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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계발과 혁신을 위한

체험, 독서 그리고 여행

요즈음 우리 교육의 화두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다.

행복교육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학생의 변화, 혁신, 도전 정신을 키워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와 사랑으로 맺어진

질 높은 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 개개인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체험하고,

책을 열심히 읽고, 여행도 자주 해야 한다. 

CEO 칼럼 자기 계발과 혁신을 위한 체험, 독서 그리고 여행



인간의 역사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선각자와 선구자들의 

용기와 개척 정신의 산물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변화, 혁신, 도전 정신이 가난과 억눌림 

으로부터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을 가져다주었다. 우리나라도 

가난하고 힘들게 살던 시절에는 자연스럽게 변화와 혁신을 

갈구하였지만, 어느 정도 살 만하게 된 요즈음에는 차츰 안정 

지향적이고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룩한 놀라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중단없는 변화, 혁신, 도전 정신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2012년 2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국가의 모임, 현재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이에 속함)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하였다. 우리가 소위 선진국들을 모방하고 추격할 

때는 나아가야 할 방향도 분명했고, 또 노력하면 얻게 될 결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방하고 추격해야 할 나라가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새롭게 개척해야 한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선도하는 선각자와 선구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변화, 혁신, 도전 정신은 끊임없는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길러진다. 그러한 학습과 훈련에서는 정규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기주도적인 체험과 독서와 여행이 매우 중요하다. 스스로 체험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감각,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총동원하여 학습하고 훈련한다는 의미이다. 만물을 관찰해보고, 

다양한 소리를 들어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음식을 요리해보고, 

식물을 가꾸어보고, 동물을 길러보고, 다양한 예술 및 체육활동을 

해보고, 생활용품을 만들어보고, 각종 실험·실습을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덕성과 감수성과 지성과 체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다양한 체험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임과 

동시에 미래 발전 가능성의 한계를 초월하도록 한다. 그래서 

체험은 자신의 현 상황을 극복하고 더 높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덕체지(德體智)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되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나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열린 광장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러한 열린 광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의 과정이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자기 자신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예컨대 우리가 

‘논어’나 ‘대학’과 같은 책을 통해 공자와 그의 제자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배우고 때로 익히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깨닫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이 시공을 초월한 간접적인 학습과 훈련이라면, 

여행이란 현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학습과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소나무나 대나무와 같은 식물들은 평생을 

같은 자리에서 살다 죽는다. 자신이 태어난 곳의 환경에 의해 

자신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된다. 호랑이나 코끼리와 같은 동물들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태어난 곳과 그 주변 일정 

범위 내의 환경에 의해 자신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된다. 하지만 

인간은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여행을 하면서 넓은 세상을 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을 깨우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는 

환경을 스스로 변화시키면서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계발과 혁신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키우기도 하고 연고지도 없는 낯선 곳에 

정착하기도 한다. 요즈음 우리 교육의 화두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다. 이러한 행복교육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학생의 변화, 혁신, 도전 정신을 키워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와 사랑으로 맺어진 질 높은 

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 개개인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체험하고, 책을 열심히 읽고, 여행도 자주 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파악하고 발전 가능성의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모두가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과 성스러움, 즉 진선미성(眞善美聖)을 위해 도전 

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계발과 혁신을 실천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백  순  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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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정의화  국회의장

대담 -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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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INTERVIEW

“교육이 이념에 매몰되어서는 제 역할 할 수 없어…

 교육감은 다양한 의견 수렴해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 이끌어야”

“ ‘인성교육진흥법’조속히 통과시켜

   학교·국가·지역사회·가정이 인성교육 진흥 위해 협력하도록 할 것”

정의화
국회의장

“지난 5월에는 제가 여야 의원 101명과 함께 ‘인성교육진흥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당론이 아닌 제정법으로는 최대 규모를 기록한 이 법

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권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이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로 피폐해져 가는 상황을 인성교육 강화를 

통해 바로잡고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학교

를 비롯해 국가와 지역사회, 가정에서 인성교육 진흥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

록 힘쓰겠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최근 학교와 사회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인성

교육과 이의 진흥을 위해 마련된 ‘인성교육진흥법’의 발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정의화 의장은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해 “두 번 다시 이같

은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충효(忠孝)와 인의예지(仁義禮智) 정신

을 가정은 물론 학교와 사회에서 잘 가르치고 몸에 배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자기자신부터 돌아보고 혁신하

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의장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교육계 갈등과 관련, “교육

이 진영논리에 갇히거나 이념에 매몰되어서는 제 기능이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면서 “ 진보교육감이니까 진보교장만 만나고 보수교육

감이니까 보수교장만 만나면 교육이 뒤틀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

라서 교육감은 물론 학교장이나 교사도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8월 8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위

치한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정의화 의장과 만나 국회의장으로서의 소

회와 포부, 국회혁신방안, 세월호 참사에 관한 대책,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 국가개조작업과 경제살리기의 

해법, 인성교육 함양방안, 교육에 관한 견해,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한 

바람 등에 대해 들어봤다.



백순근 원장 : 세월호 참사, 경기 둔화, 양극화 심화, 북한의 도발적 

언행 등으로 국가가 처한 현실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풀어가야 할 

현안도 적지 않은 시기에 국회의장에 취임하셔서 책임이 무거울 것

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늦긴 했지만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

해 말씀해 주십시오.

정의화 의장 :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대변혁을 이뤄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국회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전·후반기 

의장이 단절 없이 선출된 것이 20년 만에 처음이라 큰 책임감을 느

끼며 “국회를 한번 바꿔 달라”는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도 헌정 66년이 되었습니다. 국회의 혁신적 변화를 통

해 국민을 향해 더 넓고 깊은 노력을 거듭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드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당선인사에서 말

씀드린 것처럼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의 박수소리가 들리는 

‘화합의 전당’,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적 갈등을 녹여내는 

‘소통의 전당’, 국민을 위해 365일 일하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기

풍의 건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할 것이며, 국회가 

대한민국 개혁의 중심이 되어 정의롭고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지난 5월 30일 당선인사에서 ‘국회의 혁신·화합·소

통’을 강조하시면서 “상시국회를 지향하고 제 할 일을 제대로 해서 

국민이 존경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정의화 의장 : 영국 국민들이 불이 켜져 있는 템스강변의 국회의사당

을 지켜보면서 편히 잠자리에 든다는 말이 있듯, 우리 국회도 국민들

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의 개혁은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에 따라 ‘국민들을 위해 제 할 일 제대로 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시국회, 의사일정 요일제 등 예견 가능한 

국회, 일하는 국회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회

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원회가 상시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인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상

시국회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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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처한 현실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풀어가야 할 현안도 적지 않은 시기에 국회의장에 

취임하셔서 책임이 무거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백순근 원장 : 최근 한 간담회에서 “통일은 우리 민족이 꼭 가야 할 

길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통일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

고 정부와 함께 2인 3각 하듯이 보조를 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

신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장님께서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는 ‘남

북국회회담’과 관련한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남북국회회담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는데,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의화 의장 : 통일은 제게 주어진 소명이며 정치를 하게 된 근본적 

이유중 하나입니다. 통일은 원대한 국가발전 전략이자 다음세대에

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이며 통일은 꼭 가야할 길입니다. 통일문

제에 대해 지금까지 국회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온 측면이 있습니

다. 남북관계가 5. 24 조치 이후 교착상태에 있는데, 정부가 풀기 어

려운 남북관계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

다. 의제는 어려운 것보다 경제·문화·보건의료 분야 등 쉬운 것부

터, 딱딱한 것보다 소프트한 것부터 유연하게 접근할 계획입니다. 국

회가 남북 화해 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본격적인 작업은 행정부

가 수행함으로써 국회와 행정부의 아름다운 2인 3각의 사례를 만들

어 나갈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지난 6월 28일 진도체육관을 방문, 세월호 실종자 가

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해줄 것과 세월호 특위가 여야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실

질적인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세월호 참사로 국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고 우리 사

회를 채우고 있던 물질중심의 가치관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

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기풍의 건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회 차원에서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의화 의장 : 진도 팽목항에서 유가족들의 비통한 심정을 전해 들었

고,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인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고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 나

타난 우리 사회의 크나큰 적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아직도 타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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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의 박수소리가 

들리는 ‘화합의 전당’,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적 갈등을 녹여내는 ‘소통의 전당’, 국민을 위해 

365일 일하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POWER   INTERVIEW



지 못해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 국민들께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

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

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진상 규명과정이 한 치의 의혹이라도 남기

는 일이 없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유족들께서는 국회를 믿고, 또 국회

의장인 저를 믿고 국회의 논의를 지켜봐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

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

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한 방지책 마련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백순근 원장 : 지난 7월 4일 정부 초청으로 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

국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동북아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한·

중·일 3국 국민들의 역사에 대한 공동인식이 중요하다” 면서 장기

적으로 공동교과서 편찬을 지향하면서 역사인식 교류의 장으로서 

한·중·일 역사연구공동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셨는데, 어떤 생각에

서 그같은 제안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정의화 의장 : 통일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하여는 주변국과 국제사회

의 확신이 필요하며, 남북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 열강과 모든 면에서 

원활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의 과거 역사에 대한 올

바른 공동인식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한·중·일 3국 간의 정치, 안보, 

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공동 협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중·일 역사연구공동위원회의 설치, 활동을 통해 동북아의 역사

에 대한 올바른 공동인식이 이루어진다면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주변 

국가의 이해와 협력을 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진핑 중

국 국가주석도 “역사연구공동위원회가 3국의 정확한 역사를 세우는데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앞으로 

정부 및 중·일 의회 수장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백순근 원장 : 국가개조작업과 경제살리기가 국가적 현안이자 사회

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개조작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경제를 살려 기업이 신바람 나게 일하고 국민들도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

부가 잘해야 하겠지만 입법부의 역할과 비중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

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정의화 의장 :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제3장에 입법부, 제4장에 정부가 

나옵니다. 국회와 청와대는 헌법으로부터 부여된 각각의 역할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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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하고

선생님들이 효능감을 느끼며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한국교육으로 변화하려면 정부와 교육감,

교육계는 어떤 성찰과 개혁이 있어야 할까요. 



확히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국가 대변혁을 위

해 각각에 부여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역할과 임무에 따라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냉정히 

비판하고 견제하며, 국익을 위해 협조하고 지원할 것이 있다면 여야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협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국가 

대변혁을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전제로 국회 스스로 먼저 

혁신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계획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백순근 원장 : 자사고 폐지, 전교조의 법외노조, 무상교육 및 교육복

지 강화, 고교 평준화 확대, 친일·독재 교과서 반대 등의 현안들을 

놓고 중앙정부와 진보교육감 간에 마찰이 빚어지는 등 교육계의 갈

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육계가 똘똘 뭉쳐 학생들의 교육력을 향

상시키고 꿈과 끼를 키워주기에도 바쁜 상황인데 안타까운 일이며 

교육계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혼

선과 갈등을 정리, 해소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하고 선생님들이 

효능감을 느끼며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한국교육으로 변화하려면 정

부와 교육감, 교육계는 어떤 성찰과 개혁이 있어야 할까요. 이를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역할과 지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의화 의장 : 교육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가교육시스템이라는 큰 틀을 만들어 제시해 주고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일선 학교는 자율적으로 세부정책이나 행정

지침, 건학이념 등을 정해 학교를 운영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

다. 그리고 교육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좋은 학교’, ‘바른 선생

님’만 있을 뿐입니다. 학교 선생님부터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올바르고 정직하며 합리적이어야 하고 부정부패를 멀리해야 합니다. 

교육이 진영논리에 갇히거나 이념에 매몰되어서는 제 기능이나 역할

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보교육감이니까 진보교장만 만나고 보수교

육감이니까 보수교장만 만나면 교육이 뒤틀리게 됩니다. 학교장이나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건강한 사회

를 일구는데 교육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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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좋은 학교’, ‘바른 선생님’만 있을 뿐입니다.

학교 선생님부터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올바르고 정직하며 합리적이어야 하고 부정부패를 

멀리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건강한 사회를 일구는데 교육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백순근 원장 : 모친이 살아 계실 때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지난해 9월 

돌아가셨을 때는 페이스북에 ‘사모곡’을 남기는 등 효자로 유명하신

데요. 그런 만큼 평소 인성교육을 유달리 강조하고 계시고 ‘국회인성

교육실천포럼’ 대표를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성교육진흥법안’을 

제출하기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이유랄까 배경이 있으신지요. 아울러 ‘바른 인

성,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 발전하도록 양육하고 교육

하기 위해 가정, 학교, 사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정의화 의장 : 지난 7월 하순에는 국회에서 전국에서 모인 80여 명의 

중학생들과 30여 명의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2014 국회 꿈키움 인성

캠프’를 열어 국내 최고의 인성교육 전문가들의 강의도 듣고 창의인

성 UCC도 제작하였으며 모의국회를 통해 참가 청소년들이 직접 인

성 관련 법안을 제안하고 표결도 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는 캠프

를 통해 오히려 우리 청소년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교육의 

문제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닌, 어른들의 문제이자 한국 정치·사회

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기업,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

하여 전 사회적 인성함양 운동과 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 발전을 위

해 노력할 것입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제가 여야 의원 101명과 함께 

‘인성교육진흥법’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당론이 아닌 제정법으로는 

최대 규모를 기록한 이 법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권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

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이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로 피폐해져 가는 

상황을 인성교육 강화를 통해 바로잡고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교

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학교를 비롯해 국가와 지역사회, 가정에서 인

성교육 진흥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진흥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랄까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고모님이 ‘명심보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책을 다 보지는 못하고 

한 절반 쯤 읽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몇 가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정직해야 하고, 알고 있는 것

은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때 읽은 것을 또렷히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살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밥상머리 교육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식 먹다가 남기면 

죄 받는다.’는 가르침도 시절은 달라도 여전히 옳은 얘기입니다. 중학

교 1학년 때는 보이스카우트를 했습니다. 그 때 ‘일일 일선(一日一善)’, 

‘헌신’, ‘봉사’, ‘충성’ 등과 같은 것들을 배우고 실천도 하곤 했습니다. 

‘준비’에 관한 생각과 중요성도 깨닫게 됐는데, 인생을 자신이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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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인성교육진흥법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이유랄까 배경이 있으신지요. 

파워인터뷰



대로 잘 살려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앞날에 관한 계획을 잘 세우고 

가치관이나 소신도 잘 정립해야 하는데 이런 일련의 일들은 모두 ‘준

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에 대한 준비도 잘해야 합니다. 

‘인생을 후회없이 잘 살았다.’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삶을 사는 것

도 죽음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선

생이 저의 20대 할아버지입니다. 용인시 묘현면에 묘소가 있는데, 제

가 중학교 다닐 때 그곳에 가서 참배도 하고 종갓집에서 하루 자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 때 사당에서 할아버지 영정을 봤는데 제가 할아버

지와 많이 닮은 것 같았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에 관한 책도 보고 어

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게 되고 하면서 ‘나도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 보면 

포은 할아버지의 DNA가 제게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려면 충효(忠孝)와 인의예지

(仁義禮智) 정신을 가정은 물론 학교와 사회에서 잘 가르치고 몸에 

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자기자신부터 돌아

보고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 탈선, 헬기 추락, 

건물 붕괴 등 최근 곳곳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사고는 사회에 팽

배해 있는 물질중심주의 가치관에 관한 일종의 시그널로 봐야 합니

다. 그 경고를 우리가 잘 간파하여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대한민국호

는 더 선진화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의장님께서는 “우리나라 교육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정의화 의장 :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 미안한 마음으로 봄과 여름을 

지내 왔습니다. 정신의 힘이 상당히 약해졌다는 것을 절감하며, 우리

의 가치관이 물질에 치중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살아 보기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는 사이에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지켜 주었던 충효와 인의예지 정

신을 복원하고 재구축하기 위해 인성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인간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여하에 따라 인생의 의미와 가

치 또한 달라진다는 점에서 진정한 경쟁력은 인성에 달려 있으며, 인

성 함양은 교육의 기본이자 완성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교

육은 인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으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성은 단순히 학교에서의 학습만을 통해 체득되는 것이 아

니므로 인성에 대한 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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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여하에 따라

인생의 의미와 가치 또한 달라진다는 점에서 

진정한 경쟁력은 인성에 달려 있으며,

인성 함양은 교육의 기본이자 완성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은 인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으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POWER   INTERVIEW



| 교육개발 2014 가을14

유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체

계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백순근 원장 :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중앙정부, 지방교육을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시·도교육감,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 애쓰시

는 학교 선생님, 우리의 미래이자 나라의 동량인 학생과 이들을 양육

하시는 학부모님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제안이나 당부가 있다면 무

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의화 의장 : 최근 언론을 통해 중학생들의 인성이 낙제수준이라는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직, 정의, 책임감, 배려심이 결여

되어 있다는 우려 섞인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이들의 책임

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기성세대가 스스로를 철저히 반

성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또, 학교 현장에서

도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협동심과 배려심 등을 키울 수 있도록 입

시위주·지식위주의 교육을 탈피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민족 고유의 가치인 충효와 인의예

지 정신을 갖추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돕는 일이 중요한데, 인의예지

의 근본정신이 바로 인간존중이며 이러한 품성을 길러주는 것이야말

로 최고의 인성교육이자, 나라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투자입니다. 무

엇보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건

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회의장으로서 항상 우

리 학생들과 교육에 관심을 갖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

지를 고민하겠습니다.

백순근 원장 : 의장으로서 임기 내 이루고 싶은 일이나 계획은 무엇

입니까. 

정의화 의장 :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위험 수위를 넘은 상황에

서 국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과제입니다. 매

년 국민들의 국가기관 신뢰도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의 신뢰도는 늘 

5~6%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최소

한 국회의 신뢰도를 20% 정도로 높이고 싶습니다. 국민들께서 국회

의장인 저를 통해 “국회도 이제는 믿을만 해”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임기 내 이루고 싶은 일이나 계획은

무엇입니까. 

국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과제입니다. 제가 의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최소한 국회의 신뢰도를 20% 정도로 높이고 

싶습니다. 국민들께서 국회의장인

저를 통해 “국회도 이제는 믿을만 해”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파워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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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근 원장 : 자녀들이 다 장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자

녀교육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의장님 나름의 교육

관이랄까 교육철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의화 의장 : 어렸을 적에 제 아버님께서는 효, 정직을 강조하셨고,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꿇어앉히시고 매섭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어머님의 밥상머리 교육도 엄하셔서 절대로 아버님 먼저 반찬에 손

을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학교 공부 이전에 인성을 갖출 것을 강

조하신 부모님의 가르침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다고 생각하고 제 아

이들에게도 항상 인성을 강조하며 가르쳐 왔습니다. 스카우트 출신

으로 자녀들에게 일일일선(一日一善), 정직과 성실을 강조했습니다. 

아들이 셋인데, 품행에 대해서는 엄격했고 공부에 대해서는 자기주

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백순근 원장 :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으로, 1972년 개원 이래 국가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

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한국교육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개발하며 우리 교육이 나

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

국교육개발원에 대해 가지고 계신 바람이나 기대, 계획, 제안이 있다

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의화 의장 : 한국교육개발원은 ‘꿈을 이루는 행복한 교육·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지닌, 품격 있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을 지향

하는 세계수준의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 위상과 지명도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지닌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은 제가 평소 강조해 온 인성교

육과 그 맥을 같이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식만 있는 반쪽짜리 

인재가 아니라, 지식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

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우리 교육 정책의 중심을 잡아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POWER   INTERVIEW

1948년 경남 창원 출생.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

를 취득하였다. 부산 YMCA 이사, 부산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사)남북의료협력재단 이사장 등을 맡았으며,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종합병원 김원

묵 기념 봉생병원 병원장을 지냈다. 1996년 부산 중·동구에서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하였다. 그 후, 한 지역구에서 같은 당으로 

내리 5선을 하였다. 국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06), 제18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10), 제18대 국회의장직무대행(‘12), 제19대 한미의원

외교협의회 회장(’12) 등을 역임하였다. 2004년 한나라당 지역화합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호남의 예산 확보 및 현안 과제 해결에 앞장섰

고, 2006년에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유치에 큰 힘을 쏟았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에는 광주와 여수

에서 명예시민증을 받기도 하였다.

P  R  O  F  I  L  E 정의화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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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강홍준
중앙일보 논설위원

17개 시·도교육감의
주요 공약 분석과 향후 전망

“재정여건이 파탄 직전이다. 국회 계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 

금법안이 처리되도록 힘써 달라.” 

(장휘국 광주교육감·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재정 확보에 신경을 써달라. 올해 교부금이 오히려 줄었다.”

(김복만 울산교육감)

“노후 시설이 대폭 증가해 적극적 행정을 펼 수가 없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지난 8월 27일 대전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상견례를 한 17

개 시·도교육감은 일제히 재정 문제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17개 시·도교육감의 주요 공약 분석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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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자리는 황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교육소통령이라고 불리는 교육감과 소통하기 위한 자리였다.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 등 민감한 사안이 많았으나 

교육감들의 주된 관심은 재정확보 문제에 쏠렸다.

각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발간해낸 인수위원회 백서를 

검토해 보면 빠듯한 재정 여건에서도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인수위원회는 18개 분야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015년에만 총 1조 3,5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발표했다. 다만 시교육청은 최근 예산 부족으로 고교 1·2

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취소했으며, 

학교에 가야 할 학교운영지원비도 공립학교당 평균 500만 원씩 

총 326억 원을 줄였을 정도로 심각한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각 교육감들이 우선시하는 공약은 어떤 것인가. 향후 

4년 간 각 지역 교육의 색깔을 드러낼 공약의 특징을 분류해 

살펴본다.  

Ⅰ. 17개 시·도교육감 공약의 특징 

6.4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 속에서 치러진 선거였다. 

그 결과 17명의 교육감 모두가 가장 강조한 공약은 학생의 

안전과 관련돼 있었다. 전국 17개 중 13개 지역에서 당선된 친 

전교조·진보교육감이나 보수 성향의 교육감 모두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는데 있어서 마찬가지였다.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다 입은 대형 사고였으며, 이 사고가 일정 

부분 교육감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안전에 대한 

공약은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안전교육 의무화(서울·대구·

인천교육청 등), 학교안전관리사 배치(인천 등), 수학여행 등 

교외 체험활동 행사 때 사전 안전인증 의무화(부산·경기·전남 

등), 대규모 수학여행 중지·소규모 테마형 실시(서울·경기·

강원·전북 등) 로 요약된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학교안전과)를 만들겠다는 곳(서울·대구 등)도 

있었다. 이밖에 안전교육과 더불어 생명윤리를 가르치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곳(경기 등)도 있었으며, 아예 수학여행 때 119

소방관들이 동행하게 하는 곳(서울)도 나왔다. 안전 관련 공약은 

다른 공약에 비해 소요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이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두 번째 특징은 일반고 강화 등 공교육에 대한 지원이다. 

이명박정부 당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지정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은 강화됐으나 자연스럽게 일반고의 위기 

현상이 대두됐다. 

<표 1> 전국 교육감 공약의 3대 특징

공통 항목 공약 내용

안전 강화 

“ 학교여행 안전 조례 제정, 학교여행 종합지원센터 설립,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서울)

“수학여행, 체험학습에 대한 사전위험 평가 실시”(부산)

“ 사전안전영향평가제 의무화, 체험학습장을 안전체험수련장으로 기능 개편, 

위기관리 전담부서 신설”(대구)

“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안전교육 의무실시, 안전관리사 배치, 안전한 학교 

원스톱 신고센터 설치 운영, 체험학습 안전인증제 도입”(인천)

“체험위주 안전교육 실시”(광주)

“안전교육을 위한 안전체험센터 설립”(대전)

“학생과 교사에 대한 안전연수 확대와 제도화”(울산)

“ 극기 훈련식 대규모 수련회 대신 학생이 주도하는 소규모 테마형 학습으로 

전환”(경기·강원)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충남)

“체험위주 안전교육 실시”(전북)

공교육

강화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감축(25명 이하), 일반고 살리기 지원, 고교 선택제 

개선, 혁신학교 확대”(서울)

“가변학급제 시행, 혁신학교 확대, 학생 수요에 부응하는 일반고의 교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공급과 지원”(부산)

“일반고 교당 6,000만 원씩 매년 지원”(대구)

“일반고 전성시대로 학력 향상, 혁신학교와 교육혁신지구 지정”(인천)

“수업 혁신, 혁신학교 일반화”(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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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항목 공약 내용

공교육

강화

“혁신학교 지정, 캠퍼스형 고교 설립”(세종)

“혁신학교 지정 확대, 비평준화 지역의 평준화 전환”(경기)

“고입선발고사, 일제고사 폐지”(강원)

“기초·기본 학력 정착 책임제”(경북)

교육복지

강화

“수학여행비 지원, 고교 교과서 대금 1인당 10만원 지원”(부산)

“교복비, 체험학습비 부담 경감”(대구)

“초등 학습준비물 비용 제로, 고교 수업료 면제”(인천)

“초등학교 체험학습·수학여행비 전면 무상화”(경기)

“고교 무상교육 즉각 시행”(강원·충남)

“초·중·고 각종 체험학습비, 학습준비물비 등 교육활동 경비 지원”(충북)

“통학비 지원 조례 제정”(전북)

“고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 초·중학생 체육복 무상 지급”(경남)

교육감들은 일반고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대구의 경우 교당 

5,000만 원)을 약속하거나 혁신학교의 지정과 확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낙후 지역 학교에서 나타나는 학력저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약도 다수 나왔으며, 평준화 체제를 

강화하려는 공약도 친 전교조·진보교육감 당선 지역에서 

대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중학교에선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려는 공약도 다수 

나왔다.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 학생들에 대한 맞춤지도를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해 ‘중2병’으로 불리는 일탈 현상을 치유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산시교육청의 가변학급제는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높은 학교를 중심으로 학급 수를 더 늘려 학급 당 인원을 

24명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학교의 학생 

수를 감축하는 것보다 재정이 덜 소요되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교육복지 확대다.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는 무상급식의 

시행이었다. 서울·경기 등 6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교육복지 공약의 힘이 컸다. 이번 선거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복지 공약이 등장했다. 다분히 표를 의식한 

공약이다. 박근혜정부의 고교 의무교육 공약에 맞춰 무상교육을 

즉시 시행하겠다는 공약(강원·충남), 초등학교의 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공약(대구·경기·충북), 고교 교과서 대금 지원 공약

(부산·경남)도 있었다. 전북의 경우 통학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이러한 교육복지 확대 공약은 

재정여건에 따라 축소되거나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Ⅱ. 13명 진보교육감 공약의 특징

6.4 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친 전교조·진보교육감의 

대거 등장이다. 13명의 진보교육감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우선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시동을 건 혁신학교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의 것을 확대하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혁신학교에 대해 “민주적 자치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의한 창의지성교육을 실천하는 모델 학교”라고 

풀이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67개 학교가 진보교육감들에 의해 

지정됐다. 한 학급 규모가 25명 이하의 소규모이며, 참여와 

배려·협력을 강조한 학교 문화와 교사들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지식 위주의 경쟁 교육이 아닌 비판적 

사고력을 중시하는 평가를 특징으로 한다. 

