 우수학교

로 선정되기도 했다.

자율활동 역시 1학년의 경우 과학중점반 학생들을 위한 ‘에

코 사이언스 CEO 되기’, 인문사회 학생들을 위한 ‘역지사지 탐

구 여행’의 주제별 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2학년의 경우 ‘마음 

가는 대로 추억 만들기’라는 주제로 사제동행 현장 체험학습을 

진행해 경험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105년 전통명문 ‘공교육 성공신화’ 이끈다 - 인천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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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진리가 있다. 이

를 위해 인천여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알려

주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인천여고는 1년 365일, 불이 켜져 있는 학교라는 평가를 받

고 있다. 평일에는 학생들의 수업이 진행되고 토요일에는 영재

학급·이공계 탐구교실 거점학교, 일요일에는 방송통신고등

학교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학력향상 선도학교

를 비롯한 과학중점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진로진학 상담과 심층면접, 대입진학박람회 

등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노력하는 진로진학부서, 지역사회에 

나눔과 배려의 실천으로 창의·인성교육을 진화시킨 체험활동

부, ‘성품나무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며 생명존중의 ‘사랑의 텃

밭 가꾸기’와 점심시간 ‘선생님과 함께 걸어요’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인성

상담부 등 다양한 특색부서들이 존재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

을 알려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학력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

인천여고는 학력향상 선도학교로서 차별화된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진로진학 상담 학업성취

도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의 성

적과 이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학생 개인별 상담을 위한 자료

를 관리해줌으로써 학생들의 대입과정의 전반사항을 도와주

고 있다.

특히 이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자신과 비슷한 성적으로 입학

했던 선배들의 진학 성적 변화와 그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자신

의 성적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학교 측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해 학생들에게 성적향상 

동기부여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인천여고

에서 적용된 이 프로그램은 현재 전국 약 100여 개교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 결과 인천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인천여고가 주관한 ‘인천

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 진학 박람회’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진

로진학 아카데미’ 개최로 이어지기도 했다. 

현재 3년 동안 개최하고 있는 ‘대학입학 진학 박람회’는 전

국 40여 개의 대학과 대입 진학 상담교사 50여 명, 현장 진행 

및 상담교사 60여 명이 참여해 인천광역시 소재 학생과 학부

모에게 대학별 입시 상담 및 개인별 진학 상담에 관련하여 도

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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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위한 여러 사업들로 인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는 

인천여고 교사들에 대한 감사인사도 빼놓지 않았다. “인천여고

가 다른 학교와 비교하여 사업이 많아 교사들이 힘든 학교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며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 개개인

이 노력하여 특색부서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는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 교장은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인천여고가 지역사회와 나

눔교육을 실천하고 미래사회의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

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그동안 걸어온 100년을 뛰어넘는 학교

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 인터뷰 :  이영숙 교장

“명문학교는 그저 오랜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

역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이어야 명문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영숙 교장은 1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에 공교육 

성공 모델의 창출이 함께할 때 인천의 진정한 명문학교로 거듭

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들의 학업수준 향상은 바른 인

성에서 나오며, 바른 인성에서 나온 이러한 으뜸 학력이 미래

사회의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자니아에서 본 주민들의 실상은 생각보다 더 안 좋

았다.”며 “식수가 부족해 우린 마실 수도 없는 흙탕물을 먹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이 교장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최근 월드

비전 인천지부와 함께 나눔활동을 기획해 학생들과 함께 활발

한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부터 진행하는 ‘지구촌 사랑 나누기’사업이 바로 그것이

다.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주민들을 위

한 ‘생명의 우물파기 사업’과 ‘사랑의 빵 저금통’을 통한 모금행

사 등을 통해 인천여고 학생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마음

을 가진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는 생각에서 지구촌 나눔 활동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105년 전통명문 ‘공교육 성공신화’ 이끈다 - 인천여자고등학교



2013  +  Winter112

전인적 품성과 창의적 지성 겸비한 글로벌 리더 육성

글

•
이용재
한국대학신문 기자

올해 창학 107주년을 맞이한 숙명여자대학교(이하 숙명여

대)가 최근 ‘존중과 사랑의 리더십, 숙명’이라는 비전을 선포했

다. 숙명여대는 또한 새로운 인재상에 대한 약속을 담은 미래

전략인 SM Global ‘I’ Promise를 제시했다.

