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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교육정책과 바른 교육제도를 만들어
정부와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가 효능감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해 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개발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이고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며
이질적인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
국가와 세계,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십과 창조적 도전정신으로 세계수준의 연구역량을 확보하여
사람·미래·교육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글로벌 리딩 교육 싱크탱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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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 법안’ 발의, 배경·필요성·주요 내용

‘한국교육정책연구’ 최전선을 가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KEDI 도서회원’이라면
귀하는 이미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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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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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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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공부가 중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공부가 중요하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불교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처럼
‘세상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이 만들어 낸 것’임을 깨닫는다면,
‘마음’ 공부야 말로 교육과 학습의 시작이요 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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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COLUMN

바야흐로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OECD를 포함한
각종 국제기구에서 주관하는 회의나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거나 가슴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비행기 여행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
때마다 이처럼 큰 비행기가 10여 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하늘을

“머리요.”

날 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가슴이요.”

해준다는 사실이 참으로 경이로울 따름이다.
하지만, 실제 해부를 해보면 머리와 가슴에는 뼈와 살, 피가
텅 빈 것처럼 보이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있을 뿐, ‘마음’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 다음, 다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텅 비었다고 생각한 하늘이 실제로는

자신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질문을 하면 모두들

공기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과, 그 공기를 활용하여

묵묵부답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삶을 주고,

물체를 안전하게 공중으로 날아 오르내리도록 한 과학기술의

앎을 주고, 생각을 주고, 존재의 의미를 주는 자신의 ‘마음’이

발전 덕분이다. 비행기 여행을 수시로 하고 항공 우편물들을

어디 있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산다는 것 자체가 거의

자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하늘을 볼 때마다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것을 생각한다고 해서

텅 빈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불가사의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 있다는

일이다. 텅 빈 하늘에 공기가 가득 차 있다면 더 이상 텅 빈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어디에 있는

하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텅 비었다고 생각할까? 아마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앎’의 과정 자체이기에 ‘시간’이나

그것은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리라.

‘바람’처럼 일종의 흐름이어서 물리적 실체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정작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살아간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불교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산다는 것의 핵심은

말처럼 ‘세상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이 만들어 낸 것’임을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한 순간이라도

깨닫는다면, ‘마음’ 공부야 말로 교육과 학습의 시작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속에서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육과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없으면 살아 있다고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와 사랑’도, ‘배려와 나눔의 정신’도,

말할 수 없다.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는

‘지성과 창의성’도 모두 보이지 않는 ‘마음’ 공부에서 시작되기

것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다소 엉뚱해 보이는 질문을 하곤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한다.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갈고 닦기 위한 ‘마음’ 공부에

“혹시 너희들 중에 ‘마음’이 없는 학생들 있어요?”

매진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매 순간 순간마다 자신의 ‘마음’을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찰하고 가꾸고 다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혹시 너희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것을

백 순 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 중에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Educational Development 2014 SUMMER |

5

파워인터뷰

김준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대담 -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6

| 교육개발

2014 여름

POWER INTERVIEW

“대학발전총장위원회 발족, 담론 중 …
단·중기 발전플랜 세워 정부·정치권과 협의할 것”
“ 대학 구조개혁, 미래 각 대학의 경쟁력 살아날 수 있도록
정원감축식의 양(量) 아닌 특성화 등 질(質)에 초점 둬야”
김준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성균관대학교 총장

“고등교육 생태계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소통과 담론을 통해 균형점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국내 대학들 간의 교류협력과 외국 대학들과

을 찾아가는 구동화이(求同化異)를 엮는 대교협으로 거듭나야 된다

의 국제화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대교협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고 봅니다. 그 첫 출발로서 지난달 전국 17개 대학 총장님으로 구성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대학 교육이 지적교육과 전공교육에

된 대학발전총장위원회를 발족하여 단기·중기 대학발전에 필요한

는 관심을 많이 기울여 왔으나, 앞으로 한국 사회의 역사적 발전단계

이슈들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담론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에서 요구되고 있는 성찰과 협력의 정신문화를 뿌리내리게 할 인성

중심으로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 정치권과도 협의할 예정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콘텐츠와 공감대를 확산시켜 가는 데에도

입니다.”

대교협이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김준영 회장(성균관대학교

이와 함께, 김 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에

총장)은 대교협의 역할과 향후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대해 “대학의 경쟁력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사회의 가치를 창출해

김준영 회장은 또“대교협의 업무에는 고유한 업무도 있지만 정부의

가기 위해서는 대학이 구조개혁의 주체로서 각 대학이 축적해온 지적

위탁업무가 보다 많다.”면서 “앞으로는 정부위탁 업무는 점차 줄이는

자본을 그 대학의 특성에 따라 특성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자율성을

대신 한국 고등교육 선진화를 위한 가치와 정보를 공유하고, 그동안

주고 지원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단순히 정원감축식의 양적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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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아니라, 미래 각 대학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예컨대

백순근 원장 : 학령인구 감소, 대학재정 악화, 각종 규제 등으로

교육의 특성화, 연구의 특성화, 산학협력의 특성화 등을 기반으로 한

대학들이 처한 현실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풀어가야 할 현안도

질적 구조개혁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순근 한국

적지 않은 시기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회장을 맡아

교육개발원 원장은 지난 6월 3일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에 위치한

책임이 무거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에

성균관대학교 총장실에서 김준영 회장을 만나 대교협 회장을 맡은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소회와 포부, 대학의 지향점과 가치·비전, 대학 등록금 문제와 구조
개혁, 현행 입시제도와 고교교육에 대한 제언,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한

김준영 회장 : 한국 대학은 산업화를 시작으로 민주화 과정을 거쳐

바람과 당부 등을 들어봤다.

정보화와 글로벌화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의 문명사적 진화를 견인해 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맡아 책임이 무거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 인프라를 지원해 왔습니다. 지적 인프라는 대학이 제공해
야 할 사명이요 사회에 대한 책무입니다. 동시에 대학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적 기여입니다. 한국 대학들은 교육보국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에 동참해 왔습니다.
그 대학들의 커뮤니티가 바로 대교협입니다. 현재 국·공립 대학과
사립 대학을 합쳐 202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보국을 통한
우리 사회의 문명사적 발전에 공헌해 온 회원 대학들과 총장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대교협이 미래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고등
교육 발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담론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순근 원장 : 지난 4월 8일에 있은 취임식에서 “대학이 처한 여러
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하고 대학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오늘날 대학은
어떤 현실과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변화와 도전을 통해 추구해야 하는 대학의 지향점과 가치,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준영 회장 : 대학의 가치는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과 지혜를 창출
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지적 공동체에 있고, 대학은 이를 통해 번영
된 미래 사회에 기여하는 데 비전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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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와 비전의 실천적 기반은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개방성과
통합성입니다.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위축되면 대학으로서의
창의적인 가치와 특성화가 살아날 수 없고 대학은 화석처럼 생명력을
잃어 가게 될 것입니다. 미국 대학들이 세계 고등교육을 선도하게 된
것도 대학의 다양성과 자율성의 생명력이 존중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학이 진취적인 개방적 지적 공동체로서의 동력이 약화되고,
학문적 칸막이에 갖춰 폐쇄적인 지적 공동체에 머문다면, 복합적인
미래 사회로부터 야기되는 갈등과 마찰을 해소할 사회통합의 가치를
발휘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한국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
지수는 선진 대학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 대학
사회의 공통된 분위기입니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신장하고 존중하는 대학외적 생태계 조성에 보다 적극적
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협도 우리 대학들이 자율성과 다양한
토양 위에서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지적 공동체로서 역할과 위상을
높이도록 힘쓰겠습니다.

백순근 원장 :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
일반대와 특수목적대 등 국내 대학들은 각자 처해 있는 상황과

앞으로 대교협이 미래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고등교육 발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담론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 대학이 서로 소통하고 공존해야
하며, 현재 대학들이 처한 현실과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하나로
모아내 사회의 공감대를 얻는 게 급선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다양한 꽃이 함께 필 때 봄은 더욱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

이에 대해 어떤 복안이나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까.

등교육 생태계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소통과 담론을 통해 균형점
을 찾아가는 구동화이(求同化異)를 엮는 대교협으로 거듭나야 된다

김준영 회장 :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교육 생태계는 그 구성,

고 봅니다. 그 첫 출발로서 지난달 전국 17개 대학 총장님으로 구성

역할, 내용 등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것은 고등교육 생태계의

된 대학발전총장위원회를 발족하여 단기·중기 대학발전에 필요한

현상이 아니라 속성이지요. 대학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획일적인

이슈들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담론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잣대나 정책의 틀 속에 집어넣기 시작하면 대학에서 창출되어야 할

중심으로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 정치권과도 협의할 예정

미래가치는 꽃을 피우기 어렵습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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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이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 기업이 어떤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준영 회장 : 대교협의 업무에는 고유한 업무도 있지만 정부의 위탁
업무가 보다 많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위탁 업무는 점차 줄이는 대신
한국 고등교육 선진화를 위한 가치와 정보를 공유하고, 그동안 상대적
으로 간과되었던 국내 대학들 간의 교류협력과 외국 대학들과의
국제화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대교협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대학 교육이 지적교육과 전공교육
에는 관심을 많이 기울여 왔으나, 앞으로 한국 사회의 역사적 발전단계
에서 요구되고 있는 성찰과 협력의 정신문화를 뿌리내리게 할 인성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콘텐츠와 공감대를 확산시켜 가는 데에도
대교협이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백순근 원장 : 대교협 회장에 취임하시기 전, 2011년 1월부터
성균관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2012년 4월 대교협 부회장과
2013년 4월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을 맡아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와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 오셨고, 앞서 2008년
5월부터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2009년
9월부터는 교육부의 대학선진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학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오셨는데, 우리 대학이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저해요인(걸림돌)은 무엇이며, 이를 해소·극복하고 선진
백순근 원장 : 대교협은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대학 경쟁력

일류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 기업이 어떤 혁신적인

제고에 기여하는 대학협의체’ 라는 비전 아래, 대입 간소화 및 신뢰성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고, 대학교육의 질 보증 및 개선, 고등교육의 현안 해결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교협이 중점을 두고

김준영 회장 : 고등교육의 정책기관인 정부, 고등교육 관련제도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아울러

입법하는 국회,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여 공급하는 대학,

임기 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이루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

그리고 그 인재를 수요하는 기업은 우리 대학의 교육력과 경쟁력을

주십시오.

높이는 데 중요한 파트너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파트너인 정부,
국회, 기업, 대학 간에 수평적 협력체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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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현실입니다. 대학정책의 수립과 결정 과정에 있어서 대학은 외소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구조개혁이 추구하고자 하는

하고 수동적인 입장으로 밀려나 있고, 입법과정에 있어서도 대학

비전과 가치는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구조개혁이 대학의 경쟁력과

현장의 목소리는 정치역학상 설 땅을 잃고 있습니다. 기업도 필요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사회의 가치를 창출해 가기 위해서는 대학이

인재를 교육하는 데 파트너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게 참여해야

구조개혁의 주체로서 각 대학이 축적해온 지적 자본을 그 대학의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 파트너들 간 비협조적 게임 속에서 대학에

특성에 따라 특성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고 지원해야

대한 규제는 방치된 채 고등교육의 주체인 대학의 자율성은 훼손되고

합니다.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선진 일류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의 혁신적인 노력과 함께 대학을 수평적 파트너로서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패러다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학령인구의 감소로 앞으로 10년 동안 대학입학 자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2023학년도에는 현재의 입학정원보다 16만 명이나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의 양적
규모는 대폭 줄이면서 교육의 질은 높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학 구조개혁방안을 마련,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들도 이에 대비해 학과를 통폐합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간
대학 구조개혁이 대학가는 물론,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회장님의 생각과 제언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와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대학이 추구해야 할
구조개혁과 특성화의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준영 회장 : 대학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교육, 복지, 일자리 등
다방면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에도
그 구조개혁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학도 구조개혁에 능동적

기업도 필요한 인재를 교육하는데
파트너로서 적극 참여해야 하고
대학 스스로의 혁신적인 노력과 함께
대학을 수평적 파트너로서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패러다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구조개혁 경험에서
보았듯이 구조개혁의 목표와 수단이 강조된 채 구조개혁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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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회장 : 지난 수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반값 등록금
등으로 우리 대학 구성원들은 대학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긴박감
속에서 특히 한국 사립 대학들이 당면하고 있는 핵심 이슈들을 토론
하고 소통하며 그 대안을 찾는 노력으로 네 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총장님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각 특별위원회에 많은
총장님들이 참여해 주셨고,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도 이루어져서
정기, 임시총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들 주요 토론 내용들을
더 숙성시켜서 좋은 대안과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됩니다.

백순근 원장 :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대학 학부교육의 변화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 시대와 사회는 글로벌 창의인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대학교육은 지적능력만을 키우는 산업화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창의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어떤 개혁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대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머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대와

따라서 단순히 정원 감축식의 양적인 구조개혁이 아니라, 미래 각

김준영 회장 : 그렇습니다. 기존의 보편적인 고등교육시대에서 이제

대학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예컨대 교육의 특성화, 연구의

창의적인 고등교육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산업과 기술이 융복합

특성화, 산학협력의 특성화 등을 기반으로 한 질적 구조개혁에

되고 사회문제가 복합화 되면서 어느 한 전공에서 습득한 지식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과 사고로서는 문제해결은 물론 글로벌 사회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창의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어떤 개혁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대학교육도 전공별로 분리된 교육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백순근 원장 : 지난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으로 계실 때,

학제간 융복합 및 통섭교육의 기반을 넓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회원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대학 자율화,

것은 이를 뒷받침할 커리큘럼을 학제간으로 개방하고 연계시키는 등

대학 구조조정, 대학 재정, 대학 글로벌화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개방적으로 혁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4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각각 특별위원회를

서는 교육과정의 개방은 물론 융복합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해 이들 이슈를 선도하면서 보다 깊은 함의를 이끌어 내고 대안을

예컨대 문·이과의 통섭교육을 하는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융합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과

ICT학과, 자연과학과 의·약학의 융합교육학과인 융합의과학원,

제언들이 있었습니까.

에너지학과 등에서 융복합 교육의 결과 배출된 졸업생들이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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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창의적인 인재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에서

김준영 회장 :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이슈는

창의적인 인재의 주된 수요자인 기업과의 인터랙션과 협업이 더욱

한국 고등교육 재정의 취약성입니다.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설계과목, 캡스톤

대학의 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의 현실성, 그리고 정부의 고등

디자인과목, 실험실습과목, 인턴십 등 창의적인 교육과 인재

교육 투자(GDP 대비)가 낮은 상태에서 한국 고등교육의 재정은 취약

를 양성하는데 기업과의 연계가 심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고등교육 재정의 취약성은 고등교육
투자를 위축시킴으로써 대학의 질적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백순근 원장 : 대학은 지식과 정보의 핵심통로로서 경쟁력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있는 부가가치적 지식을 창출하는 원천이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국가의 부(富)를 창출하지요. GDP 1% 이상의 고등교육 투자에 대한

선진지식을 받아들이고 국내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정책결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현행 입시제도와

국제화 추세에 부응해야 합니다. 한국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중요한

학제간 융복합 및 통섭교육의 기반을 넓히고
이를 뒷받침할 커리큘럼을 학제간으로 개방하고
연계시키는 등 교육과정을 개방적으로
혁신하는데 있습니다.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준영 회장 : 글로벌 시대에 대학도 세계 대학들과 인적·물적·
지적 소통을 활발히 해야하지요. 한국 대학들의 국제화가 빠른
속도로 폭넓게 진전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데 국제화의 현 단계에서 우리 대학들이 풀어야 할 과제는 불균형
(unbalance)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국내 대학들 간의
불균형 문제도 있고 외국대학과의 불균형 문제도 있습니다. 국내 대학
들도 총량적인 국제화가 아니라, 각 대학이 외국 대학에 내놓을 수
있는 비교 우위의 특성화된 국제화를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학생들을 외국에 내보내는 국제화를 넘어서 외국 학생들이
한국 대학을 찾아오는 국제화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화의 불균형을 해소해 가야 합니다.

백순근 원장 : 국내 대학의 발전을 위해 개선하거나 이뤄져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현행 입시제도나
고교교육에 대해 평가해 주시고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Educational Development 2014 SUMMER |

13

파워인터뷰

고교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개혁을 준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교교육은 여전히 사교육의 그늘 속에서
공교육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의 틀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비정상의 고교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끊임없는 목소리에 이제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교교육이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인성, 기초과학, 인문소양 등 기본교육에 충실하면서 미래 창의기반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의 창조적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학입시제도는 이와 같은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맞추어 보다 유연
하고 개방적이면서 대학 자율화의 궤와 함께 개혁되어야 할 것입
니다. 무엇보다도 대학입시와 고교교육의 미래 발전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 교육계,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들의 충실한 담론의
과정을 거쳐 개혁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백순근 원장 :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다 되어 가고

대학 등록금 등 대학가의 여러 문제나 현안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시고 대안이나 해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기조로 하여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한국의 경제·사회적 발전 과정에서 혁신해야 할 핵심적인 교육

마련,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고, 2년차인

정책이 국정과제에 자리 잡고 있어 학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올해에는 이미 발표한 정책들의 구체적인 추진과 함께 문·이과

사실입니다. 교육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쟁점과 핵심 이슈들은

통합형 교육과정의 개발, 대학 구조개혁과 특성화, 대학생 창업

앞으로 대학 또는 대교협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를 통해 번영된

활성화 등을 집중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교육분야

한국 사회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게

국정과제와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간략히 진단, 전망해 주십시오.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교육정책에 어떤 변화를 주문하고 싶으신지요.
백순근 원장 : 지난 2011년 6월 ‘새로운 패러다임, 창조적
김준영 회장 :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은 학교에서 즐겁고

혁신대학’을 슬로건으로 하는 ‘비전 2020’을 직접 발표하시면서

창의적인 행복교육, 대학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

2020년까지 성균관대학교를 아시아 10위, 세계 50위 안에

제고,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서 창업, 벤처, 기술사업화 등 미래 우리

두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브랜드 파워 업그레이드,

사회의 휴먼 인프라를 구축할 비전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습공동체로서 교육혁신, 소통과 창조경영,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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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캠퍼스 개발 등의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으로 도약하는데 있습니다. 이미 15~20개 학문분야가 글로벌

알고 있습니다. 건학 616년을 맞이하는 성균관대학교의 도전과

리딩 학문분야의 반열에 다가서고 있지만, 학문분야 중 10개 이상이

성취, 미래 비전을 소개해 주십시오.

Global Top 10 학문분야로서 역량을 심화시켜 갈 것입니다. 성균관
대학교의 미래 철학은 양적인 성장에 치우치기보다는 질적인 발전을

김준영 회장 : 성균관대학교는 성균관의 역사를 계승하여 616년의

통해 존경받는 대학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역사와 지적 자본을 축적해 왔습니다. 깊은 역사와 전통 위에서 성균관대

지금까지 이뤄온 성균관대학교의 성과를 꼽는다면 교육과 연구,

학교는 우리 사회와 글로벌 사회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를

국제화와 산학협력, 그리고 대학문화가 대학발전의 동력으로 선순환

성찰하면서 창조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대학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 비전은 2020년 글로벌 리딩 대학(Global Leading University)

대학 교육의 질과 대학 경쟁력이
더 이상 훼손 받지 않도록 대학 등록금 이슈에
대하여 대학과 정부가 토론을 거쳐 등록금 문제가
대학의 자율적 기반 위에서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대학 등록금 이슈가 대학교육의 질적 문제로 연결되는
게 염려스럽고, 대학은 커 가는데 학생들의 취업은 여전히 어려우며,
대학 재정을 확보하는 데에도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여러 제약이
있어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대학을 경영하시는데 여러 가지 고민과
현안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학가의 여러 문제나 현안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시고 대안이나 해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준영 회장 : 요즈음 한국 대학들은 교내외로부터 다양한 요구와
주문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총장님들과 소통해 보면, 그 중에서도
대학의 재정압박이 한계에 다다를 정도로 재정위기 상황에 대하여
많은 걱정과 우려를 쏟아내고 계십니다. 대학 교육의 질과 대학 경쟁
력이 더 이상 훼손 받지 않도록 대학 등록금 이슈에 대하여 대학과
정부가 진지한 토론을 거쳐 등록금 문제가 대학의 자율적 기반 위에서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외의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는 대교협에서 발족한 대학발전총장
위원회에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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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기꺼이 강단에 서는 것이
스승으로서 도리라고 봅니다. 강의시간에 젊은 학생들이 던지는
질문과 대화는 제 마음을 더 푸르고 젊게 해 주기도 하지요. 그리고
학생들은 물론 교수님들과 교직원님들과 다양한 소통을 하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격의 없이 도시락 미팅, 캠퍼스 나무 밑에서 야외
미팅, 연구실 랩 미팅 등 구성원들과 열린 대화의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외적으로는 외부 요청에 따라 특강이나 포럼에 참석
하기도 하고, 지난 1년간은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으로서 그리고
지금은 대교협 회장으로서 총장님들과 함께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소통과 담론을 엮어가고 있습니다.

백순근 원장 : 한국대학경영연구소는 지난 2월 22일 대학경영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총장 리더십 평판도 조사에서 김준영

우리 시대에 필요한 대학과
대학인의 위상과 역할, 사회 리더십의 조건,
대학의 미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성균관대학교 총장을 첫 ‘선도대학 대학총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백순근 원장 : 지금도 매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학부강의를

김준영 회장 : 자세한 선정과정은 한국대학경영연구소에 문의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총장이 재직 중에 강의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정 후 설명에 의하면 1단계 대학기초

하는 것은 성균관대에 재직한 역대 총장은 물론이고 다른 대학

역량평가로 50개 대학 선정, 2단계 재정건전성 평가로 10개 대학으로

총장들 중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풍경인데, 어떤 과목을, 왜, 어떻게

압축, 그리고 3단계 대학총장 리더십 평판도 조사를 통해 선정된 것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밖에 교내·외에서 하고 계시는

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차원의 대학경영전문기관의 평가라는

특기할 만한 일이나 활동, 사업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며, 성균관대학교의 종합적인 역량에 내공을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고 어떤 평가를 받으셨으며
소감이랄까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쌓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존경받는
김준영 회장 : 총장도 교수이기 때문에 강의는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

대학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합니다. 그러기에 강의는 학생들과 지적 소통을 하는 공간이며
동시에 교육자로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값진 시간입니다. 총장이

백순근 원장 : 우리 시대에 필요한 대학과 대학인의 위상과 역할,

되기 이전부터 20여 년간 해오던 ‘거시경제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리더십의 조건, 대학의 미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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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회장 : 대학은 지적 공동체로서의 기본적인 위상과 역할이

원하고 있습니다. 개성 있는 젊은 세대의 장점은 살리면서 커뮤니티의

있습니다만 여기에 더하여 대학과 대학인은 그 시대에 답하고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삶의 지평을 넓히는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해 가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대학은 지역

데에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와 글로벌사회에 기여하는 개방형 지적 공동체로서 지속 가능한

대학은 지역사회와 글로벌사회에
기여하는 개방형 지적 공동체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빈곤, 질병,
환경,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래사회의 비전과 철학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신적 가치를 우선시한
동양문명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 대학은
인성을 갖춘 통합형 인재양성을 통해
참된 정신문화를 창달해 가야 할 것입니다.

성장을 지원하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빈곤, 질병, 환경,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래사회의 비전과
철학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은 심화되고 있는 지역, 계층, 세대
간의 갈등, 이념적 마찰과 분열, 그리고 국제적 분쟁에 대한 객관적이
고 균형된 사고와 소프트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사회통합의 가치를 구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실제 유럽의 대학들이 사상적·정치적 갈등이 교차하는 시대에
그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유럽 사회의 르네상스를
창출했던 경험을 통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학은 참된 정신
문화의 산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신적 가치를 우선시한
동양문명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 대학은 인성을 갖춘 통합형 인재
양성을 통해 참된 정신문화를 창달해 가야 할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요즘 학생들은 당당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주목받는
삶을 살길 원하는 반면에, 일각에서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데, 교육현장에서 보실 때, 과거 학생들과 비교해 어떤
점들이 다른지요.

