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처ㅣ한국교육개발원

발행인ㅣ백순근

편집장ㅣ문성룡

홍보출판심의위원ㅣ박영숙(위원장), 김미란, 김정민, 문성룡,  

 박병영, 박성호, 박환보, 박희진, 이재덕,  

 임소현, 임후남    

편집실ㅣ정미영, 한지연, 이훈, 양인실, 정선명

디자인·인쇄ㅣ디자인 프리즘 02-2264-1728

홈페이지ㅣhttp://www.kedi.re.kr  

발행ㅣ2014년 12월 24일  

계간등록번호ㅣ서초바 00022  

등록변경ㅣ2013년 1월 23일 

정가ㅣ6,500원  

구독문의ㅣ02-3460-0319 keditor@kedi.re.kr

표지ㅣ사진 공모전 수상작 

‘장택호의 다원과 한라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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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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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모형’ 위주의

창의적 교육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이제 우리 교육도 ‘공장 모형’과 ‘시장 모형’을 넘어 ‘공동체 모형’으로

창의적 교육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60년을 바라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선진일류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밝은 미래를 위한

창의적 교육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CEO 칼럼 ‘공동체 모형’ 위주의 창의적 교육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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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항상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간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편안하고 안락하며 풍요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가 보여 주듯이, 

급변하는 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퇴보할 수도 있고, 심하면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 교육은 지난 6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6.25전쟁 이후 모든 것이 파괴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비약적인 교육발전을 이룩해 온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세계 최고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2년마다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에서 무려 18번이나 종합우승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교육발전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 안에 세계 

최빈국에서 지구촌 중심국가로 우뚝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은 크게 세 가지 요인, 즉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 우수한 교사, 그리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도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들과, 자신보다 나은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 성의와 열의를 다하신 

선생님들과, 경제발전 단계별로 필요한 인력들을 맞춤형으로 육성하고 

인재대국과 능력중심사회 건설을 위해 모든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집중한 당국의 지도력이 조화롭게 작동한 결과이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 

더 있다. 그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는 것이다. 동일한 역사와 언어를 가진 한민족이 사는 

남한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지난 60년 동안 남한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성장한 반면에, 

북한은 여전히 세계 최빈국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부에서 

너무 자주 바꾼다고 비난할 정도로, 급변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온 것이다. 특히 5년 단임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육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교육혁신 덕분에 산업화 시대를 넘어 지식정보화 시대에 순조롭게 대응해 

온 것이다.

한편, 역사적으로 교육의 성공모델은 지속적으로 변해 왔다, 

1900년대 초반 포드자동차의 성공신화와 함께 산업화 시대에는 

‘공장 모형’이 교육의 성공모델이 되기도 하였다. 공장에서 사전에 잘 

만들어진 상세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최소비용으로 최대한 빨리 완제품을 

만드는 것이 강조되었듯이, 교육에서는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된 

공통필수 위주의 교육과정(敎育課程)에서 제시한 지식·기능·태도를 

효율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198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공급자와 수요자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정보화 시대에는 수요자의 선호도와 만족도를 중시하는 ‘시장 

모형’이 교육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시장에서 각양각색의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제공하되 수요자의 

선택이 중시되었듯이, 교육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되 

학생의 수준과 특성에 따른 자율적인 ‘선택’과 ‘맞춤형 교수·학습’이 

중요시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창의성과 상상력을 중시하는 창조경제 시대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창조 산업과 서비스 산업이 

강조되고 집단 지성과 집단 창의성이 강조됨에 따라 ‘공동체 모형’이 

교육의 성공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시민이 공유해야 할 핵심가치로 

개방·소통·협력·참여가 강조되고, 서비스 정신이 중시됨에 따라 

교육에서도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지닌 품격 있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이 강조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 교육도 ‘공장 모형’과 