SM Global ‘I’ Promise는 숙명의 창학 이념인 정숙·현명·

정대의 교훈을 ‘I’로 표현되는 전인적 품성(Personal Integri-

ty), 창의적 지성(Creative Intelligence), 사회적 기여(Lead-

ing Inspiration)로 새롭게 정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숙명 리더십의 전통적 가치를 발전적으로 재해석한 숙명의 새

로운 인재상인 것이다.

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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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는 인재상의 실현을 위한 교육목표로 ‘전인적 품성

과 창의적 지성을 갖춘 글로벌 리더 육성’을 설정했다. 아울러 

교육혁신·연구혁신·인프라혁신·리더십특성화라는 4대 핵

심 추진전략을 내세웠다.

리더십특성화 등 
4대 핵심 추진전략으로 ‘교육혁신’

숙명여대에는 다른 대학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프로그램

인 ‘리더십 그룹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본인의 전공과 관심

사에 맞춰 특성화 교육과 봉사활동을 병행하는 것으로, 재학

생들에게는 일종의 비교과 필수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39여 개 리더십그룹 1,500여 명의 학생들이 활동 중이다. 숙

명여대는 참가자들에게 장학금과 봉사활동 인증 등을 지원하

고 있다.

특성화된 리더십 프로그램을 보유한 숙명여대는 새로운 비

전 발표와 함께, 명실상부한 여성 리더십 교육 대학으로 거듭

나기 위한 방안을 구상 중이다. △숙명리더십인증제와 체력인

증제 도입, △숙명인 미리 쓰는 자서전 프로젝트, △멘토 프로

그램과 봉사활동 확대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영어강좌의 질적 

강화와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

화한다는 계획이다.

숙명여대가 추진하게 될 교육혁신은 학령인구 감소, 취업환

경의 변화, 국제경쟁의 심화라는 외적 요인에 맞춰지고 있다. 

미래지향적 학제 개편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이 주요 

골자다. 철저한 학과 평가에 따라 학제를 개편하되 주력 학과

에 대해선 적극적인 육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이버교

육 확대와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제고도 주요 추진사항이다.

전인적 품성과 창의적 지성 겸비한 글로벌 리더 육성 - 숙명여자대학교

이 밖에도 여성건강연구소, 아·태여성정보통신원 등 핵심 

연구소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같은 당근책을 마련해 연구혁신을 꾀하고 있다. 올해 초 연구

처 산하 연구기획 담당팀과 기술이전사업단을 신설한 숙명여

대는 교수들의 연구사업에 매칭펀드를 투자해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주도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공과대학 설립, 
숙명 로열 레지던스 프로그램 시행

숙명여대는 매년 가시적이고 혁신적인 핵심과제들을 순차적

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프라 혁신의 중심인 스마트그린캠퍼스

를 연내에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전(全) 학과 맞춤형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는 2015년엔 학제 개편과 더불어 공과대학을 신설한다. 현

재 교무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받아 공과대학에 포함될 학

과, 학부 및 정원 등을 조정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요강이 발표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컴퓨터공학·식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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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 등 3~4개 학과를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공대 설립 추진 배경에 대해 박천일 대외협력처장은 

“공학 분야는 대한민국의 창조경제와 미래 국가발전 패러다임

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숙명여대는 창조와 혁신을 주도할 공

학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제시하고자 공대를 신설하

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에는 기숙형 캠퍼스인 ‘숙명 로열 레지던스 프로그램’

이 시작된다. 신입생들이 적어도 한 학기씩 교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황실 여성사학으로서의 정체성을 교육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기숙사인 명재관·인재관·국

제관 외에 최소 1,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기숙사를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신입생들은 본 프로그램

을 통해 전공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공동체 의식과 타인에 대

한 배려를 익히는 인성교육과 ‘여성교육을 통한 구국’이라는 창

학이념을 배우게 된다.