서울의 경우 곽노현 전 교육감이 재임할 당시 혁신학교 67곳

(초등 36, 중등 21, 고등 10)이 지정됐다. 이후 문용린 전 교육감 

재직 당시 위기를 맞았다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당선으로 

전기를 맞게 됐다. 조 교육감은 2014년 1~3개, 2015년 34개 등을 

신규 지정하는 등 2018년까지 200개 학교를 지정할 계획이다. 

혁신학교의 원조격인 경기도의 경우는 이재정 교육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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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하면서 핵심 정책과제의 첫 번째로 경기혁신교육의 확산 

을 내세웠다. 혁신지구(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협약을 

맺고 혁신학교를 지원하는 지역, 현재 6개)를 더욱 확대하고, 

혁신학교들로 이뤄진 클러스터를 통해 혁신학교를 일반화 

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진보교육감들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관련해 운영성과를 

평가한 뒤 지정 목적을 위반했거나 지정취소요건에 해당할 때 

일반고로 전환하는 공약을 가지고 있다. 진보교육감 중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사고 해체와 관련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인수위원회 백서에서 “평가 결과 

문제가 있는 자사고 뿐 아니라 운영 성과가 있는  자사고에 

대해서도 이를 사립형혁신학교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아래의 표는 진보교육감 공약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요약한 

것이다. 

<표 2> 진보교육감 공약의 공통점 

공통 항목 공약 내용

혁신학교

신설 또는 확대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사업 확대”(서울)

“혁신교육 일반화”(경기)

“혁신학교 30개 지정”(부산)

“혁신학교 및 교육혁신지구 운영”(인천)

“혁신학교 지정·운영”(세종·충북)

“혁신학교 100개 설립”(충남)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전북)

“혁신학교 지원 조례 제정”(전남)

자사고 폐지
“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환, 국제중 폐지”(서울)

“특목고와 자사고 전면 재평가”(인천)

학생인권

강조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소년인권교육센터 설립”(부산)

“학생자치조례 제정, 학부모교육지원센터 설립”(인천)

“학부모지원센터·학부모 콜센터·불만제로팀 운영”(경기)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생인권교육센터 설립”(전북)

비정규직

문제 해결

“전 직종의 학교비정규직 직접 고용”(서울)

“직접 고용 시행 추진, 상시 지속 업무 무기계약 전환”(인천)

또한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진보교육감 재임 지역에서 

일반화된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2011년), 서울(2012년), 전북(2013년)에서 제정됐다. 각 

인권조례는 ‘체벌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조례 제정에 반대해 왔으며,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권리를 교육상 필요 

등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하는 등 학생인권조례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 유발 사안이었다. 하지만 진보교육감이 대거 등장하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교육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서울의 경우 2012년 1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으나 문용린 전 

교육감 재임 당시 조례에 담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추진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조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탄력을 받은 공약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이다. 교육청으로부터 독립된 역할을 

하는 학생인권옹호관을 임명하고 2기 학생인권위원회를 구성 

하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도 2015년 10월 조례 제정을 목표로 TF를 

구성하는 등 제정 작업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학생회의 활동 

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요구가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복지참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처럼 이미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을 제외한 진보교육감 재임 지역 에서는 

올해 중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작업이 벌어진다.  

이밖에 진보교육감들은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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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Ⅲ. 논란이 되고 있는 공약은?

교육감 임기 시작 이후 가장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9시 등교제와 상벌점제 

폐지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다. 8월 25일 의정부여중에서 

처음으로 9시 등교제가 시행됐으며, 경기도교육청은 9월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9시 등교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게다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내년부터 9시 등교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9시 등교제는 아이들에게 충분히 잠을 잘 수 있게 하고 부모와 

함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여유를 줘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등교 시간은 학교장 

고유권한이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 곳에서는 육아 부담이 커지며, 

학습시간이 줄어들어 학업성적 하락이 우려된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보수 성향의 한국교총은 9시 등교에 반대하고 있다.

 

상벌점제 폐지 학교 현장에서 논란을 몰고 오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10년 체벌을 금지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상벌점제가 유일한 학생 통제수단이었는데 이것이 

폐지되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염려에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 학생 스스로 

학교생활협약 제정·운영 △ 사제(師弟) 간 경어 사용 문화 정착 

△ 학생이 자율적으로 규칙을 준수하고 점검하는 학생자치법정 

운영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선 정책 시행과정에서 갈등 

양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9월 인사가 발표되면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인선이 끝난 상태다. 다만 9월 인사 과정에서 

평교사가 본청의 장학관으로 두 단계 승진 발령을 받는 사례가 

인천·경기·강원·충남 등에서 나왔다. 이들 지역의 교육감은 

자신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적격자의 발탁이라고 주장하나 

교육전문직 시험 통과와 장학사 근무 실적이 있어야 장학관 

승진이 가능한 인사 관행이 깨진 셈이다. 

 

Ⅳ. 공약의 한계와 향후 전망

 

6.4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교육감들이 마주한 건 텅텅 

빈 곳간이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하기 이전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본예산을 편성한 상태였다. 본예산을 

검토한 결과 세입결손 2283억 원, 세출 추가 소요액 1439억 원 

등 3722억 원이 구멍 난 상황이었다. 인수위원회 측은 “이 정도 

금액이면 긴축예산 편성이나 기존 사업 축소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한 마디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서울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최근 3년 간 교육복지 

관련 정책에 지출된 재정 결산 자료를 보면 모든 시·도가 같은 

상황이다. 특히 3~5세 유치원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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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수가 결산액을 기준으로 2조 6397억 원(2013년 결산 기준)

에 달해 전년도 대비 166.9%의 상승을 기록했다. 2011년만 해도 

시·도교육청이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을 2012년부터 

현정부의 공약에 따라 전액 교육청 부담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감당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떠맡긴 결과다. 

위의 표는 교육복지지원 사업 중 정책 과제별로 세출 결산액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준다. 학력격차 해소 사업은 2013년 

0원이 된 반면 누리과정 지원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 

지출액이 커진 반면 교수학습활동의 지원이나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엔 세출 감소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교수학습활동의 

지원엔 학력 신장이나 학력평가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각 시·도교육청이 대통령의 공약에 막대한 재원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게 되면서 기존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학교 

시설환경 개선비를 감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영재교육, 과학탐구대회, 교과학습진단평가, 

각종 연수 대회를 폐지키로 했다. 이는 교육감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공약을 최대한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교부율 인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출금 추가가 앞으로도 기대하기 힘들다면 결국 교육감들이 

내놓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힘들며, 공약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교육감들이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재정여건 개선을 한 목소리로 요구한 것이다. 

공약의 이행 여부는 재정에 달려 있다. 재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공언에 불과하다. 현재 17개 시·도교육감이 내놓은 

다양한 공약도 당분간 재정 위기 앞에서 힘을 못 쓸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교육복지지원사업 세출 결산 현황(2011~2013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단위사업명
2013 2012 2011

결산액 전년대비 증감률 결산액 전년대비 증감률 결산액

총계 5,016,557 55.4 3,228,077 39.1 2,321,263

학비지원 455,516
24.5

877,020 -18.1 1,070,530

방과후등교육지원 636,291 0 0

급식지원 647,314 -2.8 665,984 12.4 592,300

정보화지원 61,814 -4.2 64,504 3.5 62,318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110,753 55.5 71,211 -7.9 77,334

교육복지우선지원 157,598 -16.3 188,214 -5.4 199,019

누리과정지원 2,639,752 166.9 989,116 0

교과서지원 307,519 6.6 288,405 10.8 260,218

학력격차해소 - -100.0 83,622 40.4 59,544

※ 2011, 2012 교수학습활동지원(정책사업)의 교과서무상지원(단위사업)액을 2013년 기준에 맞춰 교육복지지원(정책사업)으로 이동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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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과 과장

초·중등 SW교육 의무화·디지털 인재양성, 
추진과 전망

Ⅰ. SW중심사회로 변화

우리는 현실에서 SW와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다. 생활 속 이

동수단, 가전제품, 문화시설 등 무엇 하나 SW와 무관한 것이 없

다. 특히 SW와 연계성이 높은 것일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앞으

로의 세상을 생각해 봐도 SW 중요성은 더 커진다. 자동차 운전

도 사람이 아닌 SW가 한다. 옷에 컴퓨터나 전화기가 장착되며 

요리나 장보기도 SW가 하게 될 전망이다. 아마도 인류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외에 SW를 추가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제 SW중심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특별기획 초·중등 SW교육 의무화·디지털 인재양성, 추진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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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중심사회에서는 산업경제 시대와 다른 추가적인 역량이 

요구된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SW중심사회에 요구되는 역량

을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향상시키고자 한다. 그 역량 중에 정

보논리적 사고(Computational Thinking), 융합적 사고, 정보에 

기반한 문제해결력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역량을 향상

시키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서 프로그래밍·코딩 교육, 정보·

컴퓨터과학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산업혁명과 산업경제시대에 수학, 과학 과목이 보

편적 교육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학교 교육에서 실시된 것과 

일맥상통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SW중심사회로의 진입을 기반으로 세계 여러 나

라에서 추진하는 초·중등 SW교육 확대, 우리의 초·중등 SW

교육 현황 및 향후 SW교육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세계 주요국 SW교육 동향

세계적으로 2000년대는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상업적 도구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용자

(User) 교육에서 창조자·생산자(Maker) 교육으로 급변하는 추

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계하고 융

합하고 구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하고 프로그래밍·

코딩과 정보적 사고 교육을 통해 실현하려 한다.

영국은 올해 9월부터 ‘컴퓨팅’ 과목을 만 5세에서 16세 학생

들에게 필수과목으로 교육하고, 일본은 2012년부터 ‘정보’ 과목

을 고등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인도는 

2010년 이후 초·중등학교에서 컴퓨터과학을 필수과목으로 정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2011년 중학교에서 컴퓨터과학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수학, 과학 등의 과목과 연계하여 프로그래밍·

코딩 교육을 시도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과목 신설 등 개정 움

직임을 보이고 있고, 핀란드는 2016년 가을학기부터 초등학교

에서 프로그래밍·코딩 교육을 시작하기로 했다. 미국은 작년 

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프로그래밍 교육을 지지하고,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등 산업계 주요 인사가 프로그래밍 교

육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또한, 코드닷오알지(Code.org)라는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미국 내 프로그래밍 교육확산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처럼 최근(2010~2016년) 유럽, 미주, 아시아에서 디지털 경

제를 주도할 국가들을 중심으로 정보과학·코딩 교육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디지털 경제시대에 대비한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1] 세계 주요국의 SW 교육과정 변화

영국, “컴퓨팅” 과목을 5세 - 16세 필수과목으로

일본, “정보”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인도, 초중등에서 필수과목으로

이스라엘, 중학교 CS과정 개발 및 운영(고등 이미 필수)

에스토니아, 핀란드, 개정 움직임

미국, AP코스 “Computational Thinking” 과목 실시 결정

미국, 30개 교육청 정보과학을 졸업학점 인정과목 지정

미국, code.org 가입자 3천7백만명

2014년

2012년

2010, 2013년

2011년

2014, 2015년

2016년

2015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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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해외 SW/정보과학 교육 현황

국가
교과 존재 형태

필수/선택 과목명 및 존재 형태 학령
독립 통합

영국 ◯ 필수 Computing 초·중·고 

일본

◯ 둘 중 선택 사회와 정보, 정보과학 고등학교

◯ 필수 기술 175시간 중 55시간. 중학교

중국

◯
필수 2단위 + 

선택 2단위
정보기술 인프라 고등학교

◯ 선택 종합실천활동 5개 영역
초등3 ~ 

중학교

이스

라엘

◯ 선택/필수 컴퓨터과학 고등학교

◯ 필수
과학의 7개 단원 중

2개 단원
중학교

인도 ◯ 필수 Computer Masti 초·중·고

에스

토니아

◯ 과학군(선택)

Basics of programming 

and development of

software applications

고등학교 

◯ 선택 정보(informatics)
Basic

school

세계 주요국의 SW교육 확대가 시사하는 점은 프로그래밍 기

술 습득이 아니라 정보적 사고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그래밍·코딩 능력이 미래에 좋은 직업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제안하고 있고 User 교육이 아니라 Maker 교육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린 학생들에게 어

려운 전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게 하지 않고 레고 블록과 같

이 재미있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예, 스크래치)를 사용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필수 기본역량으로 강조하고 있어 쉽

고 재미있게 가르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로써, 누구나 배워

야 할 보편적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다. 

Ⅲ. 우리 SW교육 현황

우리나라 ‘정보’ 과목은 1990년부터 컴퓨터 교육으로 도입되었

다. 2000년부터 ICT 활용 교육 위주로 실시되어 중학교에서는 

‘컴퓨터’, 고등학교에서는 ‘정보사회와 컴퓨터’라는 과목으로 상

업용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사용법을 교육했다. 2010년 교과서 

개편을 통해 과목명을 ‘정보’로 변경하고 내용은 정보과학, 정보

적 사고력 배양을 주로 하여 알고리즘·프로그래밍 교육으로 확

대하였다. 2010년 ‘정보’ 과목의 교육내용 개편으로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교육 등 정보과학, 정보적 사고 교육이 내용면에서 

확충되었으나 2000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적용된 ‘정보통

신기술 교육 운영지침’의 종료에 따라 ‘정보’ 과목을 선택하는 학

교 수는 급감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정보’ 과목의 선택이 낮아지

는 원인으로 학생은 학교 내 정보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선택할 

수 없거나, 학습 부담으로 입시와 무관한 선택·심화교과를 이

수하기 어려워졌고, 학부모는 선택·심화교과 중에서도 상급학

교 진학에 유리한 과목(외국어, 한문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

다. 학교에서는 한 학기 국어, 영어, 수학을 포함하여 8개 과목 

이내에서 편성해야 하므로 입시와 연계되지 않은 과목을 편성에

서 제외하거나 수업 시수를 축소하고 있다.

[그림 2] 정보 과목 선택 학교 비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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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는 2015년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을 

목표로 모든 교과의 교육과정 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SW교육

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표 2> 우리나라 ‘정보’ 과목 변천

적용 시기 근거 주요 내용

1990년 ~ 문교부 고시(‘87～’88)

-  초등학교 : ‘실과’ 내 일부로 컴퓨터 교육 

도입(4∼6학년)

-  중학교 : ‘기술·가정’ 내 일부 내용 도입

(2학년)

-  고등학교 : 독립과목으로 ‘정보산업’ 도입

(선택과목), 과학군 전문교과로 ‘컴퓨터 

과학 Ⅰ, Ⅱ’ 도입

1995년 ~ 교육부 고시(‘92)

- 초등학교 : 실과 일부 내용(5∼6학년)

-  중학교 : 독립과목으로 ‘컴퓨터’ 도입(선택 

과목)

※ 내용 : 컴퓨터 활용 및 프로그래밍

2000년 ~ 교육부 고시(‘97)

-  총론 : 모든 교과의 학습활동에 IT 활용 명시

-  고등학교 : ‘정보사회와 컴퓨터’로 과목명 

변경(선택과목)

※  내용 : 컴퓨터의 도구적 활용 중심, 프로 

그래밍 내용 삭제

-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영 

지침(교육부/’00.8∼’08.12)에 따라 초·

중·고에서는 주당 1시간 이상 컴퓨터 

관련 과목 이수 의무화

2010년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07)

-  중·고등학교 : ‘정보’로 과목명 변경(선택 

과목), ‘정보과학 Ⅰ, Ⅱ’로 과목명 변경

   (전문교과)

※  내용 : 응용 소프트웨어 의 단순 습득 

교육 축소, 정보과학, 알고리즘 및 프로 

그래밍 교육을 확대

2014년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09)
-  고등학교 : ‘정보 및 정보과학’은 일반과목 

에서 ‘심화과목’으로 이관 편성

Ⅳ. 향후 SW교육 강화 추진 방향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SW교육 강화를 통해 양성하

고자 하는 미래인재상’으로 21세기 디지털 창조경제 시대를 주

도할 수 있도록 건전한 소통 능력과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창

의적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제시하였다.

미래부는 지난해 말부터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13.10), 4차 투

자활성화 대책(’13.12) 등 정부 주요 대책을 통해 초·중등학교 

내 SW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교육부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SW교육 강화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공개토론회, 

교육부가 주관하는 전문가 간담회 등에 참여하여 논의하고 있

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3일 「SW 중심사회 실현 전략 보고회」시 

창조경제 시대를 이끌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기존 정보교육을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소프트웨어(SW) 교육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교육 시수 및 적용 

시기 등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안’과 연계하여 9월 

경에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그림 3] SW교육 강화를 통해 양성하고자 하는 미래인재

상대방을 존중하고
건전하게 소통·협력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인재 인성·건전한 소통 능력

도
전
정
신 창

의
적

 문
제

 해
결

력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 분야와의 융합에
도전하여 상상력을 실현하는
도구를 갖춘 인재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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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SW교육 활성화 방안(교육부, SW중심사회 전략보고회)>

▶ 학교급별 SW교육 모형 제시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목표  

•SW 소양 교육

• SW Tool 활용을 통한 

SW코딩 이해

•SW 소양 교육

• 문제해결 학습을 통한 

   알고리즘 이해 및 

   프로그램 제작 능력 

   함양

• 컴퓨터 융합 활동을 

   통한 창의적 산출물 

   제작 및 대학 진로 

   연계 학습

교과

내용 

•  놀이 중심 활동 학습

   (컴퓨터 사고 이해)

•  SW Tool 활용 학습

   (문제해결 방법 익히기)

•  문제해결 프로젝트 학습 

   (프로그램 제작 기초)

• 논리적 문제 해결력 학습 

(알고리즘 절차 익히기)

•창의적 아이디어

   산출물 제작

   (프로그램 제작 심화)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

   (심화문제해결 학습)

창의적

체험활동

• 논리적 사고 체험활동

   (SW코딩 활동)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

   (공작기기 작동 원리

    구현) 

• 컴퓨터시스템 융합

   활동(R&D 활동)

※  SW 관련 교과목, 수업시수, 교육내용 등은 공론화를 거쳐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주요 사항」

과 함께 발표( ’14. 9)

▶ SW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 SW 관련 교과 내용 개편

 • 초·중학교에서 SW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는 방안 적극 검토

- (초등학교) 정보 관련 교과 내용을 SW 기초 소양 교육 내용으로 개편 

- (중학교) 정보 관련 교과 내용 개편 및 ‘정보’ 교과를 ‘SW’ 교과로 전환 

- (고등학교) ‘정보’ 교과를 심화선택에서 ‘SW’ 교과 일반선택으로 전환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SW학과(‘13, 20여 개) 확대 및 관련 내용을 NCS 기반 

학습 모듈로 개발·보급

● 창의적 체험활동용 SW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14. 9 ~)

-  교육부·미래부가 공동으로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초·중·고용 주제별 

전문화된 SW교육 콘텐츠(코딩교육, 프로그래밍 등) 개발·보급(총 6종 보급)

▶ SW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 SW교육 운영지침 개발·보급 (‘14년 하반기)

- (초등학교) ‘15년부터 희망 학교에서 SW교육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

- (중학교) ‘15년 신입생부터 SW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는 방안 적극 검토

※  초·중학교 정규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도 SW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 

및 프로그램 지원 방안 검토

 ● 학교급별로 SW 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 (‘15.3~ / 미래부·교육부 공동 추진)

※ 교육부 연구학교(전국 초·중학교 68개 교), 미래부 시범학교(전국 130개 교 이상)

● SW교육 전담교원 연수(’14. 9 ~) 

미래부는 초·중등 SW교육 필수화에 대비하여 SW기초소양

과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SW 인재저변 확충’ 사업을 신설하

고 올해부터 SW교육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SW 

인재저변 확충’ 사업에 22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특

히 학교 현장의 SW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72개교(초 22개 

교, 중 50개교)에 ‘SW교육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9월부터 지원

할 예정이다. 동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우수한 SW교육 모델을 

발굴하고 교사연수와 연계한 성과발표회를 열어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SW교육을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Ⅴ. 마치는 말

지금까지 SW중심사회로의 진입을 기반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서 추진하는 초·중등 SW교육 확대, 우리의 초·중등 SW교육 

현황 및 향후 SW교육 방향을 살펴보았다. 현재 교육부가 2015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

며 미래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SW

교육 강화 방안은 초·중·고등학생들을 전문 프로그래머로 양

성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즐겁고 쉽게 SW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미래부는 앞으로도 SW교

육 방안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SW교육의 본질을 더 알아 가도

록 공감대를 확산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표 3> 미래부의 ‘SW 인재저변 확충’ 사업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초·중등 SW교육

강화 협업체계 구축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SW교육이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부, 학계, 산업계와 공동으로 TF 구성·운영

SW교육기관 지원

■  (SW마이스터고) 창의적 SW인재 조기 육성을 위해 산업계의 

수요와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

■  (SW평생교육원) 일반인도 쉽게 컴퓨터 언어 등을 배울 수 있도록 

SW평생교육 실시

초·중등

SW 기초역량

강화 지원

■  (SW교육 시범학교) 전국 초·중·고에 SW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학교를 지정, 학교 교육과정 재편성 및 학교 내 다양한 

프로그램(방과후학교, 창의적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정보과목 선택 

등)을 활용하여 SW교육의 선도모델을 발굴·육성하도록 지원

■  (SW영재 양성 지원) 융합형 SW영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거점 SW영재교육과정 운영

대국민 SW교육

 참여 확대

■  (SW창의캠프 운영) 방학 중 SW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역별 체험 

캠프 운영 

초·중등 SW교육 의무화·디지털 인재양성, 추진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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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강영순
교육부 국제협력관

글로벌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육 한류

오늘날 국제사회의 교육한류가 뜨겁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교육을 칭찬한다. 그리고 

올해 3월 프랑스 정부의 제안으로 국제대학촌 내 한국관 건립이 

양국 간 약정으로 시작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선진국 교육 

장관들의 방문이 늘어나고 있으며, 교육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증진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는 효과적인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을 배우고자 교육분야의 개발협력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오고 있다. 국제기구에서는 우리나라에게 

Ⅰ.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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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교육목표 수립 및 교육제도 혁신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처럼 세계는 한국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글로벌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육한류’라는 목표 아래, 교육강국으로서의 발전경험을 

전 세계 국가와 공유·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적 교육 ODA

를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앞선 교육 시스템을 개도국에 

적극적으로 전수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선진국·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외 한국학교를 글로벌 인재 양성의 산실로 활용하고,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유학생 유치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한 교육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Ⅱ. 교육 ODA 활성화

  우리나라는 ‘교육’을 통해 발전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로 세계에 

모범이 되고 있다. 비록 현재의 교육문제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과거 산업화에 발맞춰 인재를 육성해 적시적소에 대응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에게 

개도국 빈곤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에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을 

다각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2013년 양자 원조에서 교육분야의 비중

(13.1%)은 교통분야(16.0%)에 이어 두 번째 규모를 차지하며, 

특히 양자 무상원조에서는 교육분야가 가장 큰 규모(18.1%)를 

이룬다. 교육부의 ODA 규모도 정부 총 ODA 예산 중 2009년 

약 206억(2.0%)에서 2013년 약 586억(2.9%)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 확대에 따라, 질적 향상을 요구받고 있지만, 

기관별로 상이하게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인 사업 파악 및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개도국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예산 구조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KOICA는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비중이 높고, 교육부는 정부초청 

장학생 사업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ODA 관련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임이 자명한 현실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제도나 교육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며, ODA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해외봉사 및 인턴활동 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에 대응하여 국제기구, 원조단체 등 관련기관의 취업으로의 

연결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 OD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개도국 인재양성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교육 ODA 

선도국가”라는 목표 아래, 우리나라의 교육발전 경험을 활용한 

교육 ODA 사업 발굴·확대, 교육 ODA 사업간 전략적 연계를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통합적 

지원방식 구축 등의 전략을 통해 세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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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ODA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린 

ODA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실례로, 대학원 석·

박사 과정에서의 ODA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ODA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여, ODA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한국형 ODA 모델 및 발전경험에 정통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퇴직교수·교원 등의 고급인력을 ODA 사업장에 

파견하여 개도국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퇴직교원 교육희망 나눔 

사업’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대 세계로 프로젝트’

를 통해 개도국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산업체로의 취업을 지원하며,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해 

국제화에 강점을 가진 분야(사업단)를 선정·지원하여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기존 사업도 발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은 현재 학과 개설 및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형Ⅰ’의 1주기가 완성되는 2015년 이후에는 단과대학 구축·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발전적인 확대를 추진하며 GKS 장학생 

배정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초청장학생(GKS) 사업’

도 개도국 교수인력에 대한 재교육 및 연구과정 지원 신설 등 

개도국 대학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다각화를 구상하고 있다. ‘글로벌교육지원사업’은 교육 ODA 

모델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시범사업 시행을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고, 특히 효과적으로 사전조사를 수행한 시범사업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교육분야 개발협력을 수행하는 각 부처의 강점 및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사업발굴, 시행, 평가에 이르는 사업 전 단계에 

걸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필요 시 교육 ODA 협의회를 구축·

운영하여 사업간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교육부는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까지 아우르는 ‘민·관간 교육 ODA 협의체제’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장·단기적인 협업체제를 

통해 원조유관기관과의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여 KOICA, 

EDCF의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에 교육부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연계하는 등 완결된 교육분야 ODA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3. 교육 ODA 추진기반 확보

교육관련 기관과 단체들 간의 정보 시스템 구축 등 기존 

방식의 한계점을 인식하여, 지난 6월 ‘제1회 교육 ODA 컨퍼런스’

1. 교육 ODA의 전략적 추진 2. 원조유관기관(외교부·기재부 등)과의 협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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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최하여 교육 ODA를 시행하는 교육관련기관, 민간기관, 

연구기관, 중앙(지방)행정기관들의 비전 및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협업체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공감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자리를 정례적으로 열어 교육 ODA 네트워크 확산과 

활용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지원 그룹의 참여를 통해 국제교육개발 목표 달성에 국제적으로 

기여하고, UNESCO 2015 세계교육포럼을 개최하여 주요 

개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해 글로벌 아젠다 설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또한, 올해 World Bank와의 공동연구 

및 국제 세미나를 추진하여 교육제도 혁신의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Ⅲ. 선진국과의 교육협력

그간 국가 차원의 교육협력은 앞선 내용에서 보듯이, 공적개발 

원조(ODA) 형태로 저개발국가가 주된 협력 대상이었고, 민간 

차원에서는 주로 미국·영국 등 영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한 

유학 및 연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인문학 및 

기초과학 등에서 전통 강국인 유럽과의 교육 협력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2014년은 

우리나라의 교육 협력의 다변화(diversification)가 가속화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선진 유럽 국가들과의 직업교육훈련분야, 

고등교육분야에 대한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각각의 우수한 

점을 배워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선적으로, 교육부는 2013년 11월 유럽연합(EU)사무국과 

한-EU 교육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Joint Declaration)을 통해 

국가의 번영을 위해 직업교육훈련분야와 고등교육분야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한국과 EU간의 교육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 대화 채널을 마련하는 등 선진 유럽 국가들과의 

교류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2014년 1월에는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제조업과 첨단 기술의 최강국인 스위스와 한-스위스 

교육연구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양국 간의 교육 및 연구 

분야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스위스 

방문 시, 스위스 직업학교의 요람인 베른 상공업 직업학교(GIBB)

를 방문하고, 실습 위주의 커리큘럼을 참관하며 한국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선진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독일과의 교육협력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며 

우리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2014년 

3월 독일 교육연구부(BMBF)와 체결한 직업교육훈련분야 협력 

공동의향서에 따르면, 양국은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학생과 

교사 등의 인적 교류를 증진하고 직업교육정책 협력을 위한 

정례적 교류 실시, 한국과 독일 간 공동 컨퍼런스 개최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례로, 교육부의 글로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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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사업 추진 차원에서, 대구보건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독일 

함부르크 직업교육원과 현지 병원 등에서 약 4개월간 현장실습을 

할 예정이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도 24명이 뽑혀 독일 

현지의 현장 실습을 위해 준비 중이다. 2015년에는 양국 간 교사 

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015~2016년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과 

프랑스간의 교육협력 확대를 위한 실무 협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프랑스 측이 무상 제공하는 부지(2,600m2)

에 250명 거주 규모의 기숙사 및 부속시설인 파리 한국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파리 한국관은 유럽의 중심인 프랑스 

파리에 위치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 유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국어 교육 및 한류 확산 프로그램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다양한 유럽 국가들과의 교육 협력은 

우리 교육의 선진화와 유학생 유치 다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Ⅳ. 해외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유학생 유치

교육부는 ’08년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을 통해 1̀2

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유치 목표를 세우고, 그 간의 성과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12년 ‘Study Korea 2020 Project(’13~‘20)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13.4월 기준으로 243개국 85,923

명의 외국인 유학생(재외동포 포함)이 국내에서 수학하고 있다.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11년부터 대학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인증제’를 실시하는 등 유학생의 질적 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호주 등 유학 산업 선진국의 

공격적 유학생 유치 마케팅 등에 따라 유학생 유치 규모는 ’11

년을 정점으로 정체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일부 유학생의 

부적응·불법체류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유학생 유치 

및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수립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3월에 개최된 범 부처 차원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유학생 유치부터 졸업 이후 까지 전 주기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이 발표되었다.