‘시장 모형’을 넘어 ‘공동체 모형’으로 창의적 교육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난 60년 동안의 교육적 성취를 가능하게 한 기성세대의 

용기와 열정과 사랑과 헌신에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새로운 60년을 

바라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선진일류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밝은 미래를 위한 창의적 교육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참고로 지난 11월 4일 ‘행복교육 실현과 

창의인재 육성’이라는 주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공동으로 개최한 교육혁신 심포지엄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밝은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즐겁게 자신의 꿈과 끼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상호존중과 

팀워크를 통한 집단 지성과 집단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동체 

위주의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공동체 모형’ 위주로 창의적 

교육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백  순  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CEO   COLUMN 

Educational Development  2014 WINTER | 5



파워인터뷰

황우여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담 -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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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INTERVIEW

“대학 구조개혁, 학령인구 감소 등 위기 극복하고

 대학 체질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 자유학기제 통해 새로운 꿈 꿀 수 있고 긍지와 열정 살아나 … 

 2015년엔 70%까지 확대할 것”

황우여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해 42개 연구학교와 올해 38개 연구학교 및 732개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체험·참여 중심의 수업과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

지는 등 학교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

생들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교육을 기대하게 되었으며, 교사들은 초임시절에 가졌던 

긍지와 열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관내 모든 중학교

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등 자유학기제의 확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2015년에는 당초 50% 

학교로 확산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7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황우여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 정부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이자 핵심 교육정책인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의 그 동

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또, 고등교육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의 추진과 관

련,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자산”이라

며, “이번 구조개혁을 학령인구 감소 등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의 체질

을 개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

께 황우여 장관은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을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에 갈등이 노정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교실에서 출발하고 완성된다고 생각하며, 교실의 성공이 교육

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면서 따라서 “교육계는 학생들의 전인적 교육

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상호 협력해야 하며, 교육부는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 교육이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백순근 한국교

육개발원 원장은 12월 12일 서울시 세종로에 위치한 정부 서울청사에

서 황우여 장관을 만나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서의 근황과 소회,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소신과 포부, 주요 교육정

책 및 현안에 관한 복안과 앞으로의 계획,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교육

의 역할, 자녀교육과 평소 교육관 등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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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근 원장 : 오랜 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다가 교육·사회·문

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취임하셔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 

요즘 근황과 소회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황우여 장관 : 8월 취임 이후 매우 바쁘게 지냈습니다. 오랜 상임위 활

동으로 교육문제에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여러 현안을 해결하

려 하니 쉽지만은 않다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의 교육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충분히 알고 있기에 지체할 시간이 없

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시대에 흐름을 충실히 반영

할 수 있는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총리로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

니다. 

백순근 원장 : 지난 11월 15일이 취임 100일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취임 연설에서 “바른 교육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세우고,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정책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취임 100일을 맞은 소감이 어떠십니까. 

황우여 장관 : 단기적인 성과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교육 분야의 

특성상 취임 100일이 큰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지난 100

일 동안 현장 방문과 대학·교육청 등 다양한 정책고객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주 낭주중, 목포 문태중, 장도

분교 등을 찾아 재난위험시설을 둘러보고,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독립문초, 군서초 등을 방문하였으며, 대성동초, 서울농학교, 하늘꿈학

교 등을 찾아 애로사항이나 지원해야 할 내용은 없는지 살펴봤고, 단

원고를 방문해 사고 이후 학교 운영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 

학생·학부모·교사들의 흉중의 얘기를 경청하였으며, 중앙대, 서울

교대, 서울대, 교원대 등을 찾아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방안에 대한 대학 관계자들의 고견을 들었습니다. 그밖에 최근 

주요 교육 현안인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과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 고졸취업 활성화, 도제식 직업학교 선정 등에 대한 관계자 및 전

문가의 설명과 제언을 듣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앞으로 교육·사회·

문화 부총리 역할도 맡은 만큼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

다 장기적이고 넓은 안목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백순근 원장 : “정치든 정책이든 국민의 바람을 눈높이에 맞추는 것은 