그린클래스 수업으로 스마트교육 선도

숙명여대는 지난 1998년 국내 최초로 전 교정에 무선인터넷

망을 구축해 유네스코로부터 아태지역 여성정보화 주관대학으

로 선정됐다. 이후에도 세계최초 모바일캠퍼스 구축(2002년), 

국내 최초 원격대학원 도입(2003년), 오픈형 지식공유 플랫폼

인 ‘SNOW’(2009년) 등 매년 혁신을 거듭하며 스마트캠퍼스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인 숙명여대는 올해를 ‘스마트캠퍼스 

2.0’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발빠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1학

기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그린클래스’는 숙명여대가 아이디

어를 제공하고 KT가 기술개발을 맡아 함께 진행하는 온라인 

양방향 강의시스템이다. 스마트 체제로 개편되는 사회적 트렌

드에 맞춰 대학 강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수업문화를 창

출하고자 국내에서 최초로 시작됐다.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강의실의 종이문서와 데

스크톱은 사라지게 된다. 대신 교수와 학생이 태블릿PC와 스

마트폰을 이용해 강의 교안을 같이 보고 대화창을 통해 1:1로 

질문과 대답을 한다. 실시간 필기 공유 기능이 있어 교수의 필

기내용이 강의실 스크린과 학생들의 태블릿 PC에도 나타난

다. 또 별도의 촬영장비 없이 수업 자료와 강의 음성이 저장되

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1학기 중 

시범기간을 거쳐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그린클래스 수업을 확

대해 나가고 있다.

스마트캠퍼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한창이다. 최근, 동시

에 5,000명이 접속 가능한 최첨단 고성능 무선 인터넷망을 구

축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강화한 모바일 웹서비스를 시작

했다. 이밖에 △NFC(무선 전자태그)기반 출결 관리·도서 대

출 시스템, △디지털 라이브러리인 e북 서비스 확대, △모바일 

기기를 거치할 수 있는 이동형 교탁인 모바일 보드 등을 올해 

현 I 장 I 르 I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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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김흥렬 관리정보처장은 “오프라인 교육의 물리적 제약을 벗

어나는 스마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학생들이 모든 역량을 교

육에 집중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국내 스마

트캠퍼스 모델을 선도하고 향후 교육 특화와 콘텐츠 경쟁력 확

보로 글로벌 교육의 트렌드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온·오프라인 교육 연계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한창이다. 지난 3월 숙명

여대 중앙도서관은 ‘사용자 친화적 웹기반 통합시스템’을 공개

했다. 2005년 도서관 전산시스템을 도입한 지 8년 만이다. 

학내 소장자료는 물론 웹상의 국내외 학술지, 정기 간행물, 

신문기사 등이 통합 검색되는 ‘디스커버리 시스템’이 대표적인 

변화다.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서가에서 직접 책을 보는 

것과 같은 유저 인터페이스와 구글과 네이버의 학술전문자료

와 연동되는 ‘링킹시스템’도 개선사항 중 하나다.

5월에는 숙명여대의 개방형 지식공유 플랫폼인 ‘SNOW’ 

(Sookmyung Network for Open World)의 디지털 앱북 개

전인적 품성과 창의적 지성 겸비한 글로벌 리더 육성 - 숙명여자대학교

발이 완료됐다. 현재 SNOW 홈페이지에는 전 세계 1만 6,000

여 개의 지식동영상이 탑재돼 있다. SNOW 디지털 앱북은 이 

가운데 미디어·영어학습·영어영문·디자인·리더십 등 5개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자료를 입문부터 실전단계까지 전공 교