김준영 회장 : 대학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지성인으로서 성장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개인의 능력은
물론 참된 사람으로 커뮤니티를 위해 협력하고 주위 사람들과 소통
하고 배려하는 소프트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
대학생들이 활동할 글로벌사회의 무대는 국내외적으로 협력을
이끌어 내고 함께 번영된 길을 열어가는 상생 발전의 장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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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근 원장 :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해 가지고 계신 바람이나 기대,
제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준영 회장 : 한국교육개발원은 우리나라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전문적인 자문과 교육 정책수립 지원 그리고 교육계와의 대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육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창의적인 행복교육을 실천해
가는 담론을 적극적으로 펼쳐 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기관, 교육
단체,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한국 교육개혁의 폭넓은 목소리를
수렴하는 담론의 장을 한국교육개발원과 대교협이 공동으로 마련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여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P R O F I L E

김준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1951년 경북 상주 출생.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
하였다. 행정고등고시(제14회)에 합격하였으며, 미국 하버드대학교 객원교수, 스웨덴 국제사회보장연구회 편집위원, 제17대 한국재정학회 회장,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장·교무처장·기획조정처장·인문사회과학캠퍼스 부총장,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교육과학기술부 고등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대학선진화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물가정책자문전문위원회 위원장, 관세청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총장으로 있으면서 북미주고등교육연합회 이사와 올해 4월부터 한국대학교육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소 Young Economist상(‘87), 상주시 자랑스런 시민상-학술교류부문 (’08) 등을 수상하였다. 주요 저서로
<신거시경제이론>, <합리적 기대 거시경제학>, <한국경제의 거시계량분석>, <거시경제학>, <고급거시경제론> 외에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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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교육감 선거와 새 교육감의 역할과 과제

6.4 교육감 선거와
새 교육감의 역할과 과제

글

•
홍찬식
동아일보 수석논설위원

Ⅰ. 들어가며

감선거부터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른다는 목표를 세우고 출발했
다. 그러나 2010년 이전까지는 교육청마다 사정이 달라 각기 다

자치단체장·의원과 함께 시·도교육감을 뽑는 6.4 지방선거

른 시기에 직선 교육감을 뽑았다.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첫 직선

가 마무리됐다. 시·도교육감선거가 시·도지사 등을 선출하는

제는 2008년, 경기도교육감의 첫 직선제는 2009년에 실시됐다.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것은 2010년 이후 두 번째다. 교육감 직

교육감 직선제 역사는 도입 때부터 계산하면 7년, 전국 동시 선

선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7년의 일이다. 당시 2010년 교육

거로부터 따지면 4년 남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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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출 제도는 임명제로 시작해 간접선거를 거쳐 직선

선제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이 확산되자 국회는 올해 초 제도 개

제로 바뀌었다. 1991년까지는 정부가 교육감을 임명했으며 교육

선에 착수했다. 당시 여야 협의에서는 교육감 후보와 시·도지

자치제가 도입되면서 간선제를 채택했다. 초·중·고교 학교운

사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묶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하자는

영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교육감을 뽑게 된 것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서로 이념 성향이 다른 교육감과 시·도지

2000년 이후의 일이다. 이후 간선제 역시 선거 과열 등의 부작

사가 당선되어 함께 같은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 갈등과 엇

용이 드러나고, 주민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직선제를 도

박자가 빚어질 수 있으므로 학생,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돌아가

입하자는 여론이 높아졌다.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는 일을 막아 보자는 의도다. 선거비용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

했으나 도입 당시 직선제에 대한 지지도는 높은 편이었다.

자는 선거공영제 주장도 있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어차피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에도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난 상태다.

지역자치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교육감선거를 폐지하고 시·도

유권자들은 교육감 후보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잘 모르는 상태에

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제

서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감 직선제의 가장 큰

도 개선에 대한 합의는 결국 이뤄지지 못했고, 일단 현행 방식으

맹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라는 비판이

로 한 번 더 교육감선거를 치르는 쪽으로 정리됐다.

제기되어 왔다. 교육감이 펴는 교육행정 서비스의 대상은 주로
학생, 학부모이므로 전체 지역주민이 아닌 교육 수요자들만 선
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Ⅱ. 6.4 교육감선거 어떻게 치러졌나

과도한 선거비용도 문제다. 교육감 후보들은 대부분 평생에
걸쳐 교육분야에 종사해온 인사들이다.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이번 선거에는 전국 17개 선거구에서 모두 72명이 교육감 후

대도시 지역의 유력 교육감 후보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은 한 사

보로 나서 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0년 선거와 비슷한

람 당 최대 40억 원에 육박했다. 일반적인 교육계 인사들은 감

경쟁률이었다. 지난 선거 때에는 16개 선거구(세종특별자치시

당할 수 없는 큰 돈이다. 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했
을 경우 정부가 선거비용을 후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채택
하고 있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이 신고한 액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출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돈다.

이런 고비용 구조로 인해 교육감에 당선된 이후 인사 비리 등
다른 부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3년에는 차
기 교육감 선거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청 측이 인사 대상
자들에게 돈을 받은 행태가 충남 지역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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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에 74명이 입후보해 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별로
는 경기도와 부산에 각각 7명이 출마해 가장 많았다.
2010년 교육감선거 때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이른바 보수
와 진보 후보의 대결 양상은 이번 선거에서 더 확연해졌다. 이른
바 진보 교육감 후보들은 17개 선거구 가운데 14개 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유권자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냈다.
보수 진영에서도 단일화 논의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복수의 후보를 냈다. 지지 표를 결집할 수 있는 진보
후보 쪽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됐다.
선거운동은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인해 비교적 차분한 분위

히면서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궜다. 일부 언론이 함께 출마한

기 속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교육감 후보들이 무상 공약을 내놓

다른 후보들을 이 사건과 연결시키면서 교육감선거에 대한 관심

은 것은 2010년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A 지역

이 일시적으로 증폭됐다.

의 한 후보는 초·중·고교 학생 전원에게 아침식사를 무상으로
주겠다고 공약했고, B 지역의 한 후보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세월호 사건 이후 학교 안전과 관련된 공약

무료 통학버스를 약속했다. C 지역의 한 후보는 유치원과 초·

이 많이 제시됐으나 재원 조달이나 실행 시점 등에 구체성이 결

중·고교의 무상 방과후교육, 교과서와 참고서 무료 지급 등을

여된 경우가 많아 급조된 공약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내세웠다.

반면 선거기간 중에 각 후보자들이 지역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

그러나 전체적으로 후보자들이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국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민들이 많았다. 언론도 시·도지사 후보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고 경쟁적으로 보도했으나 교육감 후보의 공약이나 후보 간
쟁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했다. 교육감 후보의

Ⅲ. 선거 결과

인물 검증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
한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 그나마 선거 막판에 불거진 고승덕 서

개표 결과 진보 진영의 교육감 후보들이 압도적인 강세를 보

울시교육감 후보 딸의 아버지에 대한 폭로 사건이 교육감선거에

였다. 17개 선거구에서 13명의 진보 성향 후보들이 당선됐다. 진

대한 주목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부모의 이혼 이후 어머니와

보 진영은 전국 학생 인구의 절반을 갖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는 고 후보의 딸이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등 수도권을 석권했다. 이에 비해 보수 후보는 대구, 울산, 경북,

미국으로 온 뒤 아버지는 우리와 연락을 끊었다”며 “다른 직책은

대전 4개 지역에서 당선되는 데 그쳤다. 2010년 교육감선거 때

몰라도 (아버지의) 서울시교육감 출마는 선을 넘는 것”이라고 밝

진보 진영은 6개 지역에서 당선자를 냈으나 이번 선거에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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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넘는 숫자를 배출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였다.

Ⅳ. 새 교육감의 역할과 과제

당선자는 서울 조희연(진보), 경기 이재정(진보), 인천 이청연
(진보), 부산 김석준(진보), 대구 우동기(보수), 광주 장휘국(진

이번 선거에서 진보를 앞세운 후보들이 당선되고 지방의 ‘교

보), 대전 설동호(보수), 울산 김복만(보수), 세종 최교진(진보),

육 권력’을 차지하면서 교육계 전반에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강원 민병희(진보), 충북 김병우(진보), 충남 김지철(진보), 전북

높아졌다. 전국 16개 교육청 가운데 6곳에서 진보 교육감을 배

김승환(진보), 전남 장만채(진보), 경북 이영우(보수), 경남 박종

출했던 2010년 교육감선거 직후와는 강도 면에서 훨씬 다른 상

훈(진보) ,제주 이석문(진보) 후보였다.

황이다. 하지만 4년 전 이명박 정권의 교육 노선이 우파 쪽에 가
까이 있었던 반면,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은 중도 쪽으로 상당

진보 후보들이 약진한 가장 큰 원인은 단일화를 통해 표를 결

히 옮겨져 있는 차이점은 있다.

집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수 후보들은 같은 지역에
여러 명이 함께 출마해 표가 분산됐다. 서울의 경우 진보 당선자
의 득표율은 39.08%, 경기가 36.51%, 인천이 31.89%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수도권 이외에 충남, 세종, 부산, 경
남, 제주에서도 30%대의 득표율로 진보 후보들이 당선됐다. 보
수 후보들이 내부 분열로 패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재선에 도전한 광주, 전남, 전북, 강원의 진보 교육감
들은 이보다 훨씬 높은 40~50%대의 득표율로 비교적 여유 있
게 당선됐다. 또한 보수 후보들 중에서도 유권자의 표를 결집할

일부 진보 교육감들의 과거 행보들을 감안하면 이들이 교육

수 있는 후보들이 있었더라면 30%대의 득표율에 머물렀던 진보

현장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번 선거 결과는

진보 교육감 중에는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지낸 사

진보 진영의 단일화 효과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원인도 있다

람도 있으며 진보 진영에서도 강한 이념 성향을 보였던 인사들

고 볼 수밖에 없다.

도 보인다. 실제 교육 행정에서 어떤 인식을 드러낼지 주목되고
있다. 이들이 편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진보 후보들
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 별도의 사후 조사를 통해 구체적
인 원인을 분석하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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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협의 과정에서 정부와 학부모들이 어떤 입장과 반응을

형을 허물어 공교육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다.

보이느냐에 따라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역시 이들의 공약인

진보 교육감의 대거 등장은 한국교육의 새로운 변화다. 자녀

혁신학교 확대 문제에서도 다른 학교와의 재정 지원의 형평성

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이들이 어떤 역량을 보일지 어느

문제를 놓고 충돌의 여지가 있다.

때보다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교원노조인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고 있는
정부 방침에 대해 진보 교육감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역사교

Ⅴ. 또 하나의 과제

과서 국정화 반대 등 역사교과서 문제를 놓고 어느 정도 강경한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과거 진보 교육감들은 친(親) 전교조

지방선거와 별개로 치러졌던 2010년 지방선거 이전의 교육감

성향을 보여 왔다. 진보 진영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정책에 대해

선거는 10%대의 낮은 투표율을 보여 과연 주민 다수가 원하는

서도 부정적 입장이었다. 진보 교육감 사이에서 이런 기조가 유

교육감을 뽑고 있는지 회의적 시각이 팽배했다. 이런 선거에 수

지된다면 갈등이 불가피하다.

백억 원의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교육감의 책무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

2010년 교육감선거에서는 ‘낮은 투표율’이라는 과제를 극복하

을 제공하는 일이다. 보수 교육감이든 진보 교육감이든 이런 목

기는 했으나 교육계 내부에 이념 대결을 증폭시키고, 직선제가

표에 이념이나 정치적 색채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 교육감은 지

안고 있는 부작용이 더 악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2010년 선거에

역 교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 편성, 학교 설립과 폐지 권한, 교

서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곽노현 후보는 선거과정에서 같은 진

과 편성 권한 등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이런 ‘권력’을 남용하거

보 진영의 박명기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서 그 댓가로 2억 원을

나,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면 교육감의 역할을 저버리는 일이 될

건넨 것으로 드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자리에서 물러났다.

것이다. 새 교육감들이 자신의 성향에 따라 편을 가르는 일도 경
계해야 한다. 예컨대 교육청 인사에서 선거 때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을 우대한다든지, 다른 후보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부당
한 대우를 가하는 일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들은 학생, 학부모의 입장이 되어 그들
이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선거 때 내건 공약을 실천한다며 꼭
써야 될 다른 예산을 임의로 집행한다면 학교 교육의 전체적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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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교육감 선거와 새 교육감의 역할과 과제

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국은 50개 주 가운데 14개 주만이
주민직선제이고 나머지 36개 주는 임명제로 되어 있다. 지방자
치단체의 주민 서비스 가운데 교육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
지고 있다. 지역 교육이 살아나면 지역이 활성화되는 사례를 목
격하기는 어렵지 않다. 지자체장이 지역 교육까지 책임지는 시
스템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외국처럼 지자체장이 교육감을 직접
임명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 하다. 이번 선거 이후 교원단체인 한
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감 직선제의 폐지를 주장하면
서 직선제 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감이 불법적인 거래를 위해 돈을 주고받은 것을 목격한 서

직선제가 교육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선거가 끝난 뒤 교육 현장

울 학부모들의 심정은 착잡했다. 진보 교육감들은 임기 4년 동

에 심각한 상처와 피해를 남긴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번

안 보수 정권 혹은 지방 정부와 교육 정책을 놓고 충돌하는 경우

선거에서 30%대의 득표율로 교육감이 당선된 곳은 다수 유권자

가 잦았다.

들이 새 교육감을 지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뽑힌 셈이어서 ‘민심
의 왜곡’이라는 숙제도 남겼다. 정치권은 미뤄 두었던 교육감 선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육 예산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

출 제도의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는 문제도 나타났다. 올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의 안전
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으나 학교 주변 곳곳에 위험 요소들

한국의 신생아 수는 1960, 70년대에는 연간 100만 명에 이르

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은 지 30년이 넘는 노후

렀으나 최근에는 연간 40만 명으로 격감했다. 전체 교육계가 줄

교실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데도 예산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다.

어든 인적 자원 한 명 한 명을 잘 교육시키는 일이 절실해졌다.

무상 급식 등에 우선순위를 두느라 안전 확보와 건물 신축 등에

이런 상황에서 교육계가 보수니 진보니 하며 편을 가르며 이념

투입할 예산이 크게 줄어든 탓이 크다.

대결을 벌일 때는 아니다. 수준 높은 교육을 실행하는 것에 미래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올해 1월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교육감선거의 개선 문제를 다룬
것은 무엇보다 교육을 잘 이끌 수 있는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어
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교육감 임명제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영국,
일본, 독일, 핀란드는 자치단체장이 직접 임명하거나 임명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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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 기반 구축 위한 통일·안보교육 추진 : 왜, 무엇을, 어떻게?

통일시대 기반 구축 위한
통일·안보교육 추진 : 왜, 무엇을, 어떻게?

글

•
이미경
통일교육원 교수

Ⅰ. 통일기반 구축,
통일·안보교육 - 왜?

통일은 공포스러운 고비용의 ‘부담’ 이 아니라 기대를 가질 만한
‘혜택’이라는 것 그리고 이를 입증하는 계량화된 증거들을 제시
하는 지금의 통일담론은 통일문제의 관심과 준비가 요구되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에 이어 ‘드레스텐의

현실에서 국민들의 통일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통일구상’ 등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우리 사회는 전에 없이 통일

분단 70여 년을 앞둔 우리의 현실은 통일이 실현되어야 할

문제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담론들과 관련 행사들이 넘쳐나고 있다.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분단 상황을 주어진 현실로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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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 기반 구축 위한 통일·안보교육 추진 : 왜, 무엇을, 어떻게?

분위기가 팽배되어 있다. 우리의 분단현실과 우리를 둘러싼 국제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일담론의 형성과 확산을 의미하는 국민

환경은 통일달성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는

공감의 통일교육의 추진은 통일기반 구축차원에서 중요하다고

것을 말해주고 있다. 2014년 현재 한반도는 북핵문제와 인권문제,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이 과다비용의 부담이 아닌 기대와 희망을

체제안정성 문제 등 북한문제의 해법을 둘러싸고 불안정한 정세가

주는 미래의 현실임을 일깨우는 지금의 통일담론이 과연 국민의

지속되고 있다.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과 헌법에 핵 보유

부정적인 통일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정도의 파급력을 지니고

국가 명시 등 북한이 핵과 미사일 보유 등을 전략적 생존전략으로

있는 것인지 등의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기정사실화함으로써 한반도만이 아닌 지역적·세계적 차원으로
안보위협의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한편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

국민들은 분단유지 비용보다 향후 발생될 통일비용에 민감하고

정세는 협력의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영토, 영해와 과거사 문제를

분단극복의 필요성보다 평화공존의 현상유지를 더 선호하는

둘러싼 관련국들 간의 마찰과 갈등 나아가 지역패권을 둘러싼

경향이 농후하다. 이 같은 통일의식은 분단의 장기화·일상화로

주요 국가들 간 견제와 갈등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이중적

인해 북한의 대남 위협과 도발 등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만 분단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상황의 불안정성을 느끼며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통일과제가
또 다른 부담을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된 데 따른 것이라 할 수

통일달성은 이 같은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 정세의 불안정성을

있다. 게다가 우리 국민들은 공동체의식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실리

극복하고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이다. 한반도

위주의 사고를 하고 있고, 통일이 비록 국가와 사회의 혜택을

대내외 환경은 통일을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로서

주는 것이라 해도 그것이 그들 개인의 삶에 구체적인 이득으로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연결되는 것이라 할 때 비로소 관심을 갖는다. 즉 국민들은 통일

통일문제가 우리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무관심의 영역 속에

문제를 현실적인 필요성으로 접근하고 있어 국민의 통일문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닐 정도로 소극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 통일담론에는 이 같은 변화된 국민들의

부정적인 통일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통일문제의

통일인식이 반영돼야 할 것이다.

관심을 환기하는 통일담론의 확산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이 비용보다는 혜택이 훨씬 큰 것이고 이 혜택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각적인 통일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통일담론은 국민에게 통일혜택이

통일준비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구체적으로 그들 개인의 삶과의 관련성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포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통일준비 차원

통일은 제도와 영토 통합만이 아닌 사람의 통합까지를 의미하는

에서 요구되는 통일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므로 사람의 통합 즉 마음의 통합을 위한 준비가 선행되어

논점이지만 이에 앞서 왜 해야 하는 지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민들이 통일을 마음으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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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일기반 구축,
통일·안보교육 - 무엇을?

육은 기초하고 있는 통일관(두 체제의 공존/단일국가의 건설)과
북한관(한민족/타자/적) 그리고 남북관계 현실(화해협력/긴장
과 갈등관계)에 따라 다양한 내용과 방향 구성으로 운영되고 있

통일교육은 분단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대내외 환

어 통일교육의 쟁점 등을 야기하고 있기도 한다. 이 가운데 가장

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명칭과 내용의 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는 영역은 ‘안보교육과 평화교육의 비중’ 그리고 북한

행해져 왔다. 통일교육은 1990년대 이후 양적으로 확대됐으며

이해에 있어 강조점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남북 간 긴

주체 측면에서 기존의 정부라는 단일 주체에서 시민단체를 비롯

장과 대결이 강조되는 시기의 통일교육에서는 북한 위협에 대한

한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등장하면서 통일교육의 방향성과 내용

경계와 안보의식이 강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비해 남북 간

측면에서도 과거의 반공교육, 안보교육 일변도에서 탈피, 다양

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뤄지는 시기의 통일교육에서는 평화공존

화되었다.

과 화해협력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통일교육의 내용과 강조점의 변화는 통일교육
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화라기보다는 환경변화에 따른 강조점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혼란과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장기적 목표와 남북관계 및 정
치환경 등의 변화가 반영된 내용 등의 구분과 함께 통일교육 관
련 주체들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통일교육은 양적 확대
와 함께 균형적·객관적인 자료 개발·보급 등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을 통해 국민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제고를 위한
남북 간 대결과 경쟁이 강조되던 냉전시기의 반공, 안보 위주

노력 등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은 추상적인

의 교육은 탈냉전의 흐름 속에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이라는 새로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국민들의 부정적인 통일인식

운 관계로 돌입하면서 통일교육의 관점과 방향에 있어 변화를

을 향상시키는데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것은 통일교

보였다. 현재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이라는 명칭 아래 상이한 교

육이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이 있다 해도 여전히 국민들의 관심

육내용과 방향성, 다양한 방법과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

과 의식 변화 등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라 할

다양한 행위주체와 교육내용으로 행해지는 통일교육은 한편

수 있다. 분단 70년을 맞아 국민들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 는 인

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 목표나 내

식은 감소되고 ‘통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

용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진행 중인 통일교

으며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와 부담을 크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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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들의 통일필요성 이유에 대한 인식은 ‘같은 민족이
니까’라는 응답비율이 감소하는 데 비해 남북 간 전쟁위협 해소
라는 현실적인 이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통일미
래 세대인 청소년들은 일반 성인에 비해 통일·북한인식이 부정
적이며 통일문제를 현실적이고 개인 실리 위주의 시각으로 접근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통일교육은 거대담론 위주의 통일논리를
당위적인 과제로 수용하게 하는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으로 행
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통일교육
은 변화된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반영하여 이들의 관심에 부합되
는 통일교육의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일 미래가 실제 현재의 삶의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 것인지에 대
민족사적 당위성과 함께 무한경쟁시대 국가발전전략으로서

한 불확실성과 불명확성에서 연유된 것이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

따라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일과

실리 위주의 성향을 지닌 사회 구성원들에게 통일은 국가와 사

정에서 야기될 비용과 혼란은 과도기적이며 일정 기간이 경과하

회의 발전만이 아닌 사회 내 개인에게도 자유 확산과 기회 확

면 비용보다 더 큰 이득이 발생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 통일의 필

대와 같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임을 확인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통일담론이 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통일

즉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분단의 극복은 새로운

비용보다 훨씬 큰 통일편익에 대해 사회 각 분야별 객관적인 자

성장 동력의 확보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만이 아닌 사회 내 개

료 및 지표 제시와 함께 이 같은 편익들이 사회 내 개인의 삶의

인 구성원들에게도 다양한 이득을 창출한다는 것을 인식시킴으

질을 높이는 것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등

로써 국민들의 통일문제 관심 환기와 참여를 유인해야 할 것이

을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
기 위한 통일교육의 주 내용은 실사구시적인 차원에서 통일문

또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통일인식의 기초가 되는 통일 미래의

제를 인식하게 하는 한편 국민들의 부정적인 통일인식을 극복할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수 있는 통일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

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한국의 미래는 분단한국과 달

들의 부정적인 통일인식은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과 통일 미래에

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통일보다는 현상 유지를 더 선호하

것인지 그리고 그 통일 미래의 변화가 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는 부정적인 통일담론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통일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인식시킬 수 있는 것들이 통일교육의

담론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통

주 내용을 이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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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일기반 구축,
통일·안보교육 - 어떻게?

한편 국민들의 흥미와 공감을 유발하는 통일교육의 콘텐츠 개
발과 교육과정의 설계 등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접근성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의 통일교육에 있어 가장 큰 문제

1. 대상별 맞춤형 교육방식 모색 :
공감대 형성의 교육방안

점은 청소년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
식에 있으나 무엇보다 통일교육시간의 절대적 부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학교교육과정이 입시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집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통일교육은 통일문제에 대한 국

중이수제’ ‘선택교과제’ 등의 운영으로 학교통일교육의 비중은

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들의 통일의식 수준과 관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일 미래세대 육성

심에 부합되는 콘텐츠 개발과 함께 시스템 일체를 개편하여 통

을 위한 통일교육은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현장에서의 통

일교육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일교육 시간 확보와 같은 지원의 내실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

은 국민들이 통일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다. 이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통일교육의 추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예컨대 국민들에게 통일

계획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과의 소통이 중

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속에 지닌 의미를 알게 함으로써 통

요하며 교육대상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쌍방향적인 교육이 행해

일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새롭게 공동체 구성에 따른 공동체의

져야 한다. 특히 학교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이 학생들의 감성과

식과 가치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등이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

공감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교과단원의 내용을 지식 위주

을 이뤄야 한다.

의 전달보다는 놀이와 문화를 접목하여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또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통일교육이 되기 위해서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통일단원의 교과내용을 관련 영상물

는 대상별 맞춤형 통일교육방식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가능한 5분 이내의 짧은 영상)을 통해 이해시키고 통일 관련 주

추진계획으로 국민 소통 중심의 창조적인 콘텐츠 개발과 함께

제를 다룬 영화나 노래 등의 대중문화예술 속에서 통일문제를

STP 전략에 기반한 교육과정의 재설계가 있다. STP 전략은 교
육대상자를 Segment(분류)하고 이들에 Targeting(중점)을 둔
Positioning(방식 수립)을 하는 것으로 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
려, 그들의 관심과 수준 등에 부합되는 맞춤형 교육 내용과 방식
등을 설계하는 것이다. 예컨대 청소년들에게 흥미와 공감을 유
발하는 통일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통일문제가 그들의 관심영역
인 진로와 진학 등과 연관성이 있음을 인식시키는 교육 내용과
그들의 흥미를 돋우는 체험·참여형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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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있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교육 주간(5

통일교육 현장에서는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의 연속성보다

월 마지막 주)과 같은 계기별 수업시간에는 음악·연극·토크

변화가 크게 부각되고 실제 변화된 내용과 방향성이 강조된 교

콘서트 등 문화적 접근의 ‘통일캠프’ 와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

육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남북 간 교류협력이 이뤄지

회’ 등과 같은 다양한 통일문화 공연 등을 통해 통일문제를 마

는 시기의 통일교육은 화해와 협력에 중점을 둔 평화지향의 교

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육 등이 주류를 이루고, 남북관계의 경색이 지속되는 시기의 통
일교육은 안보의식의 강화를 강조하는 통일교육이 보다 강화되

2. 민·관 협력의 통일교육 활성화

는 경향이 있어 왔다. 이로 인해 통일교육은 당초 의도된 통합달
성보다는 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통일교육은 다양한 교육주체들에

따라서 통일교육이 통일달성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 함양 등

의한 다양한 방향성, 내용, 방식으로 인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통일문제에 대한 시각 차

통일교육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본래 통일교육은 지향하는

이와 합의 모색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의미와 통일구상 그리고 접근방식을 고려하여 결정된 목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

표와 방향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대내외적

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통일교육 목표에 따라 일관성 있는 교

통일 환경의 변화에 부합되는 내용이 반영되어 조화롭게 행해져

육내용의 구성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재정립을 통해 통일교육

야 한다. 그러나 현행 통일교육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통일정

의 쟁점영역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책에 따른 통일교육의 목표와 변화하는 남북관계의 전개양상과
대북정책의 방향 등이 반영된 교육내용과 강조점이 혼재되어 통
일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의 목표는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에 명시된 바에 따
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한 통일관
정립과 평화통일의 의지 및 역량의 함양 그리고 통일 환경 및 북
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의 확립이다. 다만 변화
된 환경에 따라 통일을 통한 민족공동체 형성에는 세계화시대,
다문화시대에 부합되는 민족주의, 민족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하
며 안보와 통일의 균형적 인식아래 화해와 평화지향의 교육 및
안보교육의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
다음으로 통일준비 차원에서 통일교육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
기 위해서는 현행의 다양한 통일교육주체들의 다양한 방향성,
내용, 방식의 통일교육에 따른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 관련 주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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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 마련이 요구된다. 통일교육이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는 교육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내용 구성에서부터 실행
및 활성화 등의 방안 마련에 이르기까지 이에 관련된 행위자들
간의 협의가 요구된다. 즉 민·관·학을 포함하는 통일교육 관
련 주체들을 중심으로 통일교육 담론의 변화와 쟁점에 관해 서
로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가운데 합의지점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예컨대 안보와 평화와 통일간의 관계
문제, 민족공동체와 다문화 조화문제, 평화적 공존과 통일관의
관계 설정문제, 북한관련 교육에 있어 객관성과 균형성의 문제

네트워크에서 통일교육에 관한 지도·관리 및 지원의 중심역할을

등 주요 쟁점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확인하고 정부와 민간 등 서

수행하고 있다. 학교통일교육부문에서는 통일부가 제시한 통일

로 다른 관점을 지닌 다양한 통일교육 주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교육지침을 반영하여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교육연

합의의 지점과 과제를 함께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수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을 총
괄하고 있다. 통일부와 교육부 간의 거버넌스 체계는 학교통일

3.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이라는 두 부분이 연결되어 사안별 협조관
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

통일교육 주체들 간의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사소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 구축 및 통일

통과 합의를 통해 국민소통과 공감을 형성하는 통일교육의 활성

교육위원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

화를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다양한 교육기

는 개정 ‘통일교육지원법’ 및 ‘동법시행령’(‘09.10 공포, ’10.4.2 발

관들(통일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공공교육기관, 지역통일교

효)이 실행되고 있다.