만사의 기본이며, 교육정책 역시 본질은 국민에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이끌어내 꿈의 실현을 

돕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기조 역시 장관께서

평소 가지고 계셨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장관님의 소신과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파워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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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개인의 행복 구현이라는 본질을 회복할 때 비로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이끌어내 

꿈의 실현을 돕는 박근혜정부의 교육기조 역시 장관께서 평소 가지고 

계셨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장관님의 소신과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황우여 장관 :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살아갈 미래사회의 

직업의 60%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직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

회 변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도 급

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국내외 대학 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에 앞으로의 교육은 일자리 찾기(Job-seeking)가 아니라 일자리 만들

기(Job-Creating)로 무게중심을 이동하여야 하며, 영유아교육, 다문화

교육, 직업과 일이 연계된 평생직업교육, 대학 경쟁력 제고 등에 관심

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행복한 교육’을 통

해 모든 학생들이 저마다 가진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유학기제 시행,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

발, 인성교육 강화 정책 등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2013

년 연구학교 시범 운영, 2014년 희망학교 및 선도 교육지원청 운영 등

을 거쳐 2016년에 전면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이미 올해 2학기부터 전

국 최초로 도내 모든 중학교에서 ‘꿈 그릴 락(樂) 제주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 다양한 체험 프

로그램의 도입 등을 통해 내 꿈이 무엇인지, 무엇을 잘하는지 고민하

고 모색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자유학기제,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일정,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황우여 장관 : 지난해 42개 연구학교와 올해 38개 연구학교 및 732개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체험·참여 중

심의 수업과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학교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만족도를 보면 42개 연구학교의 경우 5점 만점 

기준으로 2013년 2학기에 3.34점에서 3.72점으로 0.38점 높아졌고 38

개 연구학교의 경우 2014년 1학기에 3.58점에서 3.71점으로 0.13점 올라

갔습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학부모들

은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교육을 기대하게 되었으며 교사들은 초임시

절에 가졌던 긍지와 열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올해부터 학교의 희

망을 받아 자유학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범학교의 긍정적인 변화와 

반응이 인근 학교에도 확산되어, 제주도의 경우 관내 모든 중학교가 

POWER   INTERVIEW

기본적으로 ‘행복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저마다 가진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유학기제 시행,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인성교육 강화 정책 등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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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등 당초 계획보다 200개교 이상의 학교가 자

발적으로 자유학기제 운영을 희망하여 자유학기제의 확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2015년에는 

당초 50% 학교로 확산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70%까지 확대할 계획입

니다. 앞으로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연구학교와 우수 희망학

교가 거점이 되어 자유학기제의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동(서울), 평택(경기), 강

화(인천), 달성(대구), 금산(충남), 괴산증평(충북), 태백(강원), 순천(전남), 

문경(경북), 통영(경남), 제주·서귀포(제주) 등과 같이 선도 교육지원

청을 선정·운영하여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우수 모델을 확산시켜 나

갈 계획입니다. 2016년 전면 시행 시까지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컨설

팅 등을 통해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

켜 나가겠습니다.

백순근 원장 : 공교육 및 사교육의 선행교육을 전면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법’이 지난 9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선행출제 금

지’ 추진과 관련한 그 동안의 경과와 교육부의 향후 계획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황우여 장관 : 지난 3월 11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동법 시행령의 제정 등 후속 입법과 더

불어 학교 현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장 교원을 중

심으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권역별로 모두 

13차례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현장 교사의 이해를 높이는데 주력하였

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선행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2014학년

도 2학기 중간고사 출제문항을 점검하였으며, 특히, 고교 입시 및 대

학별 고사에서도 선행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행학습 영향평가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치러진 주요 대학 논술고사가 고교 교

육과정 중심으로 출제되는 등 서서히 교육현장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초·중·고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

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백순근 원장 : 최근 수능 문항 오류와 관련하여 수능을 개선해야 한다

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능 출제 및 운영 개선을 위해 교육부

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요?