수들이 직접 분류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어플리케

이션이다. 그동안 수많은 동영상들 중 어떤 것을 먼저 봐야할 

지 고민하던 학생들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관심분야에 대

해 보다 편리하게 학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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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54조 9,341억 원으로 2011년 51

조 7,030억 원 대비 3조 2,311억 원(6.2%) 증가하였고, 세출결

산액은 50조 4,340억 원으로 2011년 46조 8,141억 원 대비 3

조 6,199억 원(7.7%) 증가하였다. 계획변경취소, 예산절감, 지

급사유미발생 및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2012회계연도 불용

액은 1조 9,935억 원, 2011년 2조 3,792억 원 대비 3,857억 원

(△16.2%) 감소하였다. 

<표 1> 세입·세출 예·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 

회계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세입

결산액

세출결산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D/A)

2012 52,404,254 54,803,399 54,934,101 50,433,937 2,375,978 1,993,484 3.64

2011 48,629,307 51,592,426 51,702,991 46,814,067 2,399,145 2,379,215 4.61

증 감 3,774,947 3,210,973 3,231,110 3,619,870 △23,167 △385,731 △0.97

가. 2012년 세입결산 : 54조 9,341억 원 

2012년 세입결산액은 54조 9,341억 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

입 39조 3,985억 원(71.7%),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조 633억 

원(16.5%),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6조 3,405

억 원(11.5%), 주민(기관 등) 부담 등 기타 979억 원(0.2%)으로 

구성되었다.

-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20.27%)1)과 교육세 전액으로 구성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 보조금으로 구성된 중앙정부 

이전수입 결산액은 세입결산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7%로 전년(70.2%)보다 다소 높아졌다. 

-  일반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징수액 중 일정비율2)(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및 시·도세)을 전출하는 지방세와 개발지역 내 

학교신설 시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학교용지일반회

계부담금과 일반자치단체에서 관할구역 내 교육·학예 진흥

을 위하여 지원하는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

체 이전수입 결산액은 총결산액 대비 16.5%로 전년과 변동 

없다. 

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 지방교육재정특임센터

2012 회계연도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결산 현황

1 )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내국세분 교부금) : 2007년(19.4%) → 2008년(20.0%, 국고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조정) → 2010년(20.27%,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조정)

2)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내국세분 교부금) : 2007년(19.4%) → 2008년(20.0%, 국고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조정) → 2010년(20.27%,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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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금 및 수업료,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자산 매각 및 임

대수입, 예금이자수입, 기타 잡수입 및 이월금 등으로 구성

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결산액은 총결산

액 대비 11.5%로 전년(13.1%) 보다 감소하였다.

-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협회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주민(기

관 등) 부담 등 기타 수입 결산액은 총결산액 대비 0.2%로 나

타났다.

<표 2>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2012)

(단위 : 백만 원, %) 

결산액 구성비

합계 54,934,101 100.0

중앙정부이전수입　 39,398,516 7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248,832 71.4

국고보조금 149,684 0.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9,063,296 16.5

지방교육세전입금 5,445,792 9.9

담배소비세전입금 536,664 1.0

시도세전입금 1,819,819 3.3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347,913 0.6

비법정이전수입 913,108 1.7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6,340,457 11.5

교수-학습활동수입 1,073,962 2.0

행정활동수입  22,096 0.04

자산수입 133,380 0.2

이자수입 196,696 0.4

잡수입등  81,308 0.1

기타 4,833,016 8.8

지방교육채　  33,900 0.1

교부금부담  - -

자체부담  33,900 0.1구분

주민(기관등)부담등기타  97,932 0.2

[그림 1]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2012)