육센터, 교육연수원 등) 간의 네트워크 형성, 활성화가 필요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는 통제와 규율중심의

다. 이를 위해 1999년에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정부조

지원이 아닌 각 교육기관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향

직 중 통일부가 전반적인 통일교육정책을 수립·조정·종합하는

에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즉 통일교육 거버넌스 개별 구

기능을 하면서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성주체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기능을 분리, 특화시키고 각각의
차별화된 전문성을 기반으로 협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통일부는 통일교육의 전반적 방향성 및 내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사회통일교육부문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
위원협의회, 통일교육협의회, 기타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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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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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장

Ⅰ. 들어가는 말

보가 매우 중차대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비단 이번 사고가 아
니어도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과 교훈을 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결코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학생들의 단체 수학여행 중에 일어

학생들이 활동하는 모든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기본과 원칙은

났기 때문에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따른 안전성 확

철저히 지켜져야 함을 이번 사고가 철저하게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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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의 특성상 학생들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기 쉽다.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형식적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각종 안전조치

학교 자체가 다중이용 시설이고, 갈수록 실제적 체험과 실험·

등이 교육공동체의 반성적 성찰을 통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실습 등 활동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대상 자체가 호기심과 활동성이 많은 미성숙한 학생들이기 때

철저하게 분석하고 보완·개선하여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문에 늘 위험하고 불안전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학생들끼리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하여 소개

만 있는 쉬는 시간 등도 안전의 사각지대이며, 화재, 황사, 홍수

한 후,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대책과 향후 과제 등을 다루고자

등 각종 자연 재난과 식중독, 전염병 등의 사고에 대하여도 자유

한다.

로울 수 없다. 학교 밖 교육활동은 학교와 가정보다 더 많은 위
험에 노출되기 쉽다. 이번 사고에서 보듯이, 학교 밖 교육활동은
다양한 과정 중에 누구 하나라도 안전에 대하여 소홀하게 다루

Ⅱ. 학교 밖 교육활동

거나 총체적인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
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수학여행 증에 일어

학교 밖 교육활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 운영

난 대부분의 대형 사고는 학생들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령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사회적 안전 시스템 미흡, 안전 불감증, 물질 만능주의, 직업 윤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리의식 결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다. 즉, 안전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한 교육활동 여건을 만들지 못한 사회와 어른들의 잘못이 크다.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즉, 학생 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이 강조되고, 자유

육활동의 주된 공간은 학교 안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밖

학기제 운영 등 학교 밖 체험활동이 증가되어 가고 있지만, 학생

에서의 체험을 통해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들의 안전한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학

한, 학교 밖 교육활동은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교 밖 교육활동 중 사고는 교사나 학생들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다. 즉, 학교 밖 교육활
동과 관련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이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
방하고, 사고에 따른 대처도 효과적이고 신속·정확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그 동안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도 적극 노력해 왔다.
그러나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위험요소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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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의도적

교육과정 상 수학여행 등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중

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또 하나의 준거는

행사활동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행사활동은 학생들의 수련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

동, 현장학습, 수학여행, 학술조사, 문화재 답사, 국토순례, 해외

활동 교육과정은 그 목표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

문화체험 등의 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교실과 교내를 벗어나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신장하고, 자율적인 생활 자세를

다양한 실생활과 자연을 접하여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기회

기르며,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함으

를 적극 마련해 주고자 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행사활동의 계획

로써 공동체 의식과 세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하고 수

수립, 준비, 시행, 반성 등에 있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준 높은 자질 함양을 지향한다’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창의적

하도록 지도하고,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자치적인 운영이 되

체험활동의 내용체계는 다음 표와 같은데, 교육과정에서 제시하

도록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종 행사활동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

고 있는 성격과 활동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교 밖 교

는 행사명, 목적, 시기, 장소, 대상, 행사 과정, 역할 분담, 유의

육활동은 학생들의 요구와 학교 및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다

점, 배치도, 상황 변동시의 대책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필요에

양하고 특색 있게 계획·운영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따라 사전 답사 및 사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활동의 형태는 교사가 주도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기
획·운영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

한편,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서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때문에,

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한 가지의 목표·내

많은 활동은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활동 진흥법 등의 다양한

용·방법이 아니라, 교과 및 다른 영역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법령이 적용된다. 예컨대, 학생들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계획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우,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른 허가·등록된 수련시설만 이
용이 가능하고,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면 청소년 활동

<표 1> 창의적 체험활동의 체계
영역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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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인증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
활동

학교는 학생 중심의
자율적 활동을 추진하고,
학생은 다양한 교육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적응활동
·자치활동
·행사활동
·창의적 특색 활동 등

학생은 자발적으로 집단활동에
참여하여 협동하는 태도를 기르고
각자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한다.

·학술활동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실습 노작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등

학생은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배려의 활동을 실천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한다.

·교내 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자연환경 보호활동
·캠페인 활동 등

학생은 자신의 흥미, 특기, 적성에
적합한 자기계발활동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한다.

·자기 이해 활동
·진로 정보 탐색 활동
·진로계획 활동
·진로체험 활동 등

2014 여름

다. 또한, 외부 업체와의 용역 등 상거래가 수반되므로 계약 관
련 법규도 준수되어야 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지침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2월에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
학습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급 학교에 보급한 바 있다. 이
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
육활동으로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일일형
현장체험활동 등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이중 수학여행은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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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을 위한
법령과 지침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4
월에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이 법률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서 교육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이 위탁기관 또는 단체 등
의 설립 인·허가 등의 여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가입 등의 여부, 「청
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의식을 배양하고 전인적인 인격과 품성을 함양하며, 꿈과 끼를

을 실시하는지 여부,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등

함께 키우기 위해 학교단위에서 실시하는 집단적 숙박여행을 의

을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이 법률을 기반으

미한다. 한편, 수련활동은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로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의 절차, 방법, 범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수련거리(야영,

등 필요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하여 학교 안전사고에 대

심성수련, 해양수련 등)를 가지고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행하는

비할 계획이다.

1박2일 이상의 학급·학년 단위로 실시되는 교육활동으로 정의
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수련시설의
운영자가 정기 또는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를 제출해

수련활동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

야 하고, 감독기관에서는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 점검을 실

설 등에서의 숙박 및 활동만 가능하다. 숙박형 현장체험활동의

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련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 1회

경우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이외에 1박2일 이상 실시되는 것이

이상 안전 교육 의무화, 안전 기준 미달시 시정 명령 또는 운영

며, 일일형 현장체험활동은 하루에 이루어지는 비숙박 체험활동

중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을 의미한다. 단위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자체 계획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 교육부에서 작성하여 제시한 현장체험학습 운

운영하는 영어 캠프, 진로 캠프, 등반 대회, 걷기 대회, 대학 탐

영 매뉴얼은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주요 지침으로, 그 동안

방, 일일 직업체험, 사생 대회, 백일장 대회, 농·어촌 체험, 봉

계약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다루어 왔으

사 활동, 동아리 활동, 문화·체육 체험활동, 박물관 관람 등은

나, 올해부터는 안전 부분을 대폭 강화하여 보완한 바 있다. 즉,

수학여행 또는 수련활동과는 다르게 숙박형 또는 일일형 현장체

현장체험학습의 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학생 안전 관리에

험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유의할 수 있도록 했고,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 및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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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에서의 국내외 수학여행 등은 금지하도록 하였다. 특

가하고, 사고 대응 요령을 숙지할 의무가 있다. 사건, 사고 발생

히,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① 허가·등록된 시설 이용, ② 청소

시 관할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사전에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경

년활동진흥원의 인증 프로그램 이용, ③ 계약 및 시행 직전 사전

우 이에 따라 대응해 나가야 한다.

답사 의무화, ④ 교사, 학생 대상 사전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⑤
교원의 임장지도 의무화 등을 공통 준수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안전조치는 매우 복잡하지만 반드시 지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기에 앞서 교과 또는 창의

켜져야 한다. 교육 장소 및 시설, 차량 이동, 교육 프로그램 등

적 체험활동을 이용하거나,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시설 및 차

예상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방안이 포함된 계획이

량 이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설명하고, 발생 가능한

수립되어야 하며, 현장 답사도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용

안전사고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인솔 및 지도교

시설의 허가·등록 여부, 실시 경로 및 예정지와 활동 프로그램

사는 담당 학생 중 신체 허약자 또는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

의 교육 목적 부합 여부, 거리, 소요 시간, 시설의 수용 인원 및

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관리하고, 활동 참가

안전·위생 상태, 청소년 유해 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

시 수련시설 및 위탁 여행 업체에게 통보하여 유기적으로 대처

지의 위험 지역, 이동경로 상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을 구체적

해야 한다. 특히, 학교장은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

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해양 수상 활동의 경우 해양경찰서장,

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등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 등 해양 수상활동 등록 업체 여부와 인명

사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구조요원 및 래프팅 가이드의 적정 배치 여부 등도 파악하여야
한다. 갯벌 체험, 산행, 캠핑(야영), 전시·공연 관람, 겨울철 야

이 밖에도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는 학생의 안전 등을 고려하

외활동을 계획할 경우에 사전 확인 절차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

여 사제동행에 의한 현장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즉, 수학여행 및

다. 학생들이 단체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세버스 이용에 따른 운

수련활동은 가급적 학교 자체 프로그램으로 교사가 지도하는 것
이 바람직하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청소년지도사, 문화해설
사, 큐레이터 등 전문가 등에게 위탁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
도 인솔교사 등이 반드시 교육활동에 임장하여 현장에서 교육내
용, 안전 문제, 학생 호응도 등을 관찰하고, 안전사고 등 돌발 상
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들이 이동, 체험활동
장소의 각종 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상황별로 적
합한 생활지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인솔 및 지
도교사, 참가학생 등은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에 안전교육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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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차량과 운전자의 적격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교
사가 직접 실시하기보다는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Ⅳ. 향후 과제
주지하다시피, 안전에 대해 법령으로 규정하고, 안전 매뉴얼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작성되어 있어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또, 비상시 행동요령은 이론이나
설명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실제 연습을 통해 비상시 습관적으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초·중등학교의 교과와 창의

대처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적 체험활동을 통해 통합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

학생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을 교육공동체가 인식하고, 안전에

과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담보

관한 기초적이고 사소한 것부터 지키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도의 방법과 내용도 이론
과 개념 위주를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도

교육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학교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이루

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사실, 안전교육은 학교 교육

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학교 밖 교육활동

만의 문제는 아니다. 학부모들이 학생과 같이 참여하는 안전체

인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매뉴얼의 집필 및 검토 과정에서 재난

험 활동도 중요한 과제이며,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도 안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수단이 다양해지

의식과 대응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협동하여 노력해야 한다. 안

는 점을 고려하여 선박, 항공 등에 대한 탑승 및 비상시 요령을

전에 대한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생명, 행복, 재산,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체험학습의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

국가 경쟁력, 구성원 간 신뢰 등 매우 많은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할 때 활용하기 쉽도록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필수적 수단이다. 따라서 학교 밖 체험활동 중 안전대책은 결코

수학여행에 대하여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목적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비용이나 편의 등과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에 부합하고 학생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

가치이기도 하다. 안전을 지키는 모습이 이제는 확연하게 달라

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장체험학습 뿐만 아니라, 교

져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질 좋은 교육을 통한 행복교육의 시금

육활동 전반에 걸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안전대책도 마련될 전

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망이다. 국민들의 안전의식은 유아기부터 체계적인 학습과 실천
을 통해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아동복지법에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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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대학, 도전과 과제 :
연세대학교 레지덴셜 칼리지 교육

글

•
이병식
연세대학교 글로벌고등교육연구센터 소장

Ⅰ. 들어가며

동문이나 학부모로서 가끔씩 대학을 다시 방문할 뿐이다. 최근
에는 돈벌이를 하려는 언론사 덕분에 대학 순위가 일간 신문에

주변을 둘러보면 대학만큼 같은 이름으로 오랫동안 생존하고

여러 면을 차지하면서 예전보다 대학 이야기를 좀 더 자주 접하

있는 사회조직은 매우 드물다. 사람은 기껏 100년 정도를 살고

기는 하지만, 세상을 좀 살아본 사람들은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

자기가 다니는 대학에서 수 년 정도의 경험을 하는 것이 전부며,

것처럼 사회조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대학도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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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잘 변하지 않는다. 약 천 년 전에 마의태자가 꽂아 놓은 지팡

이다.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 주지 않고는, 그리고

이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는 전설 속의 그 은행나무만큼 오래

그렇게 늘어난 시간을 새로운 교육경험들로 채워주지 않고서는

된 대학인 옥스포드도 크기는 커졌으나 예나 지금이나 하는 일

학생들의 변화 더 나아가서 대학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별반 달라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연세대학교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레지덴

스무 해를 넘겨서 다시 돌아온 모교에도 새로운 건물들이 줄

셜 칼리지(RC) 교육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진정한 변화를 줄

지어 들어서고, 교직원들은 더욱 바빠지고 캠퍼스를 오가는 학

수 있는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물론 RC교육은 우

생들과 교직원들은 다양한 언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예전에 비해

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은 아니고, 외국의 명문 대학들이 이미 앞

더 빈번히 볼 수 있기는 하지만, 교실 안팎에서 교육이 이루어지

다투어 시행하고 있다.

는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적어도 최근 몇 년 전까지는.
이렇게 변화에 느리다보니 대학 안팎에서 대학교육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학졸업생을 채용하는 사람들은 졸업생
들이 쓸 만하지 않다거나 사람 됨됨이(인성)가 모자란다거나 하

Ⅱ. 서구적 레지덴셜 칼리지의
기원과 현대적 모형

는 불평을 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
생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레지덴셜 칼리지라는 용어는 다소 생소

한 상황이 지속되자 학생은 학생대로 대학교육의 가치에 대해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문대학의 영어이름에 칼

회의적이 되고, 급기야는 대학교육이 반값 정도면 좋겠다고 외

리지를 붙여서 불러왔고 대학교에 여러 개의 칼리지들이 있듯

치고 있다. 이러한 우리 대학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이 학사단위로서의 단과대학에 칼리지라고 이름 붙이는 것에 익

부도 여러 가지 당근과 채찍을 써가며 대학의 변화를 다그치고

숙하기 때문이다. 칼리지 앞에 레지덴셜을 붙이면 지금까지 우

있고 대학도 나름대로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우리

리가 사용했던 개념과는 다른 칼리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낯설게

가 바라는 변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하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그럴듯한 명분과 구호보다도, 학생들의 바람
직한 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학생들이 교육활
동에 투입할 수 있는 추가시간과 교실에서의 지식습득을 넘어선
새로운 교육경험이다.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핵심적 요소가 최
근까지 우리나라 대학에는 없었다.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여전히
오랜 시간을 길거리에서 소모해 왔고 학교 기숙사나 대학 주변
에서 숙식을 해결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근대대학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한결같은 모습이라고 해도 과장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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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레지덴셜 칼리지를 우리말로 기

교육체제로서 창의적 역량을 갖춘 섬김의 리더를 육성하는 명문

숙형 대학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아

교육이다. 이러한 레지덴셜 칼리지(RC)는 인천 송도의 국제캠퍼

마도 재수생을 둔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은 기숙형 학원을 떠올

스 조성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되었다. 수년간의 준비작업

리면 밤낮없이 공부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을 거쳐 정갑영 총장의 취임과 더불어 본격화되었는데, 2012년

그렇지만 대학이 시작된 중세 유럽의 칼리지를 생각해 보면,

에 7개 단과대학의 560명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1학년 전체(약

이들이 역사적으로 경험한 칼리지는 숙식도 가능한 곳이었으므

4,000명)를 두 그룹으로 나눠 각각 한 학기씩 RC교육에 참여했

로, 이러한 서구적 칼리지 모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우리나

고, 2014년부터 음악과 체육계열을 제외한 모든 신입생들이 일

라에서 지금까지 칼리지를 사용하는 방식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

년 동안 국제캠퍼스에서 RC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통 때문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명문 대학이라고 하면 쉽게 이름을 떠올리는 하버드대학이
나 예일대학들도 그리고 최근에는 신흥 명문으로 자리 잡은 싱
가포르국립대학도 레지덴셜 칼리지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
고 있다. 이 가운데 하버드대학의 경우를 보면, 하버드는 1학년

Ⅳ. 레지덴셜 칼리지의 교육과정 :
인성과 전인교육 강화, 학습과
생활의 연계

학생들끼리만 생활할 수 있는 공간(Yard)을 따로 만들고 이들을
위한 학장(Dean)을 별도로 두어 학업과 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

RC교육은 정규교육과정과 비정규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

하고 있다. 1학년 학생들이 머무르는 공간은 대학의 중앙에 위

다. 우선 정규교육과정에는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더불어

치해 있는데, 이들은 독립적인 공간에서 고학년들의 텃세로부터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미래 학업계획 설계를 위한 연세 RC101이

자유를 누리며 지도교수들과 함께 생활하며 대학생활 적응에 필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은 사회기여,

요한 교육을 받고 1학년 학생끼리 관심과 흥미에 따라 인적 네트

문화예술, 체육의 세 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학년 학생

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얻는다.

들은 이 중 최소 2개 영역에서 각 1과목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
야 한다.
<표 1> Holistic Education 1 (사회기여) 교과목과 연인(延仁) 프로그램

Ⅲ. 연세 레지덴셜 칼리지의
시작과 과정
연세대학교가 지향하는 레지덴셜 칼리지 교육은 학생들에게

구분

•학습지원형 : 피어튜터링, 진로탐색 멘토링, 과학캠프 봉사

일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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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체험형 : 장애인봉사, 사랑의 도시락, 나사렛병원자원봉사,
미츄홀에스코트, 해비타트
•재능기부형 : 시각장애인을위한봉사, 외국인력지원센터봉사,
아이사랑아우사랑, 아기사랑모자뜨기
•전공연계형 : 외국인학생멘토링, 음악치유와 사회봉사

단순한 거주공간이던 기숙사를 생활체험교육의 공간으로 만들
어서, 주간의 학습활동과 방과 후 공동체 활동을 융합한 통합형

사회기여 교과

연인

초·중·고 학습멘토링 / 진로탐색 멘토링 / 외국어멘토링

SPECIAL REPORT

참여기관 멘토(명) 멘티(명)

있다.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정규 교육과

프로그램명

내용

초등학생
학습멘토링

학습지원, 예체능활동,
독서도우미, 방과후 돌봄교실

32

154

455

중학생
학습멘토링

학습지원, 진로탐색

13

108

233

고등학생
학습멘토링

학습지원, 진로탐색

29

288

650

인천시 아동센터
연계봉사

학습지원, 독서도우미,
예체능활동

32

145

269

철학과 테마를 구현할 수 있도록 레지덴셜 마스터와 조교들이

드림스타트교실

아동멘토링

1

20

24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4년 현재 12개의 하우

107

730

1,646

스가 있는데, 이 가운데 윤동주 하우스와 아리스토텔레스 국제

합 계 (2014. 1학기 현재)
※ 주: 연인 프로그램은 인천시와 공동으로 운영함

정(HE1,2,3)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학술제, 문화예술제, 체육제로
이루어져 있다.

하우스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은 개별 하우스가 추구하는

하우스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Holistic Education 2(문화예술)와 3(체육)의 교과목 예시
구분

교과목명

학술

스무 살, 동서양 고전을 만나다, Freshman Research,
TED 활용하기, Intercultural communication, 명저명화감상

음악

합창, 음악감상, 클래식 기타, 오케스트라,
융합과 음악의 미래, 음악과 인간, CCM 찬양

미술

Creative Art, 온라인 미술관, 그림의 입문

영상제작

사진과 창의적 사고

공연예술

연극연습, 음악과 춤

RM Colloquium

에코 공방 자전거, 책 읽는 근육 만들기, 윤동주 詩를 좋아하세요

<표 3> 윤동주 하우스 프로그램
▶ 윤동주 하우스 (YUN, DONG-JOO HOUSE)
프로그램명

내 용

횟수

일정

장소

그래피티 아트

·국제캠퍼스 공사장 벽에 페인트
를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그래
피티 아트(Graffiti Art) 프로그램

여러
차례

추후 결정

국제캠퍼스
일대

2회

추후 결정

국제캠퍼스
일대

2회

매주 실시 및
학기말 시상

국제캠퍼스
강의실 및
윤동주 하우스

상시
진행

2014년
1, 2학기

윤동주 하우스
커뮤니티룸 내

·풍등날리기 행사
윤동주家 한마당

독서는 나의 힘
Ball Sports

농구, 배구, 풋살, 축구, 야구

Racquet Sports

테니스, 스쿼시, 탁구, 배드민턴

Dance Sports

댄스스포츠, 포크댄스, 라인댄스, 현대무용

Fitness

Body for Life, Body Conditioning(Diet War),
Aerobic Training, 필라테스, 요가

Combat Sports

태권도, 펜싱

Leisure Activity

오리엔티어링

·전통음식 요리, 전통놀이 등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는 시간
·지정한 세계 명저(명작)을 읽고 테
스트를 거쳐 하우스 독서왕을 선발
하고 시상하는 프로그램
·나눔의 가치를 배우는 프로그램

오병이어

·커뮤니티 룸 냉장고의 특정 칸에
타인을 위한 음식을 나누는 프로
그램

<표 4> 아리스토텔레스 국제 하우스 프로그램
▶ 아리스토텔레스 국제 하우스 ( ARISTOTLE INTERNATIONAL HOUSE )

정규교과 이외에 비정규 교육프로그램에는 신입생 전체를 대상
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하우스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데,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프로그램명
The Black &
White Party

내 용
·a party with a live DJ, contests
with prizes, food, and drinks to
welcome students to YIC at the
start of the new year

횟수

일정

장소

1

Week 2

T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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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내 용

횟수

일정

장소

Nighttime Office
Hours

·UIC professors hold evening office
hours in dorm community rooms
in preparation for midterms and
finals, including snacks and drinks

2

Weeks
6 and 15

TBA

Game night

·students play a tournament with
various party games to win prizes

1

Week 2

TBA

International
Student
Meetings

·international students are invited
to discuss life in Korea and get
help and advice from RAs and
professors over dinner

6

every
3~4
weeks

TBA

기숙사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한다.

Ⅵ. 새로운 실험의 성공을 위한 과제
연세대학교의 새로운 시험은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다. 서울대,
서강대, 중앙대, 이화여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들이 새로운 도전
에 동참하기 위해 연세대학교의 RC모형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연세 RC교육이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새로운 이정

RC 교육원 원장

표가 될 것이다. 연세 RC교육은 성공할 수 있는 DNA을 갖고 있
English Residential Fellow (ERF)

다. 아직 성과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지켜
보면, RC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분명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새로운 교육경험에 투입하고 있다.