황우여 장관 : 수능 개선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위원회’를 구

성하였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위원회’는 우선 내년 3월까지 

수능 문항출제 오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

파워인터뷰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도입 등을 통해 내 꿈이 무엇인지, 무엇을 잘하는지 

고민하고 모색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자유학기제,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일정,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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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현재의 수능 출제 시스템을 진단·분석한 후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마련된 개선

방안은 내년 3월에 발표되는 2016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되며 내년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수능 문항출제 오류 

개선 방안을 마련한 이후에는 전체 대입전형과 연계한 중장기 수능체

제 개편 등 향후 수능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선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공동으로 실무지원단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고, 이와는 별도

로 교원·교육청, 학부모·시민단체, 법조·언론인, 학계·공인 시험 

관련 전문가, 산업·과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학수학

능력시험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개

선 위원회’가 수능 출제 등과 관련한 현상과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하

는 역할을 한다면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자문위원회’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검토·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교권 침해, 업무 부담 증가 등으로 교사들이 힘들어 하

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최근 전국 교원 양성 대학교 총장 협의회에 

참석해 “인재 육성과 학생 교육을 위해 우수한 교육자 자질을 가진 교

사 양성이 중요하다.”며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특별

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창의·행복교육을 위해서

는 교사들부터 달라져야 하는데, 어떻게 달라져야 하며 그렇게 되도

록 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황우여 장관 : 교원들의 교육전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교원정원 확충, 행정업무 경감, 교원평가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하기 위해 교원 수를 늘리고, 교무·과학·전산실무원 등 학교 교무

행정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교무행정팀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교사

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며, 교원평가의 실시시기 조정 및 평가지

표 개선 등을 통해 수업과 학생 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도록 교

원평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침해 학생 특별교육 이수 및 피해교원 치유 및 법률 지원 등

의 교권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의·행복

교육을 위한 우수한 교육자 자질을 가진 교사 양성과 실무능력 위주

의 교직 전문성을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학생 발달단계에 특

화된 중학교 전문교사 양성·배치 검토 및 교원의 역량을 제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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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2015년에는 당초 

50% 학교로 확산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7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연구학교와 우수 희망학교가 거점이 되어 

자유학기제의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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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연수과정 운영과 연수기관 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

사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도를 실천하여 존경받는 스승상을 정립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백순근 원장 : 자사고 폐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문제, 역사교과서 

논란 등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교육감 간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

다. 소통 부족에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소할 계획이십

니까. 나아가 현 정부의 교육정책들이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가

져야 할 바람직한 관계설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요.  

황우여 장관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전인

적 교육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는데 함께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 부총리와 교육감의 상호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는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

하여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들은 바 있으며, 교육감협의회 임

원진 및 개별 교육감과 수시 면담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이나 지역 현

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감들과 대화와 소통을 위한 간담회 등을 자주 갖고 교육 현안과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함께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작정입

니다.

백순근 원장 : 교육 전문가들은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등 정치권에서 공약해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무상교육

복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교육

부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황우여 장관 : 지방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현실에서 무상급식 등 특정

분야에 재정투입이 집중되면, 교육환경 개선 등 긴요한 분야에 재정

투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사무인 무상급식에 대

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지역실정

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5세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에서(2012년) 유

아교육의 공교육화라는 세계적 추세와 유아단계 교육투자의 우월적

인 효과성, 출발선에서의 교육평등 실현 그리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 

완화 등 국가 교육 및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교육계의 요구와 의견수

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 국민적 호응도 크게 받은 교육정

책으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시·도교육감들의 어린

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 집행 유보 등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누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을 놓고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갈등은 물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대립이 

줄곧 노정되고 있습니다. 교육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복안이나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파워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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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를 포함