나. 2012년 세출결산액 : 50조 4,339억 원 

2012회계연도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은 인건비성 경비인 인적자

원운용 26조 852억 원(51.7%), 공·사립학교 회계전출금 등인 

학교재정지원관리 9조 4,560억 원(18.7%), 학교교육과정운영

지원 경비인 교수-학습활동지원 4조 4,426억 원(8.8%), 학교신

설 등 시설사업 경비인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4조 1,829억 

원(8.3%), 저소득층 학비 및 급식지원 경비인 교육복지지원 2조 

9,397억 원 (5.8%)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

(4조 1,829억 원, 8.3%)는 전년(4조 2,430억 원, 9.1%) 대비 투

자액과 비중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회계연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성질별 세출결산액은 

인건비 29조 9,150억 원(59.3%), 학교 지원 11조 8,998억 원

(23.6%), 자산취득 5조 2,243억 원(10.4%), 물건비 1조 4,940

억 원(3.0%), 이전지출 9,944억 원(2.0%), 상환지출 8,986억 원

(1.8%), 예비비 및 기타 78억 원(0.02%)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

타났다. 

지방교육채
0.1% 

(339억 원)

주민(기관 등)부담 등 기타
0.2%
(979억 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11.5%
(6조 3,405억 원)

중앙정부이전수입
71.7%
(39조 3,985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6.5%

(9조 63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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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보수 등

인 인건비 세출결산액은 29조 9,150억 원(세출결산액 대비 

59.3%)으로 전년 28조 909억 원(세출결산액 대비 60.0%)대

비 1조 8,241억 원(6.5%) 증가하였고,

-  공·사립학교 학교회계전출금(인건비 및 시설사업비 제외) 

등인 학교지원 세출결산액은 11조 8,998억 원(세출결산액 대

비 23.6%)으로 전년 10조 910억 원(세출결산액 대비 21.6%) 

대비 1조 8,088억 원 (1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위학교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지원과 토·공휴일 

무상급식지원 확대(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 교부) 등에 기

인한 결과로 보인다.

-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생수용시설, 학교일반시설, 교육

환경개선시설과 교육행정기관시설 및 기타 일반사업의 시설

사업비 및 자산취득비 등인 자산취득 세출결산액은 5조 2,243

억 원(세출결산액 대비 10.4%)으로 전년 5조 1,679억 원(세출

결산액 대비 11.2%) 대비 564억원 (1.1%) 증가하였다.

-  교육행정기관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인 물건비 세출결

산액은 1조 4,940억 원(세출결산액 대비 3.0%)으로 전년 1조 

3,433억 원(세출결산액 대비 2.9%) 대비 1,507억 원(11.2%) 

증가하였다.

-  민간에 대한 보상 및 보조, 일반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등인 이전지출 세출결산액은 9,944억 원(

세출결산액 대비 2.0%)으로 전년 4,847억 원(세출결산액 대

비 0.9%) 대비 5,097억 원(105.2%)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

는 교육행정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던 일부 사업(학비지원 등)

과 자치단체 보육료 보조 등이 포함됨에 따라 전년 대비 증

가하였다.

-  지방교육재정 채무 및 의무부담행위 등인 상환지출 세출결산

액은 8,986억 원(세출결산액 대비 1.8%)으로 전년 1조 5,593

억 원(세출결산액 대비 3.3%) 대비 6,607억 원 (△42.4%) 감

소하였다.

-  예비비 집행액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타

지원금 등 집행 잔액의 반납금 등인 예비비 및 기타 세출결

산액은 78억원(세출결산액 대비 0.02%)으로 전년 770억 원

(세출결산액 대비 0.2%) 대비 692억 원(△89.9%)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 3> 정책사업별 · 성질별 세출결산 현황(2012)

(단위 : 백만 원, %) 

▒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현황

정책사업별 결산액 구성비

합계 50,433,937 100.0

유아및초중등교육 48,317,692 95.8

인적자원운용 26,085,166 51.7

교수-학습활동지원  4,442,617 8.8

교육복지지원  2,939,672 5.8

보건/급식/체육활동  1,211,339 2.4

학교재정지원관리  9,455,967 18.7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182,933 8.3

평생·직업교육  188,883 0.4

평생교육  135,591 0.3

직업교육  53,292 0.1

교육일반  1,927,362 3.8

교육행정일반  464,407 0.9

기관운영관리  552,790 1.1

지방채상환및리스료  904,114 1.8

예비비및기타  6,05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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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에 물어보세요!  
▒ 업무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모든 학교들에 대하여 학교, 학급, 학생, 교원, 시설, 재정 등에 대한 통계조사, 고
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전국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시설, 프로그램, 교·강사 등에 대한 통계조사,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를 수
행하고 있습니다. 