제1송도학사 하우스

제2송도학사 하우스

언더우드

한결

치원

에비슨

청송

Aristotle

이원철

윤동주

무악

용재

백양

알렌

이를 통해 인성을 갖춘 훌륭한 인재들이 보다 많이 배출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렇지만 연세대학교의 RC교육이 혁신적 모형으로
다른 대학에 전파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 우

[그림 1] 레지덴셜 칼리지 조직

선, 연세 RC모형은 비용이 많이 든다. 새로운 캠퍼스를 구축하
는 비용이 막대하다. 지리적 한계도 극복해야 한다. 신촌캠퍼스
에서 차로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50km 남짓한 거리에 있는 인천

Ⅴ. 레지덴셜 칼리지의 운영조직

의 새 캠퍼스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레지덴셜 칼리지의 운영은 학부대학에 속해 있는 RC교육원

학생들은 추가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반대로 교육을 담당

원장이 총괄하며, 12개의 하우스별로 레지덴셜 마스터(교수)들

하는 교수들의 시간은 줄고 있다. 대형 리스크에도 취약하다. 관

이 하우스를 운영한다. 각 하우스별로 15명 내외의 레지덴셜 조

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24시간

교(1인당 20명 내외의 학생을 담당)들이 기숙사에 상주하며 학

모여서 생활하기 때문에 안전과 신체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위

생들의 생활 지원과 마스터 교수들을 도와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험요인이 적지 않다. 또한 대학에서 첫 일 년은 학생의 성장과

과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영어를 사용하

발달 측면에서 볼 때 대학 수학기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는 외국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영어 레지덴셜 펠로우 3명도

임에는 틀림없지만, 1학년들끼리만 생활하는 데서 오는 인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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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와 사회문화적인 단절은 또 다른 문젯거리다. 1학년에 국
한된 RC교육의 효과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지속되지 못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RC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
는지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대학등록금이 부담이 되는 경우
가 많고, 생활비조차 지원받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없이 교육적 이상만을 위해 이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RC교육이 대학생들을 어떻게
바꿀지는 시간이 좀 더 지나고 과학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그
효과를 판단할 수 있지만, 대학의 입장에서 여건만 된다면 시도
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도전이다. 운영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경제논리가 교육논리를 억누르지 않는다면, RC교육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기에 충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RC교육에 집중할수록 우리나라 대학들은 보다 이상적인 모습으
로 바뀌어갈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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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학교 내 돌봄서비스

글

•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오늘날 학교는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통적인 교육적 기능뿐만

사회 양극화 및 저출산 현상의 심화,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아니라 ‘사회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스웨덴은

가정의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로 인해 학교 내 돌봄서비스에 대한

여성취업률이 80%에 육박하며, 어린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과

정책 대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스웨덴 학교 내

미혼여성의 취업률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다. 이는 스웨덴이

돌봄서비스의 도입 배경, 운영 현황 및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고

선진적인 육아휴직제도, 육아정책 및 교육복지 등을 가장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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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교 밖 돌봄서비스의 학교 내 통합

1996년 보육정책이 보건사회부에서 교육과학부로 이관함에
따라 스웨덴의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과거 스웨덴에서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대부분

되었다. 스웨덴 정부는 초등학교의 하향화 방식이 아닌 유아학교

방과후 돌봄서비스(out-of-school care)로 제공되었다. 만 6

(preschool)가 초등학교 교육에 역으로 영향을 주도록 하고자

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시간활동센터(leisure-

유아학교에 다니던 모든 만6세 유아들을 초등학교 내에 새로이

time centre)’, 1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고 필요한

설치된 ‘유아학급(preschool class)’에 다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여가시간활동센터(open

변화는 스웨덴 가정과 아동에게 종일제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leisure-time centre)’, 만 1세~12세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육

한 장소에서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만 6세

(family daycare homes)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자녀의 초등 방과후 돌봄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증대하였기

여가활동센터는 물리적으로 학교건물과 분리되어 있었으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유아학급(preschool

교육정책보다는 가족사회정책의 담당 하에 있었다.

class)과 더불어 행정적·물리적으로 초등교육에 통합되었다.
여가활동센터는 학교건물로 이동하게 되었고 초등학교 교사들과
여가활동센터 및 유아교육 교사들이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학교 내로

대학교육
고등직업교육
중등교육(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통합되는 경향은 더욱 현저해졌으며, 이제 스웨덴 대부분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등학교 고학년(고등학교)
보충교육
여가시간활동센터

학습장애학생 교육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

여타 교육활동

지적 장애 성인교육

(Sami 원주민학교)
유아학급

이민자 교육

학습장애아 교육
의무교육

시 주관의 성인교육

유아학교
성인교육

   

Ⅱ. 학교 내 돌봄서비스의
목적, 대상 및 운영

여타 교육활동

스웨덴의 학교 내 돌봄서비스는 스웨덴 교육법(Education
[그림 1] 스웨덴 학교시스템

Act)에 근거하여 ‘여가시간활동에 대한 일반적 권고: 여가시간
활동센터의 질(General Recommendations with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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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in Leisure-Time Centres)’ (Skolverket, 2007)

2. 학교 내 돌봄서비스의 대상

이라는 44쪽의 운영 지침에 의해 운영된다, 운영지침은 시
정부와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지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함께

학교 내 돌봄서비스의 대상은 유아학급(preschool class)에

제공하고 있다. 학교 내 돌봄서비스에 대한 1) 개요와 규정, 2)

다니는 만 6세 유아부터 12세 아동까지를 포함한다. 스웨덴에서는

전제조건(예: 집단 구성 및 규모, 교사 역량, 건물과 물리적 환경,

학부모가 요청하면 시 정부(municipality)가 대략 3-4개월

활동의 적합성, 개별아동의 요구 존중 등)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내에 해당 아동에게 학교 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또한 3) 여가시간활동센터의 주요 임무(규준과 가치, 남녀평등,

있다. 특히, 특수아동에게 더욱 그러하다.

아동의 참여와 영향력, 가정과 여가시간활동센터와의 협력, 학교
및 유아학급과의 협력 등)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돌봄서비스
일상활동에서 시정부와 돌보교사가 특수아동 및 다문화가정
아동을 동등하게 배려하고 지원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가. 학교 내 돌봄서비스의 운영시간
학교 내 돌봄서비스는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학기 중에는
시간제로 운영되고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휴가기간 동안에는
종일제로 운영된다. 1일 운영시간은 학부모의 근무시간 및

1. 학교 내 돌봄서비스의 목적
스웨덴의 학교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fritidshem)는 ‘자유시간
서비스(free-time service)’로 불린다. 학교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정규 학교운영시간 이외에 아동을 돌보기 위해 운영되며,

아동의 요구에 따라 조정하게 되어 있다.

나. 하루일과
학교 내 돌봄서비스의 일반적인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다
(Haglund & Klerfelt, 2013).

학교교육과 더불어 아동의 전인 발달과 학습에 기여하는데
<표 1> 학교 내 돌봄서비스의 하루 일과

목적이 있다. 따라서 모든 활동은 아동의 흥미와 경험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시간

활동

학교 내 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직장일 및 학업과 부모역할을

오전 6:30

돌봄서비스 시작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대부분의 아동은 학교와 연계하여

오전 7:30

조식 제공

오전 8:00

학교 시작
(정규학교 교육을 위한 이동)

여가시간활동센터의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시 정부는
저렴한 비용에 학교 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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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학생연령에 따라 부모가 자녀를
데려오기도 하며, 학생스스로
등교함

-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가시간
활동센터가 학교 건물 내
위치하므로 교실로의 이동
소요시간은 거의 없음

WORLD EDUCATION

시간

활동

비고

오후
1:00~3:00

방과후 돌봄서비스 시작

- 오후 간식 제공,
- 학생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 활동 및
교사가 준비한 활동을 하기도 함.
- 주
 로 예체능 및 게임 등의 활동과
또래간의 사회적 기술 함양에 초점

오후 6:00

돌봄서비스 종료

- 단, 부모가 사전에 연장 돌봄을 요청
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연장됨

고려하여 시 정부가 정한다. 시 정부는 학교 내 돌봄서비스의
계획과 운영에 대한 책임소재(여가시간활동센터와 시 정부간의)
를 명확히 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질 관리를 위해 운영에
대한 평가와 평가결과의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 책임이 있다.
교육법에 의해 학교 내 돌봄서비스의 질은 정기적으로 평가되며,
이 평가에 부모와 아동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다. 교육과정
스웨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는 유아학급, 초등학교,

질 관리과정에 있어서 정책입안자, 행정가, 여가시간활동센터,
부모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여가활동시간센터의 목적 및 기본가치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여가시간활동센터의 제반 활동은 스웨덴 사회가 추구하는

3. 학교 내 돌봄서비스 교사 자격기준 및 양성교육

인권존중 및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Skolverket,
2011). 더불어 개인의 자유, 성평등, 취약소외계층과의 연대,

방과후 돌봄교사, 즉, ‘자유시간 교사(free-time pedagogues)

정의와 관용 등의 가치를 강조하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 또는 여가시간활동교사는 1977년에 처음으로 대학수준에서

기초한다. 여가시간활동센터는 유아학급 및 초등학교 교육을

양성되었으며 2년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보완하는 것이어야 함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의

그러다가 정규교사교육의 일환으로 변모하여 3.5년을 이수하게

전인발달 및 개별아동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을 제공하여야

되었는데, 이러한 양성기간의 연장 및 발달심리학에서 학습

한다. 특히, 아동을 교육활동을 공동으로 창조하는(co-creator)

및 교육으로의 이동은 학교교육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존재로서 여가시간활동센터의 제반 활동의 구성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Andersson, 2010). 초등학교교육과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연계성 강화는 스웨덴 정부의 노력 이외에도 교사노조에 의해

  
라. 규정 및 평가

여가시간활동교사의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되기도 하였다.
2010년 3월, 스웨덴 정부의 교사양성교육 개혁1에 의해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제반 규정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방과후 돌봄 (out-of-school care) 교사의 자격기준은 유아학급

시 정부에 있다. 즉, 돌봄교사의 적정 수, 집단크기 등에

1. 스웨덴의 새로운 교사양성교육 개혁의 주요 골자는 기존의 학사/석사자격을 유아교육,

대한 국가수준의 규정은 부재하며, 각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초등교육, 교과교육(중등교육), 직업교육의 4개 부문 교사자격으로 세분화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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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hool-class) 및 초등저학년(1-3학년) 담당교사, 초등고학년
(4-6학년) 담당교사와 더불어, 초등학교교사 자격기준의 세 번째

아동의 이용률은 16.9%에 불과하다.
<표 2> 아동연령별 스웨덴의 학교 내 돌봄서비스 이용률(2011)
아동 연령

이용률

아동 연령

이용률

만 6세

84.6%

만 10세

32.1%

위해서는 240학점을, 여가시간활동교사는 180학점(유아학교

만 7세

86.2%

만 11세

13.1%

교사는 210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여가시간활동교사

만 8세

84.1%

만 12세

5.0%

만 9세

75.0%

만 6세~9세 아동의
총 이용률

82.6%

만 10세~12세 아동의
총 이용률

16.9%

유형으로 분류된다. 초등 저학년 및 고학년 담당교사가 되기

양성교육은 방과후 교수관련 지식을 주로 포함)하며,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규학교교육에서 실기 및 예체능
교과를 가르칠 수 있도록 양성되고 있다(Swedish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10).

시 정부는 담당아동의 연령 및 활동을 고려하여 부합되는
전공자를 여가시간활동센터에 임용,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여가시간활동교사가 활동을 계획,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현재 여가시간활동교사는
정규학교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초등교사들과 협의하여 방과후
자유시간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한다. 그러나 초창기 10여 년
동안에는 초등교사와 여가시간활동교사와의 협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가시간활동교사의 역할이 분명히 규명되지
않아 초등학교 보조교사처럼 비추어지기도 하였다.

4. 학교 내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5. 학교 내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스웨덴에서는 시 정부가 학교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 비용의
80%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 내 돌봄서비스 비용은 아동
1인당 연간 총 34,800크로나(한화 약 580만 원)이며, 민간
돌봄서비스에 시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은 연간 34,400크로나(
한화 약 572만 원), 공립학교 돌봄서비스에 지원하는 비용은 연간
34,500크로나(한화 574만 원)이다. 부모부담 비용은 전체의 약
17% 수준이다(한화로 연간 약 986,000원, 매월 약 82,000원)
(Skolverket, 2012).
<표 3> 스웨덴의 학교 내 돌봄서비스 비용 및 부모부담 수준(2012)
구분

아동 1인당 연간 총 비용

부모부담비용 수준

유아학교(preschool)

122,300 크로나(약 20,300천 원)

7%

방과후 돌봄서비스

34,800 크로나(약 5,800천 원)

17%

2011년도 기준으로 만 6세부터 만 9세까지의 학교 내 방과후

스웨덴 정부는 부모의 육아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82.6%로 매우 높다. 반면, 만 10세~12세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모부담비용 상한제(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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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fee)’를 2002년도에 도입하였으며, 이는 학교 내

6~9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교 밖에서 제공되는 친인척

돌봄서비스에도 적용되고 있다. 즉, 부모의 월평균 급여에 따라

및 도우미에 의한 돌봄, 가정보육(family daycare) 등 비공식적

부모부담비용 상한수준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육아비용으로

돌봄서비스가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

인해 어머니들이 근로시간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 것이다. 또한,

내 돌봄서비스의 질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및 신뢰도와 밀접한

만 6세부터 만 13세 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상한가는 아동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출생 순서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자녀가 세 명인 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는 월 840크로나(약 14만 원), 둘째 아이는 420

스웨덴의 학교 내 돌봄서비스 프로그램은 국가수준의

크로나(약 7만 원), 셋째 아이는 420 크로나(약 7만 원)이며, 넷째

학교교육과정에서 그 목적과 기본가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아이부터는 무상이다(Skolverket, 2012). 이러한 부모부담비용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하는 활동을 제공하되 활동계획 및

상한제 도입으로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실행과정에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점

이용률이 증가하여 지역 및 사회경제적 격차가 감소하게 되었다.

등을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프로그램의 운영에서도 벤치마킹할

<표 4> 아동 출생순위별 스웨덴의 학교 내 돌봄 서비스
비용 및 부모부담 수준 (2012)

필요가 있다. 특히, 유아학급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위해 교사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돌봄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구분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의 상한가

부모부담비용

수요자인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첫째 아이

2%

840 크로나(약 월 14만 원)

그 결과를 반영하는 점 등을 시사받을 수 있다. 또한 학교 내

둘째 아이

1%

420 크로나(약 월 7만 원)

셋째 아이

1%

420 크로나(약 월 7만 원)

   

돌봄서비스에서도 취약소외계층 아동에 대해 각별히 배려하고
여가시간활동에 부모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부모와 의사소통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Ⅲ. 시사점
아울러 새로운 교사양성교육 개혁을 통해 학교 내 돌봄교사(
스웨덴에서는 일하거나 공부하는 부모들을 위해 학교에서

여가시간활동교사)를 별도의 교사 직업군으로 분류하여 대학에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80% 이상의 초등학교 아동(주로

양성하고 예체능을 중심으로 한 교과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만 6~9세 아동)이 이용함으로써, 학교가 돌봄서비스의 주된

돌봄교사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양성체제를 갖춘 점 또한

공급자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달리, 어린 아동(만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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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학교 내 돌봄서비스에 대한 시 정부의 책무성에 주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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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학교 내 통합과 흡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주요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취약계층가정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와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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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절반이 시간제로 근무하는 독일 :
증가하는 전일제 교사의 시간제로의 전환

글

•
박성숙
프리랜서 작가

Ⅰ. 두 사람 중 한 명은 시간제 교사

처우문제나 근무여건 등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있다. 독일 시간제 교사 제도는 1980년대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

독일 교사 두 명 중 한 명은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출발했다. 당시

나라에서는 시간제 교사가 없이는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

독일정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상적인

때문에 더 이상 시간제 교사에 대한 호불호를 논하는 사람은

제도’라며 ‘국가는 가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 제도의

없다. 각 주의 교원노조와 주 교육부의 관심사는 시간제 교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시간제 교사 제도로 인해 출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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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가족 건강 문제로 인해 교직을 떠난 교사들을 다시 받아들일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이 열릴 때 그는 종종 놀라움을 숨기지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상황에 처한 많은 현직 교사들이

못하는 표정들과 마주칠 때가 있다. 피자를 주문한 사람이 다름

시간제 근무로 전환함으로써 가정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아닌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이었거나 학부모였기 때문이다.

환경이 조성됐다.
학교에서는 아이들로부터 ‘피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놀림감이
1997년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되곤 했지만 생존을 위해 그는 시간당 4유로의 이 아르바이트를

일자리 창출이라는 면에서 큰 효과를 보았고, 교사들에게 일과

그만둘 수 없었다고 했다. 시간제 교사의 임금으로는 4인 가족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최저 생계비조차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한 달 동안

구 동독 지역과 같은 가난한 주에서는 전일제 교사의 자발적인

피자배달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고작 200유로(한화 약 30만 원)

시간제 전환도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부족한 교육재정으로 인해

와 팁으로 받는 50유로(약 7만5천 원) 정도다. 이밖에도 오후시간

처음부터 저임금의 시간제 교사를 채용함으로써 최저 생계비조차

휘트니스센터 도우미나 청소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교사의

보장받지 못하는 가난한 교사를 양산하기도 했다.

이야기도 종종 들을 수 있다. 이처럼 정규직 시간제 교사의
처우문제는 구동독 지역에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든
난제로 남아있다.

Ⅱ. 방과 후 피자배달,
가난한 시간제 교사의 삶
독일은 교사 임금도 주별로 차이가 난다. 바덴뷰텐베르크
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44세의 음악교사가 월 3,300유로를 받는데
비해 가난한 주인 베를린에서는 600유로가 적은 2,700유로를
받는다. 수년 전, 라이프찌히에서 20년 동안 정규직 시간제
교사로 근무해온 한 교사가 부족한 임금을 충당하기 위해 퇴근
후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야기가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피자를 건네주기 위해 낯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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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1자녀를 둔 기본급 2,674유로를 받는 교사가 50%
(단위 : 1,000)

시간제 근무를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봉급의 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근무는 현재 독일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직업의 형태다. 또한 지난 2012년에는 다섯 명
중 한 명이 정규직 시간제로 신규 채용될 정도로 계속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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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다. 그중 교직은 2012년과 2013년 겨울학기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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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Institut fur Arbeltsmarkt-und Beruforschung

46.8%가 시간제 교사다.

[그림 1] 독일 시간제 근로자 고용 추이
<표 1> 전일제 교사와 시간제 교사의 봉급표
단위 : 유로(EUR)
2011년 기준
기본급

전일 근무

시간제 근무(50%)

Ⅲ. 만연한 교사부족 현상

2674,23′

1337,12

결혼수당

116,46

58,23

자녀수당

99,59

49,80

세전급여

2890,28

1445,15

- 452,32

- 93,00

현상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가난한 주의 경우 부족한 교육재정과

- 40,70

- 8,37

교사 부족이 시간제 교사 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 세금
- 종교세

독일 시간제 교사를 논하려면 독일사회의 만연한 교사부족

- 연대세

- 24,87

- 2,40

세후급여

2372,39

1341,38

184,00

184,00

자기 시간이 많은 직업’ 교사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독일 일반인들

2556,39

1525,38

사이에서 통용되는 선입견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독일에서

자녀양육보조금
최종 수령액

때문이다. ‘교사는 철밥통 직업, 여성에서 가장 선호되는 직업,

교사는 다른 직업에 비해 더 이상 선호하는 직업으로 대접받지
바덴뷰텐베르크 주의 경우 2011년 50%의 공무원이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이
85.8%로 14.2%인 남성 시간제 근무에 비해 월등히 높다.

못하고 있는 사실이 교사부족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연구는 교사부족 현상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15년에는
독일 전역에 74,000명의 교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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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교사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소리다. 독일직업교육제도는
직업학교 과정은 물론이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이나
교사가 되는 길도 이원제 직업학교 시스템과 다르지 않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학문적인
부분은 학교에서 수학하고 현장교육은 졸업 후 학교현장에서
실습한다. 한국의 교생실습과 달리 레프랜다(Referendar)로
불리는 실무교육은 적극적인 수업참여와 함께 장기간이다.
한국에서는 기간제 교사를 별도로 채용하지만 독일 기간제
교사는 보통 레프랜다를 말한다. 레프랜다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까지 주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모든 사범대학 졸업생들이
교사가 없이는 학교가 존재할 수 없고 학교의 부재는 교육

정규교사에 채용되기 위해서는 레프랜다 과정은 필수다. 때문에

부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사부족은 시급히 해결해야

레프랜다는 학급 담임을 맡을 수는 없지만 실습기간 중에

할 이 사회의 중차대한 문제다. 독일에 교사 부족 문제가 대두된

정식으로 담당과목을 맡아 수업하고 학급 부담임을 맡을 수도

계기는 과거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면서 고용이 축소된

있다. 레프랜다 제도는 독일 교사인력 수급에서 저임금으로 교사

데다 공무원 연금이 감소하면서 많은 교사들이 조기 정년퇴직을

부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독일

회피하게 되면서다. 이 때문에 학교는 장년층 교사로 채워지게

교사는 전일제, 시간제, 레프랜다 등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되었고 최근 이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정년퇴직을 맞이하게

있다.

되었지만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교사지망생은 부족하기 때문에
수급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된 것이다.

Ⅳ. 시간제 근무 형태와 규정
특히 수학이나 물리, 생물, 화학 등 자연과학 분야는 기업의
엔지니어나 다른 보직의 전문 공무원 인력을 재교육 후 시간제

독일교사의 시간제 근무 규정은 각 주별 시간제 공무원 규정에

교사로 채용할 정도로 교사 부족 정도가 도를 넘은 상태다.

준한다. 공무원은 몇 가지 조건에 합당하면 시간제 근무를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른 분야에 충분히 취업의 기회가 있는

신청할 수 있다. 가장 흔한 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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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으로 돌보아야 할 가족이나 일가친척이 있을 경우다. 자녀

최근 갈수록 많은 교사들이 시간제 근무를 신청하면서 교사

양육기간이나 가족의 간병이 필요한 기간 동안 보통 50%까지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교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하다. 바덴뷰텐베르크 주는 25%부터 최고

시간제 근무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어 시간제 교사

73.17%까지 수업시간을 축소할 수 있다. 교사의 주당 평균

제도가 주 정부의 골칫거리 중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수업시수가 26시간인 김나지움(인문계 중·고등학교)의 경우

작센안할트 주는 최근 시간제 교사신청을 대거 취소해

73.17%가 18시간에 해당되므로 주당 최저 8시간만 수업할 수도

교원노조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유는 불성실한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업준비 등 문제 많은 시간제 교사를 계속 양산해서는 안 된다는

1998년부터는 고연령 특혜 시간제 근무가 도입되었는데 주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보통 55세부터 고연령 시간제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안식년과 시간제 근무를 연계해 활용하기도 한다.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도 하고, 교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시간제 교사신청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올해 작센안할트 주는 1,687명의 교사가 시간제 근무
신청을 했는데 그 중 130명은 취소되었다. 7%가 넘는 신청자가

<표 2> 독일 시간제 근무 유형에 따른 기간과 전제조건
시간제
근무형태

전제조건

가족문제로 인한
시간제 근무신청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간병해야 할 가족이 있을 때

안식년
시간제 전환

고연령
교사 혜택

기간
자녀 양육기간이나 가족의
간병이 필요한 기간 동안.
50%까지 시간제 근무 가능

안식년을 시간제 근무로 전환

3, 4, 5, 6, 7년 등 전일제 근속
기간에 따라 시간제 근무
기간도 각기 다르다.

55세부터 시간제 신청 가능

정상근무 시간의 55%,
주당 18시간까지 축소 가능.
임금 55%와 주 정부의 고연령
특혜금을 포함, 실수령액은
네토 80~83%다.

대기자 명단에 올라 결정이 다음해로 연기되었다. 내년에도 1,153
명이 이미 시간제 근무 신청을 해놓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나
현재 선발 작업에서 이미 120명이 취소된 상태다.

작센안할트주 교원노조는 시간제 근무 신청이 취소되면
교사들의 의욕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결국엔 병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 교육부의 결정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시간제
근무를 신청한 교사는 이미 근무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고 더 이상
전일제 근무를 할 의욕이 없는데 이들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에 그 영향은 수업의 질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된다는 논리다. 교원노조는 ‘모든 시간제

Ⅴ. 시간제 교사 신청에 제동 건
작센안할트 주

근무 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하며 새로운 교사인력 충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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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시간제 교사를 위한
일관된 관리규정 없어

독일은 시간제 교사의 역사가 짧지 않음에도 일관된 관리규정이
없고 각 주별, 혹은 도시별, 학교별로 자체적인 조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제 교사의 근무시간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시간제 근무를 선택한 교사들 중에는 임금이 감소된 만큼

규명한 관리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각 주별 교원노조의

근무시간이 줄어들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오랜 요구사항이다. 바덴뷰텐베르크 주는 시간제 교사의 업무

많다.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수업시간 이외의 수업준비와 시험

영역과 범위에 대해 반드시 참여해야 할 업무와 참여할 필요가

채점 등을 위한 시간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없는 업무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으로 규정해 놓았다. 이 법에는

소풍이나 학교 행사 등 수업 이외의 시간에 어느 정도 참여해야

반드시 참여해야 할 업무로 휴식시간 감독과 시험 채점, 단독이

하는지 경계를 정하기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아닌 팀을 이룬 학급담임, 수학여행, 학부모 상담 등을 들었고

있다. 필요에 의해 선택했든 처음부터 시간제 교사로 채용되었든

교사위원회나 학과목위원회, 학급위원회, 학교위원회 등

줄어든 보수만큼 시간적인 혜택이 있어야 함에도 초과근무나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에 대해 언급했다.