한 2015년 누리과정 소요예산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산정하여 예

정교부(3.9조원) 하였으며, 교육청의 부족한 재정여력의 확대를 위해 

보통교부금 이외에 지방채를 통한 재정지원을 이미 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고 

예산 5,064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교육부에서는 국고지원 예

산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2월 경에 시·도교육청에 교

부할 예정이며, 필요 시에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추가 재정지원을 

통해 누리과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순근 원장 :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을 놓고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갈

등은 물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대립이 줄곧 노정되고 있습

니다. 장관께서는 최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교

실을 정치적 이념으로부터 자유롭도록 보장해 삶을 가르치고 사람을 

키우는 장으로 지켜야 한다.”며 “서로 다른 방향의 생각을 갖고 있더

라도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정신으로 하나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교육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복안이나 특단

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황우여 장관 :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교실에서 출발하고 완성

된다고 생각하며, 교실의 성공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

한 차원에서 교장은 교사들이 교육의 현장에서 성공하도록 지원하고,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결실을 맺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국

가 교육정책을 수행하는 교육부 부총리는 각 지역의 교육감들이 교육

철학과 경륜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그 임무라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교육계는 학생들의 전인적 교육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상호 협력해야 하며, 교육부는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

리 교육이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백순근 원장 : 교육분야의 부패 구조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서는 집중적인 감사활동과 제도 개선은 물론, 공직자의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학사 선발, 대학 교원임용 등 인사 비리, 연구비 

및 재정지원 사업 국고보조, 수학여행, 급식 등 초·중·고·대학 학

교운영의 3대 중점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연말까지 벌일 계획인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 계획과 척결 의지를 가지

고 있습니까. 

POWER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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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교실에서 출발하고 

완성된다고 생각하며, 교실의 성공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계는 학생들의 전인적 

교육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상호 협력해야 

하며, 교육부는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 

교육이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우여 장관 : 주요 비위분야 중점감사, 부패 취약분야 제도 개선, 반

부패 의식개혁을 위한 청렴문화 확산 등 감사·제도개선·의식개혁

의 세 가지 측면에 역점을 두고 부패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말씀하

신 초·중등 학교운영, 인사, 국고보조 등 3대 중점분야에 대한 특별

감사는 별도 조사반을 편성, 지난 10월부터 이미 감사에 착수하여 연

말까지 3차에 걸친 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감사 결과, 비리 사항

은 엄중 조치하고 구조적 비리요인으로 드러난 사항은 제도개선을 통

해 근본적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패사안 발생을 미

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올해 추진 성과를 나타낸 ‘반부패 자정 결의대

회’,  ‘청렴교육’ 등 생활 속의 청렴문화 확산 시책을 앞으로도 더욱 확

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백순근 원장 :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구조개혁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급감 등 대외적 여건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 복안을 말씀해 주

십시오. 

황우여 장관 :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번 구조개혁을 학령인구 감소 등 위기를 극복하고 대

학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이를 위해 대학 구조개혁이 대학사회와의 충분한 소통, 공감 속에

서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며, 대학의 자율적 노력

에 대해 정부에서도 제도적 지원을 통해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백순근 원장 : 대학 구조개혁과 더불어 “대학이 지역사회와 경제발전

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특성화와 산학협력을 더

욱 활성화하여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

셨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과 해외동포 유학생을 적극적으

로 유치하고 평생교육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새로운 대학의 발전상을 

수립, 제시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대학에 대해 어떤 복안과 비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황우여 장관 : 대학은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소재한 지역에

서 일자리 창출, 산업인력의 양성 및 공급, 지역 문화 형성 등 지역 발

전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도 대학 특성화와 산학협력 관련 재정지원 및 지방대학 지원 법률의 

파워인터뷰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구조개혁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급감 등 

대외적 여건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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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등 지역대학 육성 및 대학과 지역 사회, 산업의 연계 강화를 위