    ●  OECD 교육지표 사업의 참여를 통한 국제비교자료를 산출하며, 교육통계자료 대국민 서비스 및 교육통계자료의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
니다.

▒  주요 산출물 및 산출지표 : 교육통계연보, 취업통계연보, OECD 교육지표 편역본,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등 자료집과 교육통계 결과를 활용
한 통계결과(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학업중단자 수, 취업현황, 평생교육기관 현황 등) 및 교육지표(진학률, 취학률, 취업률, 평생학습참여
율 등)를 제공합니다.

▒ 홈페이지 :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cesi.kedi.re.kr)

▒ 어플리케이션 : 2012 교육통계(‘iOS 앱스토어’ 및 ‘Android 플레이 스토어’에서 “교육통계” 검색)

▒ 문의전화 : 02)3460-0380, E-Mail : service@kedi.re.kr

성질별 결산액 구성비

합계 50,433,937 100.0

인건비 29,915,004 59.3

교원 17,982,394 35.7

행정직  2,711,735 5.4

기타직  1,330,524 2.6

복지후생지원  3,569,065 7.1

사립학교교직원  4,321,287 8.6

물건비  1,493,991 3.0

이전지출  994,382 2.0

자산취득  5,224,346 10.4

토지매입비  790,448 1.6

시설비  4,131,957 8.2

자산취득비  272,069 0.5

기타자산취득비 29,872 0.1

상환지출  898,630 1.8

　
　

지방교육채  114,830 0.2

민자사업지급금  783,800 1.6

학교지원 11,899,830 23.6

공립학교  9,050,108 17.9

사립학교  2,757,185 5.5

기타 92,536 0.2

예비비및기타 7,754 0.02

▒ 성질별 세출결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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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방안 
탐색’ 주제로 ‘제1차 자유학기제 포럼’ 개최

한국교육개발원은 9월 26일(목) 오후 1시 30분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에서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방안 탐색’이라는 주제로 ‘제1차 자유학기제 포럼’

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이번 포럼은 자유

학기제의 성공적 정착 및 확산을 도모하는 데 있어 핵

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

하여, 종래의 획일적 교육의 틀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설계방안을 논의하고 탐색하였습니다. 

‘고등교육 질 제고 전략 수립 - 학습과정 
블랙박스 조명’ 주제로 국제포럼 개최

한국교육개발원은 9월 27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

시 30분까지 서울 포스트타워(중앙우체국) 10층 대회

의실에서 ‘고등교육 질 제고 전략 수립 -학습과정 블

랙박스 조명- ’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습

니다. 

대학교육의 질 제고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관련 인사들을 초청하여 주요국 대학

생들의 학습경험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대학생들

의 학습경험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 관

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탈북학생 교육, 통일을 대비하다’ 주제로 
「제1회 탈북학생 교육포럼」 개최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부와 공동으로 10월 15일(화) 

오후 2시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탈북학생 교육, 통

일을 대비하다’라는 주제로 ‘제1회 탈북학생 교육포럼’

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지금까지 추진

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

로 통일대비 교육기반 구축 전략을 모색하고, 탈북학

생 교육지원사업의 발전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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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수학습방법 탐색’ 
주제로 ‘제2차 자유학기제 포럼’ 개최

한국교육개발원은 11월 14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우

체국 국제회의실에서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수학습방법 

탐색’이라는 주제로 ‘제2차 자유학기제 포럼’을 개최했습

니다. 이번 포럼에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 및 확산

을 도모하는 데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학

습방법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수업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탐색하였습니다.