전일제 교사와의 차별문제 등 시간제 교사의 권리 보장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각 주의 교육부는 시간제 교사의

바덴뷰텐베르크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시간제

근무여건 보장을 위한 권장사항들을 각 학교에 보냄으로써

교사도 전일제 교사와 대부분의 업무가 비슷하지만 전일제 교사가

시간제 교사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업 이외의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비해 시간제 교사는
보통 수업을 제외한 통상적인 학교 업무에서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교장이나 동료 교사들이 시간제와 전일제 교사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든지 무시해 버리기 때문에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 시간제 교사가 육아나, 가족의 병간호 등 근무시간을
단축해야만 하는 배경이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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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국립대학 평가

글

•
김미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실 실장

Ⅰ. 배경 및 필요성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이라는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뿐만

세계화에 따른 고등교육시장 개방이라는 대외적인

아니라 2018년 이후 학령인구 감소로 2013학년도에는

교육환경의 변화로 세계의 많은 대학들이 고등교육의

현재의 입학정원보다 16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어,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창의와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대학평가를 통한 정원감축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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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다.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할 수 있다. 석사과정의 58%, 박사과정의 69%가 국립대학에

중요한 것은 대학교육의 질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재적하고 있으며 부속연구소는 물론 연구시설 등이 국립대학에

하나로 대학평가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립대학 중심의

설치되어 있어 고도 연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둘째, 시설

고등교육 발전구조 속에서 지역거점대학으로서 지역발전의

설비나 교원 배치 등의 고비용 분야에서 특정 인재 양성에

한 축을 담당해온 국립대학 역시 이러한 평가와 무관할 수

공헌하고 있다. 이공계의 경우 석사과정 65.5%, 박사과정

없다. 2013년에는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의 주요 과제로

83.6%가 국립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며, 교원양성 역시 44개교

국립대학 운영성과목표제를 도입하여 대학 운영의 효율성과

44개 학부(단과대학 11개교 포함)의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책무성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한 시행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공계 인재 육성과 교원 양성에

2014년도에는 구조개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지역 활성화이다.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 모든 국립대학의 지역 내 생산 유발액이나 부가가치

국립대학 평가를 위해 여기에서는 국립대학 평가의 해외사례를

유발액이 국가의 운영비 교부금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각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립중심의

지방에 입지하고 있는 국립대학이 지역 활성화에 크게 공헌하고

고등교육 구조를 가진 일본과 이와 반대로 국립대학 중심의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중국, 그리고 유럽형 모델로 발전해온 홍콩의 사례를 통해

들 수 있다. 일본의 국립대학은 상대적으로 사립대학에 비해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저렴한 수업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부모의 연간 가구소득에 따른

Ⅱ. 일본의 국립대학 평가
1. 국립대학의 기능과 역할
일본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2013년 현재 77.9%로 86개
국립대학 모두 법인화 대학이다. 일본 국립대학의 가장 큰
역할은 대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고도 학술 연구의 추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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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격차가 사립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교육 기회균등에

성과, ②교육내용, ③교육 실시 체제, ④학생 지원의 4개 항목,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구는 ①연구수준 및 연구성과, ②연구실시체제 정비의 2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연도평가에서는 업무 운영에 관한 평가를

2. 국립대학 평가체제

기본으로 하지만 중기목표기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대학·학위수여기구의 교육·연구 활동 평가를 존중하여 최종

일본 국립대학 평가의 목적은 대학이 설정한 중기목표의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국립대학평가위원회는 이를 종합하여

달성상황 검증을 통해 대학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중기목표·중기계획 달성 진척상황을 ‘매우 우수’, ‘양호’,

법인의 활동상황에 대해 사회에 설명·책임을 다하기

‘대체적으로 양호’, ‘불충분’, ‘중대한 개선사항 있음’의 5단계로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인화로 전환된 86개 국립대학은

평가하게 된다.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받는 기관별 인증평가와 별도로
국립대학법인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평가는 문부과학성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가 평가하는 학부·연구과(대학원)

소속 ‘국립대학법인평가위원회(위원 20명 이내, 재임 가능 임기

현황분석의 경우, 교육은 ①교육실시 체제, ②교육내용,

2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③교육방법, ④학업 성과, ⑤진로·취업 상황의 5개 항목,

국립대학평가위원회는 법인대학마다 정한 6년 동안의

연구는 ①연구활동 상황, ②연구성과 상황의 2개 항목으로

중기목표·중기계획(교육·연구)의 달성도 및 분야별

평가를 실시한다. 각 학부·연구과 등의 목적에 비추어, 각각의

연구업적 등의 수준을 진척상황과 달성상황으로 나누어

조직이 상정하는 수요자의 기대에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는지에

평가를 한다. 각 대학이 정한 중기목표에 대한 달성도는

대한 ‘수준’의 관점과 법인화 이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어느

‘중기목표 달성상황 평가’를 통해 평가하며, ‘학부·연구과

정도 수준이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질의 향상도’라는 2가지

등의 현황분석’ 평가를 통해 학부·연구과 등의 조직활동을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수준’은 ‘기대한 수준보다 크게

조직의 목적에 따라 평가한다. ‘중기목표의 달성상황 평가’의

향상’, ‘기대한 수준보다 향상’, ‘기대한 수준’, ‘기대한 수준보다

분석 항목은 교육연구와 업무운영·재무내용 등으로 나뉜다.

저하’라는 4단계로 평가되며 ‘질의 향상도’는 ‘크게 개선,

업무운영·재무내용 평가는 업무운영의 개선 및 효율화,

향상되고 있음, 또는 높은 질을 유지하고 있음’과 ‘대개 개선,

재무내용의 개선, 자기점검·평가 및 정보제공, 기타

향상되고 있음’, ‘개선, 향상되었다고 할 수 없음’의 3단계 평가를

업무운영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고, 교육 평가항목은 ①교육의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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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대학 평가결과의 활용
이들 평가를 바탕으로 법인화 대학의 운영비 교부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원래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고
각 대학의 목표수준 자체가 제각기 달라 상대평가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를 자원배분에 반영하는 평가방법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에 따라, 2013년 11월 대학개혁 진척 상황을 매년
평가하여 계획에 따른 개혁을 추진하는 대학에 대해 약 4천 억
엔의 운영비 교부금을 중점 배분하고, 2015년까지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국립대학 개혁 플랜’을 발표하였다.

있다. 이러한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립대학의
소속 단과대학이나 분교를 민간기업과 합작으로 운영하는
민영 4년제 대학인 독립학원(Independent College)을 설립하여

Ⅲ. 중국의 국립대학 평가

2020년까지 고등교육 진학률을 40%까지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교육기회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 국립대학의 기능과 역할

985공정, 211공정 등 중국의 대학이 세계적 수준의 일류대학과
중점 학문 분야를 육성하는 고등교육 진흥정책에 힘쓰고 있다는

중국의 대학은 교학, 과학연구, 사회봉사라는 3대 기능을

점에서 과학기술 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수행하고 있다. 3,325만 명에 달하는 고등교육 총규모 중,
사립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기관수(사립 707)나 학생 수(사립

2. 국립대학 평가체제

160여만) 모두 5%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국립대학이
고등교육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무한대학의 중국과학평가연구센터는 대학 학부 및 전공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형 고등교육재정 체제가

평가 목적으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확립되면서 지식밀집형 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방 대학이

경쟁 속의 발전을 촉진하고 조화로운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기

창출하는 수입이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위해서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평가를 통해 중국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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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학부교육의 질과 감독체계의 개선에 기여함으로 중국

서로 다른 발전방향을 꾀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정성과

고등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사대학교와

정량 지표의 처리이다. 논문 수와 같은 정량지표와 수상,

홍콩, 마카오, 대만 대학교를 제외하고 민변(사립)대학교

프로젝트 성과 등의 정성지표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403개교를 포함한 2,742대학(2012년 기준)이 평가대상에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넷째, 투입, 산출, 효과의 관계

해당한다.

정립이다. 투입이 많으면 효과 역시 많아야 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우, ‘차등 평가, 스마트한 서비스’라는 평가원칙

중점대학은 명예조사지표를 확대하고 사립대학이나 단과대학,

아래, 대학의 수준, 유형, 전공학과에 따라 매우 다양한 평가를

고등직업기술학교 및 전문학교는 상대적으로 지표를 간략하게

실시하기 때문에 평가를 위한 8가지 원칙을 수립하여 이를

설정하고 있다. 다섯째,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분류 평가하고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 첫째는 관리와 시장 관계에 대한

있다. 여섯째, 규모에 대한 고려이다. 대학의 규모를 고려하여

명확한 처리이다. 기본적으로 중국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인원수 당, 1만 위안 당 산출 지표를 설정하여 대학의 효과를

국제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둘째, 교학과 과학연구의

측정하고 있다. 일곱째, 질과 양을 고려하나 질에 중점을 둔다.

관계이다. 과학연구를 중시하는 중점대학교와 교학 중심의

학술과 혁신 성과를 중시하여 자원을 배분하고 학술 발전모형을

사립학부대학이 포함된 일반대학교 두 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구축하고자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고자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서로 다른 평가를 적용하고 있다. 중점대학교의 교학과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통계와 외국통계와의 관계를 병행한다는

과학연구 비율은 4:6인데 반해, 일반대학교는 6:4로 하여

것이다. 국내통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성과평가에서는
Nature라거나 Science 등과 같은 국제 데이터를 중시하여
평가에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국립대학의 평가는 대학교
교육의 특징과 규칙에 따라 대학교 학부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를 분석하고 선정하여 평가지표로 확정하고, 국제
관행과 중국 학부교육 평가업무의 실제 현황을 참고하여 높은
수준의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있다. 이렇게 선정된 평가지표로는
교사인력, 학생상황, 교학수준과 과학연구수준을 포함한 4개의
1급 지표와 18개의 2급 지표가 있으며 평가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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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대학 평가결과의 활용
중국과학평가연구센터는 연도별 ‘중국대학 및 전공학과

Ⅳ. 홍콩의 국립대학 평가
1. 국립대학의 기능과 역할

평가 보고서’를 통해 경쟁력 순위를 해마다 발표하고 있다.
중국대학교육 지역 경쟁력 순위, 중국 학부대학 경쟁력 순위,

홍콩은 인구 7만 명에 불과한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일류대학 경쟁력 순위, 중국 중점대학 경쟁력 순위,

국립대학 8개 중 4개교가 아시아 대학 랭킹 10위 안에 이름을

중국 고등직업 기술학교 및 전문대학 경쟁력 순위, 중국대학

올리고 있다. 영국 식민 시대에 최초로 국립 홍콩대학이

과학기술 혁신 경쟁력 순위, 중국대학 인문사회과학 혁신

설립되면서 중등교육에서 대학으로 이어지는 학제는

경쟁력 순위, 중국대학 유형별 경쟁력 순위, 중국대학 학과별

3-4(2+2)-3의 영국식이었으나 2012년 9월부터는 한국과

경쟁력 순위, 중국대학 학부교육 전공별 경쟁력 순위 등 555개

마찬가지인 3-3-4제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 1990년대

순위를 발표하여 수험생의 대학 및 전공 선택 자료로 이용할

후반 이후 늘어나는 고등교육 수요를 감당하고자 사립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수요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이나 학사학위 혹은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

고등교육의 교학, 과학연구, 교육 등의 비교우위와 영향력 등을

프로그램 등이 지속적으로 개설되어 2007년 현재 고등교육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학률은 약 60%에 달한다. 그러나 사립대학이나
학위수여기관들은 주로 교육중심으로 석·박사 프로그램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위수여과정을
제공하거나 원격교육 등을 통해 고등교육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해 국립대학의 경우, 법학
및 의학 분야를 비롯한 전문가 양성, 고위직 공무원 교육 등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수준 높은 대학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국 식민시대의 영향이라 할 수 있는 영어
사용으로 세계 각지에서 연구실력이 우수한 외국인 교수를
유치하고 국제 연구협력에 참여하는 등 국제화 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의 평가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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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이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립대학은 평가대상에

대학별, 학과별 연구성과의 양과 질을 평가한다. 이는 영국식

포함되지 않는다.

모델을 따라 1992년 홍콩에 도입된 평가방식으로서 그 목적은
교수 개인의 성과평가라기보다 각 학과 단위, 연구소 단위의

2. 국립대학 평가체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주기는 3년 단위이다.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연구성과의 지나친 강조로 교육활동의 질을

홍콩 고등교육에서도 질 보장 이슈는 정부 수준, 대학 수준에서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평가주기 변경, 평가방식 보완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홍콩의 대학재정위원회(UGC:

등이 이루어져 2013-2014 평가를 앞두고 있다. 둘째, UGC는

University Grants Committee)는 국립대학들의 질 보장을

교수-학습 활동의 질 보장을 위해 1996년부터 교수-학습활동

위해 정기적으로 대학평가를 실시하고 전반적인 평가활동을

평가를 도입하였다. 이는 교수-학습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관리, 감독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대학평가가 체계화되기

각 대학들의 노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수-학습과정,

이전에는 학생 수 등에 근거한 재정배분이 주를 이루었으나

교육과정 설계 및 활용, 학습 성과 평가, 그리고 자원 지원의

현재는 새로운 평가방식에 근거한 성과중심의 재정배분을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대학운영 평가이다. 이는

원칙으로 삼고 있다. UGC는 고등교육의 질 보장을 ‘각 대학이

1998-1999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대학 운영과정의 효율성을

교수-학습, 연구 활동에서 개별 대학의 역할과 미션에 맞는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책무성을 향상시켜 정부 재정이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개별 대학들이

대학 내부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획, 사용되는가를 확인하는

고유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그 특징에 맞게 학술활동이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루어지도록 협력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각 영역에서
세계적 수준에 맞는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먼저 연구성과 평가 운영을 보면, 대학은 대학 단위
연구전략(철학 및 비전, 미션, 발전계획, 우선순위 등)과

1990년대부터 홍콩은 세 가지 종류의 평가를 시행하고

학문분야에서 어떠한 연구노력과 자원이 투입되어 있는지를

있는데, 연구성과 평가(Research Assessment Exercise,

명시한 자기평가보고서에 출판물과 같은 연구성과 데이터와

RAE), 교육활동 평가(Teaching and Learning Quality

연구비 확보 여부를 UGC가 제공한 ‘연구성과 평가를 위한

Process Review, TLQPR), 대학운영 평가(Management

기본 원칙 및 가이드라인’에 맞게 작성한다. 평가위원회는

Review, MR)가 이에 해당한다. 첫째, 연구성과 평가는

연구의 발견, 통합, 응용, 교육에 대한 기여 정도를 세계 선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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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4star), 국제적 선도연구(3star), 국제우수연구(2star),

우수교수를 발굴하여 이들을 시상하는 것도 평가결과로

우수연구(1star), 수준이하, 혹은 평가대상이 되지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생들의 강의만족도평가 역시

않음(unclassified)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교수-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학습활동 평가는 ①교육과정 설계, ②교수-학습 설계, ③교수학습 활동의 질, ④학습 성과평가, ⑤자원 제공의 5개 분야에서
내용과 과정이 충실한지, 대학·단과대학·전공학과 수준에서

Ⅴ. 시사점

정책 방향이 일관되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대학운영 평가는 효율적인 경영전략이 개발되어 제시되고
있는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 운영계획이 잘

위에서 살펴본 일본과 중국, 홍콩의 국립대학 평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집행되고 있는지, 각 행정영역에서 역할과 책임이 충분하게
정의되고 훈련되어 있는지, 역할과 책임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대학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 경영정보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의 6개 영역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3. 국립대학 평가결과의 활용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UGC는 기본적으로 국립대학의
재정배분을 위해 평가를 한다. 연구성과 평가나 대학운영
평가와 달리, 교수-학습활동 평가는 직접적인 펀딩 배분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교수-학습활동의 질 관리를 위해 다수의

<표 1> 일본, 중국, 홍콩의 국립대학 평가 개요
구분

일본

중국

홍콩

기능
역할

·고도학술연구추진
·이공계인재·교원양성
·지역활성화
·교육기회균등

평가
목적

·질 향상
·사회설명책임

평가
주체

·국립대학평가위원회
·중국과학평가연구센터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

·UGC(대학재정위원회)

평가
영역

·업무·재무현황
·교육·연구현황

·교육·연구
·대학 운영

·교육·연구성과
·대학운영

평가
활용

·운영비 교부금 배분
·우수사례 제공

·차등 재정지원
·사회수요에 대응

·차등 재정지원
·우수사례발굴 평가

평가
특징

·개별 대학 평가
·달성도·진척도 평가
·정성평가

·세분화(다양화)된 평가
·순위평가

·개별대학·전공 평가
·정성평가
·집단노력의 중시

·고도학술연구추진
·지역활성화
·교육기회균등
·질 향상
·사회공헌
(대학의 책무성)

·고도학술연구추진
·특정분야 엘리트교육

·질 향상
·대학의 책무성 확보

우수 사례를 보급하고 이를 공유·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각 대학은 새로 임용된 교수들에게 우수 수업 사례를 보급하고
이에 대한 활용 지원을 하거나, 대학 내부에서의 교수-학습
성과 평가에도 그 결과를 활용한다. 대학수준, 학과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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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평가가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대학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정성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위한 질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립대학과 차별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가 대학자체평가보고서에 반영될

국립대학 평가를 통해 학술연구 수준의 향상, 지역 발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학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이라 할

교육기회 균등, 국제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국립대학 발전

수 있는 교육·연구 측면에서 대학의 질 보장을 위한 노력이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국립대학 평가 역시

어떻게 대학 운영과 연계되고, 질 보장 설계와 집행 과정에

평가의 목적을 국립대학의 기능과 함께 검토하여 이에 맞는

구성원 모두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나아가 우수 사례가 잘

평가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보급되었는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정성평가 시스템을 개발할

둘째, 개별 대학이나 전공의 미션과 목적에 따른 평가를

필요가 있다.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중국은 물론 홍콩의 사례 모두

다섯째, 국립대학 평가 목적의 하나가 사회에 대한 설명

각 대학의 수준에 따라 교육과 연구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음을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가 어떤 정보를 요구하고

볼 수 있다. 각 대학이나 학과들이 미션과 역할을 분명히

어떻게 이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개선 노력이

정의하고 중장기 혹은 연도별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국이나 홍콩, 일본 모두

설정한 목표치 혹은 달성 상황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재정운영 상황과 더불어

이러한 점에서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성과목표에 따라

교육·연구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목표이행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입시에서의 대학·전공 선택은 물론, 산업계 등의 사회적

셋째, 달성도 및 향상도 평가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요와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세분화된

일본의 법인대학 평가는 물론, 중국과 홍콩의 평가 역시 전년도

평가를 통해 이를 순위 차트로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대비, 혹은 대학이 설정한 목표 혹은 비전, 전략에 비추어

수요자가 필요에 따라 대학의 발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향상 정도나 달성 수준 평가를 바탕으로 국립대학 운영비

구체적인 평가결과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부금을 차등 배분한다는 점에서 대학 자체평가를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인 목표와 비전, 전략 수립을 유도할 수 있는 달성도 및
향상도 평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일본, 중국, 홍콩 모두 질 평가를 위한 정성평가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외에서는

편집자 주) 위의 내용은 김미란 외(2014)의 ‘2013년도 국립대학 운영성과목표제 시행평가
연구 : 해외사례’(KEDI)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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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 킹’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글

•
김윤기
교육부 교육연구관

2014년 5월 12일. 국내 모 일간지가 아시아 대학 평가 결과를

4만3천 명, 기업 인사담당자 8천여 명이 참여한 이번 평가는

보도하였다. 일본과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지표에 따라 순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비롯해 한국 등의 대학 순위가 공개된 것이다. 국내의 카이스트가

싱가포르국립대가 전체 수위를 차지한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아시아 대학 2위, 서울대가 4위를 차지한 가운데 가장 높은

한국은 그동안 PISA에서 실시한 초·중등분야의 수학, 읽기,

곳에 자리한 대학은 홍콩과기대나 도쿄대, 베이징대가 아닌

과학 영역의 국제비교에서 높은 성취를 자랑하면서 한국교육의

싱가포르국립대였다. 총 17개국 491개 대학을 세계 각국의 학자

우수성에 자부심을 갖었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수학,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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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등 모든 영역에서 한국보다 높은 곳에 자리했다. 특히

서울시만한 면적(704㎢)에 인구 약 531만 명(2012년 기준)의

컴퓨터 기반 소양평가에서 싱가포르는 수학과 읽기에서 32개

도시 국가지만, 비즈니스, 무역, 교통, 물류 및 금융의 중심지로

참가국 중 가장 높은 곳에 섰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교역량 세계 15위, 국민소득(2012년 IMF 기준, 1인당 GDP 50,323

배경인 싱가포르 교육체계와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싱가포르

달러)은 아시아 2위를 자랑한다. 중국계 약 74%, 말레이계 약

한국국제학교에 대해 알아보자.

13%, 인도계 약 9%(2012년 6월 기준) 등 다민족으로 구성된
싱가포르는 영어를 공식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영어, 중국어,

사자의 나라 싱가포르
산스크리트어로

사자의

말레이어, 타밀어 등 4개 언어를 공용으로 사용하며 각 민족들의
나라(Singa+Pura)라는

의미를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있다. 전체 국민의 영어 습득 비율은

가진 싱가포르의 정식국명은 싱가포르 공화국이다. 13세기

90%를 상회하고, 청년층은 100% 가까이 영어를 구사하고 있다.

스리위자야 왕국의 뜨리부아나(Tri Buana) 왕자가 현재의

싱가포르의 한인 교민은 약 25,000명 정도다. 우리나라와는

싱가포르에 표류했을 때 사자를 목격하고 명명한 것이 지금의

1975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현재 양국 간 교역은 300억

국가명이 되었다. 19세기 초까지 네덜란드의 영향 하에 있다가

달러를 넘고 있다. 최근에는 K-POP과 한국 드라마에 의한 한류

1819년 영국인 스탬퍼드 라플스(Thomas Stamford Raffles,

덕분에 한국어 열풍이 싱가포르에 불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

1781~1826)가 개발에 착수하면서 말레이 반도의 조그만 섬에서

이미지가 퍼지고 있다. 또한 ‘21세기 건축의 기적’이라 불리는

훗날 아시아의 부국으로 성장하게 된다.

마리나베이샌즈호텔을 쌍용건설이 준공하면서 이곳 사람들은
한국 건설의 우수성에 놀라는 눈치다.

싱가포르를 이끄는 힘 - 교육
1963년 9월 16일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연방의 구성원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그러나 채 2년도 못가서 싱가포르의
정치인들이 비말레이계의 단결과 지지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연방으로부터 추방 아닌 추방을 당하여 1965년 8월
9일 독립하기에 이른다. 이때 세계 언론들은 싱가포르에 대해
독립의 기쁨보다 작은 섬나라의 생존을 걱정하며 비관적인 전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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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냈다. 국민의 대부분이 무단정착촌에 거주하는 상황이었고,

싱가포르 교육제도는 나라의 미래가 전적으로 유능한

제대로 된 교육도 실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실업률도 10~12%

인재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인재를 길러내는 일에 국가가

에 달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좁은 국토와 부족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을 통한

천연자원으로 인해 고정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었고, 유일한

교육정책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하고 있다.

수입원인 중계무역항은 19세기 이래로 개발이 미진하여 더 이상의

싱가포르 통상산업부가 5년 간의 산업인력 수급 전망을 판단한

물동량을 소화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이처럼 독립 당시의 작고

보고서를 교육부에 보내면, 교육부는 그에 따라 교육과정을

가난한 나라를 세계일류 국가로 이끈 요인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조절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 인재를 고르고

교육정책이다. 어쩌면 싱가포르가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인

또 골라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것은 자원이 달리 없는 상황에서 국가 생존과 국민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싱가포르는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

싱가포르의 학제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세 등급의

(IMD)이 발표하는 대학교육 경쟁력 부문 1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우열반이 정해지면서 시험에 의한 걸러내기(streaming out)

각종 평가지표에서 세계 최정상권이다.

가 시작된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치르는 졸업시험에 의해 상위
60%가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중위 20%는 초등학교를 2

종합대학 (3~4년)

년 더 다닌 후 졸업시험에 합격하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며,

고등학교졸업시험 (A-Level Test)
폴리테크닉
(3년)

Junior College
(2~3년)

기술교육원
(2년)

중학교졸업시험 (O-Level Test)
중·고등
통합과정
(4~6년)

중등 특별/
고속계열
(4년)

N-Level Test

받을 수 없다. 그렇게 걸러진 학생들만 진학시켜 효과적인 수업을

중등 보통
인문계열
(4년)

중등 보통
직업계열
(4년)

[그림 1] 싱가포르의 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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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육을 마친 후 직업훈련기관으로 보내진다. 이처럼
초등학교부터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상급학교교육은

초등학교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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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진학 대신, 민족어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8년간의

보충학년(1년)

초등학교졸업시험 (PSLE)

68

불합격자는 직업훈련원에서 직업교육을 받는다. 하위 20%는

직업학교
(2~3년)

한 덕분에 싱가포르 중등 학생들의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계적인 시험에서 싱가포르는 항상 1,2위를 기록한다.

WORLD EDUCATION

<표 1> PISA 2012 전체 참여국의 영역별 국제비교 결과
수학
국가명

읽기

평균

전체
국가순위

상하이-중국 613

1

국가명

(SMS)에 진학하기 위해 다시 경쟁해야 하는 것이다. 과도한
경쟁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 덕분에

과학

평균

상하이-중국 570

전체
국가순위
1

국가명

평균

전체
국가순위

상하이-중국 580

싱가포르는 동남아 교육의 허브, 세계 교육의 허브로 자리하게

1

된 것이다.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Singapore Korean

싱가포르

573

2

홍콩-중국

545

2~4

홍콩-중국

555

2~3

International School 이하 SKIS)는 1993년 ‘한국의 창을

홍콩-중국

561

3~5

싱가포르

542

2~4

싱가포르

551

2~4

열고 세계를 누벼라’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걸고 초등학교로

대한민국

554

3~5

대한민국

536

3~5

핀란드

545

4~6

일본

536

6~9

아일랜드

523

6~10

대한민국

538

5~8

OECD 평균

501

OECD 평균 494

OECD 평균 496

개교하였다. 그 후 꾸준히 성장·발전하여 2010년 7월에 지금의
Bukit Tinggi Campus로 이전했으며, 2011년에는 유치원과
중학교, 2012년에는 고등학교를 개교하였다. 2014년 고등학교

※ PISA 점수는 평균 500이고 표준편차 100인 척도점수임
※ PISA 2006부터 95% 신뢰 수준에서 각 국가의 순위에 대한 범위를 제공하고 있음

졸업생 16명 대부분이 한국과 미국, 일본 유명 대학에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다. 2014년 5월 현재 유치원 107명, 초등학교 159명,

<표 2> PISA 2012 컴퓨터 기반 소양 평가 참여국의 영역별 국제비교 결과
수학
컴퓨터 기반 평가

중학교 52명, 고등학교 84명 등 총 402명이 다니고 있다.