동 방안은 크게 국익 차원의 전략적 유치, 유학생의 학업·생활 

적응 지원 및 취업 활성화 지원으로 나눌 수 있고, 기존의 유학생 

정책과 비교되는 주요 내용은 우선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에 대한 행정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증대학 중에서도 

불법체류율 관리가 탁월한 대학 입학생의 경우 입국사증 심사를 

간소화해 주는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고, 한국어로 인한 입학 

장벽을 낮추기 위해 이공계생의 한국어능력(TOPIK) 입학기준을 

제한적으로 완화해 주며, 대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유학생 적응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안정적 

유학생활을 위한 의료보험 의무화, 시간제 취업시간 확대 등의 

다양한 유학생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다. 

<표 1> 외국인 유학생 증가 추이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학생수(명) 22,526 32,557 49,270 63,952 75,850 83,842 89,537 86,878 85,923

증가율 - 44.5% 51.3% 29.8% 18.6% 10.5% 6.8% -2.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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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장학 브랜드인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선발대상을 다양화하는 등 해외 우수 

인재의 유치·활용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외국인 유학생의 선발·관리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14.7, 6차 개정)’에 

포함되어 대학에 안내되었고, 유학생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해 

새롭게 실시되는 제도를 홍보하여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출산율 저하 등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의 정원 

감축 및 이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등의 문제와 연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유학생 유치가 

인적 교류, 인재 유치·활용은 물론 이를 통한 유학 수지 개선 

등 교육서비스 활성화 측면으로 많은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Ⅴ. 재외 한국인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

우리나라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교육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 재외동포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이들로 하여금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토록 하기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교육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재외교육기관에 대해 

시설비와 대수선비, 인건비 및 운영비, 교과서·교재비, 교수학습 

자료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관장 파견 및 연수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 동포들의 거주지역이 다양화됨으로써 

지역별 특성과 체류유형, 거주지역의 사회환경·언어권·

교육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지원과 지원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림 1]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전략

이를 위해 교육부는 15개국 30개 한국학교의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진단하고 성장·발전단계에 따라 유형화하여 그 

수준에 맞는 맞춤형 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적기에 투입, △진로지도 강화로 

교민 정주여건 개선, △처우개선을 통한 우수교원 확보,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지역전문가 양성 등의 효과를 거양 하여 

현지학교 및 국제학교와의 경쟁력 열세를 극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지 재외동포 교육수요에 기초한 한국학교 신설 타당성 

조사와 함께 설립요건이 성숙된 지역에 한국학교 신설(3개교: 

쑤저우, 말레이시아, 광저우)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재외국민 

자녀를 위한 한민족 뿌리교육(한국어 교재 및 교과서 보급 등)

을 강화하고, 외교부와 협업을 통해 해외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13년말 현재 23개국 882개교)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세계 속의 한국어 교육 확대를 통한 우리나라의 

교육시설 등
H/W 지원 확대
→ 기초교육
   환경 조성

•교육시설

        개·보수

•탄력적

        재정지원

•저소득층,

        교재보급지원

→ → 교육기반 확립 단계

교원 인건비/

운영비 지원 확대

→ 교육의 질

   관리

•교원파견확대,

         전문성신장

•진학/진로

        컨설팅

•현지적응

        프로그램 강화

외형성장 단계

교육프로그램 

특성화 등 

S/W 지원 확대

→ 국제학교와 경쟁

•교육프로그램 

        특성화

•교육과정 

        탄력적 운영

•교수·학습 

        지원 확대

경쟁력 강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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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위상 강화는 물론 재외 한국인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Ⅵ. 맺음말

우리나라 교육이 국제사회에서 맞이하고 있는 지금의 

순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여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에 특화된 

교육의 강점분야에 대한 고민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국의 

특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에 통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이 집약 

된다면 교육분야에 부는 한류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교육분야의 세계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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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박성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연구위원

Ⅰ. 필요성

최근 대형 안전사고로 인한 학생들의 인명피해로 인해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다. 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학교보건법」,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아동복지법」에는 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② 실종· 

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③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교육 

④ 재난대비 안전 교육 ⑤ 교통안전 교육에 관하여 실시 

주기, 총 시간, 교육내용 등이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주요 선진국의
안전교육 정책과 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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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안전 사이버교육센터」를 아동 복지법 

에 근거하여 운영하면서 학교급에 부합하는 교육 컨텐츠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위의 안전교육이 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① 안전교육 매뉴얼 개발 ② 안전교육의 

독립교과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 

교육을 위한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무엇보다 핵심적인 사항들이 고려되지 못할 경우 

학교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교육 정착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주요국의 안전교육 관련제도와 

운영현황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정부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고려되어야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주요국의 안전교육

1. 미국

미국은 연방법 수준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해 특별하게 

언급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각 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주법 수준에서 규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교육법(California Education Act)에서는 

필수과목에 관한 일반규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안전교육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51200. 예외규정이 없는 한, 섹션 51200-51206에 포함된 

조항들은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수업이다.

51202. 채택된 수업은 적합한 초·중등 학년과 교과영역에서 

개인과 공공안전 및 응급조치 교육을 포함한 사고예방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수업도구가 갖추어진 경우, 응급처치, 지혈, 

해독, 인공호흡, 심폐소생술을 가르친다. 화재예방, 자원보존, 

환경보호, 건강, 성병예방 및 술, 마약, 담배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한다. 보건수업은 임신한 여성을 위한 태아검진과 

공중보건의 위반사례를 포함한다.”

위와 같은 법적인 근거의 확보와 함께 각 주에서는 주요 

발생 재난형태에 대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뉴욕 소방부(New York City Fire Department)의 

화재안전과정(Fire Safety Program)에서는 어린이의 

화재안전교육을 위해 ① 교사의 교육 ② 소방서 방문(FireHouse 

Program) 그리고 ③ 이동식 화재경험 프로그램(Mobile Fire 

Safety Experience)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화재경험 

이동차량에는 주방, 거실, 침실 등을 배치하고 자동 

연기생성기(Smoke Machine)에 의한 연기를 발생시켜 실제 

상황과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각 주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도 

국가 수준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한데, 연방재난 

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에서는 통합재난훈련(Multi-Hazard Emergency 

Planning for School(L-364))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그림 1] 소방서 방문 프로그램 [그림 2] 화재경험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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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교감, 교사, 시설관리자 등 학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약 2일간 교육과정을 통해 피난계획 수립방법,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방법 등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2005년 FEMA에서 발간된 「어린이와 교사를 위한 

지진안전 활동(Earthquake Safety Activities for Children and 

Teachers)」을 보면, [그림 3]과 같이 어린이들에게 지진발생 

시 낙하 및 전도 등에 의해 2차적인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를 어린이들이 직접 활동하면서 점검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에는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학습지도 지침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현장교육이 가능한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FEMA 2005).

[그림 3] 지진피해 2차 위험요소 제거 워크시트

또한 FEMA에서는 국가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화재 

사고 보고시스템(National Fire Incident Reporting System 

(NFIRS)을 주관하여 3년에 한 번씩 학교에서 발생된 화재사고 

의 유형, 인명 피해 등을 상세하게 조사·기록하여 [그림 4]와 

같이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화재예방관련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FEMA 

2014).

[그림 4] 학교급별 화재발생 비율

2. 영국

영국의 안전과 관련한 정책은 1974년 제정된 「근로현장 

내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과 세부 규정을 포함하는 「근로현장 내 보건과 안전 

관리법(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 1999)」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특히 「근로현장 

내 보건과 안전관리법」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교직원은 학생이 처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학교를 포함하는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위

해 보건 및 안전 전담반(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

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HSE에서는 학교 내부에서의 활동뿐

만 아니라 교외활동에 대해서도 야외활동자격규정(Adventure 

Activities Licensing Regulation 2004)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

리하고 있다(HSE 2007). 야외활동자격규정은 18세 이하의 학

생들이 이용하는 동굴탐험(Caving), 등반(Climbing), 산행

(Trekking), 수상스포츠(Watersports)를 위한 시설 및 운영

자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자격부여기관(Licensing 

세계의 교육 주요 선진국의 안전교육 정책과 운영실태

18.7%

43.6%

27.5%

10.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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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y)은 최초 자격부여, 리모델링 등에 의한 변경 시 자격

부여를 위해 관련전문가들과 함께 치밀한 검사를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게 된다(표 1). 

<표 1> 동굴탐험분야 그룹지도자 및 기술전문가 자격조건

위험수준 그룹지도자 기술전문가

18미터가 넘는 코스가 

있는 동굴 및 광산 탐험

CIC holder

(S/NVQ Level 4)

CIC holder

(S/NVQ Level 4)

18미터 이하의 코스가 

있는 동굴 및 광산 탐험

As above, 

or LCMLA Level 2

(or S/NVQ Level 3)

As above

평탄한 동굴 및 광산 탐험

As above, 

or LCMLA Level 1

(or S/NVQ Level 2)

As above

단순한 관광수준
As above, Depending 

on level of activity
As above

영국의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앞에서 언급된 법령들에 의해 주

요한 장소마다 화재감지시스템(Fire Detection System) 및 소화

기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특히 소화기의 경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유통기한, 충전량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각 층별 및 실별로 화재 시 피난행동 지침(그림 7)을 

배치하고 3주에 1회 정도 사전 통보 없이 화재경보기를 작동 

하여 학생들이 사전에 지정된 집결장소(그림 8)로 모이게 

하도록 한다. 화재경보기의 작동은 정해진 교직원이 아닌 

불특정 교사가 교장과의 협의를 통해 조작하며, 학기 초 

신입생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훈련과 관계없이 집중적인 

지도를 통해 숙달되도록 지도한다.

3. 일본

일본은 「학교교육법」을 통해 교육과정 중 체육 및 보건수업을 

통한 안전교육,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안전교육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학습지도요령」에서 

과목별로 보다 구체적인 학교안전관련 지도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과목에서는 지구내부 에너지에 의한 

변동에 대한 이해, 지리과목에서는 자연환경의 특색과 

자연재해와의 관계 등을 학교안전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이덕난 외 2013).

“학교보건법 <학교안전계획의 책정 등> 제27조 : 학교에서는 

아동 학생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 학교의 시설 및 

설비의 안전점검, 학생 등에 대한 통학을 포함한 학교생활 기타 

일상생활에서의 안전교육, 직원교육 기타 학교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일본 문부과학성은 관련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교육자료들을 배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3년 발간된 「학교 

[그림 5] 소방설비 시스템

(Watford Grammar School for Girls, UK)

[그림 6] 소화기

(Watford Grammar School for Girls, UK)

[그림 7] 피난행동 지침

(Mill Hill School, UK)

[그림 8] 피난 집결 장소 표시판

(Mill Hill School, UK)



| 교육개발 2014 가을38

세계의 교육 주요 선진국의 안전교육 정책과 운영실태

방재를 위한 참고자료 -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방재교육의 

전개」에서는 교육과정에서의 방재교육을 과목별로 제안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방재교육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 

급에 따른 방재교육의 예를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언급하고 있다(일본 문부과학성 

2013a). 

학교시설은 기본적으로 지진, 화재 등의 재난발생 시 

피난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는데, 특히 지역거점 

학교에는 일정기간 생활이 가능하도록 음식창고를 두어 

비상식량을 비치하고 지자체에서는 유통기한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식량을 교체하고 있다. 

또한 [그림 10]과 같이 재해 발생 시 비상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맨홀과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벤치(그림 

11) 등 비상용 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위와 같은 시설은 재난 

발생 시에만 활용되지 않고 [그림 12]와 같이 실제 재난 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재난훈련 시 실습내용에 포함된다(일본 문부과학성 2013b).

[그림 9] 유치원의 방재훈련 자료 예시

Ⅲ. 시사점

1. 교육과정에 활용 가능한 안전교육 매뉴얼 개발 

미국, 영국, 일본은 안전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있다. 해당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단순히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벗어나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 교육재료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국내 여러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지나치게 

일반적인 내용들을 제공하거나 연령에 부합되지 않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교육의 최종목적은 학생들에게 

획일화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각 재난유형의 

특성을 이해하여 실제 발생된 재난에 따라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므로 보다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  학교 주변 통학로에서 주거·상가·강변 등의 이미지를 제시한

다. 장면을 기억하기 쉽도록 미리 학군그림도 준비하고 이미지

의 위치를   적어 둔다.

○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를 가정하고 각각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를 예상하는 말을 한다

[그림 10] 재해 시 비상화장실 맨홀

(쥬쥬후지미중학교, 일본 도쿄)

[그림 11] 화로용 벤치

(쥬쥬후지미중학교, 일본 도쿄)

[그림 12] 맨홀 화장실 설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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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재난발생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학생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교육자료의 

개발도 시급하다.

2. 시나리오 기반의 다양하고 현실적인 훈련 실시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위에서 조사된 것과 같이, 

선진국과 국내 안전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전교육의 실제 

실행 수준이다. 위급한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시나리오를 감안한 실제와 

같은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현실감 있는 훈련을 

위해서는 단순한 시청각교육을 벗어나 직접 체험해 보는 현장 

체험형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특별한 

제도나 장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환경 속에서 최대한 

발생 가능한 재난의 유형을 상상해 보고 불시에 시나리오를 

작동시켜 학생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재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위한 지원체계 

위와 같이 수준 높은 매뉴얼의 적용과 현실적인 훈련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컨설팅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재난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 전체적인 

관리를 위임하는 것은 다양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화재, 지진, 보안, 교통 등 주요 

안전영역별로 전문자격제도를 신설하여 학교의 요청에 따라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경우 국가정책이 

보다 신속하게 학교현장에 정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뉴욕시와 같이 교육청별로 다양한 안전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트레일러 형태의 안전교육장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특히 재난체험시설이 취약한 지역은 다수의 학생들이 

이동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동식 안전교육장은 

안전교육에 대한 기회를 넓히고 보다 적극적인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4. 교원양성과정에서의 안전교육교과 신설 

안전의식이 단기간에 형성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안전의식의 보유를 전제로 하는 안전교육은 더욱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 대학원, 

각종 연수회 등 교원양성과정에서의 안전교육교과의 신설은 

장기적으로 안전교육 측면에서의 국가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교사의 안전교육 전문성을 강화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학교현장의 안전교육을 통해 교사로부터의 혁신적인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이 개발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이상적이고 

능동적인 안전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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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정영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연구실 실장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금번 교육과정 개정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표방하여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의 정책적 기본 방향으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창의·융합 교육, 핵심역량 반영 

교육과정, 학생중심 교육과정 등을 들 수 있다(이광우 외, 

2013: 4-6). 교육과정 개정은 금년 9월에 총론의 기본 골격이 

발표되고 이를 기반으로 교과 등 각론의 개정작업이 착수되어 

내년 하반기에 고시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이번 교육과정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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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 기본 방향에 나타난 정책적 사항과 관련하여 외국의 

교육과정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의 핵심역량 반영 교육과정의 동향과 미국 및 각국의 

교육과정 동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Ⅰ. 핵심역량 반영 교육과정 설계

학교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학습자의 전체적인 능력을 

단편적인 지식 및 기능보다는 ‘역량(competency)’으로 정의하고 

이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설계가 국제적으로 보급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역량을 반영하는 또는 역량을 기반으로 교육과정 

설계의 보급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은 OECD의 DeSeCo 프로젝트

(1997∼2002)에서 제시된 ‘핵심역량(Key Competency)’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PISA 및 PIAAC 등의 국제조사에도 반영되어 

국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유럽연합(EU)에서는 

핵심역량을 독자적으로 정의하여 지역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틀로 삼았다(勝野頼彦外, 2013: 13).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표 1>에서 보는 국가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에서 핵심역량을 

반영하여 국가 교육과정을 설계하였거나 구상 중에 있다. 구상 

중에 있는 국가로 우리나라와 일본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하반기 고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과정 

개정작업에 반영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차기 

학습지도요령(學習指導要領)에 반영하고자 ‘자질·능력’이라는 

명칭 하에 검토하고 있다. 각 국가에서 교육과정 설계 및 구상에 

핵심역량을 반영하고자 할 때 먼저 검토되는 것이 <표 1>과 같이 

어떤 핵심역량을 표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방하는 핵심역량의 요소가 국가마다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DeSeCo의 핵심역량의 요소를 기준으로 각 국가가 

표방하는 핵심역량 요소를 분류하여 <표 1>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핵심역량’이라는 용어는 

DeSeCo에서 제시하는 ‘Key Competency’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주요국의 핵심역량 설정 비교
 

DeSeCo EU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퀘벡주)

용어
Key

competency
Key Key Skill General Key

Cross-
curricular

요소

상호
작용적
활용력

언어,
기호 활용

제1언어
외국어

의사소통 문해력

기억·
기호·
기능을 

사용하는 
능력

의사소통 
관련 역량

지식 및 
정보 활용

수학과 
과학기술의 

역량
수학의 응용 수리력

지적 역량
방법론적 

역량

기술 활용
디지털
역량

정보기술
정보

통신기술

반성적 사고력
(협동력)

(문제해결력)

학습
방법의
학습

사고기능
(협동력)
(문제

해결력)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

사고력

자율적
활동력

커다란
전망

진취적 
정신

기업
정신

문제해결
협동

윤리적
행위

자기
관리력인생설계와 

개인적
프로젝트

권리·
이해·
한계·

요구 표명
사회·
시민적 
역량

문화 인식과 
표현

개인적·
사회적 
역량

팀워크

타인과의 
관계

참여와 공헌

개인적·
사회적 
역량이질적 

집단에서의 
교류력

인간
관계력

다문화
이해

협동력

문제
해결력 

출처. 勝野頼彦外(2013)의 13쪽과 이근호(2014)의 4-5쪽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임

<표 1>에서 볼 때 많은 국가들은  DeSeCo의 ‘Key Competency’

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영국의 경우는 ‘Key 

Skill’, 호주(ACARA)는 ‘General Ca pabilities’, 캐나다(퀘벡주)

는 ‘Cross-curricula Compe tencies’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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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이 글에서 말하는 핵심역량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각 

국가에서 제시되는 핵심역량의 요소를 특정 기준으로 분류하기가 

용이하지 않지만 대체로 언어·의사소통 및 기술·정보, 사고, 

자기, 타인과의 관계 등으로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연계 과목(TU) ‘중국 문화와 언어 연구’의 핵심역량의 습득에 대한 사례

핵심역량
(key skills)

(습득했다는) 증거

정보처리

역량

학생들은 중국 문화 및 언어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로부터(의사소통, 

테크놀로지 포함) 정보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이 정보를 

기록하고 조직하고 요약하는 능력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

학생들은 중국 언어와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어떻게 문화가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토론할 것이다. 학생들의 창의성은 특히 미술, 음악, 음식 소재를 통해 

발견될 것이다.

의사소통
학생들은 중국의 이슈를 들어 쓰고 듣고 대화하는 데, 의견을 표현하는 

데, (중략)... 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타인과 같이

작업하기

학생들은 대화와 소집단 작업에 강조를 둠으로써 타인의 관점에 좀 더 

예민해질 것이다...(후략)

효율적인

사람되기

학생들은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며, 학급 활동과 소집단 학습 

경험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고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목표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후략)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시된 핵심역량의 요소들이 명확하게 상호 

배타적·독립적으로 형성되기 어렵고 일정 정도 중첩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각국에서 교육과정을 구상할 때 핵심역량을 

표방하고 반영하고 있지만 특히 교과 내용상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일랜드의 경우 핵심역량이 모든 교과에 스며들고 적용하도록 

하여, 교과 간 통합적인 연계가 되도록 하는 촉매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예컨대 <표 2>와 같이 고등학교 연계 학년

(Transition Year)에 적용하는 교과에서 5가지 핵심역량을 

적용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김진숙 외, 2013: 110-111). 또한 

<표 2>와 같은 아일랜드의 방식과는 달리 캐나다 퀘벡 주의 

경우는 연관된 핵심역량을 내용체계에 표시하여 교사들 과의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있다(이광우 외, 2013: 18). 이 방식은 

말하자면 각 교과의 내용 체계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영역별로 

해당 또는 관련된 핵심 역량을 기호로 표시하여 제시된 내용의 

영역에서는 어떤 핵심역량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각국에서 핵심역량을 표방하면서도 교과 내용상에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교과의 체계 및 계통에 따른 

내용 구성에 연계 성격이 강한 핵심역량을 반영하는 것 자체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핵심역량은 

교과의 내용 구성상보다는 교사의 수업 수준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표방하고 안내하는 방향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Ⅱ. 교육과정 공통 기준으로서의

     CCSS와 NGSS

구미의 학교 교육과정은 1980년대를 기점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변화는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School 

Based Curriculum Development)에서 국가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으로의 이동 및 강화이다. 국가 교육과정은 1980

년대에 들어서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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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프랑스 등과 같은 OECD 가입국 대부분이 특히 

의무교육 기간을 중심으로 모든 학생을 위한 ‘공통 교육과정

(common core curriculum)’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였다(Piper, 

1989: 3). 

미국의 경우 국가 교육가정의 움직임은 1991년 4월 18일 부시

(Bush) 대통령의‘미국 2000(America 2000)’에 의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미국 2000’은 20세기 미국 학교개혁에 관한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미국 학업성취도평가(American Achievement 

Test)’라고 하는 전국 단위의 시험을 개발하는 계획이 그 주요 

특징으로 들 수 있다(鄭栄根, 1999: 221).

이러한 국가 교육과정은 80년대 이후 소위 ‘기준 운동

(standards movement)’으로 이어졌고, 이 기준 운동은 PISA 

등의 국제학업성취도의 낮은 결과 및 주마다 다른 교육과정 기준 

통일의 필요성 등에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최근 

영어와 수학의 국가 공통 기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 

CCSS)이 2010년 6월에 발표되었다. 또한 미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학생의 학업성취도 증대, 최신 업무를 위한 기초능력과 

교육된 사회를 위한 과학 및 기술의 글쓰기 능력을 필요로 하는 

전 국가적인 요구 등으로 새로운 기준이 요청되었는데(곽영순 

외, 2013: 11), 이러한 국가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13년 4월 9일 

‘차세대 과학 기준(Next Generation State Standards, NGSS)’

을 발표하였다.

CCSS는 교과에서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알고 할 수 있어야 

할 것을 기준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목적과 기준 개발 

원리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즉 첫째,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명료하고 일관된 이해를 제공하여 교사와 

학부모들이 학생의 학습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며, 둘째, 대학에서 혹은 직장에서 성공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을 반영하면서 탄탄하고 실생활에 적절하게 설계하고, 셋째, 

이를 통해 미국의 학생들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온정덕, 2014: 53). CCSS의 이러한 목적 및 기준 

개발 원리 가운데 특히 주목 되는 것은 내용의 ‘엄격성(rigorous)’

의 강조이다. CCSS에서는 ‘엄격한 내용’이 강조되는데 이것은 

고등사고기능을 통한 지식의 적용을 포함시켜서 21세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제시된다(온정덕, 2014: 54).

교육과정 분야에서 적절성(relevance)의 태생이 ‘학습자’ 

측면에 중심을 두었던 것이라면, 엄격성은 ‘교과 학문’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엄격성은 교과의 개념 체계 및 절차·

방법, 적용에 부합되는 내용을 구성하여 교과를 교과답게 

충실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1990년대에 비롯된 미국의 국가 교육과정 공통 기준 운동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이광우 외, 2014a: 24). 

미국의 수학 국가 공통 기준 선정 원리에서 교과 내용의 

엄격성과 고차적 사고 기능을 통한 지식의 적용이 강조되고 

있는데, 엄격성은 주요 소제(topics)로부터 개념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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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ual understanding)와 절차적 기능과 유창성(proced 

ural skill and fluency), 적용(applications)이 동일하게 강조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김경자, 2014; 이광우 외, 2014a: 2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11).