‘글로벌 교육협력을 위한 발전과제 모색’ 
주제로 ‘글로벌 교육포럼’ 개최

한국교육개발원은 11월 26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한국교총회관 1층 컨벤션홀에서 ‘글로

벌 교육협력을 위한 발전 과제 모색’이라는 주제로 글

로벌 교육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교육협력분야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공

유함으로써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향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협력의 방향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글로벌 교육협

력에 관한 비전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되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교육협력분야의 최신 연구결과를 종합적

으로 고찰하고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연구자 및 

정책담당자, 교육 실천가들을 위한 학술적, 정책적, 실

천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나아가 글로벌 교육협력 관

련 국내·외 기관 및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확대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3 한·중 교육기관평가 국제세미나 및 
교육기관평가 자료·사진 전시회 개최

한국교육개발원은 11월 28일(목) 오후 13시30분부터 17

시30분까지 한국교육개발원 신관 제1회의실에서 한국

과 중국의 교육기관평가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학교평가 및 교원양성기관평가와 미래 전망’이

라는 주제로 ‘한·중 교육기관평가 국제세미나’와 교육

기관평가 자료 및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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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제세미나는 한국과 중국의 교육기관평가에 대

한 정보 공유와 미래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양국 간 

학문교류를 통한 기관평가제도의 발전과 국제이해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교육기관평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기

관평가분야 전문가들이 학술교류를 함으로써 향후 동

북아 기관평가제도의 이해 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7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개최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 관련 학회들과 공동으로 11월 

29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대학

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대학교수, 국책연구

기관 연구위원, 관련 학회 관계자, 정부 및 교육 유관 

기관 관계자, 교육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

데 ‘제7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

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

개년 동안 수집된 한국교육종단연구와 2003년부터 9

개년 간 수집된 1∼3주기의 학교교육 실태 및 수준 분

석 연구 데이터를 활용해 사교육, 대학입시 및 국가장

학금, 진로 및 취업준비 등 9개 주제에 관해 모두 32편

의 논문이 발표되어, 최근 교육분야의 주요 현안 및 쟁

점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담론의 장이 되었습

니다.

KEDI, ‘2013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社史부문 우수상 수상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12월 4일 한국사보협회가 주

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The New York Festivals 등 

27개 국내외 유수 기관 및 단체가 후원하는 ‘2013 대

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社史부문에서 우수상을 수

상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社史 ‘한국교육의 싱크탱크, 백년대

계를 디자인하다’는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40주년을 기

념하여 마흔 살 한국교육개발원의 자취를 한 권의 책

에 담아 펴낸 실록소설 형식의 신개념 사료집이다. 찾

는 이가 드물어서 도서관 서가의 귀퉁이에 자리잡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비치되어 있는 ‘육중한 부피’의 

기존 社史 형식을 탈피하여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우

리의 역사책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 따라 제작하였

다. 또한 이 책은 한국 사회 및 교육의 변화에 발맞춰 

성장해 온 한국교육개발원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자 동문 및 선·후배들에게는 젊은 날

의 추억을 되새겨볼 수 있는 소중한 비망록이다. 

현재에 안주하기 보다는 과거의 도전과 성과에 대한 

치밀한 반추를 통해  미래의 비전과 그랜드 플랜을 새

롭게 디자인하고 책무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우리들의 

바람과 다짐이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이라는 영

광스러운 수상으로 이어졌다.





교육은 희망이고 인재는 미래입니다.

‘희망을 키우고 꿈을 이루는 교육,

미래사회를 여는 역량·지식·인성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한민국 교육’을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1972년에 설립되어 지난 41년간 

우리 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온 한국교육개발원. 

이제 ‘한국교육의 싱크탱크’를 넘어 

글로벌 리더십과 창조적 도전정신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할 세계적 연구성과를 창출하며, 

세계 수준의 역량을 확보하여 

‘글로벌 리딩 교육 싱크탱크’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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