읽기

컴퓨터 기반 + 지필

컴퓨터 기반 평가

컴퓨터 기반 + 지필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박중재 교장은 ‘국제(global)’

국가명

평균

국가명

평균

국가명

평균

국가명

평균

싱가포르

566

상하이-중국

587

싱가포르

567

싱가포르

555

상하이-중국

562

싱가포르

570

대한민국㉧

555

상하이-중국

550

글로벌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박 교장은 “학생들이

대한민국㉧

553

홍콩-중국

555

홍콩-중국

550

홍콩-중국

547

글로컬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외국어 능력, 다민족 및 다문화와

홍콩-중국

550

대한민국㉧

553

일본㉧

545

대한민국㉧

545

소통할 수 있는 능력, 한국정체성 교육이라는 세 개의 큰 틀을

OECD 평균

497

OECD 평균

497

OECD 평균

497

OECD 평균

498

기본으로 교육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 컴퓨터 기반 소양 평가에는 32개국이 참여하였으며, 순위 정보는 산출되지 않았으나 상위
10개국의 결과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함. ㉧ : OECD 회원국

와 ‘현지(local)’의 합성어인 ‘글로컬교육’ 즉, 지역 특성을 살린

SKIS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에 대해 싱가포르 교육부뿐만
아니라 많은 로컬학교, 국제학교들이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에

이처럼 시험을 통해 중등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상급학교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SKIS가 이토록 눈부신

대학 진학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해야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수요자 요구에

한다. 3개뿐인 싱가포르 국립대학과(NUS), 난양공과대, 경영대

부응하는 수준별 수업과 수월성 교육(AP)을 통해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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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의 한국교육

‘라이언 킹’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수준을 정확히 알도록 도와주고 있다. 외국어의 경우 지속적
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박 교장은 중학교 진학
후에도 학생들이 3개 언어(Trilingual) 교육 시스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수업의 60% 이상을 원어 수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초등학교과정을 거쳐 중학교에 진학한
학생 김동현(15세, 남)은 “집에서는 한국어, 학교에서는 영어와
중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되었어요. 특히
영어의 경우 학습 부담이 컸지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만
현지의 교육상황에 대한 이해와 한국교육 체제가 접목되었기

따라가니 이젠 오히려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자신 있어요.”라며

때문이라고 박 교장은 말했다. 특히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3개

학교생활에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다.

국어 교육(Trilingual system)의 실시에 대해 학부모 박상훈(45
세, 남)은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이기에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렇다고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가 외국어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학년 구분을 없앤 무학년제 학급 시스템인
House 제도를 운영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사회성 향상을

유치원 과정에서는 아이의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

위해 수직적 선후배 관계가 아닌 수평적ㆍ통합적 관계 형성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다양한 외국어에

노력하고 있다. 또 향후 교육과정의 방향인 문과와 이과의 경계를

노출될 수 있도록 국제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낮춘 융합적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어린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놀이 위주로 영어의 경우 하루 3

인재로 키우고 있다. 국제학교의 특성상 외국 대학으로 진학할

시간, 중국어의 경우 주 1~2회 2시간 정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을 위해 AP교과(AP Literature& Composition, AP
Human Geography, AP World History, AP Chemistry, AP

초등학교에서는 수학이나 과학 등 일반 교과수업에 영어를

Physics B)를 운영하여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도 했다. 그

사용할 뿐만 아니라, 원어민-한국인 공동 담임제 운영으로

외에도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축구, 야구, 보드 게임,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줄였다. 중국어의 경우 수준별 수업과

드라마, 오케스트라 락 밴드 등의 클럽활동과 영어, 수학, 국어,

아울러 공인인증시험(YCT)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기

바이올린, 난타, MUN(모의유엔회의) 등의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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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를 운영하고 학생들이 관심분야에 대한 심층적 연구논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리서치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등 학생 개개인의
진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다고 이형주 진로진학부장(41,
남)은 말했다.

박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해외에 있지만,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한국인에 대한 긍지를 잊지 않도록 올해부터 독도교육을 비롯해
‘제1회 한국사 원정대’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윈스턴
처칠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실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으로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의 학생들이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함께 뜨거운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무대에서 활동할 날을 기다려본다.

[ 참고문헌 ]
「 20세기 동남아시아의 역사 」 , 클라이브 크리스티 편저, 노영순 옮김. 심산
「 동남아시아사」 , 최병욱 지음,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ENJOY 싱가포르 」 , 김미선·마연희 지음, 넥서스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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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 법안’ 발의,
배경·필요성·주요 내용

글

•
김희정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 연제구)

필자는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윈회에서 활동하며 지난
4월 30일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중요한 법안이라 제출에 앞서 전문대, 일반대, 국·공립대,
사립대, 지방대 등을 대표하는 총장 및 전문가와 함께 간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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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졌다. 그 자리를 통해 법안 초안 설명과 의견수렴을 하였고
제기된 여러 내용을 반영하여 법안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기고를 통해 법안 발의 배경과 필요성, 쟁점사항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자 한다.

POLICY PROSPECTS

일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것도 이

Ⅰ. 법안 발의 배경

때문이다.
한국전쟁 이후 인구가 급증하고 산업역군이 절실한 상황을
계기로 한국 대학은 양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다. 1960년 85
개에서 2014년 현재 433개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학교가 많아

1. 학령인구 감소의 선제적 대비 …
2023년 학령인구 16만 명 부족

신입생 유치를 위해 파격조건을 내걸고, 교직원들을 독려하여
“정문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다. 교실을

신입생 모집에 열을 올리는 대학이 상당수다.

찾아가 봐도 수업을 듣는 학생보다 빈자리가 많다. 학과 사무실엔
학생들이 모여 졸업장은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었다. 학교

최근 국내 신생아 출생 추이 (단위 : 명)
합계 출산율은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수
합계출산율(%)
1,226

해산을 걱정하는 교직원들 역시 근심이 컸다. 재단 또한 대학경영

1,297

다각화가 뜻대로 되지 않아 학교 재산을 팔아도 오래 버틸 상황이

1,244
1,190

47만 200

47만 1300

48만 4600

전체 신생아
43만 6000

안 된다. 시설이 고장 나도 고칠 돈이 없다. 학령인구가 줄어든
여파가 학교 곳곳에서 확인된다. 걱정하는 한숨 소리가 캠퍼스를
가득 채운다…”

인구 1,000명당 신생아

10년 후면 현재의 대입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생이 16만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 자료 : 통계청 ]

[그림 1] 국내 출산율 현황

명이나 부족하다고 한다. 이런 문제에 미리 대비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부실대학 상황을 가정해 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8일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학령인구 급감

문제는 인구변동에 따른 입학자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대비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점이다. 국내 대학들은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 입학자원 감소는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 4.53명 정도였으나

재정난으로 직결된다. 이는 교육의 질(質)을 떨어뜨리고, 대학의

점차 하락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1.66명으로 낮아졌다. 2008

비중이 높은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된다. 결국엔 국가경쟁력

년에는 1.19명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정부의 인구 부양정책으로

약화를 낳게 된다. 예견된 위험성을 대비하는 선제적 조치가

한 때 조금 올랐으나 지난해 다시 1.19명으로 인구가 낮아지고

필요한 시점이다. 늦출수록 문제는 커질 뿐이다. 지난 4월 30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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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학 입학자원 규모 전망 및 입학정원 변화 추이

출산율 감소는 학령인구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특히

계산하면, 10년 후에는 고교 졸업자 전원이 대학에 진학한다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대학 진학률이 높기 때문이다. 2014

하더라도 미충원 규모는 16만 명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미충원

년 현재 진학률은 70.7%이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13학년도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이것 역시 사회와 학생들의 가치관

고교 졸업자 수는 약 63만 명인데 10년 뒤인 2023학년도에는

변화로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대두되면서 2009

40만 명으로 급감한다. 2013학년도 입학정원(56만 명) 기준으로

년부터 대학 진학률이 감소하는 추세기 때문이다.

(단위 : 명)
2.1

2. 고등교육 생태계 위협 …

현재 인구 유지에 필요한 기준선

2.06

2.0

재학생 급감에 따른 대학 재정난 가중

1.5

1.3명
1.3

(정부추정치)

초저출산율 기준선

1983

1990

1995

2001

2005

2007

2009

2011

2012

[ 자료 : 통계청 ]

[그림 3] 우리나라 합계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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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게 된다. 국내 대학들은 학생 등록금에 대한 재정적 의존율이
높다. 대학 관계자들에 따르면,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1.08

1.0

입학생이 줄어들면 대학은 재정난으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방대학·전문대학이 학생 충원에 1차적으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 소재 대학과

POLICY PROSPECTS

대학원까지 확산되어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을 위기로 몰아갈

중심으로 발전함으로써 기능적으로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있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방에 소재한 대학의 경우에는 지역의
교육기관 역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산업인력 양성·공급,
지역문화 형성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에 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 확대될 것이다.
결국 국가적 위기로 확산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위기’는

나. 대학 경영의 다각화로 재정 강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 부설 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재무구조를 탄탄하게 하여 학생 등록금 의존도를 줄여 나가고 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국가과제이며, 위기 대응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제 때 대응하지 못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은 없어야 한다.

다. 주정부의 성과중심 예산배정으로 개혁 유도
많은 주에서 대학 예산배정을 교육의 생산성과 연계하는
‘성과중심 예산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대학기관 평가를 통한 질적
강화, 교수 정년제도 개혁 등 주정부의 요구는 주립대학들에게

Ⅱ. 외국의 대학 구조개혁 현황 및 시사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예견되는 국내 대학들의 위기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는 선진국의 사례가 참고가 될 것이다.

다양한 내부개혁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일본
‘대학의 구조개혁 없이는 일본의 재생과 발전은 없다’는

1. 미국
대학 구조개혁을 크게 3가지 차원, 대학의 기능별 분화, 대학의
지배 및 경영구조 개선, 대학의 책무성 강화라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대학의 질을 높였다.

가. 대학 특성화로 기능적 중복 해소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교양대학, 지역사회대학 등과
같이 대학이 특성에 따라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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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로 1980년대부터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평가인증제도, 국립대학 법인화, 사립대학 경영혁신을 통해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다. 사립대학 구조개혁
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일본도 최근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 입학정원 감소에 따른 미충원율 증가로 줄어든
재정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

가. 평가인증제도

사립대학의 경우, 입학정원을 50%도 채우지 못한 대학이 2008

우수한 고등인력 양성체제 구축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년 29개로 전체의 3.6%나 된다. 전문대학은 30개로 전체의 8.3%

대학의 질(質) 확보 수단으로 대학 교육의 성과와 부가가치에

에 이른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사립대학 재정지원과 세제특례,

대한 평가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도입되었다. 2004년 이후 개별

학교법인 활성화를 위한 경영개선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의 각종 평가제도, 자기점검 평가, 기관별 인증평가, 전문직

2003년부터 문부과학성에 학교법인 경영지도실을 설치하고

대학원 인증평가, 국립대학법인의 중기목표 계획 및 연도 계획의

참사관급의 학교법인 위기관리 대책 전문관을 배치했다. 전문관은

실적을 평가하는 등 다양한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학교 경영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체크 리스트 모델을

인증평가를 통해 공·사립대학의 학교폐쇄, 공립대학의

개발하고 대응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가령 경영

변경명령, 공·사립대학에 대한 문부과학대신 권고 등이

판단지표에 따라 엘로우존(경영곤란 상태), 레드존(자력재생이

가능해지면서 규제완화에 따른 교육의 질(質) 저하를 막아

극히 곤란한 상태)로 구분하여 각 경영상황에 따라 학교법인,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학사업단, 문부과학성 등이 연계하여 지원책을 제공한다.

나. 국립대학 구조개혁
2001년 6월 ‘국립대학 구조개혁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립대학
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여기서 제안된 구조개혁
방침은 대학의 재정기반과 국제 경쟁력의 약화, 폐쇄성,
경직성에 초점을 맞췄고 국립대학의 재편·통합, 상위 30
위권 대학의 중점육성 등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 2003년 7
월에 국립대학법인화법이 출범해 2004년 4월부터 전국 89개
국립대학이 86개 법인으로 재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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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4. 시사점

1980년대 부터 사회적으로 고등교육의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국제화로

앞서 살펴본 국가들의 구조개혁 사례를 종합하면, 대학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되면서 고등교육 개혁이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격화되었다. 영국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쟁의 원리에

정부는 재정지원을 연계시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대학의

입각하여 고등교육정책의 효율성과 대학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특성화와 같은 질적인 재구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재정과 평가 등의 규제장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고등교육 개혁에

및 교육과정의 재조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했다. 1992년 고등교육법 제정을 기점으로 고등교육이 기존

대학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지역특성화를 통한 정책적

엘리트교육에서 대중교육으로 전환됐다. 특히, 1997년 「디어링

장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안들은 우리나라의 대학 구조개혁

(Dearing) 보고서」와 2003년 백서 「고등교육의 미래」를 통해

추진과정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의 지속적 개혁 의지와 방향이 제시되었다.

이 중 「고등교육의 미래」는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사회통합을 목표로 고등교육 구조개혁과 질(質) 관리 시스템

Ⅲ.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구축을 골자로 한다. 영국 정부는 지역혁신을 위해 대학과
지역산업 간 연계 구축을 고등교육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필자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크게 2가지 부분, ‘대학평가’와

추진하며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들도

‘구조개혁 추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한 평가를 통해 대학

치열한 특성화 구조개혁을 겪고 있다. 2008년 4월 ‘새로운 대학 의

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지다. 주요 세부내용은 공정한

도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특성을 고려해 추진한

평가기준, 구조개혁 추진 시스템, 사학의 자발적 퇴출경로,

‘새로운 대학(New University)’ 사업은 지역발전에 많은 공헌을

교직원과 재학생의 보호 등이다.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적절한 고등교육기관이 없었던 지역에
양질의 캠퍼스를 조성하여 지역 젊은이와 성인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제공한다.

1. 한시적 대학 평가
이번 평가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재 대학이 받는 평가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학교의 부담을 크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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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실대학 자율해산 창구 마련
학교가 자발적으로 원하여 해산할 경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에 대한 출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학생 수 급감으로 학생정원을 감축할 경우 최초 학교
설립 시 갖추었던 교육용 기본재산이 남게 되는데, 이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 향후 학교 경영이 어려워질 측면을 감안하여
있고, 대학의 자율성 존중을 위해 한시적 평가라는 점을 확실히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된 수익금을 학교로 다시 전출 받아

했다. 이는 대학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요구사항을

학교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반영한 것이다. 또한, 대학에서 학교발전계획·교육여건·
교육과정 및 운영 등 을 자체 평가한 후 교육부 장관 아래
신설되는 대학평가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심의하여 대학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행·재정적 지원에 활용하도록 했다.

4. 교직원과 재학생 보호
학교법인 해산 및 대학 폐지·폐쇄와 같이 대학 구조개혁
과정에서 면직된 교직원의 보호를 위해 인사 및 재정상에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재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다른 대학으로

2. 자율적 구조개혁의 허용

편입학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대학의 장 또는 학교법인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학교 경영이
어려운 경우나 대학 평가의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이 자체적으로 구조개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조개혁 실무는 교육부 장관 산하에 학계·법조계·
경제계·언론계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독립적 성격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진행하도록 했다. 각 계 인사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다양한 사회적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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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시적 법률
대학의 부담이 크다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이번 법률의
시효를 2025년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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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마치는 말
대학은 한국 현대사와 궤를 같이한다. 산업화 시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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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 더욱이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학 재정을 의존하는 대학들이
많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학 정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되었다.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큰 목표 속에서 회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된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위기가 예견된 이상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는 사명감으로,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앞으로 국회에서 충실한 법안심의가 이루어져 고등교육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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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소장

Ⅰ. 들어가며

있으며, 대학진학률이 80%에 이를 정도로 교육열이 높다. 반면에
학생들의 삶은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학교에서 행복감을

나의 꿈과 끼는 무엇일까?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

느낀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60%로 OECD 평균인 80%에도

가장 중요한 이정표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에 대해 진지하게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생각해 볼 여유조차 없이 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2008) 초등학교 학생들은 88.8%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세계 최고의 학업성취도 수준에 도달해

장래희망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데 비해 중학교 학생들은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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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면서

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을 ‘과도한 경쟁과 입시

자신의 꿈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위주의 교육에서,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 23%의 학생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전환하고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배양하고자 하기

있는 것이다.

때문이다.

자유학기제지원센터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자유학기제는 이러한 학교 교육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있다. 이 자리를 통해 자유학기제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 및

행복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도입된

추진 성과, 그리고 자유학기제지원센터의 비전 및 사업운영 방향

정책이다. 세계적으로 미래 사회에 대비한 핵심역량 교육과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 국가의 앞날을 좌우할 교육 분야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은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학습능력 등으로 학생 자신은 물론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창조적 아이디어는 개인의 행복은 물론이고

Ⅱ. 자유학기제지원센터의
주요 추진 성과

국가의 부와 경쟁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21세기 들어 개인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이 요구된다.

1. 자유학기제 원년의 성과

따라서 모방형 경제에서 창조형 경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2013년 42개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시작된 자유학기제는

우리나라로서는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성

2014년에는 38개 연구학교 추가 지정과 730여 개 희망학교의

등의 다양한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최상덕

운영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2016년에

외, 2011). 자유학기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자유학기제를 전국의 모든 중학교로 전면 확대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의 원년인 2013
년은 제도의 기반 조성을 위해 자유학기제지원센터의 설립,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을 위한 연구보고서 및 자료집 발간,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협업체제 구축 및 홍보, 연구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등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2013년 수행된 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매뉴얼 개발,
학생선택프로그램 개발, 운영학교 사례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현장 교사들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학교 교원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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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정책연구’ 최전선을 가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컨설팅 및 연수 등을 실시하여 교사들의 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추었다. 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를 시행할 수 있는 환경 및

<표 1>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사업추진 내용
지원영역

2013년(1차 년도)

2014년(2차 년도)

연구수행

·자유학기제 선택 프로그램 개발
(10종)
·자유학기제 운영 만족도 조사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사례 연구
·자유학기제 매뉴얼 제작
·자유학기제 평가 방안 연구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 사례 연구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방안 연구
·자유학기제 운영 만족도 조사

연수 지원

·연구학교 학교장 연수(2회)
·연구학교 교원 연수(3회)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관계자
워크숍

·연구학교 학교장 및 교원 연수
·희망학교 학교장 연수
·연구·희망하교 교사 지원 워크숍
·자유학기제 성과보고회 개최

컨설팅
지원

·연구학교 컨설턴트 워크숍(2회)
·42개 연구학교 컨설팅
·교사연구회 구성 및 운영

·연구학교 컨설턴트 워크숍
·38개 연구학교 컨설팅
·중앙 컨설턴트 양성 연수
·희망학교 컨설팅
·교사연구회 운영

협업체제
구축 및
홍보

·교육부장관 및 자유학기제
협업기관 기관장 정례회의(3회)
및 실무협의(9회)
·유관기관 간 MOU 체결을 통한
협업기관 확대 추진(17개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협업기관 및
운영학교 네트워킹
·자유학기제 발대식, 성과보고회
·홍보리플릿, 뉴스레터(월1회)
및 연구학교 소식지(격주1회)
제작 보급
·자유학기제 아이디어 공모전
·장관, 차관 정책설명회 지원
·자유학기제 포럼 개최(3회)
·행복학교 박람회 및 교육기부
박람회 자유학기제 정책관 운영

·협업체제 확대 운영
·교육부장관 및 자유학기제
협업기관 기관장 정례회의 및
실무협의
·홈페이지를 통한 협업기관 및
운영학교 네트워킹
·뉴스레터(월1회) 및 연구학교
소식지(격주1회) 제작 보급
·자유학기제 포럼 개최
·장관, 차관 정책설명회 지원

여건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간의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연구학교에
다양한 인프라를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자유학기제 포럼 개최,
박람회의 자유학기제 정책홍보관 운영, 뉴스레터 및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소식지의 정기적 발간,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자유학기제를 교원, 학생 및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유학기제 발대식을
비롯하여 총 30회 이상의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자유학기제 운영
종합매뉴얼을 비롯하여 41종(61권)의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러한 연구학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의 결과는 자유학기제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났다. 42개 연구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결과, 교사, 학생, 학부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생의 경우 사전 조사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34
였으나 사후 조사에서 3.72로 평균 0.38 향상되어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2.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2014년도 추진계획
2014년은 제도의 정착기로 확대·운영되는 연구학교와 신규
지정되는 희망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2차년도인 2014년에는 1월에 38개교의 신규

Ⅲ. 자유학기제지원센터의
비전 및 운영 방향

연구학교 대상 컨설팅 및 교원연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희망학교 학교장 연수, 자유학기제 포럼을 개최하였고, 운영

자유학기제지원센터의 비전은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통한

만족도의 사전조사와 연구학교 사례 연구와 함께 협업기관 및

행복하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다. ‘자유학기제를 통한 중학교

연구학교 방문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에도 작년에 이어

교육의 개혁’을 위해 자유학기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연수·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 연수, 컨설팅, 협업체제 구축의 업무를

컨설팅·연구를 통한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지원, 자유학기제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홍보를 목표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82

| 교육개발

2014 여름

THE FRONT LINE

2016년 자유학기제의 전면 실시에 대비하여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교원 대상 연수의 실시,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교원들의

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 확대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율연수 기회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의 다양화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에 대한 사례 연구와 운영

셋째, 자유학기제 시행의 토대가 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만족도 조사의 지속적인 실시와 더불어 자유학기제의 전면

협업기관의 확대와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것이다. 중앙차원의

확대방안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인프라 구축 및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학교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둘째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확대에 따른 현장밀착형 연수와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뉴스레터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소식지의

컨설팅 추진이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시행의 열쇠는 정책을

발행을 통해 자유학기제 관련 정책과 운영학교의 소식들을

현장에서 시행하는 현장 교사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홍보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 교사들이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을

이러한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의 열정과 노력이

명확히 인식하고 추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컨설턴트 양성을

대한민국의 학교를 행복한 학교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을

위한 연수과정 개설,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의 임무를

확신하며,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시행을 기대해 본다.

수행할 것이다. 또한 교원연수 분야에서는 연구학교뿐만 아니라

비전

행복하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

미션

자유학기제를 통한 중학교 교육의 개혁

목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전문기관과의 협업체제
구축
•전문기광장 정례회의 및
전문기관간 실무협의회
개최

전략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학교 지원
(연수, 컨설팅, 연구)

자유학기제 홍보

•자유학기제 관계자 역량
제고를 위한 학교장 및
교사 연수

•언론 홍보 및 리플렛 제작

•교사연구회 구성 및 운영

•센터 주최의 정책 포럼 등
개최

•학교 맞춤형 컨설팅 지원

•뉴스레터 및 연구학교
소식지 제작

•시·도교육청의 관련조직
과의 연계 추진

•자유학기제 선택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행복교육기부박람회 참여

•자유학기제 관련 전국
인프라 현황 맵 구축

•자유학기제 만족도 조사

•자유학기제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자유학기제 관련 정보
시스템 및 자료와의
연계·연동

•자유학기제 사례 연구
및 평가 방안 연구수행

•온라인정보시스템 구축

•발대식, 성과보고회 개최

[그림 1] 자유학기제지원센터의 비전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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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폐교위기 시골학교서 학생이 찾는 명문학교로 ‘발돋움’ - 충북 진천 초평초등학교

폐교위기 시골학교서 학생이 찾는 명문학교로 ‘발돋움’

충북 진천 초평초등학교

글

•
지영수
동양일보 기자

전교생이 100명도 안 되는 농촌마을 소규모 학교지만 ‘작아도
내실 있는 학교’, ‘학부모의 신뢰가 높은 학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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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초평면 초동로 143에 위치한 초평초등학교.
1923년 4월 1일 개교한 초평초등학교는 91년의 긴 역사를
자랑한다. 급격한 도시화와 이농현상 등으로 학생수가 51명으로

REPORTAGE

줄어들면서 폐교 위기에 몰렸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과 학교
관계자, 진천군청 등의 각별한 노력으로 현재 학생수가 84명으로
늘어 지역 인구수 증가는 물론 명문학교로 발돋움하고 있다.

독서토론·논술교실에 참여해 실력을 쌓고 있다.
특히 레벨테스트에 의한 수준별 반편성 운영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학적

특히 초평면민장학회와 연계한 학력지도, 여섯고리오누이로

사고력 향상에 따른 학력신장과 영어 특성화 명품학교 변신

다지는 바른인성, 진로교육시범학교를 통한 학생들의 진로인식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 사고력과 창의력 향상에 따른 전교과

개발역량신장. 이 3박자가 고루 이뤄져 多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학력향상 및 독서하는 초평초 전통 형성 등의 기대효과를

나간다. 영어마을(Techno-English Village) 지역 영어센터

가져왔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해 TaLK 프로그램,

개설과 교원 영어 집중 연수 프로그램 운영, 하계 동계 영어캠프

댄스스포츠, 피카소 미술, 모차르트 피아노, 컴퓨터 자격증,

및 이멀전 스쿨 프로그램 수학특성화학교 운영 등으로 인기를

박태환 따라잡기 수영교실 등 다양한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끌고 있다.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계발에 힘쓰고 있다.
토요일에는 한층 더 자유롭게 배드민턴 교실, 박지성 따라잡기

초평면민장학회와 연계한 학력신장

축구교실, 초평오케스트라를 운영해 아이들의 끼 만족도와
자부심을 갖게 해줬다. 이를 통해 교육부 주최 ‘2013 5회

초평초는 초평면민장학회의 교육기부로 학생들에게 특기적성
및 기본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초평면민장학회는 2011년 1750만 원, 2012년 3150만 원, 2013
년 3010만 원, 2014년 3360만 원 등 매년 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방과후학교대상 공모전’ 학교상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전국의 500여 편의 많은 응모작들
중에서 초평초는 아이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꿈베이스캠프
운영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초평초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이

학기 초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자람터로서 ‘꿈 Base

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된 기부금은 튼튼 수학교실,

Camp’비전을 제시하고 학생·학부모·교사·지역사회가 함께

반기문 뛰어넘기 영어교실, 독서토론 논술 운영비에 쓰인다.