NGSS의 기본적인 개념 틀은 물상과학, 생명과학, 지구 및 

우주과학, 공학, 기술 및 응용과학 등 네 가지 주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각 주제별로는 세 가지 주요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수행 기대(performance expectation)로 

학생들이 알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진술이다. 두 번째는 기초

(foundation)인데, 기초 항목은 수행 기대를 과학과 공학 실행

(Science and Engineering Practices), 학문적 핵심 아이디어

(Disciplinary Core Ideas), 연결 개념(Crosscutting Concepts) 등 

세 가지 차원과 관련되어 있다. 세 번째는 연관성(Connection)

인데, 같은 학년 수준의 다른 학문적 핵심 아이디어와의 연관성, 

학년 수준을 초월한 과목별 핵심 아이디어의 연관성, 공통핵심 

주정부 기준과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다(곽영순 외, 2013: 14). 

NGSS에 제시된 수행 기대와 실행, 핵심 아이디어, 연관성은 

특히 교과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시사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행 기대는 특히 국가 교육과정이 등장하면서 성취기준의 

제시 방식의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져 온 것인데, NGSS에서는 

아는 것을 적용하는 능력의 평가를 강조하기 위해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또한 수행 기대를 그것과 관련이 있는 영역과의 

통합성 속에서 제시하는 특징을 지닌다(백남진, 2014a: 104). 

학문적 핵심 아이디어는 핵심 지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적은 수의 

학문적 핵심 아이디어는 많은 수의 주제(topics)를 피상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방지하고 교사와 학생이 각 아이디어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과학과 

기술공학의 ‘실행(practice)’은 핵심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과학적 

탐구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용어에서 과정(processes)

이나 탐구(inquiry), 기능(skills) 대신 ‘실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과학적 탐구에 참여하는 것은 기능뿐 아니라 각 실행에 

구체화된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연결 개념은 과학과 기술공학의 전 영역에서 핵심 아이디어를 

통합하며 과학과 기술공학의 학문적 경계를 이어주는 것이다. 이 

연결성은 다른 말로 관련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크게 영역 

간 연결성과 지식 간 연결성이 있다(이광우 외, 2014a: 77-81). 

이러한 ‘연결성’의 개념은 CCSS에서도 보여 주고 있다. CCSS

에서 연결성은 ‘Coherence’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학년 

및 과정(courses)을 횡단 및 초월하여 사고하고 각 과정에서 

있는 주요 주제(topics)를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김경자, 2014; 이광우 외a, 2014: 2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11). 이러한 연결성의 개념은 학생들의 교과 계통적 학습과 함께 

교과 통합적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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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기본적 작업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로 

볼 때 교육과정의 핵심 과제는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교육내용 구성의 중심은 교과이다. 

80년대 이후 국가 교육과정이 강화되면서 교과내용 제시방식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성취기준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각 국가의 교육내용 구성 방식에 대해 <표 3>과 같이 요약하여 

설명해 볼 수 있다.

<표 3>에 나타나 있듯이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국가 

에서는 소수의 핵심개념을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국가에서는 기본 개념(지식)의 

이해와 탐구 및 문제 해결(기능)의 연결과 함께 영역 및 지식 

간의 연결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외국에서는 모두 고등사고 기능을 통해 아는 것을 적용하고 

문제해결을 하는 수행능력에 초점을 두고 이를 기준에서 

진술하고자 하고 있다.외국의 핵심개념은 특히 미국 NGSS

의 ‘학문적 핵심 아이디어’, 캐나다의 ‘기본 개념(fundamental 

concepts)’, 호주의 ‘근본 개념(overarching ideas’, 싱가포르의 

지식, 이해와 적용, 영국의 핵심 지식·핵심 기능 설정 등에서 

볼 수 있다. 예컨대 미국 NGSS의 물상과학(PS)에서는 물질과 

상호작용, 움직임과 안정성, 에너지, 파동과 정보 교환을 위한 

기술에의 응용, 캐나다의 경우 물질, 에너지, 시스템과 상호작용, 

구조와 기능, 지속가능성과 책무성, 변화와 계속성, 호주의 경우 

규칙성 및 질서와 조직, 형태와 기능, 안정과 변화, 척도와 측정, 

물질과 에너지, 시스템 등이 핵심개념으로 제시되어 있다(이광우 

외, 2014a: 33). 핵심개념은 빅 아이디어(big idea) 또는 큰 개념

(big concept)이라고도 칭하며, 전이가 높은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이광우 외, 2014b: 61), <표 3>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교과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핵심개념의 설정은 국제적 추세이기도 

하다.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커다란 추세로 ‘연결 개념’의 채택을 

들 수 있다. 이 연결성 및 관련성은 교과 간 및 영역 간, 지식 

간 등 분과주의 및 경계선이 명확한 교과 교육과정에서 종합적, 

통합적, 융합적 학습을 도모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주요국의 과학 교육과정 기준 제시 방식 비교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영국

교육과정

문서명
NGSS

The Ontario

Curriculum,

Grades1-8:

Science and

Technology

Australian

Curriculum

Science

Science

Syllabus

Primary

2014

Science 
programs of 

study : 
key stages

1 and 2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기준의 명칭 수행 기대
전반적/

구체적 기대
성취기준 학습결과 성취목표

기준 진술

형식

이해를

나타내는 

‘학생은

∼을 할 수 

있다’

학년이 

끝날 무렵,

‘학생은 ∼을

것이다’

∼을 하기

학생은

다음을 

학습해야

한다.

‘∼을 한다’

‘∼을 한다’

기준 관련

영역 명칭

• 학문적 핵심 

아이디어

• 과학과 

기술공학의 

실행

•연결 개념

• 기본 개념의 

이해

• 조사와 

의사전달  

기능 개발

• 사회 및 

환경과 과학

   및 기술

   공학의 연결

•과학의 이해

• 과학 탐구 

기능

• 인류의 

노력으로 

서의 과학

• 지식, 이해와 

적용

•기능과 과정

•윤리와 태도

•핵심 지식

•핵심 기능

지식/기능 등 

제시 영역

•지식

•기능

• 과학과 기술 

공학의 연결

•지식

•기능

•태도

•지식

•기능

• 과학의 본성 

및 이용

•지식

•기능

•태도

•지식

•기능

기준

진술문의

포함 요소

기준 관련 

영역을 각각 

구체화하고, 

각 기준 진술 

문에서 관련 

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제시

기준 관련 

영역을 각각 

구체화하여 

기준으로 제시

기준 관련 

영역을 각각 

구체화하여 

기준으로 제시

기준 관련 

영역을 각각 

구체화하여 

기준으로 제시

각 기준 

진술문은 목적

(지식)+동사로 

진술

출처. 백남진(2014b). 91. 이광우 외(2014a).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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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교육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동향

핵심역량에 대해서는 외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반영 

되었거나 반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이번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을 반영하는 

교육과정을 구상하는 것은 국제적 동향에 비추어서도 시의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동향에서도 나타났듯이 

핵심역량을 표방할 경우 핵심역량의 요소가 상호 배타적 및 

독립적인 성격을 지니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과도하게 범주화하여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과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교과의 체계 및 

계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내용별 관련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정도로 고려하고 교사의 수업 수준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상의 문제를 보다 명료히 하면서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착화된 우리나라 분과주의적 교과에 따른 지식편식의 

학습상황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및 창의·융합 교육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 교육과정에서 표방하는 문·이과 통합형 및 창의·

융합 교육, 핵심역량 등이 학교현장에서 실천되도록 하려면 특히 

교과 교육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이과 통합 및 융합, 핵심역량 하에서 종래의 분과적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지만 교육과정의 정치학적 

구도상 이러한 접근은 용이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종래의 교과선을 인정하면서 이번 교육과정에서 표방하는 

상기의 아이디어가 실천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요구된다. 

그 대안으로 이 글에서 살펴 보았듯이 미국의 CCSS 및 NGSS

를 비롯하여 각국의 교육과정 설계에서 도모되고 있는 ‘핵심 

개념’과 ‘연결 개념’을 가져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교과의 계통적 학습을 기하면서도 교과 간의 융합·연계를 

도모하여 학교현장에서 융합 및 통합, 핵심역량 수업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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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박은경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류협력실 연구위원

오늘날 우리는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국가 간 경계가 

무색한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교육 또한 더 이상 한 국가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각국의 교육정책은 국제 

교육동향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결정된다. 또한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의 국제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과 교수, 연구자의 교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교육의 

세계화와 관련하여 국제기구는 범국가적인 단체로서 세계 

각국의 교육발전을 지향하며 범국가적 교육의제를 설정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국제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교육 연구 및 사업을 파악하는 것은 국제교육 동향을 

국제기구들의
교육 관련 연구 및 사업 활동 현황

WORL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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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첫 걸음이 된다. 또한 국제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비교연구들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교육현황을 파악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으며 각국의 교육경쟁력을 가늠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 실제로 세계화 시대의 교육 국제경쟁력이 강조되면서 

국내 교육분야 연구기관들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APEC, IEA, OECD, UNESCO, 

World Bank(이상 알파벳 순)을 중심으로 각 국제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교육 관련 연구 및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I. APEC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은 유럽연합을 비롯한 지역별 경제 블록 

형성에 대응하기 위해 1989년에 창설되었으며,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번영을 미션으로 

삼는다. APEC의 교육 관련 연구 및 사업은 1990년에 창설된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Human Resource Development 

Working Group, HRDWG)에서 담당한다.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의 미션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웰빙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있다.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은 하부조직인 교육네트워크 

(Education Network, EDNET), 역량개발네트워크(Capacity 

Building Network, CBN), 노동 및 사회보호 네트워크(Labour 

and Social Protection Network, LSPN)을 통해 교육 관련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네트워크

APEC 회원국 간 효과적인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을 지향하며, 사회적, 개인적,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수학·과학·언어·문화 교육, 교육 협력, 기술 및 

직업 교육, ICT, 교원의 질이다. 현재 수행 중인 대표적인 연구 

및 사업은 아래와 같다. 

가. 국경 없는 교육(Cross-border Education, 2013) : 호주의 

주도 하에 지역 내 대학협력체들이 모여서, 국경 없는 교육을 

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대학 간 학점인정, 

자격 인정, 학술 교류 등을 통해 학생과 교수의 교류를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나. 재난대비 교육(화재 및 화산폭발을 중심으로)(Emergency 

Preparedness Education: Focus on Fire and Eruption, 2013) 

: 3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쓰나미, 지진, 태풍, 홍수, 

돌풍, 화재, 화산 폭발 등의 재난에 대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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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업훈련을 위한 협력사업(Cooperation Alliance for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Caeer and Technical Education, CTE) : 기술 및 직업훈련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APEC 회원국을 넘나드는 

학습체제를 개발하고 직업훈련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2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을 개발한다.

2. 역량개발네트워크

조직적 역량개발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을 목표로 한다. 

현재 수행 중인 대표적 연구 및 사업인 APEC 고등교육 

연구센터(Higher Education Research Center, 2014)는 

중국에서 제안한 것으로, APEC 지역 내 대학의 연계 및 협력을 

도모한다. 고등교육연구센터에서는 고등교육 이론, 체제, 정책, 

현황 등을 연구하고, APEC 회원국의 고등교육 개혁 및 개발을 

위한 자문을 제공한다. 

3. 노동 및 사회보호 네트워크

역량불일치(skill mis match), 투자, 인구변화, 실업, 청년 

및 여성의 노동 및 사회 참여에 관심을 갖는다. 현재 수행 중인 

대표적 사업으로는 APEC 기업연계 직업훈련사업(Vocational 

Training Project in Cooperation with Enterprise)을 들 수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 내 일본 기업과 연계하여 기초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참여국의 인적자원개발을 돕는 사업으로, 훈련을 

통해 참여자들의 지식과 기술 수준을 높임으로써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들은 

주로 지역의 기업체에 고용되거나 개별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 사업은 1996년에 시작하였으며, 2013년 3월을 

기준으로 16,000명 이상이 참여하였다. 대상국은 APEC 회원국 

중에서 매년 선정되며, 2013년의 경우 베트남과 칠레에서 

사업을 실시하였다. 

Ⅱ. IEA

IE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는 여러 

국가 간 교육제도를 비교하고 각국의 교육경쟁력을 가늠하기 

위해 1959년에 설립된 평가기구이다. 대표적인 학업성취도 

비교연구로는 수학 및 과학능력을 측정하는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와 읽기능력을 

측정하는 PIRLS(Progress in International Reading Literacy 

Study)를 꼽을 수 있다. 

1. TIMSS : 1995년부터 매 4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만 

9세(초4)와 13세(중2)를 대상으로 수학과 과학성취도를 

측정하고,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참여국에 

제공한다. 

2. PIRLS : 2001년부터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만 9세(초4)를 대상으로 읽기성취도를 측정한다. 2011년의 경우 

60개국이 TIMSS에, 45개국이 PIRLS에 참여하였다. 이외에도 

IEA에서는 ICCS, TIMSS Advanced, ICILS, TED-M과 같은 

국제비교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3. ICCS(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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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Study, 국제시민교육연구) :  2009년에 

처음 실시된 것으로, 38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청년들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조사하였으며, 

2016년에 후속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4. TIMSS Advanced 2008 : 1995년에 TIMSS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을 대상으로(10개국만 참여함)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수학 

및 물리 성취도를 평가하였다. 2015년에 TIMSS Advanced 

2015가 시행될 예정이다.

5. ICILS(International 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 Study) : 2010년에 처음 제안되었으며, 분석틀 및 

도구개발, 예비조사를 거쳐 2013년에 만13세(중2)를 대상으로 

컴퓨터 기반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컴퓨터 사용능력 및 이해도를 

측정하였다.

6. TEDS-M(Teacher Education and Development 

Study in Mathematics) : IEA 연구 중 유일하게 고등교육 

수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로, 17개국을 대상으로 초·중등 

수학교사를 양성하는 정책,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한다. 

Ⅲ. OECD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는 1961년 유럽 및 북미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통해 세계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아시아 국가를 포함하여 

34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OECD는 1970년대에 

교육이 각 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교육정책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현재 교육 

관련 연구 및 사업은 교육기술국(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Skills)에서 담당한다. OECD 교육기술국이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교육 분야 연구 및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 매 3년마다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고 성취도와 관련 있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각국의 

교육시스템을 평가한다. 현재 7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 교수·학습국제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 : 중학교 교사와 학교장을 

대상으로 근무여건, 학습 환경, 교사양성, 교사 전문성, 교사 

평가, 학교 문화, 학교장 리더십, 교육신념, 교수법 등에 대해 

조사한다. 2013년 기준 33개국이 참여하였다.

3. 교육체제지표(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 

세계의 교육 국제기구들의 교육 관련 연구 및 사업 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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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S) :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교육통계 및 관련 지표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산출물로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가 있다. 

4.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 AHELO) : 대학교육을 

통해 개발된 대학생의 인지적 능력을 측정·평가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현재 OECD 주관으로 AHELO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연구(Feasibility study)가 진행되고 있다. 

5. 국제성인역량비교(Programme for the Inter 

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 : 16~65세 성인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21세기 성인 역량(인지능력 및 

직업능력)을 측정하고 국가 간 비교한다. 

6. 교육과 사회적 진보(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ESP) : 2011년부터 인지 및 비인지 역량 측정을 

위한 도구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 종단연구를 

통해 인지 및 비인지 역량의 형성 과정, 그 역량이 사회적 

진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책연구, 

데이터 수집, 워크샵,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유아교육·보육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Starting Strong Network, 회원국 

들의 교육발전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PISA에서 우수한 

성취나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는 국가들의 교육성공사례 및 

교육정책사례를 공유하는 사회 성장 및 발전 사례(Education 

Growth and Progress of Society), 직업교육 및 훈련에 

대한 연구(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1세기에 

필요한 역량을 분석하고, 역량개발 및 활용 방법을 연구하는 

OECD 스킬 전략보고서, 오늘날의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학습환경을 조사하고 국제 비교하는 혁신적 학습환경 

프로젝트(Innovative Learning Environments), 교육정책 

개혁사례를 비교·분석하는 교육정책 아웃룩 시리즈(Education 

Policy Outlook), 학교시설 및 환경과 교육성과 간 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효과적인 학습환경 센터(Centre for Effective 

Learning Environment) 등 다양한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Ⅳ. UNESCO

UN(United Nations, 유엔) 전문기구 중의 하나인 

UNESCO(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agnization, 유네스코)는 세계평화, 빈곤퇴치, 

상호문화교류에 이바지하기 위해 1945년에 설립되었다. 

UNESCO의 교육국은 모두에게 교육기회가 제공되는 

학습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UNESCO가 주로 관심 갖는 교육분야는 평생교육, 문해교육, 

교원, 노동시장에서의 역량, 교육발전, 여성 교육,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보건 교육, ICT, 민주주의와 시민 교육, 평화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다. UNESCO의 교육 관련 대표적 

연구 및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 : 빈부· 

지역 격차 혹은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기초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의제이다. 2000년 세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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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세네갈 다카르)에서 2015년까지 달성할 6개의 구체적 EFA 

실천목표를 설정하였다(영유아 보육 및 교육 확대, 초등교육의 

보편화, 청년과 성인의 학습 및 기술 증진, 성인 문해율 

증진, 교육기회의 양성 평등, 교육의 질 향상). UNESCO는 

EFA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EFA 글로벌 모니터링 

보고서(EFA Global Monitoring Report)를 매년 발간함으로써 

각국의 EFA 목표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장애요인을 파악한다.

2. Post-EFA 의제 발굴 : EFA의 구체적 실천목표 달성기한인 

2015년이 다가옴에 따라 UNESCO는 EFA 이후의 교육의제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UNESCO는 교육의 양적 

증대에서 더 나아가 질적 향상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 한국(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세계교육포럼에서 EFA 

이후의 교육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3. 역량강화를 위한 문해교육(Literacy Initiative for 

Empowerment, LIFE) :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문해율이 

50% 이하이거나 비문해 인구가 천만명 이상인 국가 35개를 

선정하여(아프리카 18개국, 아랍연합 6개국, 아시아·태평양 

9개국, 중남미 2개국) 참여국의 문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에이즈예방교육(EDUCAIDS, Global Initiative on 

Education and HIV/AIDS) : UNESCO 주도 하에 10개의 

UN 전문기구와 협력하여, 세계 각국이 에이즈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여성 교육(Better life, better future) : 2011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여성 청소년의 학교교육 중도탈락률을 낮추고, 

여성의 문해율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양성평등을 통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6. UN 사무총장 주도 교육우선사업(Education First, 

the UN Secretary-General’s Initiative, GEFI) : 

UN 사무총장 주도하에 2012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학습의 질을 높이며,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범세계적 교육목표를 

달성하고자 지원한다. 

7. UNESCO 협동학교 사업(UNESCO Associated 

Schools Project Network, ASPnet) :  평화와 인권, 

국제이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UNESCO의 이념에 기반한 

국제학교 네트워크로서, 학교교육을 통한 국제협력 및 평화의 

문화 증진을 위해 1953년에 출범하였다. 협동학교는 UNESCO 

연계 활동과 실험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으로써 UNESCO 

설립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 교육 방법론, 교육 

자료의 개선에 기여한다. 현재 180개국, 약 9,900여 개의 

교육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세계의 교육 국제기구들의 교육 관련 연구 및 사업 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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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세계은행)는 세계대전 이후 세계 여러 나라의 

재건과 발전을 돕기 위해 1944년 설립되었으며, 오늘날은 

이에 더해 세계의 빈곤을 완화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삼고 

있다. World Bank가 가장 주력하는 교육분야는 ① 초등학교 

졸업률 ② 중·고등학교 입학률 ③ 초·중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이다(World Bank, 2012). World Bank는 각 분야에 

대해 2010년부터 매년 연차보고서에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각 목표의 달성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World Bank는 다른 

국제기구와 같이 반복적으로 국제비교 연구를 수행하기 보다는, 

재원과 지식, 그리고 경험을 토대로 각국의 필요에 따른 교육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World Bank가 교육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기본전략은 각국의 교육시스템을 

강화하고 World Bank 내 지식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World Bank, 2011). 

1. 교육시스템 강화 :　World Bank는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각국의 교육 시스템 개혁을 지원하고 결과적으로 

학습성과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2. 지식기반 시스템의 구축 : 성공적 교육개혁과 효과적 

교육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실제 교육 정책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World Bank는 세계 각국의 

교육시스템을 분석하고, 효과적 교육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전략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교육개혁의 지침이 될 평가 

및 벤치마킹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각국의 정책결정자 혹은 

교육관계자들이 지식기반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관련한 World Bank의 대표적 교육 분야 연구 및 사업은 

다음과 같다. 

3.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 World Bank는 

UNESCO와 마찬가지로,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MDGs 

교육분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World Bank는 2010년 MDGs 회담에서 2011년에서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교육분야 MDG 달성을 위해 기초교육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할 것을 약속하였다. 실제로 World Bank는 

기초교육 목표달성을 위해 재정 투자는 물론, 정책적 자문, 

기술적 지원, 지식 및 경험 공유 등을 아끼지 않고 있다. 

4. 교육성과 평가 및 벤치마킹(SABER: System 

Assesment and Benchmarking for Education Re-

sults, SABER) 사업 : SABER 사업을 통해 세계 각국의 

교육시스템에 관한 정책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학습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정책 및 제도를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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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윤기
안산송호고등학교 교감

자유로운 영혼을 키우는
‘카이로 한국국제학교’

2014년 세계수학자대회가 서울에서 8월 13일 열렸다. 4

년 마다 열리는 수학올림픽으로 불리는 이날 행사에서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 수상자들의 공통된 지적이 

수학을 즐길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수학 포기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수학은 즐기는 과목이 아니라 어렵고 

머리 아픈 과목으로 인식될 뿐이다. 그렇다고 한국 수학이 

밑바닥이라는 말은 아니다.  20세 미만 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에 1995년 참가한 이래, 한국 성적은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12년엔 1위, ’13년에는 2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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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등 오히려 해외에서 수학 강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올림피아드에선 세계 최강국이지만, 학교 교육에선 수학 

포기자가 늘어나는 현실은 소득 양극화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듯이, 

심각한 수학교육의 양극화가 아닐 수 없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제풀이 방식을 유도하기보다 반복적인 단순 문제풀이와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도록 만드는 문제풀이 기계로 만드는 

교육이 문제라는 것이다.

“좋은 대학을 보내려면 수학을 잘해야 하고, 좋은 직장은 

잡으려면 영어를 잘해야 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성이 

좋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궁극적으로 인성이 중요함을 

말하는 것 같지만, 당장 눈앞에 놓인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 

수학을 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이처럼 우리의 수학교육이 

대학 진학의 도구로서 자리매김 되기에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지루하고, 재미없고 하기 싫은 과목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세계수학자대회에서 수학천재들이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도록 

하고 싶으면 호기심을 죽이는 문제풀이 중심의 수학교육부터 

바꿔야 한다.”라는 지적을 실천하는 나라가 있다.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의 나라 이집트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 이집트 

고대문명의 발상지로서 이집트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지중해와 홍해를 연안으로 동쪽으로 가자지방과 이스라엘, 

서쪽으로 리비아, 남쪽으로 수단과 인접된 나라다. 나일강이 

남쪽으로부터 지중해를 향해 북쪽으로 흐르기에 대부분의 

거주지가 나일강을 둘러싸고 있다. 역사학자 헤로도투스의 

말처럼 나일강이라는 신의 축복을 받은 이집트는 BC 3000~2700

년경 성립되어 발전해 왔다. 1882년 수에즈 운하 보호를 명분으로 

영국의 지배를 받기도 했지만, 1922년 독립되었다. 현재 정식 

명칭은 이집트 아랍공화국(Arab Republic of Egypt)이며 수도는 

카이로다. 16세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으나 지금은 

약 8천 4백만명 수준이다. 이집트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산업으로는 농업부문에선 옥수수, 사탕수수, 밀, 쌀 등을 연간 2

모작 또는 3모작으로 재배한다. 농업과 함께 석유자원도 이집트 

경제의 한 축으로 최근 정유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이집트는 

인구의 90%가 이슬람교도로 알려져 있으며, 전국 각지에 세워진 

이슬람 사원만큼 하루 다섯 차례의 예배와 라마단(斷食月) 준수, 

남녀동석금지, 남성중심의 문화 등 생활 곳곳에 이슬람 종교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란(Quran)이란?

코란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계시 받은 알라(Allah)의 메시지를 

기록한 것으로 신앙편, 봉사편, 거래편, 도덕편, 처벌편 등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생활뿐만 아니라 결혼, 상속, 성지순례 의무 등 생활 전반의 지침을 제시 

하는 이슬람교의 경전이다.

한국과는 1995년 수교를 시작하여 ‘97년 투자보장협정, ‘98

년 무역협정 등을 통해 ‘99년 과학기술양해각서, 외교연구원간 

협력의정서 및 원자력협력의정서에 서명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되는 추세다.

  

이집트 교육체계와 수학교육

이집트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9년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구의 상당수가 문자해독능력이 부족하다. 

3,000년 전에도 문자를 사용해 세계 최고(最古)의 문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집트에 문맹률이 높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이집트 교육 체제는 중앙집권적이며 학교제도는 크게 

국립학교와 사립학교로 양분된다. 국립학교의 경우 초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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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까지 전적으로 국가가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 초등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일반 대학교 4년, 공과대학교 및 

약학대학교, 법과대학교는 5년, 의과대학교는 7년의 수학기간을 

정해 놓고 있다. 그 외에 알 아즈하르(Al-Azhar)로 불리는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있다. 알 아즈하르는 

일반교육기관과 똑같은 수학기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만, 

주로 이슬람 문화와 역사, 종교 등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교육내용을 가지고 있다. 알 아즈하르도 국립학교처럼 무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집트의 수학교육은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한 측량술과 

관련이 깊다. 헤로도투스가 『역사』에서 “왕은 모든 이집트인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그 토지로부터 얻은 수확에서 세금을 거두어 

들였으나 나일강의 대홍수로 땅이 황폐해지고 구분이 없어지면 

왕은 다시 토지를 측량하고 세금을 조정하였다.”라고 밝힌 것처럼 

사각형뿐만 아니라 ∏(파이)의 개념이 없을 때 원형의 땅 면적을 

구하고, 세금으로 쌓아놓은 농산물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일찍부터 발달한 곳이다. 또 기원전 2,500년 전에 

세워진 피라미드가 아직까지 건재한 것도 그 바탕에는 수학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피라미드를 건설한 노동자들의 

식량을 분쟁 없이 배분할 수 있었던 것도 분수의 개념을 일찍부터 

활용했기 때문이다. 분수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빵 9개를 10명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것이 그 당시로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처럼 이집트에서 수학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 왔고 오늘날까지 그 전통은 이어지고 있다. 