노력해 사교육비 절감 및 높은 방과후학교 참여를 이뤄내 이

학생들은 교육기부로 특기 적성과 기본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물론 사교육비 제로化를 통해 학부모들의
부담도 줄어들었다.

방과후학교 활동 전국적 인정
학생들은 학교 정규수업 외에 방과후학교 활동으로 △ 튼튼·
키움 수학교실 △ 반기문 뛰어넘기 영어교실 △ 생각이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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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다양한
교육사업에 공모했으며, 초평면민장학회 지원금을 비롯해
지역기업체의 기부금 및 MOU를 체결해 학생들에게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학생 맞춤형 수준별 프로그램을 운영,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학생들의 학력 증진에 힘을 쏟은 결과 기초학력
제로化에 성공했다.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수영·댄스스포츠·피아노·바이올린·첼로·플롯·
트럼본·축구 등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을 운영해 행복한
오후를 만들어줬다.

여섯고리 오누이로 바른 인성 다져
내실 있는 교육 실천
지난

2012년부터

1~6학년

학생들이

한명씩

한조에

초평초는 학부모와 교육공동체를 운영해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속해 여섯명이 하나의 조를 만든 ‘여섯고리 오누이제’를

바른 인성 함양 및 자신들의 꿈을 찾아 나가는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해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에 힘쓰고 있다. 한 달에

실천하고 있다. 폭넓은 경험으로 자기소질을 개발해 아름다운

한 번씩 여섯고리오누이별로 점심을 먹는 것을 비롯해

꿈을 키우는 ‘자주인’, 바르게 행동하고 남과 함께 하는 인재를

여섯고리오누이에게 편지쓰기, 여섯고리오누이별로 두타산

기르는 ‘문학인’, 세계화·정보화를 주도해 미래를 여는 어린이를

등반하기, 여섯고리오누이 캠프 등을 운영하면서 학교폭력 없는

기르는 ‘세계인’,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多행복한 학교’를 만들었다.

어린이를 기르는 ‘건강인’, 새로움을 창출해 내는 남과 다른
으뜸인을 기르는 ‘창의인’이 교육목표다.

특히 형제나 남매가 있을 경우 같은 조에 넣어 줌으로써 오누이의
정을 더 나눌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학생들은 여섯고리오누이별로

초평초는 특색 사업으로 ‘초평테마테크노 영어마을’을 운영

행사에 참여하며 뒤처지는 동생들을 챙겨주거나 돌봐주면서

중이다. 전국 학교 시설 중 최대 규모의 ‘초평세계문화체험관’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을 체험할 수 있었고, 오빠와 누나들을

을 조성했으며, 6개의 학습코너와 어학 기기 등이 갖춰져

믿고 따르며 선배를 존경하는 마음도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있다. ‘Song&Chant’과 영어아카데미를 운영해 방학 중에 각각

서로를 위하는 마음속에 초평초는 학교전체가 마치 한 가족의

저학년과 고학년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친다. 또 원어민

오누이처럼 변모해가고 있는 중이다. 학부모님들도 이러한

영어교실을 운영해 담임교사와 외국인 원어민 강사가 협동으로

변화를 반갑게 맞이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수업을 진행하는 등의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않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 교사가 하나의 교육 공동체가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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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면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참여하는 태도도 좋아졌다.
학기 초와 다르게 복도에서 서로 마주치면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하는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줄을 설 때도 조금씩 양보하면서
줄을 서는 배려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진로교육과 관련, 학생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받았던 것은
‘초평 진로의 날’ 운영이다. 월 1회 ‘초평 진로의 날’로 선정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진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미래를
설계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줬다.
꿈 단지에 꿈을 적어 넣거나 직접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직장을 탐방하는 시간을 갖는가 하면 유명 인사를 초청해 어떻게

진로인식개발역량 신장을 통한 꿈 키우기

자신의 꿈을 이뤘는지 강연을 듣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로개발역량을 길러주고 있다.

급변하는 무한경쟁 속에서 직업세계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학생들도 그동안 잘 몰랐던 ‘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며 자신을

이 같은 세태를 반영이라도 하듯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도

인식하는 능력이 많이 늘었다. 장래희망을 물어보는 질문에

다양화되어, 학교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 진취적으로 자기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는 모습이나 ‘파티플래너’, ‘아나운서’,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하는 중심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법관’, ‘파일럿’, ‘돌고래 조련사’ 등 구체적이고 독특한 장래희망에

이에 초평초는 2012년부터 진로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해가는 학생들의 멋진 모습을 엿볼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수 있다.

진로연구학교는 교과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과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전개하며 나의 꿈자랑
발표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학생 스스로 미래를 꿈꾸고,
탐색해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진로개발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학교 주변
관공서를 비롯해 방송국, 키자니아(글로벌 직업체험 테마파크),
천문대 등 다양한 진로체험학습 및 직업체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진로개발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힘을 쏟아 붓고 있다.
먼저, 진로교육을 위해 각 학급에 진로관련 게시판을 만들어
학생들이 자신의 꿈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최석동 교장은 “꿈나무들이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낼 수 있는

만들어 줬다. 이와 함께 학교 도서관에는 학생들이 닮고 싶어

‘글로벌리더 교육과정’과 ‘초평프로젝트11’을 운영해 아이들에게

하는 김연아(피겨스케이팅), 박지성(축구), 손연재(리듬체조)

영원히 기억될 추억의 옷을 입혀줘 행복한 삶을 가꿔 나갈 수

선수와 관련된 책을 구비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새롭고 아름다운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 사랑·관심·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실천의 교육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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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자유학기제의 길을 엿보다 - 경남 거창여자중학교

성공적 자유학기제의 길을 엿보다
경남 거창여자중학교

글

•
배승희

서혜정

새교육 기자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사무국장

“자유학기제는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홍국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거창여중을 지난 5월 21일

거창여자중학교 교장은 자유학기제가 교육의 미래가 될 수 있을

한국교육개발원의 백순근 원장과 자유학기제지원특임센터

것이라고 확신한다. 1학년 1학기라는 쉽지 않은 시기를 선택한

관계자들이 찾았다.

것도 이 때문이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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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1학기, 학생 ‘혼란’ 줄일 수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어떤 교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맡을지
모른다는 점을 꼽았다. 교사 전보 등 발령이 2월 말에나 결정되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생각했어요. 만약

때문이다. 3월에 바로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셈이다.

자유학기제가 아이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1년이라도

김현숙 교사(교무부장)는 “프로그램 준비는 미리 다 해놨는데

더 먼저 받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 영향을

아이들을 교육시킬 선생님이 누가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차질이

미치더라도 1학년 때 진행하는 게 맞죠. 2학년에 진행한다면 1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사 개인의 사정이나 강점 등을

학년 때와 다른 수업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교사는 “1학년 1학기에 적용하려면

때문입니다.”(이홍국 교장)

교사 발령을 좀 더 앞당겨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6학기 중 어느 학기에 시행하는 것이

학생·교원을 위해 시행 학기 ‘통일’ 필요

바람직할 지는 아직 연구단계지만, 많은 학교들은 2학년 1
학기에 운영하고 있다. 거창여중 주변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언제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까. 1

이홍국 교장은 1학년 1학기 선택의 이유를 학생들이 겪을 ‘혼란’을

년이 지난만큼 이제는 연구학교를 운영하더라도 어느 정도

덜어주기 위해’라고 설명했지만, 1학년 1학기를 기피하는 이유로

정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자유학기제의 기본 골격은

제일 많이 꼽는 점 또한 ‘혼란’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2013년 5월 28일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 발표’

현행 공립학교 운영체제상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에 의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2013학년도 2학기에는 42

존재하기 때문이다. 거창여중 역시 이런 부분을 문제로 지적했다.

개 연구학교가 시범운영을 했으며, 올해는 38개의 연구학교를

입학 전에 학생들을 상대로 동아리 및 선택프로그램 선호도

비롯해 전국 800여 개의 희망학교(전체 중학교의 약 25%)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자유학기제가 생소한 학부모들을

시범운영 중이다.

설득하는 과정 등이 그 것이었다.

앞으로 2015년 6월 확정·발표, 2016년 3월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이처럼 자유학기제는 확정된 정책의 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기보다 현재는 전면 실시를 위한 틀을 강구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활동’ 위주로
이해하는 경향(최상덕, 2014: 18-19)이 있었으나, 인수위원회
최종

보고서에는

‘토론·실습·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한 학기동안 지필고사 없이 다양한 체험학습 과정과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하고 단위 학교의 운영 자율성을 대폭 확대’

Educational Development 2014 SUMMER |

89

현장르포

성공적 자유학기제의 길을 엿보다 - 경남 거창여자중학교

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학교교육 개혁 및 혁신의

요일

시간

일환으로 보고자 하는 쪽으로 정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1

또 하나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거창여중에서 주목한

2

바와 같이 중학생 연령 단계의 급격한 변화와 새로운 환경에

3

월

화

수

목

금

기본교과 편성(21시간)
·교육과정 : 핵심 성취 기준 기반 수업
·다양한 수업방법 개선을 통한 학생활동 참여중심 수업 구현

4

대응하여 ‘전환’이 보다 부드럽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5

데 있다. 정영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자유학기를

6

그야말로 학교 자율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전학이나

7

자유학기를 중심으로 한 전·후 학기의 교과재구성 문제 등을

창체

진로와
직업

선택
예·체

동아리
예·체

진로
진로탐색 3 + 선택프로그램 2 + 동아리 2 + 창체 1 + 예술·체육 4 = 12시간

감안할 때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초등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능한 한 고학년보다

‘교과와 예체능’ ‘수학과 사회’ 융합수업 시도

1학년, 그 중에서 특히 교사의 이동 문제 등을 감안하여 1학년 2
학기가 가장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거창여중 교사들 역시 ‘혼란’
과 ‘전환’의 절충이라는 점에서 이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다.

‘수동적’, ‘주입식’. 기존의 우리 교육을 수식하던 단어들이다.
자유학기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수업보다는 교과 외의 프로그램에 더
초점이 맞춰진 탓에 학력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뒤따른다.

<표 1> 거창여중의 자유학기제 운영 시수

구분 교과(군)

기본
교과

주당
기준시수

변동
시기

1학기 자유학기제 운영 시수
기본교과 자율과정

내용

4

4

영어

4

4

교과 간 융합 1

수학

4

4

교과 간 융합 1

과학

3

3

사회

3

기가

2

2

+1

선택 1

+3

예술체육(체육활동2) +
체육(무용1)

3

음악

2

미술

2

-2

+2

예술체육(미술1),
선택(명화속이야기1)

진로

3

-3

+3

진로직업 2, 진로인성 1

계

30

-9

창의적 체험활동

3

-3

계

3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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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
+3

21

가능한 교과와 단원을 모색했다. 3월 수업은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을 주제로 사회 교과와 융합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

체육

21

교과 간 융합수업에서 수학과의 경우 사회, 국어, 미술, 진로와
융합하는 식이다. 교사들은 수업 시기별로 주제를 정한 후 융합

2
-3

바꿨다. 융합수업 모형과 Co-Teaching을 활용해 교과수업에도
학생들의 참여를 높인 것이다.

국어

-1

거창여중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과수업 방식을 과감하게

12

동아리 2, 선택 1

방식이다. 거창의 로터리를 기준으로 상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활동을 통해 수직선, 좌표평면의 개념을 익히도록 가르친다.
진로와 융합한 수업도 주목할 만하다. ‘미래에는 나도 CEO’
라는 주제로 창업계획을 세우기 위한 예산을 분배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거창여중 교사들은 모든 수업이 프로젝트 수업이나
모둠별 토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도가 다른

REPORTAGE

학년에 비해 눈에 띄게 높다고 입을 모았다.

Co-Teaching 융합수업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기본교과와
예체능교과를 융합한 점이다. 영어와 미술을 예로 들면,
인물묘사를 위한 어휘와 표현을 영어로 익히고 그림 또는 사진
속 인물들의 모습과 특징을 영어로 소개한다. 그렇게 익힌 영어
단어로 친구의 모습을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친구가 가진
특징을 담아 개성 있는 캐리커처를 그린다. 완성된 그림을
골판지 지지대에 붙여 세워 영어로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수업은 진행된다. 영어의 4단원 ‘A New Neighbor’와
미술의 ‘친구를 캐리커처로 표현하기’ 단원을 효과적으로 융합한
수업이다. 흥미와 지식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활용, IOC위원 키우기로 꾸렸다. 예술 및 문예, 교과, 직업 체험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소질 개발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동아리·선택프로그램, 독(毒) 될 수도

게 목적이다.

거창여중은 10개의 동아리, 9개의 선택 프로그램을 운영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IOC위원 키우기’로, 스포츠 외교관이

중이다. 현재 1학년 4학급 총 124명의 학생들이 선호에 따라

되는 경험을 제공하면서 사안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선택하여 참여하고 있다. 먼저 1학기 시작 전에 학생들의 선호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수업 주제로는 ‘내가 IOC위원이라면?

조사를 했다. 그리고 가르칠 인원이 있는가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소치동계올림픽 평가-안현수, 김연아 현상을 중심으로’라든가,

프로그램을 결정했다.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수업을 추리되,

다가올 브라질 월드컵의 핫 이슈인 ‘부부젤라, 금지돼야 하는가’

최대한 다양하게 마련해 아이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려

등이 있다. 관련된 쟁점을 교사가 제시하면 찬성과 반대로 나뉜

노력했다. 프로그램은 교육 기부나 외부 강사 초빙을 통해

학생들이 각각의 근거를 대고 상대 팀의 주장에 논박을 하는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교사가 맡아 꾸린다. 지속

식으로 진행된다. 토론을 마친 이후에 담당교사가 논쟁에 대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한 결과다.

피드백을 해준다. 평가는 토론 평가 기록지와 진로탐색 활동지를

현재 진행 중인 동아리에는 명화 속 이야기, 댄스, 통기타, 요리

검토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1·2, 제과·제빵, 홈패션, 농구&배드민턴, 또래상담, 퀼트 반이

다양한 동아리와 선택프로그램의 마련은 교사들의 열정과

있다. 선택 프로그램은 영어연극, 스토리가 있는 영어, 생활 속

노력 덕분이었다. 김현숙 교무부장은 “선생님들이 2, 3학년

수학, 과학 천적 생태, 시와 창작, 문화 답사, 학습 코칭, 컴퓨터

교과준비까지 하면서 생소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느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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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려면 수업 개선에 무게를 두는 방향이어야 한다. 연구 및 희망
학교에서 자신들의 학교 여건은 무시한 채, 책에서만 해법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백 원장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방문 시
일반화 및 교육기관 지원 자료를 요구하는 교원들에게 붕어빵
자유학기제를 우려하며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익광고 등 기업 대상 집중홍보 아쉬워
‘나의 꿈을 디자인하면 이루어진다’ 거창여중 진로교육의
슬로건이다. 부모나 교사가 제시해주는 꿈이 아닌, 학생
힘들었다”면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했던

스스로가 꿈을 설계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여러 학교들의 프로그램을 모아 제공해 주면 도움이 될 것”

우선 ‘커리어넷(www.career.go.kr)’을 활용해 진로심리검사를

이라고 했다. 상대적으로 교재연구라든지 교과수업에 쏟을

시행했다. 흥미, 적성, 가치관, 성숙도 등을 검사한 후 ‘꿈 잡(Job)

시간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는 진로 포트폴리오’라는 책자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배부했다.
나를 찾는 데서부터 꿈을 발견하고 계획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 자체에서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학생 스스로 그려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프로그램이 어느 학교든 큰 차이 없이 대동소이(大同小異)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거창여중의 경우도 ‘IOC위원 키우기’

진로체험 인프라 구축에도 애썼다. 체험 프로그램을

를 제외하면 겉모습만으로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거의

운영하기 위한 강사지원 및 교재지원은 협업기관을 활용했다.

없다. 그럼에도 찾아가는 연구학교들마다 이구동성 매뉴얼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이

요구한다. 이미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백과사전 같은 지원

협업기관이다.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관의

자료들이 쏟아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백순근 원장도

도움을 받았다. 거창 소재의 제과제빵 학원, 경남도립거창대학,

“현실적으로 단위학교 내에서 교과, 동아리, 선택프로그램을

거창승강기대학 등에서 직업 및 학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실시하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많은

협업체제를 구축했다.

학교들이 자유학기제의 초점을 동아리, 선택프로그램에 맞추고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거창의 경우 대도시로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수업을 ‘체험·토론·문제해결형’으로

나가려면 적어도 두 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대부분

바꿔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종철 진로교사는 “지원청에서 기업과

자유학기제가 기존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단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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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했을 때 기업에서 학생들을 대하는 자세는 아쉬운 부분이

현장에서 들려온다. 학교평가에 블록타임 수업 ○○시간 이상

많다”고 토로했다. 박 교사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문제가

실시, 진로교육의 필수 운영프로그램 포함 등등…. 각종 평가에

대두되면서 참여를 거부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난 점도 힘든 부분”

관련 과제가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평가보다

이라고 짚었다. 거창교육지원청 김회정 장학사는 이에 대한

그야말로 지원이 우선이어야 하지 않을까.

원인을 홍보 부족으로 꼽았다. 김 장학사는 “교육공동체뿐만

의욕적으로 수업을 바꿔 나가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적 협조가 가능하도록 자유학기제,

거창여중 교원들을 비롯한 중학교 교사들의 모처럼의 의욕을

체험학습에 대한 집중적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공익광고 형태가

꺾지 않으려면 말이다.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들도 행복한 자유학기제를 위하여!
“선생님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열정과
변화가 지속되려면 업무량의 과부하를 줄여 줘야 가능합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홍국 교장이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이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교원들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나올 때면 언제나
드는 생각이 하나 있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여부는 ‘교사가
자유학기제의 교육적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교사들의 볼멘소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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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가꾸듯 학생을 교육한다
서울 서초고등학교

글

•
이대영
서울 서초고등학교 교장

서초고등학교는 그간 관내에서 비선호학교로 인식되어

항상 “교육의 모든 답은 학교현장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역사가 오래된 학교가 이웃에 있고 사립학교들이 주변에

자신이 처한 위치와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포진하고 있어서 학교 선호도면에서 매력이 있을 수 없었다.

믿고 있다. 서초고등학교를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따뜻한

이 학교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명문고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그의

부교육감을 역임하고 부임한 이대영교장이 오면서부터다. 그는

목표이다. 서초고등학교는 지난해 최근 10년 이래 가장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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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성적을 거뒀다. 2014학년도 입시에서 서초고는 서울대 11
명, 연세대 13명, 고려대 11명, 의예과 6명 등을 합격시키며
인근 학급수가 더 많은 명문 선호학교와 같은 수의 합격자를
배출함으로써 일반계 공립고등학교로는 최고의 합격률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 교장은 당장의 성적보다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가 할 일 중에 중요하면서도 소홀한
것이 수업보다 길안내 즉 진로·진학지도이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진학지도 부분이 빈약하다보니
사교육기관의 불안마케팅에 학부모와 아이들이 휘둘린다. 이런

「행복교실 사업」 -

사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아서 실시한 것이

행복은 행복하라고 강요되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초고의 입시 결과의 비약적인 증가 원인이다.
서초고등학교에서는 연초에 학부모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앞으로 정부가 만들어 가야 할

무엇인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대한민국은 ‘국민행복시대’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으며

취약점이 진로·진학지도임을 알았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행복을 화두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바탕으로 서초고등학교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맞춤형

많은 지방교육자치단체장들도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주장하고

진로·진학지도를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아이들의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영토권과 주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알고 실생활에
스며드는 나라사랑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행복은 가장 소중하면서도 가장 간과되기 쉽고, 가장 성취되기
어렵다. 또한 행복은 멀리 있는 추상적인 것이 될 때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막연한 구호로 그칠 뿐이다. ‘행복’이라는 구호가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학업, 친구, 부모,

자칫 행복이란 단어에 대한 피로현상을 낳을 수 있다. 국민행복은

선생님 등 이런저런 갈등도 있음을 알고 전문가의 도움을

행복교육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행복교육은 행복한 교실

받아서 두뇌 타입에 기반을 둔 행복교실 사업을 구상하였다.

만들기가 가장 기본이다.

결국 서초고등학교의 주된 교육사업은 행복교실 구축, 실생활에
스며드는 나라사랑교육, 그리고 맞춤형 진로·진학지도라 할 수

교실은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라 온 학생들이 작은 공간에서

있다. 사업별 추진내용과 성과에 대해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만나 서로 원칙을 지키고 경쟁하고 갈등하며 협동하고, 각자의

같다.

생각이 존중되어져야 하는 성인사회로 나아가기 전에 공유하고
도전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을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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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각자 다른 사람과 만나 하게

실생활에 스며드는 나라사랑교육

되는 경험이야 말로 학생들이 성인사회에서 사회성을 발휘하고
성공적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가장 소중한 실천

서초고는 일선 학교의 독도교육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장소이다. 따라서 서초고등학교에서는 ‘행복’이라는 구호가

있다. 적은 예산과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교육효과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다는 점에 초점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 비결이 뭘까. 그것은 평소에 ‘리더십’보다

맞추어 2013년 방학기간 중 약 1달간 1개 반을 선정하여 학생 및

‘아이디어십’을 강조해 온 학교장의 새로운 발상과 의지에서

학부모의 두뇌타입을 분석하고 그 결과 상호간의 이해와 공감을

비롯되었다. 전국의 학교 가운데 최초로 실시간 독도 영상을

이끌어 냈으며, 난독증 치료를 병행하여 학부모 및 학생들로부터

중계하는 모니터를 설치하는 한편, 본관 입구를 ‘독도학습관’으로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얻게 되어 2014학년도에는 1학년

꾸몄다. 독도로 본적까지 옮긴 학교장은 자타공인 ‘독도맨’이다.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초고는 올 초 학생들의 이동이 잦은 본관 입구를 ‘독도학습관’
으로 꾸몄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실시간 독도 영상. 대형

서초고등학교에서 목표로 하는 행복교실의 핵심은 다음과

모니터를 활용해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던 학교 홍보영상 대신

같다. ① 학생 자신의 행복 ② 학생과 학생 간의 행복 ③ 교사와

전국 학교 가운데 최초로 실시간 독도 모습을 중계했다. 실시간

학생 간의 행복 ④ 부모와 학생 간의 행복 ⑤ 교사와 부모

독도 영상을 교육기관에서 활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간의 행복. 이를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갈매기 소리가 재미있는지 학생들이 모니터 볼륨을 자주

맞추었다.
이를 위해 서초고가 제시한 학교상은 ‘행복한 나를 꿈꾸는 가고

높인다. 어느 날은 소리 볼륨을 100으로 해놓기도 하는데, 이러한

싶은 학교’의 실현이다. 행복교육의 디테일을 찾으면 우리교육의

사소한 일들이 독도에 관심을 갖게 한다. 학생들은 뉴스로만

본질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다. 이는 문용린 교육감의
행복교육의 디테일 중 가장 중요한 행복교실의 실제 시범사례를
목표로 서초고에서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범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는 학교 주요 정책으로
전면 시행해서 학생들 간 폭력과 갈등 해소는 물론 학업성취도
향상 및 행복감 증진 등을 통해 교실이 행복하게 되는 결과를
도출하려고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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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했던 독도를 실시간으로 보고 느끼면서 ‘우리 땅’으로서 애착이
더욱 커진 것 같다. 독도에 실제로 가보고 싶다는 학생들이 부쩍
많아졌다.
‘아, 우리의 땅 독도!’라는 제목 아래 모니터 옆으로는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영토 편입 행위와 독도의 지리적 정보 등을 전시해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모니터 맞은편에 걸어놓은 시는 고산
최동호 시인의 작품이다. 최 시인은 학교를 방문해 ‘독도는 외롭지
않다’는 한 편의 시를 학생들에게 직접 전하기도 했다. 실시간
독도 영상이 일선 학교에서 실천하기 쉬운 ‘생활 속 독도교육’
자료로 손색이 없다고 권한다. 비용이 적고 준비기간이 짧다는

교장은 교사와 학생들에게도 동참을 권한다. 강동숙 교감과

점은 더욱 매력적이다. KBS 실시간 독도 영상 중계 비용은 매월

하호성 행정실장은 ‘독도로 본적 옮기기’ 1순위 예약자로 이미

1만 6천여 원. 교내에 비치된 대형 모니터를 활용하면 200여 만

옮겼고 학부모와 학생도 일부 옮겼다. 이대영 교장은 “독도에

원에 ‘독도학습관’을 충분히 꾸밀 수 있다.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이 촉발되고 우리 땅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바로 교육이다.”고 말한다. 조만간 이 교장은

이 교장은 자타공인 ‘독도맨’이다. 그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블로그를 개설해 독도로 본적을 옮긴 사람들과의 소통도 도울

(현 교육부) 대변인 시절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계획이다. 작지만 여럿이 만들어내는 독도사랑이야말로 우리 땅

터지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을 해소하기

독도를 더욱 굳건히 지켜줄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위해 환경방사선감지기를 설치하는 일에 참여했다. 당시
여러

외교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그는

이외에도 학생과 선생님이 참여하여 교내에 위안부소녀상을

환경방사선감지기를 ‘독도’에 설치한 것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설치하여, 영토권과 주권을 잃은 국민이 받는 치욕이

굳이 외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서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어디까지인지를 아이들이 느끼도록 하고 있다. 위안부소녀상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열 번 백 번 독도사랑을 외치는 것보다 한

설치된 후 학교에서는 아이들 중심으로 나라사랑 동아리가

번이라도 독도를 느끼는 것이 더 진한 울림을 준다는 사실도

만들어져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당번을 정하고 위안부소녀상

깨달았다. 이대영 교장은 또한 강원도 원주인 자신의 본적지를

관리를 하고 있다.