사막에 핀 꽃 카이로 한국학교

이집트 내 한국교민과 한국정부의 후원을 바탕으로 1979

년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학교로 가장 먼저 문을 연 카이로 

한국학교는 대사관의 부속건물에서 출발하였다. 당시 한국과 

이집트는 국교를 수립하기 전이었지만, 교민들은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인으로서 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국학교 

건립에 온 힘을 기울인 결과였다. 그 후 1980년에 당시 문교부 

정식 인가를 받고 2000년 9월 뉴카이로 지역으로 교사를 이전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카이로 한국학교를 거쳐 간 학생들만 

1,500명이 넘을 정도로 동포교육에 큰 역할을 해왔는데, 이러한 

성과 뒤에는 한국 정규 교육과정의 운영과 함께 영어, 아랍어 등 

외국어 교육도 함께 힘쓴 결과다. 

카이로한국학교는 “바른 심성을 갖추고, 스스로의 능력을 

계발하여 미래를 가꾸는 세계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육성”이라는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카이로한국학교 고현석 

교장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3년 한 해 동안 전교생 

건강검진, 신체발달검사, 줄넘기 급수제, 동요 뽐내기 대회, 

종합학습보고회, 주 3시간 예술적 감각 계발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등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전교생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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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심을 기르고 함께 자라는 형제와 같은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1박 2일의 뒤뜰 야영도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20여 명은 한국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행사지만 해외에선 생소한 구호 만들기, 잠행, 촛불의식 

및 부모님께 편지쓰기, 미션 수행, 장기자랑 및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야영활동에 참여한 김은설 학생(여, 5학년)은 “음식을 준비하고 

모두가 함께 잠을 자면서 동생을 얻은 것 같았고, 촛불의식을 

통해 타국에서 고생하시면서 우리를 길러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이 들었다.”며 이번 야영활동이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심성을 순화하고 평생 음악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격월제로 열리는 소음악회는 학생들이 무엇보다 좋아하는 

행사다. 평소 배운 악기 실력을 드러내며, 틀리고 매끄럽지 

않아도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이 행사를 통해 많은 

아이들은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학교장은 말했다. 안동균 학생

(남, 3학년)은 “많이 떨리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연습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연주가 끝나고 나니 마음이 너무 가볍고 다음에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연주를 들은 이강산 학생(남, 6학년)의 어머니는 “한국학교에서 

꾸준히 가르쳐 준 덕분에 우리 아이의 실력이 계속 늘고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만족해 했다. 그 외에도 카이로 한국학교는 

한국과 달리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의 다양한 활동지원을 

위해 월별 도서 행사, 과학행사 주간 운영(카이로뉴턴대회), 

한국의 한자급수능력 검정시험, 교과서 등과 연계한 학년 통합 

한자 급수제 운영, 한컴타자연습 프로그램을 활용한 한글 · 

영어 타자 급수제도 실시한다. 

학부모들이 무엇보다 만족해 하는 것은 외국어 교육이다. 

해외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영어와 아랍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도록 저·고학년으로 구분하여 주 10시간의 영어 

수업과 주 1시간의 아랍어 수업에 큰 만족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속에 세계인으로 

육성되도록 정체성 교육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나는야 한국인 

대회, 정음캠프, 태권도교실, 풍물놀이, 여름방학 때 운영되는 

풍물, 우리 역사 알기, 전통놀이, 독서’ 등도 학생들에게 어휘력 

신장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고현석 교장은 

말했다. 

사막의 모래를 옥토로 

사막의 모래가 옥토로 바뀌는 것이 단기간에 되지 않는 

것처럼, 카이로 교민들로부터 학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고현석 교장은 재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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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재학생만을 교육대상으로 여기는 것에 비해 카이로 

한국학교는 졸업한 아이들까지 토요학교를 통해 한국어, 문학, 

한국사, 수학 등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전년 대비 학생은 6.25% 증가했고 만족도는 89.48%

를 기록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 

다니는 것을 무척 즐거워한다. 부모로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만족하며 무엇보다 아이를 학교에 믿고 보낼 수 있어서 좋다.”며 

카이로한국학교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표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과정을 마친 후 국제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이 상급학교에서 영어로만 진행하는 수업에 

연착륙하기 위해선 영어수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학부모들은 

말한다. 아직 학부모들의 요구를 100% 만족시킬 순 없지만, 

학생들이 요구하는 충실한 한국 정규 교육과정의 운영과 함께 

상급학교에서 요구하는 영어영역의 강화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랍어의 기초를 닦아주는 방안에 대해 끝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학교 측은 말했다. 모래가 옥토로 바뀔 때 

새싹이 자랄 수 있듯이 학부모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카이로 한국학교가 나일강처럼 큰 자취를 남기는 날을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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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국-세계은행
국제교육심포지엄 개최 의미와 전망

Ⅰ. 서 론 : 교육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모색

한국은 1960~70년대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을 주도함으로써 

세계가 주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는 식민지 

경험을 가진 개발도상국 지위를 벗어나 21세기 최초의 수원국 

출신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정도로 국가 위상이 높아졌다. 이미 한국의 교육은 PISA

를 비롯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글로벌 사회에서도 핵심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14 한국 -세계은행 국제교육심포지엄 개최 의미와 전망이슈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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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성공요인과 교육정책 모델에 대한 

확산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육에 관해 ‘지나친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 

바, 우리 교육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강점은 적극 홍보하고 

취약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교육은 창의성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를 둘러싼 

학습생태계를 통해 다양한 교육주체 간의 지식, 역량, 태도를 

길러야 한다. 특히 학교교육은 평생학습을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하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 등의 핵심역량을 길러 주어야 

한다. 글로벌 교육은 세계 시민이 공유해야 할 핵심가치로 

개방, 소통, 협력, 참여 등을 강조하며, 핵심역량으로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 등을 초점에 두고 있다. 미래사회에서 교육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문제해결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높이는 방향으로‘창의성’중심의 교육문화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제안한다.  

현재 우리 교육은 기존의 교육체계를 탈피하여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 창조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요청하고 있다. 창의인재가 가진 역량을 발현하려면 지속적인 

교육혁신을 통해 개인의 창의성이 국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기반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미 선진국은 21세기형 창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실천 사업을 통해 교육 시스템의 총체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은행은 글로벌 사회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선진국의 교육혁신 동향에 주목한다. 

세계은행은 한국교육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여 교육혁신 

전략을 연구하고, 이를 글로벌 교육 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전문 교육연구자로 구성된 

연구진은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교육혁신을 위한 콘텐츠와 

전략을 발굴하고자 한다. 이 연구 성과는 2014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한국-세계은행 국제교육심포지엄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7개월 여 기간 동안 본 연구진과 세계은행 측은 한국의 

교육혁신을 위해 중요한 글로벌 교육콘텐츠, 주로 창의성과 

관련된 내용을 공동으로 검토하였다. 양측 연구진 상호간의 

견해에 기반을 둔 창의성과 교육혁신 등에 대해 밀도 있는 

의견 교환을 나눈 바 있다. 한국교육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도 

이루어졌고, 세계은행 측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혁신 사례 등도 제공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교육혁신을 위한 목표와 기초 전략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글로벌 시각에서 보는 한국교육 진단 

1. ‘창의성’과 ‘혁신’을 강조하는 세계 추세 

미국의 유셔프(Shahid Yusuf)는 창의성을 확대함으로써만 

혁신이 달성된다는 전형적인 양자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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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00년대 이전까지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 주로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였다면, 2000년대 이후로는 기술, 혁신, 효율성 

등이 생산성을 확산시키는 필수요소라고 보았다. 지난 1세기 이상 

인류경제 및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한 것이 과학기술이며, 이는 

현미경, 스캐닝 기술, 수학 등의 원리를 활용하여 슈퍼 컴퓨터를 

만들어낼 정도로 다양한 상상력과 기술을 결합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혁신을 촉발하는 요인은 당면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자체, 또는 교육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 

공교육체제를 완성하는 국가 성장전략에서 출발한다. 세계은행 

측은 혁신을 추진하는 동력이 문화, 인적자원, 공공정책, 제도, 

도시와 시장경제, 혁신촉진자(Enablers), 기업 등 7대 요소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 중에서 문화와 인적자원은 창의성을 창출하는 

기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북유럽 지역의 스웨덴, 

핀란드 등은 국가 경쟁력지수가 높으면서도 지속적으로 혁신과 

창조활동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비슷한 경쟁력 지수를 가진 

스위스보다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인도는 

인구대국으로서 잠재적인 성장동력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아동 중의 약 50%가 현재 영양결핍 상태로 보고된다. 

심리의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유아기 시절의 충분한 영양 

공급은 지적·정서적 측면의 사회성과 인성 함양에 결정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런 면에서 인도의 부실한 복지정책은 향후 

10년 이상 인적자원 관리정책 측면에서 상당히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반적으로 혁신적인 사회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면,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국가성장동력은 

질 높은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성, 사회적 소양능력 

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은행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미래 성장동력을 점검할 때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강력한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를 완화하고, 고등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전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산업역량을 개척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정부 공공정책으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연구 및 기술자 중심의 창조경제를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고등교육 혁신이 필수적인 과제로 요청되고 있다. 

미국의 교육혁신은 과학기술시장 및 고등교육의 연구활동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정책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출구 

전략까지 마련함으로써 성공하였다. 특히 미국의 교육혁신은 

고등교육 시장 환경이 유리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교육혁신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권 대학 

및 교육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혁신은 혁신을 촉진하는 주체(Enabler), 즉 혁신 촉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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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전략이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연구 기반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핵심 연구자가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기부강좌’ 혹은 

‘선도연구’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혁신을 추진하는 전략과 관련하여 일반화된 

공식은 사실상 있을 수 없다. 국가별 상황과 교육구조, 

인적자원의 특성 등을 고려하는 학교교육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나름대로 인간 중심의 효율적인 교육혁신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교육은 궁극적으로 혁신과 창의성 등 두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결합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 한국처럼 중앙정부 

등이 주도하는 혁신 전략이 요청되면서도, 동시에 핀란드나 

스웨덴처럼 교육실험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와 자율적인 역량이 

요청되는 지역사회, 비공식 교육구조, 대안교육 시스템, 학부모 

및 학생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교육 참여 시스템이 절대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교육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창의성’의 역할 

세계은행이 그간 축적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학교 

교육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인지능력과 사회정서적인 역량이 

교육혁신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인간이 생애 전체를 

통해 형성하는 능력은 인지능력, 사회정서적인 역량, 기술적인 

요소로 분류될 수 있다. 앞의 인도 사례에서 소개한 것처럼, 

사회정서적인 역량은 유아기 때에 결정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그 이외의 인지적 능력과 기술 요소들은 

학교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기술요소는 

고등교육을 통해 집중적으로 축적될 수 있다.  

미국의 교육정책은 노동시장의 ‘능력’(Skill) 관리전략으로서 

인력채용 가능성과 생산성 측면에 유의하고 있다. 이미 세계 

은행은 노동시장의 능력 측정과 관련하여 ‘발달단계별 역량’(Step 

Skills)을 측정하기 위한 모듈을 교육현장에서 실천 한다. 이는 

주로 인지능력과 사회정서적인 소양, 직무 관련 기술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사회정서적인 소양은 인성, 행동, 

위험수용 정도 및 시간관리 능력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체로 

창의성은 사회정서적인 소양을 통해 많이 길러질 수 있으며, 

열린 마음, 인내심, 자존심, 남에 대한 배려, 애타심, 협동심 등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헤크먼(Heckman)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인성 기능은 가정, 

환경 등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학교 

시스템이 인성과 지능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학업성취도와 

연계됨으로써 문제해결능력, 혁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기반이 형성된다. 학교교육을 통해 창의적이며 

실제적이고 분석적인 지적 능력을 유연하면서도 다양하게 

육성할 수 있다. 영국에서 수행한 인성연구 결과에 따르면 창의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훨씬 효과적이며, 사회적 긍정 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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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포인트 이상 오르는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실상 인성과 인지능력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도 10~15세 사이에 결정적인 변화 국면을 맞게 된다. 

그러므로 사춘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면성과 성실성, 인내와 

끈기 등의 사회정서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한 인성교육이 창의성 

중심 교육의 밑거름으로 중시되어야 한다.

실제로 베트남은 미래 지향적인 교육전략에 대해 검토하면서 

사회정서적인 역량을 중심으로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의 16~24세 청소년의 독서능력은 

독일, 오스트리아와 유사한 수준이며, 이를 동아시아 지역 

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등교육 혁신전략을 실천한다. 베트남은 

세계은행의 자문을 토대로 하여 고급 노동력을 육성하는 

전략으로서 문제해결능력,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고 개척하는 

호기심, 동료와의 상호 의사소통 및 협력, 리더십을 기르기 위한 

교육활동을 학교교육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학교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창의성 중심 교육은 새로운 방식의 

교육을 통해 평가과정까지 학부모가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또한 학교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학급운영을 권장하고, 기존의 주입식 교육을 토론중심 

의 수업으로 바꾸는 등 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방식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이는 교사-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학생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중시하는 수업체제로 

전환하는 혁신 전략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 교사의 우수한 

역량이 학생의 창의성 계발에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교사 간의 능력 편차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육혁신은 열성적인 교사를 중심으로 학생의 사회정서적인 

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전략에서 출발해야 한다.  

3. ‘실패·위험과 창의성’을 결합한 교육혁신 추진 전략 

현재 미국의 실리콘밸리 창업을 주도하는 기업인은 인도, 중국, 

한국 출신 25~50세 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현대·

삼성 등 글로벌 대기업의 혁신주도 전략’과 결합한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을 받은 인재로서, 동시에‘미국식 혁신과 결합’

하는 방식으로 실리콘밸리 창업을 선도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대학원교육과 한국의 전통교육이 결합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융합교육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교육을 통한 성공 

사례를 중시하는 동양식 인문주의 교육, 그리고 합리적 사고와 

실천 경험 등을 중시하는 서구 실증주의 교육이 상호 Win-Win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결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사회에서 교육혁신은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교육혁신은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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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사례에 대한 교훈도 소중한 성과로 인식한다. 반면에 

동아시아 지역은 혁신에 실패하는 것이 개인의 귀속요인에 따른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패 및 위험 등의 불안요소를 단순히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적인 풍토와 연계시키는 방식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례는 핀란드의 교육혁신에서 잘 나타난다. 

핀란드는 위험요인 및 실패사례 그 자체를 교훈으로 삼아서 

해당 정책의 오류를 극복하는 방식의 혁신을 일상화하고 있다. 

국민적인 논란과 쟁점이 되었던 초·중·고교의 영어교육을 

활성화시킨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교육혁신은 제

2의 기회(Second Chance)를 보호함으로써 실패 경험을 계기로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창출할 수 있는 교육철학을 

요청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창의성은 개별 학생을 중시하고,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학교 내외의 트러블메이커’를 각별히 배려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창의성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교사의 노력과 

헌신, 학생·학부모가 학교 권위에 도전하는 과정 그 자체를 

중시한다. 그러나 아시아 문화는 학업성취도를 중시하며, 학생의 

학업성취 정도에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는 등 교육외적인 배경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미국의 학교생활은 학교가 수업을 

통해 학생이 성취하는 과정 그 자체를 중시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체험과 사례를 접함으로써 창의성을 신장하도록 하며, 

학제 간 연결 방식으로 교과활동을 구성한다. 

미국의 대도시 중심 자율학교는 세미나 및 토론학습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창의성을 기르며,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팀 

중심의 협력 학습을 기본으로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의 

교육혁신과 창의성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은 교육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질 높은 

교육을 받은 인력이 경제성장을 수행하는 기반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교육의 독자적인 기능인 것이다. 
 

Ⅲ. 한국의 교육혁신을 위한 과제와 전망 

1. 창의성 중심 교육혁신의 쟁점과 과제 

한국의 교육혁신은 한국교육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글로벌 

수준의 최근 교육혁신전략을 접합시킬 수 있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세계은행 측이 

검토하는 5대 쟁점이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혁신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논의 내용 등이 

수렴되어야 한다. 즉, 교육혁신의 추진 절차 속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량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육혁신의 주체인 

학생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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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과 학습동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성실성과 끈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동정심 

등을 인성교육의 핵심요소로 활용하는 교육혁신이 되어야 한다. 

인성과 같은 사회정서적인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혁신이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혁신을 

위한 과제로서 한국의 대학입학 경쟁체제 및 경쟁률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고찰해야 한다. 즉, 한국의 지나친 대입경쟁이라는 

교육적 위기 및 ‘문제점’ 자체가 오히려 혁신의 추진요인이며 

자산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다양한 기술역량을 체험한 학생이 

고등교육을 혁신하는 전략 실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실천해야 한다. 즉, 교육혁신은 다양한 기술역량을 중심축으로 

하면서 인지 및 비인지 요소를 기를 수 있는 역량 중심의 시스템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교육혁신을 실천하는 과정은 합의를 통한 

국민적인 응집력을 발휘하기에는 순탄치 않아 보인다. 예를 

들면, 교육과정을 개혁하고자 할 때 지역사회 수준의 개혁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지만, 국가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교육과정을 혁신하기 

위해 독일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지방교육 혁신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한국은 중앙정부가 

직접 사교육 경감대책과 관련하여 방과후교육 등을 강조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교육혁신은 창의성 개발과 관련하여 교육문화를 

광범위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의 영역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방식, 즉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문화 등으로 

관심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세계은행 측은 한국의 교육혁신과 

창의성을 조합하는 교육실천 과제로서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첫째, 창의성 지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쟁점, 즉 창의성을 

통해 교육이 성공하기 위한 지표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한국인 사례를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지식 배경 혹은 사회적 환경 측면에서 창의성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문화를 성공적으로 혁신하는 것과 관련한 

보상체계와 후속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창의성 개발은 가정과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성과 및 파급효과가 긍정적으로 확인되는 

등 학부모가 동의할 수 있는 교육문화의 개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창의성을 육성하는 전략으로서 한국의 대입제도 

개선, 자유학기제 등의 혁신사례가 지닌 문화적 배경을 분석해야 

한다. 즉 문화와 연결된 ‘성과에 따른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성공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시스템 발전전략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2. 세계은행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교육혁신 전망 

현재 한국정부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혁신전략으로서 교육과정 개혁, 교원정책의 개선, 디지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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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의 발전, 그리고 이를 포괄하는 교육문화를 정착시키는 

4대 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창의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혁신을 통해 고등교육시스템을 재구조화하고,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창업 중심의 직업기술훈련과 ‘100세 시대’

의 평생학습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위해 세계은행 측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글로벌 

교육혁신과 창의성 등을 검토하고, 한국적 상황에 적절한 

교육혁신 전략을 구상한다. 궁극적으로는 창의성에 기반을 두고 

교육혁신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교육강국’을 실현하는 것이 한국 

정부와 세계은행 간의 국제공동연구가 추진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육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가 실천하는 

행복한 교육을 달성함으로써 글로벌 역량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자는 것이다. 

이미 지난 1년 동안 한국의 연구진과 세계은행 교육전문가 

사이에서 교육혁신을 실천하기 위한 많은 내용을 검토하였다. 

특히 지난 6개월 동안 한국과 세계은행 연구자 간의 상호 방문 

및 연구 교류를 통해 창의성 중심의 교육혁신을 완성하는 것과 

관련된 핵심 콘텐츠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양측은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완성하는 창의성 중심의 교육혁신 방안을 

글로벌 시각에서 공식으로 선포하는 학술대회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3. 11월 4일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연구성과 발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4년 11월 4일(화)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그간의 공동연구 성과를 발표하기 위한 

국제교육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심포지엄은 세계은행 김용 

총재를 포함하여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헥크먼(J. Heckman) 등 

세계적인 석학과 저명한 글로벌 학계 인사, 그리고 국내외 교육, 

경제, 기업, 대학 등의 석학을 비롯한 교육전문가, 일반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 이 심포지엄을 

계기로 하여 학생, 학부모, 현장교사 및 국민들이 함께 한국의 

교육혁신을 검토하고 공론화하는 장이 마련될 것이다.

한편 세계은행은 교육혁신을 통한 한국과 세계와의 만남 전략에 

집중한다. 세계은행과 한국 연구진이 함께 조성한 교육혁신 

콘텐츠를 발굴하고 공개하며 실천하는 과정 등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한다. 이는 한국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개발도상국과 구미 선진국의 

교육혁신 지원을 위한 벤치마킹 사례로 확산될 것이다. 11월의 

국제교육심포지엄이 한국의 교육개발 경험 및 교육혁신방안을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SSUE &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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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갈등, 원인 분석과 대책

글

•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육계 갈등,
원인 분석과 대책

교육계 갈등이 사회의 화두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이 시기에 여러 요인으로 인해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교육계 집단 간, 개인 간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나아가 

충돌이 잦아졌다(박남기, 2004). 2010년 교육감 직선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부터는 교육계 집단 간의 갈등이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의 갈등 양상으로 바뀌었다. 우리 사회 전반의 갈등이 

장기화되다 보니 합리적인 갈등관리 시스템과 문화가 언젠가는 

만들어지리라던 기대마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다. 하지만 

포커스 FOCUS

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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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스러운 혼란의 시대를 거치면 반드시 새로운 질서와 체제가 

만들어지고, 갈등도 지금보다는 더 원만한 방법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지면 제약을 핑계 삼아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보다는 현실 갈등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교육계 갈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원인 분석 및 대안에 대해서는 

박남기(2004; 2008)등을 참고하고, 제1기 직선 교육감과 교육부 

사이의 갈등 원인 및 해결책에 대해서는 박남기(2011)를 참고하기 

바란다.

Ⅱ. 제1기 직선 교육감 시기의 갈등

2010년 전국단위로는 처음 실시된 교육감 직선 결과 전체 16개 

시·도교육감 중에서 중앙정부와 일부 노선을 달리하는 여섯 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다. 여섯 명에 불과했지만 진보교육감의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서울과 경기를 포함하여 총 57%에 이르게 

되어 이들의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교과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상했더라도 예상보다는 훨씬 큰 

변화였던 것 같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 속에서 신·구세력 간의 

충돌이 아주 컸다. 교과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은 

이명박 정부 시기 내내 이어졌다.  

<표 1>에 정리된 교과부와 교육감 사이의 정책 갈등 중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경우를 살펴보면 첨예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2011년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령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3월 신학기부터 전국적으로 

동일한 형식 아래 전면 시행되었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평가결과 

활용을 미미하게 함으로써 평가를 무력화시키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도 8월에 광주·전남교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한 결과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부담은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동안 익숙해진 탓도 있지만 평가 

결과가 자신들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체계적인 교원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교원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교육감들이 공감하지 

않을 경우 결국 무력화될 수밖에 없음을 이 사례는 잘 보여주고 

있다. 

<표 1> 교과부와 제1기 직선제 교육감(진보계열) 사이의 정책 갈등 사례

주요 쟁점 및
정책

교과부 진보교육감

교원능력

개발평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일괄적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적 근거 마련

각 시도교육청이 마련한 

교원평가안을 자체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 진단 및 학력 향상

지원 체제 구축 위해 필요

전수 시험은 서열화 조장, 

희망학교만 실시

학생인권조례 및

체벌금지
간접체벌 허용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간접 

체벌 금지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전면 

무상급식 실시

고교입학전형 지정권한 시도 의회로 이양
교육자치 위해 시도교육감에게 

권한 이양

방과후학교 참여율 학교 성과급에 반영 강제 실시는 제제 대상

출처 : 박남기(2011)의 <표 1>.

교육감 직선제 이전에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오는 교육감이 없었으며, 설령 반기를 들었더라도 

간선제에 의해 선출되었기에 독단적인 권한 행사에 한계를 

느꼈을 것이다. 그렇지만 유·초·중등학교 교육에 대한 많은 

권한이 교육감에게 위임된 상태였기 때문에 교육부는 수립하여 

내려보내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요한 정책을 

교육계 갈등, 원인 분석과 대책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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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교육청 평가 지표에 포함시키고 평가 순위를 재정지원과 

연계시킴으로써 정책 목표 달성을 유도했다. 또한 평가 결과는 

언론 공표를 통해 교육감의 차기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육청은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보다는 정책의 성공적 

집행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도는 교육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이종재·박남기 외, 2007). 그러나 직선 교육감 시기부터는 

교육감 스스로가 선거공약을 내걸고 이를 토대로 당선되기 

때문에 자신이 내건 선거공약과 교육부의 정책이 상충할 경우 

교육청 평가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반발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교육부가 교육청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적 권한을 행사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경우, 

양적 지표로는 정부의 정책목표가 달성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달성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유·초·

중등학교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일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교육청과의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만일 필요하고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교육감이나 중앙정부의 이념적 성향 때문에 그 

정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대국민 토론회라도 

열어서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공감과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제1기 직선 교육감 시기의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의 갈등은 상황변화에 대한 부적응과 법과 제도의 미비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직선을 통해 선출된 교육감은 간선시기의 

교육감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공약을 내걸기 때문에 설령 그 공약이 

중앙정부의 교육철학과 상치되더라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갈등도 불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중앙정부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점이 있다. 

이미 대부분의 초·중등교육행정권을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위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거두어들일 수도 없는 중앙정부 

로서는 이러한 상황변화를 받아들이고 진보교육감들을 

대화상대로 받아들여야 했으나 그리하지 못한 결과, 갈등이 

지속되었다. 나아가 이명박정부가 끝나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서 

면서 중앙 정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외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보였던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방과후학교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진보교육감들이 주장하던 

방향으로 흘러 갔다. 이러한 상황은 제2기 직선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교육감의 완승으로 이어졌다. 

Ⅲ. 제2기 직선 교육감 시기의 갈등

2014년 교육감 직선제 시행 결과 진보 성향 후보들이 17개 

시·도 중 13곳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두었다. 이들은 노선을 

같이 하며 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중앙정부와 교육감 사이의 갈등 시도 노력에 따라 교육계 

갈등 양상은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갈등이 완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  2014년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한 언론의 상반된 시각

6.4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17개 시·도 

중 13곳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두었다. 진보진영 교육감 압승의 

원인과 유권자 표심에 대한 해석,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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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 언론의 성향에 따라 크게 나뉜다. 보수언론은 진보진영 

압승의 가장 큰 원인을 ‘보수 분열’이라고 보고 있고, 진보언론은 

그 원인을 ‘세월호 참사’ 및 그동안 진보교육감이 거둔 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표심 해석에서도 보수 언론은 ‘진보교육감 대부분이 

30%대 득표율’로 이겼기 때문에 기존교육제도를 뒤집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고, 진보 언론은 ‘입시경쟁에 

염증 난 부모들 교육 패러다임 바꾸라는 명령’이라고 하고 

있다. 향후 전망에서도 보수언론은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따른 교사·학생·학부모의 피해를 강조하고 있고, 진보언론은 

혁신학교 확대 및 고교체제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이고 있다. 

내놓은 대책에서 보수언론은 마찰과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진보언론은 “교육현장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압도적 지지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시행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다른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응답률이 낮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 

양진영이 일방적으로 내놓은 선거 결과 의미 해석보다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간단히 요약하면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전체 국민의 60% 이상은 교육감을 뽑을 때 각 후보자의 보수·

진보 성향과 정책을 고루 따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후보 선택 

기준을 ‘보수냐, 진보냐 하는 성향’으로 꼽은 이가 전체의 33.1%

였고, ‘각 후보의 정책’을 눈여겨본 유권자는 32.6%로 집계됐다. ‘

후보 개인의 품성’(18.9%)이나 ‘인지도’(5.5%)는 그리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영·노진섭, 2014).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선거 결과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보수 분열이 가져온 

결과라고 하는데 이러한 분석은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를 대표하는 후보는 

존재하지만 진보가 아닌 여타 세력은 아직 형성되지 못했고, 그 

세력을 대표하는 후보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진보의 승리라고 분석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관념적 

으로만 존재하고 조직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교육계 보수가 

선거에서 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한 분석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진영을 갖춘 진보가 개인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진보진영이 이번 선거의 

결과를 이러한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해석하여 4년 간 우리교육의 기본 흐름을 잘 잡아간다면 제도의 

근간이 바뀌지 않는 한 상당한 기간 동안 진보의 승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 자신들이 비판해왔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과 유사하게 선거의 결과를 해석하고 

행동한다면, 즉 진보 대 보수의 싸움에서 진보가 승리한 것이라고 

믿고 진보의 교육이념과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자 한다면 4

년 후 유권자들은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다.

2. 정책 갈등 사례

2014년 8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자사고 폐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문제, 역사교과서 논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계 갈등, 원인 분석과 대책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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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적인 9시 등교 실시 등이다. 그 중에서 마지막 문제인 9시 등교 

실시에 대해서는 갈등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자사고를 

둘러싼 갈등은 교육에 대한 신념과 철학의 차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제도 도입, 유지 또는 폐지와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협의와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의 일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반발을 

샀다. 진보 교육감들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하지 않은 

채 ‘일반고 슬럼화’를 주장함 으로써 자사고 폐지 주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서로의 힘을 과시하려고 

한다면 만일 다음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계 인사가 대거 당선될 

경우 혁신학교가 또 유사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교육부와 제2기 직선교육감(진보계열) 사이의 정책 갈등 사례 

주요쟁점 및 정책 교육부 진보진영 교육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현행제도 유지

일부 부실학교만 일반고 전환

전면 재검토후 일반고 전환

혁신학교 확대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
현행체제 유지

‘친일·독재 미화’교과서 반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2014년 9월 2일까지 직권면직 일선교육감 판단에 일임요구

출처 : 이규대(2014)를 토대로 재정리

이러한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며 교육정책의 타당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초정권적인 

국가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초정부적인 

지방교육위원회 설립이 시급해 보인다(박남기, 2012). 그렇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기대와 달리 이 갈등은 향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집단 간, 정당 간의 갈등이 원활하게 해소되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서는 규정과 관련법을 

제정할 때 해석이 애매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고, 정책 수립 

시 관련 집단을 최대한 참여시켜 설득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정책을 수립할 때 법의 테두리에 부합한지 여부를 

따지거나 필요한 법적 근거를 동시에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다른 갈등요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문제이다. 교육부는 복직을 거부하는 전교조 전임자들을 

직권 면직하라고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자 2014년 8월 20일 “9월 2일까지 

직권면직 직무이행을 완료할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 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경우에는 

교원 인사권이 교육청으로 위임되어 있지만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결국은 교육부의 

의지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힘겨루기는 지속되겠지만 

이는 법적 권한 소재가 명확하기 때문에 갈등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역사교과서 문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교육계의 갈등은 

교육계 내부의 문제인 경우보다는 교육계 밖의 사회적 갈등이 

교육계를 통해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갈등의 원인이 교육계 밖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해결책 혹은 

완화책 또한 교육계 밖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 문제를 

교육계 안에서 풀려고 하면 오히려 교육계 내부의 갈등만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교육계는 그러한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교육계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밝혀야 한다. 교육계 밖의 정치권, 학계, 그리고 다른 

사회집단에서 해결해주어야 할 부분은 그쪽에서 해결해야 함을 

우리 사회에 천명해야 한다. 동시에 그 중에서 교육계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밝혀서 이를 원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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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때 교육계의 분열이 심화되는 것을 막고, 

나아가 그 충돌이 다른 사안으로 번지는 것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IV. 맺는 말

우리사회는 아직 갈등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갖추어져 있는 시스템 또한 여러 이유로 해서 아직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조금은 더 많은 고통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 우선 당장 해야 할 것은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나아가 그러한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미리 교육부와 

교육청 권한 및 그 한계를 법과 규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규정할 때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은 초·중등교육 

정책 결정권을 어느 수준에서 누가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일 것이다. 그리고 만일 중앙정부의 권한을 

다시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교육정책 

독점은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성과가 오랜 후에야 

나타나는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책의 큰 흐름이 특정 정권에 

의해 혹은 교육감에 의해 너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꼭 필요해 보인다. 

갈등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 마음에 갈등관리를 

위한 방벽을 쌓기 위해 교육계가 우선 받아들여야 할 것은 자기 

자신과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접근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로가 서로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것이 대화와 상생의 출발점이다. 다만 접근 

방식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일 뿐이라고 믿을 때 다양한 자료 

및 실험에 근거한 논의가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인간의 불완전성이다. 불완전한 인간이 모든 변수를 

고려하며 완벽한 사고를 하기는 어렵다. 즉,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도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논쟁을 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는 서로가 상대 관점의 불완전성은 

객관화시켜 쉽게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는 논쟁의 

목적이 이 과정을 통해 자기 주장의 한계를 발견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기대한다. 권력을 가진 특정 개인들과 

집단이 교육정책을 독점할 경우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훗날 

그들의 판단이 옳았다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했음이 

드러날 경우 모든 결과는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갈등을 

보수 대 진보의 대립으로 몰아가는 대신 중앙정부와 교육감들이 

추진해왔던 교육정책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국민 전체의 뜻을 

모아가며 새롭게 방향을 정립하도록 하는 좋은 기회로 삼기를 

기대한다(박남기,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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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조재익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과장

올 2학기부터 ‘선행학습’ 금지 …

추진방향과 과제

(상황 1)

정부 :  올해 9월 12일부터 학교 안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A : 무슨 말이야?

B : 선행학습금지법이 만들어졌다던데.

A : 뭘 금지한다고?

B : 선행학습이니까. 먼저하는 학습, 그러니까 예습이네.

A : 그럼, 법으로 예습을 금지한다는 거야?

정책과 현장 POLICY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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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그러게 말이야.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 

졌다는 거네.

(상황 2)

교사 : 질문 있습니다.

교육부 담당자 : 말씀하시죠

교사 :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르면 교사가 선행교육을 하면 징계 

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아이가 질문을 했을 

때, 공교롭게 그 내용이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이라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도 선행교육이라고 알고 있습 

니다. 이렇게 학생의 질문에 답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징계를 받나요?

사람들의 우려와 같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일까? 과연 위 교사의 우려처럼 아이들에게 알려 

주는 것만으로도 징계를 받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이렇다. 

어떤 고등학교에서 아래와 같이 교육과정을 편성했다고 하자.

이 학교는 교육과정 편성과 공시를 통해 수학Ⅰ 과목을 1학기 

동안 가르치겠다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표를 했다. 즉, 수학Ⅰ 

시간에는 수학Ⅰ 내용을 가르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수학

Ⅰ을 2달 만에 진도를 모두 나가고 수학Ⅱ 과목 내용을 1학년 1

학기에 수업을 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진도를 나갔다. 

즉, 이제 수학Ⅰ 시간에 진도를 나간 수학 Ⅱ 과목 내용은 2

학기 수학 Ⅱ 시간에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는다. 이 경우를 이 

법에서는 선행교육이라고 규정하고 규제를 한다. 또, 1학년 1

학기 수Ⅰ 기말고사에 수Ⅱ 내용을 출제하면 이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가 되어 규제 대상이 된다. 반면, 학생이 1학년 1

학기에 2학기 내용인 수학 Ⅱ를 공부하는 것은 선행학습이지만, 

이 법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 법에서는 학생의 선행학습을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이 선생님께 질문하는 경우에 

선생님이 답변을 해 주는 것으로 징계되는 일이 없음은 물론이다.

이 법을 둘러싼 여러 오해에 대해 다소 장황하게 답변을 했다. 

이 법은 우리가 학생을 교육하면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지키도록 하자는 법이다. 물론 정부가 이러한 

비상식적인 우려에 대해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하느라고 했지만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 법은 일부 사람들의 생각처럼 비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이제부터 이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올 2학기(9월 12일)부터 학교 내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할 수 없게 된다. 고입과 대입(논술 

등 대학별고사) 등에서도 이전 단계 학교급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지켜 출제와 평가를 해야 한다. 지난 2월 20일 국회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하 「

공교육정상화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현 고1

(2009 교육과정 적용)

수학Ⅰ

1 - 1

→ → → → → →
수학Ⅱ

1 - 2

미적분Ⅰ

2 - 1

미적분Ⅱ

2 - 2

확률과 통계

3 - 1

기하와 벡터

3 - 2

정책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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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통과된 후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입법예고, 

권역별 법안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으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오늘은 『교육개발』을 통해 그 동안 

일선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에게 들었던 기대와 우려에 대한 

답변, 앞으로의 계획을 알리고 실무 담당자로서 몇 가지 부탁을 

하고자 한다.

Ⅰ. 학교 교육과정 정상 운영 … 

    특별법 제정의 취지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선행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사교육은 더욱 심각하다. 사교육비 

부담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먼저 출발(선행)하는 학생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선행학습을 받은 학생들이 많아지면 

선생님은 이미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수업을 하거나, 줄 세우기를 위해 일반적인 학교수업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도록 암묵적인 강요를 받게 된다. 

이는 다시 학생들에게 학교수업만으로는 시험준비가 곤란 

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사교육에 참여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여기에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고교 

입학전형과 대입 전형의 논술·적성·구술시험 등은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더욱 부추기는 작용을 한다. 이런 이유로 교육기관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을 

규제하여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특별법 제정의 취지이다.

1. 법 제정 추진 경과

○  국회 교문위 소속 강은희 의원, 이상민 의원이 각각 법안 발의

(2013. 4월)

○ 「공교육정상화법」 국회 본회의 의결 : 2014. 2. 20.

○ 「공교육정상화법」 공포 : 2014. 3. 11. (시행일 2014. 9. 12.)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2014. 4. 10. ~ 5. 20.

○ 권역별 의견수렴회(설명회) : 2014. 4. 16. ~ 5. 16.

○ 매뉴얼 집필 및 발간 : 2014. 6월 ~ 8월말

○ 「공교육정상화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 2014. 9. 12.(예정)

2. 의견 수렴

입법예고 기간(2014년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이었던 

4월 30일부터 5월 16일까지 6회에 걸쳐 권역별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었다. 선생님들은 이 법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선행’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징계’ 등 제재의 위험 부담 때문에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다.

  “이 법이 학생이 예습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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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다음 학기 내용을 질문했을 때, 그것을 가르쳐 주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우선, 오해다. 이 법은 학생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다. 학생의 예습을 금하는 법이 아니다. 학생은 예습도, 

무엇이 바람직한 학습인가는 별론으로 하고 심지어 선행학습도 

할 수 있다. 다만, 학교 내에서만이라도 학교가 가르치겠다고 

안내(공시)한 내용을 차근차근 가르치고 가르치지 않은 내용은 

시험에 출제하지 말자는 것이다. 학생의 질문에 대해 선생님이 

답하고, 가르쳤다는 이유로 선생님이 징계 받는 일은 없다. 

3. 특별법 주요 내용

이 법은 크게 세 가지를 규제하고 있다. 우선, 학교가 정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진도를 빨리 나가서 다음 학기 내용이나 

다음 학년 내용을 미리 가르치는 것, 즉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1 교과에서 실제 수1 내용은 두 달 만에 진도를 

마치고 수2를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법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출제 및 평가’를 금하고 있다. 심화 문제 

정도가 아니라 다음 학기, 학년에 편성된 교과 내용을 미리 

공부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 심지어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내용의 문제를 출제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것이다.(실제 일부 

중학교에서는 변별이라는 미명하에 고교 수학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가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대학이 논술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면서 이전 학교급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통의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교육활동은 규제되지 

않는다.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경우를 규제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초·중등교육법령이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집 등에 포함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에는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가 스스로 편성한 교육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규정이다. 교육계에 있는 모두가 

교육과정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선생님들은 왜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이 법 제정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이 법이 처음부터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학습을 금지’

한다는데 법 내용이 눈에 들어오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더 열심히 더 자주 일선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4. 시행령(안) 제정 추진

「공교육정상화법」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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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세부적인 내용과 법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마 이 내용을 선생님들이 볼 때에는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일지 모르겠다.)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권역별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여기서 나온 의견을 검토·반영 

하여 시행령(안)을 확정한 다음,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이 제정되는 것이다.

또한, 법에 정해진 주요 내용(제도)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보다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마련하고 있다. 학교 

실정이 충분히 고려되고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서 실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집필 작업이 진행 중이다. 8월 11

일부터 8월 28일까지 7차례에 걸쳐 매뉴얼 시안을 가지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

* 이 매뉴얼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유의사항, 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 지원 및 검토·환류 체계,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출제) 점검 방향, 선행학습영향평가 절차, 관련 FAQ 등이 담겨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학교 현장은 어떻게 바뀔까?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많은 학교들은 사실 특별히 바뀔 것이 없다. 

즉, 학교에서 편성한 학교 교육과정대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가르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지켜 학생을 평가를 하는 것, 

입시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이 목적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며, 이것이 입시와 연계되면 선행학습, 

선행교육의 필요성은 점차 사라질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도 해 

본다.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문제를 출제해서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도 보다 좋아질 것이다. 

그동안 지적되어 온 것처럼 이미 배운 것을 전제로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은 내용이나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의 출제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을 어렵게 한다. 배우지 않은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면 어떻게 선생님의 수업을 믿을 수 있겠는가? 

굳건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선생님의 진심 어린 조언이나 

지도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운 범위와 수준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면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보다 돈독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Ⅱ. 교실을 지금보다 조금 더 교실답게

끝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 현장을 강제하고 옥죄자는 

법이 아니다. 교실을 지금보다 조금 더 교실답게, 당연한 것이 

당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이다.

물론, 「공교육정상화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열쇠는 

아니다. 학교 안에서만이라도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소를 하나하나 줄여 나가자는 것이다. 사교육 해소와 그 

원인이 되는 지나친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학부모뿐만 

아니라 사회 모두의 노력과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학벌보다 

능력중심의 사회가 되어 학생들이 가진 여러 잠재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서부터, 마음 놓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것까지 어른들의 용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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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현장 올 2학기부터 ‘선행학습’ 금지… 추진방향과 과제

마지막으로 자녀와 학교를 믿고 기다리는 학부모의 용기도 

기대해 본다.

참  고

「공교육정상화법」의 주요 내용

가.  학교의 장은 학생이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선행교육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법 제5조).

나.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8조).

다.  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되고, 동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법 제9조).

라.  국립학교 및 대학의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 

등에 대한 심사·의결을 위하여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교육 

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법 제11조).

마.  학교의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 등에 대한 

심사·의결을 위하여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 과정 

정상화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법 제12조).

바.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할 수 있음(법 제14조).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범위(안 제3조)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중·고등학교의 반배치 

고사에서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나.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대상 학교 및 입학 전형 시 반영 

금지사항 등(안 제4조)

1 )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계열, 외국어계열, 

국제계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등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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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러한 학교가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20일 이내에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 

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대학 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안 제5조)

대학별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영향평가의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대학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함.

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및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1 )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며, 해당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의결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회피 규정을 둠.

2)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시·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교육과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미이행 시 행정처분 기준 등 (안 제14

조, 제15조 및 별표)

1 )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의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교육관련 

기관의 장이 교육공무원인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

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고의 또는 중과실은 중징계의결을, 

착오 또는 경과실은 경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 관련기관의 장이 교육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사립 

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해당 임면권자를 거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의 장이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의 시정·변경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 등의 

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총 입학 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별로 

개별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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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서예원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소장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모두가 다른 모습을 지녔

다. 현재 세계의 인구 수는 대략 70억인데 이들은 단 한 명도 같

은 외형이 없으며, 비록 쌍둥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제각각인 인간의 겉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적 능력의 다양성을 가늠할 수 있는 치명적 단서를 제공한다. 인

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 잠재력 역시 드러나는 외형의 상

이함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임을 짐작

할 수 있다. 영재교육은 바로 이 같은 인간능력의 다양함에 대한 

진지하고 치열한 성찰을 바탕으로 교육의 이상적 가치를 실현하

기 위해 시작되었다. 

“21C 인재강국 DNA 우리가 만든다”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한국교육정책연구’ 최전선을 가다 “21C 인재강국 DNA 우리가 만든다” -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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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라면 누구나 각기 다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

을 권리’가 있다. 영재교육은 일반적 교육환경에서라면 사장되

거나 개발되기 어려운 재능을 충분하게 발휘· 성장하도록 돕

기 위한 분명한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도 미래사회의 부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분야로 자

리 잡고 있다.

 어떤 영역이든 탁월한 재능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뛰어

난 소수자’라는 이유로 적절한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있어

서는 안 된다. 이는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신체적, 문화적 차이 등

으로 학습의 어려움을 겪거나 공정한 학습기회를 얻지 못하는 소

외 학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와 일치한다. 특정 분야에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탁월한 재능을 일반 정규교육으로 충

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는 커녕 방

치하거나 소멸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어

느 측면으로 보아서나 대단한 손실이며, 교육이 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서예

원 외, 2013).

우리나라는 이 같은 영재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에 ‘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초·

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체

계적 영재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03년도 시작 초기 19,974

명으로 0.3%가 채 되지 않았던 영재교육 대상자는 2013년도에는 

121,421명으로 1.87%로 증가하였고 교육분야도 수학, 과학은 물

론 인문, 발명,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

다(한국교육개발원, 2013). 영재교육이 더욱 발전하여 우리 사회

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육성의 탄탄한 초석 역할을 하기 위해서

는 체계적이고 현실감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구체

적이고 지속가능한 현장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교육개발

원 영재교육연구센터는 바로 이 같은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설

립된 전문적 중앙 영재교육연구원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실시되

는 영재교육의 내실화와 효율적 추진을 돕기 위해 다양한 연구

와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영재교육 정

책 수립과 교육 지원의 중심,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를 소개하고자 한다.

Ⅰ. 영재교육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

영재교육연구센터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해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교

육부 장관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이다. 

<표 1> 영재교육연구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

「영재교육진흥법」 제15조 ① 국가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8조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교육개발원

<표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설치된 영재교육

연구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는 「영재교육진흥법」 제15조 및 「영재

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본 센터

가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첫걸음은 이미 1987년도에 시작되었

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여 년 전, 우리 교육을 선도하는 한국교

육개발원 내에는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영재교육연구실이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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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던 것이다. 이것이 모태가 되어 2002년도에는 교육부 지정 영

재교육연구원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현재 국가 영재교육을 이끌

어 가는 최고의 국가기관으로서 본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영재교육진흥법에 명시된 본 센터의 구체적 업무는 다음과 같다.

영재교육진흥법 제15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본 센터는 영재교

육과 관련된 기초 및 정책 연구를 중심으로 교육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미래주도 창의

인재 육성 및 지원’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국가 영재교육의 활

성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센터 구성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2> 영재교육연구센터의 법정 업무

「영재교육진흥법」 제15조 ② 영재교육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재교육에 관한 이론적 기초연구

 2. 영재교육 정책연구

 3. 영재의 판별에 관한 연구·개발

 4. 영재교육 방법 및 자료의 연구·개발

 5. 영재교육지원시스템의 연구·개발

 6. 교원 연수자료의 연구·개발 및 연수 실시

 7.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8. 특례자의 판별 및 적정 교육과정에 관한 심사

 9. 특례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문가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등 진로지도

10. 그 밖에 영재교육 관련 연구 업무 수행

Ⅱ. 영재교육연구센터의 주요 기능

전국 차원의 영재교육 추진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본 센터가 수

행하는 기능은 매우 다양하고 폭넓지만 핵심적인 기능은 대략 다

음의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영재교육을 선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된 기초 연

구를 수행한다. 

특히, 정부가 타당하고 신뢰로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방

향을 제시하고 구체적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기능에 역점을 두며,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이나 새로운 교육방법 등 영재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교육의 지향점을 제안하는 기초 연구를 실시한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영재교육 대상자 측면에 있어서, 그 수와 영역이 증가함에 따

라 대상자의 연령, 분야, 배경 등을 고려한 선발도구 개발과 보급

은 물론, 각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자료에 대한 현장

의 요구가 크다. 본 센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영재교육을 

실시하기보다는 영재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 다양한 영재

교육 영역과 대상자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또한 영재교육 담당 교원 측면에 있어서 교원의 전

문성을 최대한 신장시킬 수 있도록 참신하고 수준 높은 연수과정

을 개설하고 운영한다. 이 밖에도 실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

영하는 기관을 위한 평가·컨설팅을 지원하고, 영재교육의 올바

른 이해를 위한 학부모 대상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등 영재

교육의 다양한 직·간접적 관련인을 위한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영재교육 관련 정보 체계화를 통한 영재교육 활성화

를 도모한다. 

본 센터는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 Gifted Education 

Database)’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정보시스템을 구축·관

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8조 2항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는데, 이를 통해 영재교육에 관한 정확하고 믿

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영재교육 기관별 문서 또는 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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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관리되어 관련 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어려웠던 과거의 고

질적 문제점을 일시에 해소하였다. 영문 줄임말인 ‘GED’로 불리

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본 센터는 영재교육 정책과 연구

를 위한 체계적 데이터를 축적·보급하고 있으며, 영재교육 알리

미, 종합자료실, 교사추천선발시스템 등 하위 시스템을 통해 학

생, 학부모, 교원, 연구자 등 다양한 대상에게 실제적 도움을 제

공하여 영재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넷째, 국내외 연계협력의 허브 기능을 발휘한다. 

국내 최고의 영재교육연구기관으로서 본 센터는 관련 기관들

과 효율적인 연계체제를 확립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의 

영재교육 전문가와의 네트워킹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영재교

육 분야에서 국내외 교류와 협력을 선도하는 일은 본 센터가 수

행하고 있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로 꼽힌다. 

Ⅲ. 영재교육연구센터의 주요 과제

영재교육연구센터는 최근 국가적 영재교육 추진을 위해 5년 단

위로 수립되는 최상위 문서인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연

구 및 사업을 조직, 수행하고 있다. 

2014년도 연구 및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영재교육 

추진 계획을 담고 있는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 따라 구

성되었는데, 크게 5대 분야와 17개 추진과제로 이루어져 제3차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둔 본 센터의 추진 과

제는 다음과 같다. 

<표 3>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5대 분야에 따른 센터 주요 추진 과제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13-’17) 2014년 영재교육연구센터 주요 추진 과제

1. 꿈·끼를 키우는 영재교육 기회 확대

•영재교육 다양화 및 연계 활성화

•영재교육 수혜 사각지대 해소

•영재선발 방법의 타당성 제고

[시·도공동] 

2015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도구 개발

- 교사관찰·추천을 위한 도구 개발

- 학생 능력 측정 검사 개발

2. 영재교육기관 운영 내실화

•고교-대학 간 영재교육 연계체제 강화

•영재교육기관 다양화·효율화

•영재교육기관 지원 환경 개선

[특교]

중앙영재교육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3. 수요자 중심의 영재교육과정 제공

•학생 맞춤식 영재교육과정 제공

•창의·융합형 영재교육 콘텐츠 개발

•영재교육 프로그램 구성·운영 방식 개선

•영재교육 프로그램 질 관리 체제 강화

[국고]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안) 

        개발 : 초·중학교 과학 

[국고] 초·중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 

        프로그램 내용체계 개발

[국고]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개발을 위한 해외 사례 분석

[시·도공동] 2014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 영재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특교] 과학예술학교 교육과정 개발 

4. 우수교원 확보·지원 강화

•영재교육 교수인력 다양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개발

•영재교육 교원 지원환경 개선

[시·도] 2014 영재교육 담당교원 직무연수

5. 안정적인 발전기반 구축

•행정 지원체계 효율화

•영재교육 정보·교류 지원 강화

•영재교육 재원 확대 및 다양화

•영재교육 국제화

[국고] 2014 영재교육관계자 연계 워크숍

[국고] 영재교육홍보 자료 발간

[시·도공동] 2014 영재교육 종합데이터 

               베이스 운영사업 Ⅵ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재교육연구센터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행해지는 연구와 사업 과제는 국가 영재교육 계획의 전 

분야를 포괄할 만큼 다양하고 방대하다. 연구와 사업과제의 재원

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정부출연금인 국고, 17개 시·도

가 각기 분담하여 공동의 사업을 실시하는 시·도분담금, 시기상

황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당면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한시적으

로 부여되는 특별교부금 등이 있다. 이러한 재원을 토대로 본 센

터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추진과제를 제3차 종합계획의 5대 분야

에 따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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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꿈·끼를 키우는 영재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전국 차원에

서 다양한 분야에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도구를 개발한다. 최근에는 특히,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만들

어지고 연습된’ 능력이 아닌 타고난 재능을 가려내기 위한 ‘교사관

찰추천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구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둘째, 영재교육기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중앙 차원에서 현장의 

영재교육기관 운영 및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미시적, 거시적 지

원 및 정책을 마련하고자 학계 및 교육 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중

앙영재교육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림 1]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 메인화면

셋째, 수요자 중심의 영재교육과정 제공을 위해 영재교육 프

로그램과 관련된 기초 연구는 물론, 실제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현 시점에서 본 센터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역점 과

제이다. 본 센터는 우리나라 최초로 수립되는 ‘과학예술영재학교’

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중대한 일을 하고 있으며, 영재교육 전

반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 교육을 도모하기 위해 연차 계획 하에 ‘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을 개발하고 있다. 2014년도 과학 

기준 수립과 인문사회 내용체계 개발을 시작으로 향후 수학, 인

문사회, 예술 프로그램 기준이 본 센터에서 개발될 예정이다. 더

불어, 영재의 재능이 현실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직업 프로그램도 개발 중에 있다.   