독도로 옮기겠다고 마음먹었다.
바쁜 일상에 쫓기느라 독도로 본적지를 옮기는 일은 서초고로

또 나라사랑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실제 위안부로 고생하신

부임하기 직전인 3.1절 전날인 2월 28일에 이루어졌다. 이

김복동 할머니를 모시고 강연도 듣고 학생들이 성금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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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금은 위안부소녀상 그리기를 통해 입선된 학생의

공유할 수 있어서 학부모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로써 약

작품으로 우표와 관제엽서를 발행하여 판매한 금액이어서

3억 원 정도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었다. 부모가 불안하지

그 의미가 더 컸다. 나라사랑 동아리 회원 중 몇 명과 교사가

않으므로 아이들을 무조건 사교육시장에 내놓지 않았고 실질적인

안중근 의사 순국일인 3월 26일에 맞추어 여순감옥 현장을 방문

도움을 학교 울타리 안에서 제공한 셈이다.

참배하고 대련 한국국제학교 등에서 진행된 행사에도 대한민국
고등학생으로서 유일하게 동참한 바 있다. 서초고등학교의

특히 대학을 간 선배가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무리

위안부소녀상은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정에도 설치되어 여러

컨설팅을 해주어서 매우 확실하고 내실 있는 진학지도가

곳으로 파급되어 가고 있다.

이루어졌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지원한 한 학생은 선배가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수업 중 배운 ‘SNS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에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

대해 후배에게 조언하고 그 문제가 면접에 똑같이 나와 그대로
적중되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는 이미 학생과 학부모를

서초고가 과거와 달리 명문대학에 많은 학생을 진학시킬

대상으로 수차례 교육이 이루어졌고 5월부터 지난해와 같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학생 개개인별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개인별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덕분이다.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서 학교 내에서 외부 전문가를

지난해보다 올해는 1학년과 2학년도 참여해 학생 수가 현저히

초빙하여 자기소개서 쓰기, 논술, 면접과 입시 컨설팅까지

증가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학교가 무료로 제공하였다. 특히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결정하고 개척해 나감에 있어 가장 기본은 수업이지만 자신들의

입시관련 강의도 11회나 실시하여 우선 학부모가 겪는 불안감을

적성과 실력에 맞는 대학과 학과를 찾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더

해소함으로써 사교육비의 절감을 유도했다. 돈 내고 듣던

중요하다. 이처럼 서초고등학교는 이대영 교장이 부임하면서

유명강사의 강의를 학교가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입시관련

행복교실, 나라사랑교육, 맞춤형 진로·진학지도를 실현하기

정보력이 향상되어 자녀의 입시지도에도 나름 중요한 정보를

위해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학교의 역점사업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단합해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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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우선의 ‘대표 거점 국립대’
전북대학교

글

•
김경숙
베리타스 알파 기자

전북대학교는 성과나 실적으로 보면 그저그런 ‘거점 국립대’

거점 국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연구수주액 1억 원을 돌파하며 3

는 아니다. 지난해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년 연속 1위를 고수할 정도로 전국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을 지닌

Symonds)가 실시한 ‘2013 아시아 대학평가’에서도 톱100에

교수진이 강점이다. 기초교육 강화를 위한 ‘4학기제’와 기초·

랭크되었고, 앞서 2012년에는 한국표준협회가 실시한 ‘재학생

전공교육으로 구분되는 ‘2+2학제’를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대학만족도 평가’에서 국·사립을 통틀어 전국 1위에 올랐다.

끌어올리고, ‘평생지도교수제’로 취업을 이끌며 졸업 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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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이어간다. 전북대 성장의 중심에는 서거석 총장이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이 특별학기 동안 수강함으로써 기초학력을

있다. 한동안 실적과 성과가 미진했던 게 사실이지만 서 총장

확실히 증진시킬 수 있다. 여기에 ‘2+2학제’를 도입, 1~2학년 땐

취임 이후 6~7년 동안 교수들의 연구역량이 크게 향상되었고

기초학력인증제를 실시하고, 3~4학년 땐 핵심역량인증제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실시, 탄탄한 기초교육 하에 내실 있는 전공교육이 구현되는

회장까지

맡으며

전북대의

위상을

전국권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체계를 확립한 점도 전북대의 학생우선 교육체제의 특징 중
하나다. ‘기초학력인증제’는 재학생의 지속적인 기초학력 관리를

전북대는 호남/충청 지역에서 1947년, 가장 먼저 설립된

위한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끈다. 17개 세부 교과목별로 온라인

거점 국립대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전라북도 전주시에 메인

문제은행식 문제풀을 구축, 일정수준 이상 학생에게 인증서를

캠퍼스를 두고 있고, 익산과 고창, 완주, 정읍, 새만금-군산

발급하고 있다.

지역 등에 특성화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14개 단과대학과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 4개의 전문대학원 등에 학생 3만여

‘전국 최고 겨냥’ 연구 경쟁력, 결국 학생 품으로

명이 다니고 있고, 교수 수만 해도 1,100명이다. 최첨단 기숙사는
5,000명 수용 규모다. 매년 4,500명 가량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학생역량은 곧 교수역량에서 힘을 얻는다. 최근 몇 년 동안
전북대가 보여주고 있는 교수들의 연구 경쟁력은 교육계에서

‘잘 가르치는 대학’

크게 눈길을 끄는 상황이다. 세계 수준의 과학기술 논문(SCI
논문) 증가율에 있어 2009년 전국 1위에 오른 데 이어 2012년과

전북대는 정부가 인증한 ‘잘 가르치는 대학’이다. 지난 2010년

2013년엔 세계 500대 대학들의 국제 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한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사업) 선정을 통해 이를

라이덴 랭킹에서 2년 연속 국내 종합대학 중 톱5를 차지했다.

입증했다. 정부의 대표적 교육지원사업인 교육역량강화사업에도

연·고대를 포함한 수도권 주요 대학들을 앞지른 성과이며, 거점

국립대 중 유일하게 6년 연속 선정되어 2개의 정부 대표

국립대 중에서는 압도적 1위의 실적이다.

교육지원사업으로만 국립대 중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
사업선정의 결과인 사업비 지원은 결국 학생에게 되돌려줌으로써
학생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골격이 되는 프로그램은 기초교육 강화를 위해 국립대
최초로 도입한 ‘4학기제’다. 정규학기와 계절학기 외에 여름과
겨울 특별학기를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1학기에 수준별
분반수업의 기초반을 이수한 학생과 정규교과 과목의 학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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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수주액도 크게 늘었다. 지역 종합대학 중 3년 연속
전국 1위다. 교수 1인당 연구비에서도 거점 국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1억 원을 넘겼으며, 연구 성과에서도 이공계 교수 1인당
국제과학기술 논문 수가 2008년에 비해 2013년 1.5배 올랐고,
인문사회계열 논문 수는 2배 이상 늘었다.
연구 분야에서 전북대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제대로
된 연구분위기를 조성한 덕이다. 서거석 총장은 취임 당시 대학
경쟁력은 교수 연구력이 원천이 된다고 보고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다. 우선 교수 승진에 필요한
논문 수를 두 배 이상 강화하면서도 우수 논문에는 승진 가점을

보유, 관련 분야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본격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초반에는

가동을 앞두고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변화를 위한 본부의 정책에 대해

까지 운영되면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위상이 한 단계 더

교수들을 직접 찾아 설명하는 등 서 총장의 소통의 리더십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불러 모은다. 최근에는 호남·충청권역

주효했다. 실제로 당시 본부 승진 요건이 확정 후 공대와 의전원,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BK21 플러스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환생대 등 각 단대나 학과 차원에서는 본부안보다 훨씬 강화된

에 선정되면서 명실공히 국내를 대표하는 연구중심대학임을

자체 승진안을 마련해 시행할 만큼 열정적인 참여도 있었다.

입증했다.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확립해 나갈 수 있었고
화학과 최희욱 교수가 2년 간 3회 이상 네이처에 논문을 게재하는

‘입학에서 졸업까지 취업 책임진다’

등 교수들의 좋은 연구가 이어졌다.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경쟁력을 갖춘 전북대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교육 강화를 기치로 내건 전북대 교육의 종착점은 바로

연구소를 유치·운영하고 있다. 자그마치 5곳이다. 투입되는

학생 취업이다. 탄탄한 교수 연구력을 기반으로 기초교육을

금액만도 연구소당 수 백억 원 규모다.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바로잡고 내실 있는 전공과정을 통해 학생 누구나 다 원하는 곳에

수준을 넘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현재 전북대에는 미국

취업할 수 있는 기반을 체계적으로 쌓고 있는 것이다. 전북대의

국가 연구소 중에서도 최고의 연구 수준을 자랑하는 ‘로스알라모스

교육와 취업이 ‘입학에서 졸업까지’라는 한 마디로 집약되는

연구소’를 비롯해 국내 최초이자 세계 다섯 번째인 ‘고온플라즈마

배경이다.

응용연구센터’, 향후 수조 원의 시장규모가 예상되는 분야를
선도할 ‘LED 농생명 융합기술연구센터’, 수백억 원이 투입돼

취업에 필요한 경력을 대학이 개발해 주는 점이 눈길을 끈다.

국책사업을 진행 중인 ‘IT융합농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단’ 등을

지난해 동아일보 평가에서 전국에서 가장 경력개발을 잘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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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우선의 ‘대표 거점 국립대’ - 전북대학교

교수가 직접 학생과의 고민상담을 통해 진로를 돕는 점도
전북대의 막강 취업지원이라 할만하다. 전북대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시절 담임 선생님 같은 교수들이 누구에게나 있다. 바로 2007
년부터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평생지도교수제’다. 지도교수가 1
학년 때부터 학업, 진로, 취업 등의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하고 졸업 후 취업현장의 어려움까지 상담해 주는 교수학생 멘토링 시스템으로, 단순한 멘토링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
간의 신뢰감이 조성되고 체계적인 학사관리와 진로/취업 지도가
활성화되어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취업률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멘토-멘티 관계는 졸업 후에도 이어지고 있어
자연스럽게 동문 네트워크로까지 확대되는 등 전북대 취업
대학 1위에 선정되었고, 정부의 ‘취업지원 역량 우수대학’에도
수 차례 선정되는 등 전북대가 취업지원역량에서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 배경으론 ‘학생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책’을 꼽는다. 중심에는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학년별로
쌓아 나가야 할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통합 경력관리
프로그램인 ‘큰사람 프로젝트’가 자리한다. 대학이 추진하는 각종
취업지원 사업에 학생들이 참여하면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부여해 태권도의 띠처럼 화이트 벨트부터 블랙벨트까지 5단계로
경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체계로, 최고 블랙벨트에 이를 만큼
경력을 쌓으면 총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학년별로
모든 학생들이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체계적으로 경력을 쌓도록 대학이 직접 돕는다는

지원의 핵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에도 전북대는 한 발 앞서 있다.
전북대는 취업지원본부와 현장실습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자신이 입사를 원하는 기업을 직접 찾아 실전적인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 대규모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있다. 취업지원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달인되기’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장실습’
등으로 매년 1,500명 이상의 학생이 기업을 직접 찾는다. 자신이
입사하고 싶은 기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입사의 꿈을 이룰 수 있는지 체득할 수 있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업의 달인되기’는 참신함으로 노동부로부터
우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평가도 받았다.

점에서 매력적이다. 고용노동부의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고
올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취업지원역량
우수대학’에 선정되어 취업지원 분야도 우수하다는 정부 인증을
받기도 했다.

전북대의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학생들과 수시로 기업을 찾고,
매년 국내 200대 리더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초청, 간담회를 열어
대학의 우수한 성과와 졸업생들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그야말로
‘발로 뛰는’ 취업지원을 실현하고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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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만족도 전국 ‘최고’

생활관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4,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급
수준이다. 현재 내년 완공을 목표로 800명 규모의 생활관을

탄탄한 연구 경쟁력을 갖춘 교수들은 열정을 다해 가르치고,

추가로 짓고 있어 내년부터는 5,000명의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기초부터 전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4명 중 1명 꼴이다. 독서실과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등이 갖춰져

있으며, 입학에서 졸업 ? 취업 지원까지 확실하다면 대학에 대한

있으며 각종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자율적인 학업 지원을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임은 자명하다. 이 3박자가 고루

위해 건물 곳곳에 스터디룸을 조성했고, 창업 동아리방까지 따로

어우러진 전북대는 유독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들어 학생들의 만족감이 크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학으로 정평이 나 있다. 전북대는 2013년 한국표준협회가

식당도 리모델링과 메뉴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학생복지

실시한 ‘재학생 대학만족도 평가’에서 국/사립을 통틀어 전국 1

수준을 크게 높이고 있다. 글로벌 인재 양성 지원도 전국 최고

위에 올랐다. 학교측은 “이 평가에서 국립대가 사립대를 앞선 것은

수준이다. 전북대에서는 대학 지원을 받아 해외 대학에서 공부할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 평가는 학생들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수 있는 기회가 상상을 초월한다. 매년 1,000여 명의 학생을

대학에 대해 직접 매긴 성적표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

자매결연 대학에 한 학기나 혹은 방학 중에 보내는 ‘글로벌 리더

라고 자평했다. ‘잘 가르치는 대학’답게 전북대의 교육환경은 전국

프로젝트’는 단일 프로그램으로 전국 대학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최고를 지향한다.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장학금과 함께

파견하는 전북대 대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편하게 대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기

왕복 항공료와 해당 대학의 학비 등을 지원한다. 매년 여름과

때문이다. 전북대는 적은 등록금을 내면서 많은 장학금을 받을

겨울방학에 실시되는 해외봉사활동과 교비유학생 프로그램 등을

수 있다. 사립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전국 최저 수준의 등록금을

통해서도 국립대 가운데 가장 많은 연간 1,200명 이상의 학생이

내지만 10명 중 7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다. 모두 190여 종의

해외로 나간다.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도 국립대

장학금을 통해 지난해에는 422억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QS 평가 등 공신력 있는 각종 지표에서
전북대가 국제화 부문 국립대 1위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이유다.
특히 46개국 291개 대학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이 중
5개국 16개 대학과는 국제 복수학위를 시행하고 있어 전북대와
해외대학 모두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그야말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전북대의 지원은 ‘화수분’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편 전북대의 2013년 기준 학비는 입학금 16만8000원, 등록금
학기당 최저 167만 원(인문·사회·사범·상경계열), 최고 244
만원(수의대)이다. 기숙사비는 1인1실 월 17만 원, 2인1실 월 11만
9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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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창업 활동 및
지원 현황

글

•
엄문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 교육통계연구센터 연구위원

Ⅰ. 들어가며

대한 강조는 비단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산학협력이라는 고등교육정책의 핵심 사항으로서 언급되어

2013년 2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래, ‘청년 취업·창업

왔다. 즉, 대학이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활성화’는 경제부흥의 국정기조 속에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창업교육을 내실화하여 지역 내로 기존 산업체를 유치하기보다는

국정과제로 제시되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 창업에

새로운 고용 창출을 스스로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와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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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고등교육정책의 오랜
지향점 중 하나였다. 이하에서는 2013년 9월에 최초로 발표된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대학생 창업에
대한 관심을 고려하여 대학생들의 창업 활동과 대학 및 정부의
지원 현황을 최근 2~3년간의 대학정보공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대학생 창업 활동 및 지원 현황
창업자수, 기업수 등의 감소와는 꼭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고,
대학생 창업활동은 창업자수, 기업수, 고용인원수, 매출액

경제적 여건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학교당 창업기업 매출액은

등의 주요 지표로 살펴볼 수 있다. 반면 대학생들의 창업활동을

2013년 기준 약 1,800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2년

지원하기 위해 대학 및 정부는 창업전담 인력을 배치하거나

매출액의 64.6%(교당 약 3,290만 원)가 감소한 결과이다. 창업에

재정적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학

요구되는 자본금은 2013년에 최초로 조사되었는데 학교당 약

강좌, 동아리, 창업교육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교육 내용적으로도

1,85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용공간도 2011년에 비해 2013년에

지원을 하고 있다. 각 부분별 최근 2~3년간의 현황은 <표 1~2>

면적이 늘어났으나, 2012년과 비교하면 감소된 수치이다. 그러나

에서 요약하고 있다.

최근 IT사업에 대한 창업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전용공간의 감소가 대학생 창업활동의 위축을 대변한다고

1. 창업 활동 및 행·재정적 지원

단정하기는 어렵다.
<표 1> 대학생 창업활동 및 행·재정적 지원

<표 1>의 대학생 창업활동 및 행·재정적 지원에 의하면,
합계1

2011년부터 최근 3년간 대학생의 창업활동은 창업자수에서

구분

전용공간에 이르기까지 2012년을 기점으로 다소 감소된 것으로

교당 평균2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N=228)

(N=200)

(N=203)

(N=220)

(N=192)

(N=194)

창업자수

201

272

242

0.91

1.42

1.25

창업기업수

195

263

236

0.89

1.37

1.22

년의 1.25명으로, 기업수는 교당 1.37개에서 1.22개로 감소한

창업기업 고용인원수

N/A

339

279

N/A

1.77

1.44

것으로 알 수 있는데, 고용인원수도 이에 비례하여 교당 수치가

창업기업 매출액
(천원)

N/A

N/A

50,923

18,01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자수, 기업수, 고용인원수

창업기업 자본금
(천원)

N/A

N/A

3,590,527

N/A

N/A

18,508

모두 2011년에 비해서는 증가된 수치이다. 창업기업의 매출액은

전용공간(㎡)

65,017

122,791

90,652

295.53

639.54

467.28

나타났다. 이는 창업자수 교당 평균이 2012년의 1.42명에서 2013

9,777,239 3,49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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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1
구분

지원액
(천원)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N=228)

(N=200)

(N=203)

(N=220)

(N=192)

(N=194)

기본계획이다. 향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교비

N/A

29,340,200 3,588,304

N/A

152,814

18,496

법률 제4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대학 창업교육 5

정부지원

N/A

13,119,532 19,615,636

N/A

68,331

101,112

개년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하여 그 법적

74,950

221,145

119,608

소계
창업
전담인력3

수렴을 통해 마련된 대학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기

교당 평균2

16,489,039 42,459,732 23,203,940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학정보공시자료는 2012년부터

교원수

354

268

271

1.61

1.40

1.40

직원수

464

472

481

2.11

2.46

2.73

창업교육에 대한 대학별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크게 창업강좌,

소계

818

740

752

3.72

3.86

4.13

창업동아리,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주 1 . 합계에 활용된 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는 분교 또는 제2캠퍼스를 따로 합산한 사례수임.
2. 교당 평균에 활용된 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는 분교 또는 제2캠퍼스를 본교에 포함한
사례수임.
3. 전담 인력수는 담당업무 중 50% 이상을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2014 대학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

<표 2> 대학생 창업을 위한 교육적 지원(창업교육)
합계1
구분

<표 1>은 대학생 창업활동과 함께 대학 및 정부의 행·재정적
강좌수

지원 현황도 나타내고 있는데, 눈에 띄는 변화는 2012년에 비해
교양

2013년 정부지원 금액과 창업 지원을 전담하는 인력 중 직원수가
대폭 증가된 점이다. 교당 정부지원은 약 6,800만 원에서 약
1억100만 원으로 무려 48%(교당 약 3,300만 원)가 증가되었고,

이수
자수
창업
강좌
강좌수

창업을 전담하는 직원수도 교당 0.27명이 늘어났다. 다만,
전공

정부의 대학생 창업 지원이 대학 자체의 지원으로 연결되지

이수
자수

못하고 오히려 상쇄 효과를 나타내어, 지원액 전체를 기준으로
2012년과 2013년을 비교하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동아리

이러한 상쇄효과가 향후 지속될 지에 대한 판단은 본 자료를

창업교육센터

교당 평균2

2012

2013

2012

2013

(N3=228)

(N=237)

(N=220)

(N=222)

이론형

N/A

1,023

N/A

4.61

실습형

N/A

153

N/A

0.69

소계

796

1,176

3.62

5.3

이론형

N/A

73,257

N/A

329.99

실습형

N/A

6,493

N/A

29.25

소계

71,990

79,750

327.23

359.24

이론형

N/A

1,560

N/A

7.03

실습형

N/A

300

N/A

1.35

소계

1,712

1,860

7.78

8.38

이론형

N/A

71,362

N/A

321.45

실습형

N/A

8,566

N/A

38.59
360.04

소계

78,941

79,928

358.82

동아리수

1,725

2,111

7.84

9.51

참여인원수

25,940

25,777

117.91

116.11

소속 교직원수

225

389

1.02

1.75

창업강좌수

81

446

0.37

2.01

통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출처: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2. 창업을 위한 교육적 지원(창업교육)

주 1. 합계에 활용된 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는 분교 또는 제2캠퍼스를 따로 합산한 사례수임.
2. 교당 평균에 활용된 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는 분교 또는 제2캠퍼스를 본교에 포함한
사례수임.
3. 같은 연도에서 <표 1>과 <표 2>의 사례수가 다른 것은 항목별로 응답한 대학의 수가
다르기 때문임.

2013년 9월 6일에 발표된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은
2013년 8월 초 발표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

<표 2>의 대학생 창업을 위한 교육적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3

의 후속조치로서, 창조경제위원회의 논의와 다양한 의견

년에는 이전 연도에 비해 교양 강좌 중 창업 관련 강좌가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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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교양 강좌수는 전체 대학 기준으로 380

수강자수가 2013년에 대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실습 성격의

개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47.7%가 증가되었다. 창업 관련 교양

강좌는 이론 성격의 강좌에 비해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강좌 이수자수도 전체 7,760명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0.8%가

마지막으로, 2013년 창업교육센터에 소속된 교직원수와 개설

증가되었다. 다만, 2013년부터 제공되고 있는 강좌의 성격 구분

강좌수는 2012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박근혜정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습형 강좌 및 이수자수보다 이론형 강좌

대학생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및 이수자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관련
전공 강좌수도 교양 강좌수에 비하면 그 증가수(전체 대학 148개
전공 강좌)가 많지 않았다.
창업 동아리수는 2012년에 비해 2013년 386개가 늘어났으나,
창업 관련 동아리 참여인원수는 오히려 소폭 감소되었다. 이에
반해, 창업교육센터의 소속 교직원수와 개설 창업 강좌수의
증가는 크게 늘어났는데, 2012년에 비해 2013년 소속 교직원수는
대학 전체적으로 164명(전년 대비 72.8%), 창업 강좌수는 365개
(전년 대비 451%)나 증가하였다.

Ⅲ. 나오며
이상에서 대학생의 창업 활동과 인력, 재정적 지원 및 강좌,
동아리, 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적 지원 현황을 최근
2~3년간의 대학정보공시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대학생 창업활동은 2013년에 다소 주춤하였으나, 2011년에
비하면 창업자수나 기업수, 고용인원수 등에서 증가한 수준이고,
창업활동에 대한 정부지원도 2013년에 대폭 증가하였다. 다만,
대학생들의 창업활동을 위한 정부 지원이 자칫 대학 자체의 행·
재정적 지원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생 창업교육은 2012년에 비해 교양 강좌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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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소식

‘수능 영어과목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

‘교수·학습 질 제고를 통한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개최

4월 15일(화) 오후 1시 40분, 서울 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21층, A

5월 16일(금) 오후 2시 서울 포스트타워(중앙우체국) 10층 대회

코어)에서 ‘수능 영어과목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공개토론회’라는

의실에서 ‘교수·학습 질 제고를 통한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제63차 KEDI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병민 서울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부터 5

학교 교수가 ‘수능 영어과목 평가방식,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

개년(2013-2017)계획으로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

으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수능 영어과목 평가방식 전환에 대한

색’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바, 금번 세미나는 이 같은 연구의 일

보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4월 24일(목) 동일한 주제로 대

환으로 개최되었다.

전교육과학연구원 소강당에서 후속 포럼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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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

‘자유학기제를 위한 진로체험 인프라
구축방안 탐색’ 포럼 개최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인증심사기관인 웹와치㈜로부터 국

5월 29일(목) 오후 2시 대구광역시 호텔인터불고 엑스코 지하 1

가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4월 17일에 획득하였다. 지

층 블루벨홀에서 ‘자유학기제를 위한 진로체험 인프라 구축방안

난 2013년 3월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취득한 데 이어, 올해 또

탐색’이라는 주제로 ‘제4차 자유학기제포럼’을 개최하였다. 김

다시 국가공인체제로 전환된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취득

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자유학기제를 위한 진

함으로써 2년 연속 웹 접근성 우수 사이트임을 인정받게 되었

로체험 및 체험활동 인프라 구축방안 탐색’이라는 제목으로 주

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을 계기로 관련 연구자나 이

제발표를 하였으며, 발표 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발표가

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기관의 연구성과나 사업활동, 그

있었다. 질의토론시간에는 발표자와 지정토론자들 간에 자유학

밖의 다양한 자료나 정보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제를 위한 진로탐색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해 깊이 있고 다양

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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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도서회원’이라면
귀하는 이미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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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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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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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통해 희망을 키우고 꿈을 일구며
미래로 나아갑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교육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지닌 품격 있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
한국교육개발원이 ‘희망의 새 시대로 가는
대한민국 교육’을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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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인터뷰
김준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성균관대학교 총장

특별기획
6.4 교육감선거와 새 교육감의 역할과 과제
통일시대 기반 구축 위한 통일·안보교육 추진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과 향후 과제
변화하는 대학, 도전과 과제

세계의 교육
스웨덴의 학교 내 돌봄서비스
교사 절반이 시간제로 근무하는 독일
해외의 국립대학 평가

한국교육개발원은

세계 속의 한국교육
‘라이언 킹’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좋은 교육정책과 바른 교육제도를 만들어
정부와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가 효능감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해 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개발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이고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며
이질적인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
국가와 세계,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십과 창조적 도전정신으로 세계수준의 연구역량을 확보하여
사람·미래·교육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글로벌 리딩 교육 싱크탱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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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현장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 법안’ 발의, 배경·필요성·주요 내용

‘한국교육정책연구’ 최전선을 가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