넷째, 우수교원 확보·지원 강화를 위해 영재교육 담당교원 직

무연수를 운영하는 것은 본 센터의 자랑이 되고 있다. 본 센터는 

이미 지난 2009년 ‘국가 영재교육연수원’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고도의 심화된 교원 연수 프로그램

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브랜드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센터의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이 현장을 선도하는 연수 모델이 되고 있음

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다섯째, 안정적인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교육부 정책담당자와 

시·도 영재교육 행정가들이 함께 모여 영재교육 관련 현안을 심

도있게 논의하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영재교육 관련 홍보자료도 개발·보급하고 있다. 또한, 앞

서 언급한 GED는 우리나라 영재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  

Ⅳ. 영재교육연구센터의 미래

지금까지 본 센터의 설립 근거를 시작으로 주요 기능과 추진 과

제를 소개하였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

육연구센터가 하는 일이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며 본 센터가 축

소되거나 없어진다면 상상할 수 없는 큰 혼란과 막대한 현장의 타

격이 있을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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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영재교육연구센터의 국내외 교류

우리나라에서 영재교육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다. 

다른 이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미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소수 특정 집단에게 더

욱 시혜를 베푼다는 식의 편견은 영재교육의 추진을 어렵게 만든

다. 또 이와는 반대로 나의 자식이 영재성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

고(실제로 그렇지 않은데도), 사교육을 통해서라도 영재교육 수

혜자가 되도록 과도하게 경쟁하는 현상 역시 해결하기 어려운 난

관으로 작용한다. 영재교육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개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가 영재교육연구

원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과제가 무궁무진하다. 

현재 본 센터는 해당 분야의 전공 박사, 석사 등 전문 인력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적은 예산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의 핵

심적 연구와 현장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영재교육은 전체 교육분야로 본다면 매우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어떤 분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창의적 미래 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적 교

육 비전이 영재교육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가치와 중요성을 조

명하여, 그 중대한 과업을 추진하는 중심에 한국교육개발원 영

재교육연구센터가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미래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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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정은수
한국교육신문 기자

“그동안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소감을 써 붙이도록 했는데 한 

아이가 ‘행복 좋아하시네’라고 썼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려다 

행복교육을 한다는 교장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네가 

얼마나 섭섭한 게 많았으면 이랬겠니. 널 위해 기도할게’라고 

답장을 써서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꽃씨’할 때 ‘씨’

하고 ‘손발’할 때 ‘발’을 써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런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 아이를 

잡아와서 단단히 교육시키는 것이 교육방침이었겠지만 얼마나 

연구하는 교사의 힘으로 모두를 품는 인성교육
제주 동화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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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핍이 있었으면 이랬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품었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송상홍 제주 동화초 교장이 인성교육 사례 발표를 듣기 위해 

찾아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연계 정책워크숍 참가 

자들에게 꺼내든 이야기는 인성교육을 거부한 사례였다. 마치 

우수 사례가 아닌 실패 사례 같아 보였지만 송 교장이 찾은 동화초 

인성교육의 방침은 이렇게 교육을 거부하는 아이들까지 포함해 

‘모두를 가슴에 품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명칭도 뒤처지는 학생 없이 모두 품고 가자는 뜻에서 모두 태우고 

언덕길을 함께 오르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완행버스 인성교육’

이라고 붙였다.

교과와 연계한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시간·교육효과 동시에 확보

동화초의 완행버스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예절행 완행버스 

△창의행 완행버스 △꿈행 완행버스 △행복행 완행버스 등 네 

가지로 구성돼 있다. 인성교육의 목표를 예절, 창의, 꿈, 행복으로 

설정한 것이다. 각각의 목표는 달라도 모든 프로그램의 공통된 

원칙은 실천 가능한 내용을 교과와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 네 가지 프로그램 중 핵심인 ‘행복행 완행버스’ 

프로그램은 학년군별로 발달단계에 따른 각 차시의 주제에 관련 

있는 교과와 연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했다. 교과를 연계한 

교육과정은 일회적이고 단시일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벗어날 

수 있는 방편도 됐다. 교과를 연계한 만큼 교과 수업 시간을 

활용해 10차시로 구성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2학년군의 어울림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소통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어와 창체를 

재구성해 의사소통 5차시, 공감 5차시로 교육과정을 꾸렸다. 

3~4학년의 행복나무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에 대한 실천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10시간을 구성했다. 마찬가지로 

국어와 창체 수업 시간을 활용했다. 

5~6학년의 행복수업 프로그램은 행복의 원리에 대한 보다 

추상적인 접근에서 시작해 일상생활의 실천까지 이어지도록 

국어, 도덕, 창체를 활용했다. 예를 들어, 행복의 의미에 대한 

수업은 국어와 연계했다.

수업의 도입은 코스타리카와 우리나라의 행복지수에 대한 

신문기사 모음을 제시해 기사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국어교과 수업을 하는 동시에 행복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했다. 그 

이후에는 행복했던 순간에 대한 글을 쓰고 발표를 하는 활동이나 

행복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쓰게 해 쓰기, 말하기, 어휘를 

배우도록 하는 과정에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게 했다. 

정기적으로 여러 차시에 걸쳐 인성교육을 하니 학생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동화초는 1학기 완행버스 인성교육을 마치고 학교 

복도에 공간을 마련해 그동안의 성과물을 전시했다. 자신들의 

작품을 보던 학생들은 한 학기 교육의 느낌을 묻자 “우리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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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강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학생들은 “행복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 “친구와 함께 하는 것” 등으로 행복에 대한 

인식을 갖고 행복에 대해 나름대로 정의하고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의 역량과 아이디어 한계

연구하는 교사 공동체로 극복

 동화초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또다른 장점은 일부 학급이 

아니라 학교 전체에 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마음건강 워크북’을 협의를 

통해 만들었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교사는 없지만 10차시에 달하는 분량의 수업을 제각각 

재구성한다는 것은 교사 개인에게도 부담이고, 학급 간의 교육 

내용에도 격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송 교장과 김경빈 교사가 2013년 서울대에서 하는 

행복수업 연수를 받았다. 송 교장은 받았던 연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교내연수를 준비해 네 차례에 걸쳐 연수를 했다. 교사들의 

공감대가 먼저 바탕이 돼야 성공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각 교실에서 프로그램을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교사들은 분과별 협의를 거쳐 각 학년군별로 워크북을 

자체 제작했다. 워크북은 1~2학년군은 50쪽 정도, 3~4학년군과 

5~6학년군은 80쪽에 달했다. 이렇게 교원들이 함께 학교 전체에 

일반화할 수 있도록 만든 구체적인 교육자료는 모든 학급에서 

동일하게 시행할 수 있어 한두 명의 교사 개인의 역량과 특수성에 

기댄 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훨씬 효과적이었다.

교사들의 협력은 단순히 워크북을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매 차시를 시행하기 전 사전협의회를 해서 방향을 잡고, 사후 

협의회를 통해 개선의 여지를 고민했다.

 분노의 건강한 표현을 목표로 하는 어울림프로그램 2차시 

수업 전에는 “화나는 실제 경험을 얘기해 실제 생활 장면에서 

학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1차시 때 활용한 ‘나도! 그래’ 

푯말을 활용해 화나는 경우에 대한 공감이 되도록 하는 것도 

좋다”, “도입부분에서 읽은 책을 정리 부분에서 한 번 더 읽어주면 

학습목표를 내면화하는데 효과적이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수업을 마친 후에는 학생들이 언제 화나는지 알 수 있었다든지 

학생들이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생각보다 잘 생각해냈다는 

경험을 나누기도 했지만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 

문구를 교실에 직접 게시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등 수업의 

효과를 지속시킬 방안도 제시됐다. 고홍현 동화초 교사는 

“그동안 수업을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워크북의 

내용도 개선해서 새로 만들 계획”이라며 “교사들이 함께 협의한 

내용이 반영돼 학교 실정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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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문화행사가 된 4대 축제 

지역 사회·학부모도 함께 참여

행복행 완행버스 외에도 꿈행 완행버스도 눈에 띈다. 진로교육에 

초점을 둔 꿈행 완행버스는 학년별 워크북을 제작해 연간 10시간 

이상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지역사회와 

연계한 동화 4대 축제를 운영하는 점이 두드러진다. 동화 4대 

축제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야영과 지역사회가 어우러진 문화제, 

운동회, 과학축제로 운영된다. 문화제의 경우 노인복지회관 등과 

연계해 콘서트 형식의 문화제를 하는 형태다. 이 때 학생들만 

공연을 하지 않고 지역사회 모두에게 공연의 기회를 열었다. 

인근 아파트의 기타 동아리 연주나 친척들과 함께 꾸미는 무대도 

선보여 온 마을이 함께하는 축제가 됐다.

과학 축제도 자동차 정비 등 과학기술 관련 직업을 가진 지역 

주민들이 각각 부스를 차려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모두의 인성교육도 한 사람부터

송 교장, 수년간 인성교육 지속

동화초의 인성교육은 학부모, 지역사회가 진로교육에 

참여하고 전 교원이 모여 연구하며 행복수업을 하는 ‘모두의 

인성교육’은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작할 때는 

한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

창의행 완행버스 프로그램 중 하나인 ‘시로 아침을 여는 나팔꽃 

학교’는 동화초의 대표적인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시인인 본인의 특기를 살린 송 교장이 부임하면서 시작한 ‘동시 

배달’이 해를 거듭하며 교사와 학생들의 호응을 받아 교육과정에 

들어온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면 자신이 직접 만드는 

시화집에 시를 창작하거나, 암송하고 감상한 시의 감상화를 

그린다. 이렇게 한 학기가 지나면 모든 학생이 자신만의 시화집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공감과 소통 능력을 키워주는 감성교육과 

시 창작을 통한 창의성 교육을 하고 있다. 

고홍현 교사는 “수업 시간에 시 관련 단원을 가르칠 때면 

확실히 프로그램의 효과를 느낀다”며 “학생들이 시를 감상하는 

안목이나 창의력이 남다르다”고 교육효과에 만족했다. 학생들도 

“시를 외우니까 암기력이 늘고 고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했다. 사실 인성교육을 교과와 반드시 연계해야 한다는 생각도 송 

교장의 지론이다. 이 때문에 행복수업 외에도 수업이 중심이 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수석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수법 연수나 

인성과 행복의 요소를 반영한 수업지도안 구안도 강조하고 있다. 

송 교장 자신도 시 감상 수업과 5학년 행복수업을 직접 진행한다. 

시감상 수업은 교사들을 위해 시범 수업을 직접 하기도 했다.

 송 교장이 진행하는 5학년 행복 수업. 그가 직접 지은 ‘골목길’ 

동시를 갖고 시 감상법과 시창작법을 강의한 후 학생들이 그린 

감상화를 살펴봤다. 한 학생이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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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그렸다. 무슨 뜻인지 묻자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는 

아이를 그렸는데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쓸쓸하고 외롭게 

보여 친구가 돼주고 싶다”고 했다. 이렇게 직접 진행하는 수업에 

대해 송 교장은 “자투리시간에 인성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은 교사 

개인이 열의가 크면  효과를 거둘 수도 있겠지만 일반화하고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교육과정 속에 녹아 있어야 수업과 

연계될 수 있고, 수업과 연계해야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인성교육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다”며 “교육과정 재구성해 녹여내지 못하면 공염불이 되기 

쉽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인성교육이 결실을 맺는 모습을 보며 

송 교장은 “아이들에게 행복을 가르치면서 나도 행복해졌다”

며 “시 감상이나 행복수업처럼 감성으로 접근하는 패러다임이 

향후 우리 교육의 키워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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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황선명
대전 대화중학교 교장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대전대화중학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에 위치한 학교로 

광역시 소재 학교임에도 전교 13학급 434명의 학생들이 생활하는 

소규모학교이다.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 24명, 차상위계층 19명, 

한부모가정 자녀 20명, 경제적 곤란가정 자녀 73명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학부모의 교육적 관심의 결여로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 기초학습능력이 부진한 학생들이 많은 

기본에 충실한 교육, 꿈이 자라는 학교
대전 대화중학교

REPOR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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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다. 따라서 이런 부진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으로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길만이 해답임을 

오랜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이 해야 할 과제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며,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기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기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규수업시간이 충실해야 

한다. 정규수업시간이 충실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되, 잘 가르쳐야 

한다. 가르치되, 잘 가르치는 것은 학생 스스로가 학습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학생 스스로가 학습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쉽게, 깨닫기 쉽게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해 올바른 학교 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준 권재술 

교수의 ‘교육의 본질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방법을 학교에 

적용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이 단위학교 교장으로서 학교의 교육을 바로 잡는 

공교육의 미래라 확신한다. 어떤 교육이나 쉬운 것은 없다. 그러나 

기초는 교육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다. 운동경기에서도 그렇고, 

학문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다. 교육은 기초가 잘 되어야 한다. 

기초 교육은 개인차가 적으며 대부분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다. 또한 기초는 확실하게 자동화될 때까지 반복적이고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 교육현장에서 기초교육이 되지 않는 것은 교사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즉 교사는 학생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대전대화중학교는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 다음과 같이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초·기본교육 충실로

공교육이 살아 숨쉬는 ‘으뜸행복학교’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라는 슬로건 아래 학생들의 기초교육에 

집중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교육다지기 정규수업을 통해 

교과별 기초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울러 학생의 

학습능력에 따라 맞춤형 수준별 수업(2+1+1)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한다. 즉 학습자 중심교육을 위해 교과별 또래 학습 

멘토링제, 과목반장을 활용한 학업성취 도달 확인 형성평가 

실시, 무학년 자기주도적 학습반 등을 운영한다. 또래 학습 

멘토링은 현재 72팀(144명)의 멘토-멘티 학생들이 그날 배운 

내용을 노트에 정리하고 확인해주는 방식의 학습 기부 활동이다. 

성공사례로 3학년 오인성(멘토)과 진승원(멘티) 학생의 성과는 

놀라울 정도이다. 멘티 진승원 학생의 영어, 수학성적은 지난해 

중·하위권이었으나, 올해에는 약 30~40점 이상 향상되었으며, 

멘토 오인성 학생은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과목별 반장이 학업성취 도달 

현장르포 기본에 충실한 교육, 꿈이 자라는 학교 - 대전 대화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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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형성평가문항을 매일 아침 제시하고, 학생들이 노트에 

풀고 난 후 설명해 줌으로써 학습동기 유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학업성취 도달 확인 

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글을 읽어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기초 

학습능력에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모닝독서반 및 e-NIE 

독서지도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무학년 자기 주도적 학습반은 

방과 후 자율적으로 도서관에 모여 독서활동 및 자율학습을 

실시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하고, 독서습관의 형성을 

통해 집중력과 사고력 향상의 효과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과 영혼까지도 따뜻한 체험과 

실천중심 인성교육,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을 통해 우리 교육자 모두가 학생들에게 

희망을 베푸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체험과 실천중심 인성교육

학교장은 오전 7시 40분이면 어김없이 전교실을 순회하며 

‘굿 모닝 아이러브 유! 플리즈 싯 다운, 오픈 더 북!’이라는 

영어 인사와 함께 학생들을 격려하며 독서를 권장한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 운영을 통해 사제동행 

등반 및 축구대회, 영화관람, 폭력예방 체험학습, 생일파티 등의 

행사를 실시하면서 학생들에게 건전한 공동체의식 및 배려심을 

함양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흡연 문제 해결 차원에서 자율금연캠페인을 

통한 흡연학생 제로화 운동을 실시하여 전교생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금연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창의·

인성을 함양하는 ‘Daehwa Best Class’를 운영해 매 학기말전 

학급별로 상·벌점 결과, 학급관리 및 청소상태 등의 학급경영 

전반을 평가하여 최우수 및 우수 학급에 대해 표창장 및 

상품을 증정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와의 결연활성화로 2011

년부터 올해까지 (주)삼진정밀(대표이사 정태희)과 새로남교회

(담임목사 오정호)로부터 4년 연속 ‘Happy School! 학교사랑 

결연 협약’을 맺어 6,400만원을 기부 받아 교육활동 및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로 지원하였다. 이렇게 나눔을 받은 학생들이 나눔의 

고마움을 깨닫고, 다시 나눔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실전 배움터

전국최강의 카누부는 창단 이래 꾸준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 

으며, 창단 3년 만에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C-2 

500m 경기)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리고 2014학년도 제

16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배 학교 스포츠클럽 축구대회에서는 

소규모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준우승 이라는 자랑스러운 실적을 

거두었다. 또 대전최강의 과학탐구반 운영을 통해서도 2014학년도 

대전광역시 청소년과학탐구대회 기계과학 탐구부문 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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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김석중, 전국대회 출전), 2014학년도 대전광역시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탐구토론부문 동상, 2014학년도 학생과학 탐구 

올림픽 과학탐구실험대회 동상, 2014학년도 6월 탐구학습장 

과학체험탐구대회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7명의 수상 실적을 

거두었다. 이와 더불어 매일 아침(08:30-08:50)시간을 활용해 

학급수 대로 총 13종(435권)의 양서를 선정하여 학급별 윤독을 

실시하는 ‘모닝독서활동’, ‘e-NIE 독서지도’를 통해 언어 능력 

신장과 함께 올바른 인성과 정서 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

학생들의 진로탐색능력 신장을 위하여 진로직업체험활동

(교육청진로직업체험의 날, 대한민국 산업체 직업탐구 진로체험 

활동 등 7개의 맞춤형프로그램) 및 진로캠프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진로직업멘토 특강(정보통신분야 대한민국 명장, 

대전MBC 라디오 DJ, 대전지방법원 판사, 변호사, 국세공무원, 

소방공무원, 신문기자, 과학자, 컴퓨터프로그래머, 구호활동 

전문가, 직업군인 등)을 학생 1인당 평균 4시간씩 실시하고, 

진로동아리활동(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 과정 견학 및 판사와의 

대화 실시, 대전MBC방송국에서 프로그램 제작 과정 견학, 

대전정부청사, 대전광역시의회 견학 등)을 통하여 직업 세계 

탐색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탐색의지 

함양을 위해 힘쓰고 있다. 

공교육의 미래 경쟁력 확보는 현재진행형

<교육의 본질은 무엇인가?>,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학교장은 누구인가?>, <교사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등은 교육현장에서 늘 고민해야 할 화두이다. 이러한 화두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책임자인 학교장의 교육철학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전대화중학교는 학교장의 

오랜 교육 현장 경험을 토대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 ‘교육의 본질인 

기초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확고한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신념의 실천을 

위해 교육의 비전을 구성원들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한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활기 넘치는 행복한 학교’

를 만들어가고 있다. 

학교 교육에 있어 교과 지도와 인성 지도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균형 있게 굴림으로써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바른 인성 세우기를 목표로 교사에게는 희망의 원천이 되고, 

학생에게는 희망을 베풀어주는 학교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오늘도 대전대화중학교식 기초·기본교육의 실천은 

현재진행형이다. 

현장르포 기본에 충실한 교육, 꿈이 자라는 학교 - 대전 대화중학교 REPOR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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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우인제
서울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교감

서울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는 1958년 개교 이래 현재까지 

약 33,000여 명의 여성 실업인력을 배출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2007년 국내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MICE산업의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고로 

전환하였다. 그동안 국내 최초 컨벤션고교라는 타이틀과 함께 

컨벤션기획, 커뮤니케이션, 전시경영 및 외국어교육의 강화를 

통해 MICE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닦아 오고 

있다. 나라 사랑과 바른 예절 교육을 통해 인성이 잘 갖춰진 

MICE1)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서울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REPORTAGE

1)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MICE산업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며 새로운 산업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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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여성리더 양성의 요람으로 명성을 높여가고 있는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창의인성교육, 짝선·후배제도(Buddy System), 

학교 스포츠활동을 통한 인성지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자리한 해성국제컨벤션고의 

교문을 들어서면 웅장한 대리석 교사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대학캠퍼스에서나 볼 수 있는 학교 건물과 넓은 운동장, 정돈된 

등교 길, 그리고 교육청,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캠퍼스가 

하나로 연결되어 교육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교문을 들어서면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아요. 다른 학교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안정감, 편안함 같은 거라고 할까요. 처음 방문인데도 한 집에 

사는 식구들처럼 학생과 선생님들 모두 밝고 정답게 서로 인사를 

합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정겨움이 있습니다.”

라고 방문객들은 말한다. 이런 평가는 해성국제컨벤션고만의 

특색 있는 창의인성교육과 학생들의 높은 학업성취 욕구가 함께 

하기 때문일 것이다.

매주 1회 전교생이 참여하는 창의인성교육은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인물의 삶 공유,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유명인사 초청강연, 재학생 주제발표 등으로 구성하여 

전교생이 하나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 학교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는 짝선·후배제도는 1~3학년 학생 3명이 한 

팀이 되어 학교생활, 진로문제, 교과지식 등에 대해 선배들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신입생들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또한 전교생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도 

1~3학년 같은 반이 팀이 되어 반별 응원전, 치어리딩, 피구경기, 

줄다리를 실시하여 상호 배려와 단결심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매년 한국카네기센터의 우수한 강사진을 초빙하여 

조직 내에서의 인화·소통하는 방법을 익히고, 나아가 조직 

내의 리더로서의 소양을 쌓아가는 수업을 방과 후에 실시하고 

있어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사회에 진출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기초소양, 컨벤션, 외국어교육, 현장학습 등을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해성국제컨벤션고의 교육과정은 기초 소양교육을 위한 

보통교과, 전문기능 및 지식함양을 위한 전문교과, 그리고 

외국어교과로 나뉜다. 보통교과는 중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1,2학년에 주로 편성하여 전문교과 이수에 필요한 탄탄한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전문교과는 컨벤션교과, 일반 상업교과, 

컴퓨터, 회계교과로 주로 2-3학년에 편성되며 기초교육을 

바탕으로 현장업무를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겸비할 

수 있는 교과다.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위해 외국어교과의 

비중을 높여 타 학교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영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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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 중국어 교과를 1~3학년 전 학년에 편성하여 별도의 사교육 

없이 실용외국어 구사와, 실무외국어 지식 습득을 가능토록 

하였다. 

<표 1> 해성국제컨벤션고의 교과 구성

구분 주요  교과명

보통교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세계사, 체육, 예술 

전문교과

MICE 일반, MICE 실무, 무역전시업무, 전시산업실무, 컨벤션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국제매너, 전자상거래, 

컴퓨터 및 회계, 상업경제, 금융실무 등 

외국어교과
영어1, 심화영어독해작문, 컨벤션영어, 비즈니스영어, 관광영어, 

토익Ⅰ, 토익Ⅱ, 토익실무, 관광일본어, 관광중국어

현장체험 학습은 코엑스, 킨텍스 등과 같은 컨벤션센터와 전시 

박람회 및 이벤트 장소에서 실시한다. 세계지식포럼 현장학습. 

서울국제교육포럼 진행요원, MICE산업대전, 해성글로벌리더십 

캠프 운영, 홍콩·마카오 컨벤션센터 행사 참여 등 국내·

외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MICE 행사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교과에서 학습한 내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또한 MICE 산업전, 진로직업 박람회에 직접 학교 부스를 운영 

하여 실무를 익히고 있다. 이렇게 축적된 지식과 실무를 바탕으로 

대학생들도 취득하기 힘든 컨벤션기획사 자격증시험에 도전하여 

매년 많은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해 컨벤션전문기획가로 관련 

모임에 당당히 참석하고 있다. 또한 동덕여대가 주관한 ‘2013 동덕 

MICE 모의 유치전’에서 여러 대학팀을 물리치고 해성컨벤션고 

학생팀이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여 향후 MICE업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학계 및 관련업체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2014년 2월 해성국제컨벤션고 졸업생 진로현황은 취업 112

명(51.6%), 진학 101명(48.4%)이었다. 취업희망자 112명 모두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금융기관, 중견기업, 해외호텔 등에 

100% 취업하였다. 특히 취업정착률(취업후 계속근무률) 100%로 

졸업생들은 관련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 

대학 진학의 경우 진학생의 77%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서울 및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에 합격하여 취업과 

진학 모든 면에서 타 학교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같은 결과의 

배경에는 학생들을 위한 재단, 동창회, 교사의 헌신적인 노력과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우선 해성문화재단(학교재단)

은 매년 250명의 학생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동문선배 및 재직교사도 동창회장학금, 교직원장학금 

등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한 재단의 아낌없는 시설투자로 학생들 스스로 

해성국제컨벤션고가 최고라는 자부심과 애교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같은 사랑과 배려는 학업성취도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주제로 전교생이 참여하는

경시대회 및 전문가 특강  

신입생오리엔테이션 소감문대회, 해성미소컨테스트, 해성포 

토폴리오경진대회, 경제골든벨대회, 교내창업경진대회, 창의 

아이디어대회, 한식상품화대회, 창의경영경제캠프, 교내영자 

학교재단, 동문, 교사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신뢰로

취업률 100%, 최고의 진학률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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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대회, 가장무도회경연대회, 해성펜글씨대회, 홍콩·

마카오컨벤션센터 견학 발표대회, 교내MICE경진대회, 차세 

대경영자캠프, 해성소논문대회, 관광통역안내대회, 수학올림 

피아드대회, 기악경연대회, 중국어·일본어 동화구연대회, 모의 

토익대회, 학교홍보 UCC 대회 등 별의별 대회를 다 한다고 할 

정도로 매년 50여 개가 넘는 대회를 준비하고 치르는 학생들로 

학교 안팎은 언제나 활기가 넘치고 있다. 일부 학생만을 위한 

대회가 되지 않고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를 다양화하고 

대회 준비를 돕기 위한 특강이 수시로 열려 재능과 흥미를 성장, 

발전시켜 가고 있다. 해성국제컨벤션고는 특성화고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서울지역 전체 

고등학교 중 7위(외국어고, 과학고 제외), 2011년 20위(외국어고, 

과학고 포함), 201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동부지역 1위를 

달성하였다. 

혁신 TF팀 운영을 통한 새로운 발전 모색 

해성국제컨벤션고는 지금까지의 교육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컨벤션특성화고로 더욱 발전하기 위한 혁신 TF팀을 구성하여 

우수 학교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본교의 장단점을 

파악한 뒤 각 TF팀마다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매월 마지막 금요일 학교혁신협의회를 거쳐 실천여부를 

파악하고 차기 목표에 대해 다시 도전하는 과정을 정기적으로 

갖는다. 서울시교육청의 직업·학업 병행제도(선취업 후진학)

에 맞춰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달성을 위한 지원계획, 교수·

학습 방법 개선계획, 산업수요맞춤 교과 재편성 및 교육과정 

개편 계획, 학부모 및 학생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방과후학교 활동계획, 그리고 지역사회, 산업체와의 연계 

협력 방안 등 5가지 중점 추진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교육의 중점을 외국어, 리더십, 스피치, 

프리젠테이션 및 컨벤션 전문교육으로 설정하고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 양성에 매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 MICE산업을 이끌고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조할 차세대 MICE 인력을 배출하고 

있는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의 무한한 발전을 기대한다. 

현장르포 MICE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 서울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REPOR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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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베리타스 알파 기자

중앙대학교는 2008년 두산그룹의 법인참여 이후 대학의 

혁신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선뜻 대학들이 움직이지 못하던 시기, 중앙대는 

선도적 주체로 대학개혁의 제대로 된 방향성과 올곧은 추진력을 

선보였다. 박용성 이사장(두산중공업 회장)의 “이름만 빼고 가능한 

한 전부 바꾸겠다”는 선언이 상징하는 혁신의 핵심은 대학에 

기업의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교수와 교직원, 학생 

등 구성원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고통을 수반한 혁신의 실험이 시작됐다. 급진적으로까지 

비친 중앙대의 개혁을 놓고 교육계와 언론이 갑론을박을 

거듭된 혁신, 쌓이는 성과 … 괄목상대
중앙대학교

현장르포 거듭된 혁신, 쌓이는 성과… 괄목상대 -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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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는 사이 중앙대는 묵묵히 혁신의 환골탈태를 거듭해 왔다. 

교수연봉제, 기능형 부총장 제도, 학문단위 구조조정, 학생들의 

엄격한 상대평가, 하나같이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전제로 한 

강도 높은 조치들이었다. 시스템의 비효율성 개선,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체계 도입, 신규 공간 확보… 7년째 대학운영 

전반에 불어 닥친 혁신의 바람은 중앙대를 괄목상대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가시적 성과는 이미 속속 나오고 있다. 중앙대는 

올해 대형 정부재정지원사업 4곳에 모두 선정,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공격적 체질개선의 질적 성과 ‘가시화’

중앙대의 위상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새로운 혁신체제의 

첫 졸업생이 작년 2월 졸업하면서 성과를 선보였다. 2011년 

행정고시 전체수석을 차지한 데 이어 행정고시, 변리사 등 각종 

고시에서 합격자 수가 급상승했다. 2013년 사법시험 16명(전국 6

위), 공인회계사 53명(전국 6위), 행정고시 7명(전국 10위), 2014

년 공인회계사 1차 117명(전국 4위)의 성과다. 각종 대학평가 

순위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QS아시아평가 결과 2009년 114

위에서 2013년 71위로 크게 오른 배경이다. 중앙일보 평가에선 

2008년 14위에서 2013년 8위까지 꾸준히 상승세다.

중앙대의 혁신에 가장 실질적이고 빠른 반응은 언론의 순위 

평가보다 입시생들로부터 왔다. 지원자 수는 매년 중앙대 사상 

유례 없었던 규모로 확대됐고 국내 대학 중 최고 경쟁률을 수년 째 

이어가면서 커트라인은 상승했다. 최근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 

사이에서 중앙대의 주가는 크게 오른 상태다. 과학영재학교는 

물론 과고, 외고, 국제고, 전국단위 자사고 신입생들이 크게 

늘었고, 전국의 명문고에서 입학설명회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중앙대는 이미 수많은 ‘최초’의 기록들로 성가를 쌓아 왔다. 

1947년 발행된 중대신문은 대학신문의 효시로 자리한다. 1954

년엔 중대에서 대학 최초의 법대 모의재판이 개최됐고, 1957

년엔 최초의 대학방송국인 UBS가 개국했다. 약학대학(1953년), 

경영대학(1955년), 신문방송학과(1958년), 연극영화학과(1958

년), 광고홍보학과(1974년)는 중대가 국내 최초로 개설한 학과다. 

한국인 최초의 유네스코 여성고위직(최수향, 심리79), 한국인 

최초의 세계스카우트 이사회 의장(이향복, 건축72), 한인 최초 

미국 하원의원 배출(김창준, 법학55), 한인 최초 미국 경찰서장 

배출(윤준원, 심리79), 통일부 최초 여성이사관(윤미량, 정치외교

79), 가정법원 최초 여성부장판사(한숙희, 경제80) 외에 배우출신 

박사 1호(배종옥, 연극영화63)도 중대에서 배출됐고, 영화 1,200

만 관객 최초 돌파(강제규 연극영화81)도 중대 동문에서 나왔다.

분야별 전국 수위를 달리고 있는 중앙대 25만 명 동문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파워 동문’으로 중대의 높아진 위상을 

입증하는 살아 있는 증거라 할 만하다. 현 국세청장 등 관계에 

현장르포 거듭된 혁신, 쌓이는 성과… 괄목상대 -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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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위, 법조에 전국 9위, 재계에 전국 6위, 정계에 전국 5위, 

언론에 전국 3위, 금융에 전국 10위, 방송, 스포츠, 기타 분야에 

전국 1위의 동문 파워다. 19대 국회의원 중 15명이 중대 출신이다. 

문인과 약사, 관세사는 중대 출신이 가장 많은 분야다.

올해는 두산그룹이 학교운영에 참여한 이후 추진한 공격적인 

체질개선의 질적인 성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다는 평가다. 

중앙대는 대형 정부재정지원사업 4곳에 모두 선정, ‘그랜드 슬램’

을 달성했다. 올해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사업),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고교교육정상화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사업),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CK-Ⅱ사업) 등 4대 대형 정부재정 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된 

것. 수주액만 총 567억 원에 달하며, 올해는 127억 원의 사업비 

를 지원받아 교육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된 고교교육정상화사업으로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ACE사업으로 교양교육과 전공교육 비교과교육 과정 

등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CK-Ⅱ사업을 통해선 강점 분야를 육성하며 LINC사업을 

통해선 취업과 창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입학, 교육, 

졸업에 걸친 전 과정에서 최적의 교육과정 실현을 통한 최고의 

학생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100주년을 맞는 2018년까지 10년을 목표로 용틀임을 시작한 

중앙대의 혁신 드라이브는 이제부터일지 모른다. 그 동안 다진 

시스템으로 혁신의 성과를 수확하는 동시에 그칠 줄 모르는 

기세로 일궈낼 성과는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내최초 교수연봉제 학문단위구조조정 실행

‘혁신의 전범’

중앙대가 일군 혁신 가운데 ‘학문단위 구조조정’이 첫손에 

꼽힌다. 중앙대는 덩치가 큰 대학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복 학문단위를 재조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창학 이후 최대 규모의 학문단위 구조조정은 연속되는 

난관을 관통해 일궈낸 값진 결과다. 방만하게 운영되는 

학문단위는 국내 대학이 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지만 그만큼 반발도 심해 쉽지 않은 과정을 겪었다. 중앙대는 

학생, 교수,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이 모두 참여해 1년 이상의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개혁안을 도출했다. 

그 결과 기존 18개 단과대학, 77개 학문단위를 10개 단과대학, 

47개 학문단위로 재조정하는 ‘선택과 집중’ 체제를 완성할 

수 있었다. 여기에 2015학년엔 시대변화에 걸맞은 두 개의 

학문단위가 등장한다. 산업보안학과는 파격 혜택을 정부산하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소프트웨어 전공은 삼성전자, LG

전자 입사가 보장되는 2015학년 신설학과다. ‘계열별 부총장제’

라는 운영시스템의 개편 역시 성공작이었다. 대학본부에 권한이 

집중된 이전 시스템에 비해 계열별 인사, 기획, 예산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학문단위의 특성을 살려 발전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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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기에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기능형 부총장제’로 업그레이드하여 곧장 

가시적 성과를 냈다. 중앙대가 주요 정부재정지원사업 4곳에 

모두 선정된 것은 효율을 중시한 기능형 부총장제의 시스템이 큰 

동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대학 최초로 도입한 ‘교수연봉제’ 역시 개혁의 의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교수연봉제는 이전까지의 연공서열 중심 

보상체계가 아닌 우수한 연구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별화하는 

제도다. 이찬규 교무처장은 “시행 초기에는 반발분위기가 없지 

않았지만 현재는 교수들의 연구에 동기를 부여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교수들의 연구실적을 말해 주는 논문게재 

수가 두산법인의 법인참여 이후 SCI논문은 2008년 614편에서 

2012년 1,025편으로 두 배 가까이, JCR논문은 2007년 542

편에서 2013년 1,333편으로 두 배를 훌쩍 넘겨 뛰어올랐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정년보장제에 반영되는 동료평가는 중대의 

연구경쟁력을 아시아 대학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튼실한 재정능력… 6년 간 법인전입금 1580억 원

대학의 살림도 풍족해졌다. 두산그룹 법인참여 이전인 2007

년 6억 원 수준 이전이었던 법인전입금은 2009년 이후 해마다 

300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 2010년에는 693억 원에 달하기도 

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간 법인전입금은 1580억 원에 

이른다. 탄탄한 재정능력으로 등록금 의존율은 2007년 74%에서 

2013년 60%로 떨어진 반면, 장학금 지급율은 2007년 4.5%에서 

2013년 32.3%로 크게 늘었다. 

전임교원 수가 2007년 866명에서 115% 늘어난 997명이나 

되지만, 같은 기간 교원 1인당 연구비는 5700만 원 수준에서 8400

만 원 수준으로 크게 올랐다. 의대를 가진 대학이 대학병원을 

운영한다는 사실은 강력한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중앙대병원은 

1968년 중구 필동에서 개원, 2004년 흑석동에 위치한 중앙대 

옆 자리로 이전한 상급종합병원이다. 두산그룹으로 재단이 

교체된 후 2011년 용산병원이 통합되면서 중앙대병원은 870개 

병상 규모로 급성장했다. 중앙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 2007년부터 4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획득했고, 2012년에는 ‘대한민국보건산업대상’ 종합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과 더불어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주최한 ‘고객중심경영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2년엔 적십자 간호대학과 합병을 이뤄 국내 최대 규모의 

간호대학을 출범시키면서 전통 강호 약대와 함께 의·생명 

분야의 3각 체제를 마무리했다.

두산그룹 법인참여 이후 2,100억 수준의 대대적 시설투자는 

허름했던 캠퍼스 주변 지형 자체를 바꾸는 상전벽해를 이뤄냈다. 

제2병동 신축,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약대와 R&D센터 신축, 

현장르포 거듭된 혁신, 쌓이는 성과… 괄목상대 -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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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와 퓨처하우스 신축이 잇따라 이뤄졌다. 특히 R&D센터와 

기숙사, 퓨처하우스 신축엔 1,027억원, 중앙도서관과 파이퍼홀 

리모델링 및 증축엔 201억 원이 투입됐다. 교사면적은 2007년 

15만5771㎡에서 2013년 26만870㎡로 두 배 가까이 확장됐다. 

2016년 7월 완공을 예정으로 1,171억 원을 투입, 지상 12층, 지하 

6층, 연 면적 7만3898㎡ 규모의 100주년 기념관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교사확보율은 현재 114.3%에서 준공 후 152%로 

크게 늘어난다. 100주년을 맞는 2018년까지 ‘학문단위 구조조정’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경영관리 효율화’의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추진중인 중앙대가 겨냥하는 정상은 더 이상 국내가 

아닌 게 분명하다.

수험생 친화적 리더십… ‘착한 대학’

중앙대가 수험생과 학부모를 보듬는 손길은 특별하다. 

일방향적인 홍보활동에 몰두하는 대신 면대면으로 현장과 

소통하는 데 들이는 정성이 세심하기 이를 데 없다. 상위권 대학 

중 단연 돋보이는 ‘논술 가이드북’의 수준과 ‘모의논술 일대일 

첨삭’에 중앙대 교수들이 합심해 들이는 공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올해는 ‘학생부전형 가이드북’의 제작·배포로 한 

발 앞선 행보다. 학생용과 교사용을 구분해 제작, 풍부한 사례 

제시와 작년 입시결과 제공으로 수험생의 실질적 이해를 돕는다. 

과거 논술 가이드북이 그래왔듯 내년부턴 타 대학의 정보제공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브라운 백 미팅’은 현장중심의 

세심한 소통자세를 대변한다. 거점지역을 방문해 소수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면대면 토론을 통해 입시개선의 방향을 잡는 

중앙대만의 신개념 설명회다. 대규모 설명회도 진행하지만, 

‘브라운 백 미팅’ 특유의 규모를 줄이고 부담을 덜어낸 

부드러운 분위기 덕에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원활한 소통이 

특징이다. 2016학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한 지원방안까지 대학 차원에서 벌써 마련한 사실은 남들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시야를 넓히고 선도하는 중앙대 입학처 면모의 

단면이다. 교육부의 ‘2014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에서 중앙대가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30억 원의 사업비를 

수주한 데 역시 이견을 찾기는 어렵다.

‘파격혜택  ̓갖춘 특성화학과(BIG7) 즐비

중앙대엔 주목해야 할 학과들이 있다. 바로 중앙대의 ‘미래선도 

학문단위’들이다. 중앙대는 과감한 학문단위의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두산그룹이 학교경영에 참여하면서부터는 법인과 대학의 역량 

을 집중한 특성화학과의 신설이 우수인재 유치에 동력으로 

작용했다. 경영학부 글로벌금융, 공공인재학부, 국제물류학과,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융합공학부 등 Big5 특성화학과는 학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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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거듭된 혁신, 쌓이는 성과… 괄목상대 - 중앙대학교 

파격적인 장학혜택과 산학연계교육 등을 기반으로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들의 산실로 급성장했다. Big5 특성화학과 

모두 수시 학생부전형과 논술전형 합격자 중 수능성적 상위 

50%와 정시 일반전형 합격자 전원에 대해 4년 전액장학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2015학년에 야심차게 신설되는 산업보안학과, 

소프트웨어 전공의 합류로 Big7 특성화학과 체제가 완성되었다. 

역시 파격혜택을 자랑한다. 경쟁률이 이미 상한가인 특성화 

학과는 6년제로 바뀐 약학부는 물론 광고홍보학과, 사진학과, 

문예창작과, 연극영화과 등 전통적 인기학과들과 함께 수험생의 

열망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특히 Big5 특성화학과 중 

국제물류학과와 에너지시스템공학부는 도시계획부동산학과와 

함께 지난해 입시부터 서울캠퍼스에서 모집을 실시, 인기가 

급상승했다. 올해 404명을 선발하는 경영학부는 국내 최대규모의 

위용이다.

중앙대의 Big7 특성화학과 중 특히 2015학년에 신설하는 

‘소프트웨어전공’과 ‘산업보안학과’는 2015 대입의 판도를 

흔들 정도의 위력을 감지케 한다. 첫 신입생 선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미 수험생들 사이에선 선망의 학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학과 모두 파격적인 장학혜택과 선 굵은 

전망으로 입시계 화제로 부상해 있다.

소프트웨어전공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 입사를 

보장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다. 실무형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 운영되며 

중앙대는 이미 삼성전자, LG전자와 업무협약을 마친 상황이다. 

컴퓨터공학부 내 특성화전공 성격으로 2015학년에 40명을 선발 

해 대학 측에서 2년 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학년 

2학기에 진행되는 양사의 채용 프로세스를 거쳐 최종 합격한 

학생은 3~4학년 기간 삼성전자와 LG전자로부터 전액 장학금을 

받고, 졸업 후 입사하게 된다.

산업보안학과는 기존 계약학과의 제1강자로 거론되고 있는 

고려대 사이버국방을 위협하는 존재다. 최근 정보보안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해 

신설했다. 혜택은 현재 정부 산하기관과 논의 중이며 수시합격자 

중 수능성적이 상위 50% 이내에 들면 4년 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정시합격자는 전원 4년 전액 학비를 면제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굉장히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과고/영재학교 

중심의 고대 사이버국방과 달리 중앙대는 일반고 출신에게도 

문호를 크게 열었다는 측면에서도 수험생 입장에선 반길 얘기다. 

서울캠퍼스 경영경제계열에 속하며 컴퓨터공학/법학/심리학/

경영학 등을 융합교육한다. 

REPOR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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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 교육통계연구센터 연구위원

Ⅰ. 들어가며

정부는 최근까지 고등교육의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의 질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대학 특성화

(CK) 사업, 2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계약학과의
개설 및 학생 현황

교육통계 FOCUS 계약학과의 개설 및 학생 현황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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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 산업대학 등에 산업체와 연계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는 이러한 지방대학의 특성화 및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2003년 기존의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동법 제8조11를 신설, 그 근거를 마련한 이후로 계속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산·학·연 협력의 적극적인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나라 계약학과의 현황을 개설 학과 및 재학생 수를 

중심으로 최근 대학정보 공시의 2년간 데이터(2012~2013년)를 

활용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1)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

교육기관 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

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나 유사한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

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

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Ⅱ. 계약학과의 개설 학과 및 학생 현황

계약학과 제도는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 양성,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국가·지자체·산업체 등이 대학 

과 계약으로 설치·운영하는 제도”이다(교육부, 「계약학과 설치 

운영 Q&A」, 2013, p. 2). 이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계약학과 

운영요령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계약학과의 유형은 산업체 등이 향후 채용을 조건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대학에 두고 운영하는 채용조건형과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교육을 위해 대학에 교육을 의뢰하는 

재교육형의 2가지로 구분된다. 경비는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표 1> 계약학과 유형별 개설학과 수

구분

채용조건형 재교육형 혼합형1 합계

’12 ’13 ’12 ’13 ’12 ’13 ’12 ’13

n=61 n=71 n=446 n=447 n=15 n=0 N=522 N=518

학제

전문대 8 3 41 47 0 - 49(9.4)2 50(9.7)

대학 51 66 370 385 15 - 436(83.5) 451(87.1)

대학원대학 2 2 35 15 0 - 37(7.1) 17(3.3)

계열

공학 46 41 125 146 5 - 176(33.7) 187(36.1)

인문·사회 9 17 249 216 8 - 266(51.0) 233(45.0)

자연 2 8 48 55 2 - 52(10.0) 63(12.2)

의학 0 0 4 4 0 - 40(0.8) 4(0.8)

예·체능 4 5 20 26 0 - 24(4.6) 31(6.0)

취득학위

전문학사 8 3 42 49 0 - 50(9.6) 52(10.0)

학사 11 19 213 179 6 - 230(44.1) 198(38.2)

석사 33 32 150 152 7 - 190(36.4) 184(35.5)

박사3 9 17 41 67 2 - 52(10.0) 84(16.2)

출처 : 대학정보 공시 (’12 - ’13)

주 1. 혼합형은 2012년에만 존재함.     2. ( )는 비율이며 총합 반올림 과정에서 10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3. 2013년의 박사 수치는 석·박사 통합과정을 포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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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의 50% 이상을 산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정원의 경우 

재교육형은 별도의 제한이 없이 운영되고, 채용조건형은 전체 

입학 정원의 10% 이내에서 허용되고 있다.  

1. 계약학과의 개설 현황

<표 1>은 계약학과의 2가지 유형인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을 

기준으로 학제·계열·취득학위별로 개설된 학과 수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의 경우는 채용조건/재교육 혼합형이 15

개 학과로 존재했으나, 2013년에는 2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하여 

학과 수가 집계되고 있다. 우선, 전체 계약학과 수는 최근 2년간 

큰 변동 없이 재교육형이 약 8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제별로는 대학에 개설된 학과가 가장 많았고, 전공계열은 

인문·사회와 공학계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현장인력들의 재교육이나 채용을 위한 

산업체 맞춤형 인력 양성이 본 제도의 주된 목적임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유형별로 볼 때, 

공학계열은 채용조건형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인문·

사회계열은 재교육형에서 공학계열보다 30% 이상 많이 개설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2013년 기준). 개설학과가 지향하고 있는 

학위의 종류는 학사, 석사, 박사, 전문학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고학력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계약학과 유형별 입학자 현황

<표 2>는 위와 같이 개설된 계약학과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표 2> 계약학과 유형별 재학생 수

구분

채용조건형 재교육형 혼합형1 합계

’12 ’13 ’12 ’13 ’12 ’13 ’12 ’13

n=2,063 n=1,291 n=10,723 n=10,479 n=163 n=0 N=12,949 N=11,770

학제

전문대 755 106 1,275 922 0 - 2,030(15.7) 1,028(8.7)

대학 1,292 1,160 9,162 9,127 163 - 10,617(82.0) 10,287(87.4)

대학원대학 16 25 286 430 0 - 302(2.3) 455(3.9)

계열

공학 1,863 932 3,274 3,559 70 - 5,207(40.2) 4,491(38.2)

인문·사회 138 251 6,037 5,353 91 - 6,266(48.4) 5,604(47.6)

자연 14 43 508 576 2 - 524(4.0) 619(5.3)

의학 0 0 159 127 0 - 159(1.2 127(1.1)

예·체능 48 65 745 864 0 - 793(6.1) 929(7.9)

취득학위

전문학사 755 106 1,277 929 0 - 2,032(15.7) 1,035(8.8)

학사 633 541 5,993 5,878 91 - 6,717(51.9) 6,419(54.5)

석사 605 459 3,015 2,710 72 - 3,692(28.5) 3,169(26.9)

박사4 70 185 438 962 0 - 508(3.9) 1,147(9.7)

출처: 대학정보 공시 (’12 - ’13)

주 1. 혼합형은 2012년에만 존재함.     2. ( )는 비율이며 총합 반올림 과정에서 10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3. 2013년의 박사 수치는 석·박사 통합과정을 포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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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하고 있는 지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재학생 수는 

재교육형에서 244명, 채용조건형에서 772명의 재학생 수가 

감소하였다. 졸업 후 채용을 보장하고 산업체와 대학이 함께 

교육과정 및 선발 기준에 대해 비교적 엄격히 학칙에 규정하고 

있는 채용조건형의 학생 수가 37.4% 감소한 것은 학생을 선발할 

당시의 2~4년 전 경제상황과 결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재교육형 학생 수는 2012년의 경우 전체 학생의 82.8%, 

2013년의 경우 89%로 증가하였고, 학제별로는 대학에 개설된 

계약학과 재학생 수가 2012년 대비 약 5% 증가하였고, 전문대학 

재학생 수가 7% 감소하였다. 계열별로 재학생은 공학과 인문·

사회계열에서 각각 2%, 0.8% 감소하고, 미용, 레저, 패션, 

영상미디어학과 등과 같은 예·체능계열 재학생이 2012년에 

비해 1.8% 상승하였다. 취득 학위별 재학생 수는 고학력 지향이 

계약학과 제도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서 석사과정 재학생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박사과정은 오히려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Ⅲ. 나오며

계약학과 제도는 고등교육 교육과정이 산업체의 인력 수요에 

좀 더 부응하고, 대학은 학생들의 취업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산업체의 인적 · 물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극적인 형태의 산·학·연 협력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2년간의 대학정보 공시자료를 통해 본 계약학과와 

학생 현황에서 산업체의 인력 재교육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공학, 인문·사회계열의 4년제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과정 학생들이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2년간 박사과정에 개설되는 학과와 

재학생 수가 대폭 늘어난 현상은 산업체와 대학의 연구개발협력 

현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계약학과 근거 법령 명칭이 

2011년 개정을 통해 ‘산학협력’에서 ‘산학연협력’으로 변경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계약학과 제도에서 학사나 석사의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사과정의 학과와 학생의 증가가 

예상되고, 이는 대학이 가진 R&D 기능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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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의 현재와 미래’ 주제로

 2014 제1회 교육ODA 컨퍼런스 개최

6월 24일(화) 오전 9시 반, The-K 서울호텔에서 정부부처, 시·

도교육청, 유관 연구기관, 대학, NGO, 민간기업 등의 ODA 관계

자를 비롯, 교육 ODA에 관심이 있는 학생ㆍ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

로 「2014 제1회 교육ODA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교육부가 주최

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며 아리랑TV미디어 등이 공동 시행

한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 교육 ODA 정책 및 사업의 추진성과

와 발전방안을 공유·홍보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교육 ODA 선

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교육 ODA 관련 이해관

계자 간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향후 발전방안을 모

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CRM·BI협의회 선정,

‘2014 고객중심경영대상’ 「서비스부문」 수상

한국정보산업연합회 CRM·BI협의회로부터, 동 협회가 수여하

는 ‘2014년 고객중심경영대상’ 「서비스부문」을 수상하였다. 서비

스부문의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한국교육개발원(KEDI)

은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

을 하고 있다. 그 중 ‘KEDI 온라인 설문조사시스템’은 다양한 표

집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여론조사 대상자 DB를 확보하여, 온

라인으로 수요자(학생, 학무보, 교육정책가)의 요구를 신속하고 

정확히 수집, 다양한 통계분석 패키지(SPSS, AMOS, STATA, 

MPLUS, HLM, LISREL)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통해 정부의 교육현안에 대

응하고 수요자(학생, 학부모, 교육정책 입안가)가 가장 원하는 

교육정책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문화 변화와 남북한 교육통합’ 주제로

 제66차 KEDI 교육정책포럼 개최

7월 8일(화) 오후 3시, 서울중앙우체국 21층 국제회의실에서 ‘북한

의 사회문화 변화와 남북한 교육통합’을 주제로 제66차 KEDI 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김지수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 

연구위원이 ‘북한 교육 관련 법령 특성과 남북한 교육 교류 및 통

합’을 주제로, 조정아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이 ‘북한 

청소년의 가치관, 인식 변화 실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주

제발표 후에는 김정원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 실장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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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으로, 박정원 국민대학교 교수,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현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 서동원 한

국교육방송공사 대외협력국 홍보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다

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포럼은 변화하는 북한사회

의 현실에 대해 함께 논의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효과적인 

통일교육의 방향 및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담론의 장이 되었다.

‘자유학기제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방안’ 주제로

 제5차 자유학기제 포럼 개최 

7월 18일(금) 오전 10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에서 ‘자유학기제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제5차 자유학기제 

포럼’을 개최하였다. 교육부,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

날 포럼에서는 김민호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자유학기제

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뒤, 임승호 서울시 성동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과 이영

교 경기도 신길중학교 부장교사가 교육지원청과 연구학교의 역할 

및 협력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번 포럼은 주제 및 사례 발표를 통

해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탐색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효과적인 연계 협력

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제안하고 

논의하며 공유하는 장이 되었다.

교육부·인천시·인천시교육청과 

2015 세계교육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015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WEF)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9월 5일(금) 오전 11시 인천시청에서 교육부·인천

시·인천시교육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백순근 한

국교육개발원 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황우여 교육부 장관, 이

청연 인천시교육감 (사진·오른쪽부터) 등 관련 기관 대표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협약식은 교육부의 세계교육

포럼 준비 경과보고에 이어, 황우여 장관, 유정복 시장, 이청연 

교육감 및 백순근 원장의 인사말, 협약서 내용 설명 및 내용 발

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금번 업무협약의 체결

로 협약기관들은 2015 세계교육포럼 행사의 운영지원, 행사 추

진에 필요한 인력지원, 홍보계획 수립 및 대내외 확산 등을 위

해 필요한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

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KEDI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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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교육개발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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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