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부 부총리로 일하는 동안, 지방대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인은 우리 대학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대학에서 나아가, 전 세계 시

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700만 

재외동포와 그 자녀들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고, 아

시아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EU,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사

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유학생들의 국내 

정주 지원을 강화하고, 재외동포·외국인 근로자 가족 등 유학생 유

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백순근 원장 : 대학들이 그 어느 때보다 안팎으로 거센 도전기를 맞

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대학 구조개혁과 함께 대학체제를 새롭게 혁

신해야 하고, 밖으로는 대학의 세계화와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온라인 대중공개 강좌)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대학의 미래와 

고등교육의 청사진에 대한 장관님의 비전과 글랜드 플랜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황우여 장관 : 글로벌 경쟁의 심화와 학령인구 급감 등 우리 대학이 

처한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령인

구가 줄어들면서 대학의 가용 자원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고, 세계

적 수준의 ICT 기술도 구비되어 있으므로, 대학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대학들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교육수요를 창출하고, 글로벌 고등교육 시장

에서도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재직자·성인학습

자의 대학교육 수요를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며,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

는 MOOC 관련 한국형 MOOC 구축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백순근 원장 : 현 정부의 국정목표 가운데 핵심정책이라고 할 수 있

는 창조경제가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교육

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대학이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인재들을 어떻게 길러내야 하며 이를 위해 고등교육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수립, 추진해야 하는지요. 

POWER   INTERVIEW

이번 구조개혁을 학령인구 감소 등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 구조개혁이 대학사회와의 충분한 소통, 공감 

속에서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며, 대학의 자율적 노력에 대해 정부에서도 

제도적 지원을 통해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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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장관 : 지난 40여 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추격형 

전략이 글로벌 경제 위기와 신흥 산업국가의 성장 등으로 한계에 봉

착함에 따라, 박근혜정부는 ‘과학기술과 사람 중심의 선도형 창조경

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된 국정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창조경제의 성패

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구비한 인재에 달려 있으며, 따라서 교육은 산

업화 시대의 틀을 벗고,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살리면서, 도전의식

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은 우리 사회

에서 가장 우수한 인적 자원과 최첨단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

로 창조경제를 구현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함과 아울러, 대학에서 보

유하고 있는 연구성과와 기술개발을 사업화와 연계(R&BD: R&D & 

Business Development)하고,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취업이

나 창업, 일자리 창출로 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산학협력 강화도 필요

하다고 봅니다.

백순근 원장 : 자녀들이 다 장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자녀교

육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장관님 나름의 교육관이랄

까 교육철학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황우여 장관 : 부모님이 제게 하신 교육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단 한 번도 공부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

지만,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노력

하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결국 저의 좌우명(대지근로 : 大志

勤勞)이 되었고,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제 아이들이 스스로 꿈을 찾

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라고 가

르쳤습니다. 

장관님 나름의 교육관이랄까 교육철학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부모님께서는 단 한 번도 공부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노력하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결국 저의 좌우명(대지근로 : 大志勤勞)이 

되었습니다.

1947년 인천 출생. 제물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69년에 제10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서

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춘천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1992년에는 약 2년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였다. 이후 1993년에 감사원 감사위

원으로 활동하였고,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신한국당 비례대표)에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한 후 최근 제19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새누리당)까지 내리 5선을 하였

다.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장(ʼ04)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ʼ11)을 맡았으며, 국회인권포럼 회장(ʼ98~),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상임공동대표

(ʼ03~), (사)아시아인권의원연맹 회장(ʼ08~)으로 현재 활동 중이다. 한나라당 사무총장(ʼ06)과 한국청소년연맹 총재(ʼ08), 새누리당 원내대표(ʼ11) 등을 역임하였다. 

올해 8월부터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받아 재임 중에 있으며 11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겸하게 되었다.

p  r  o  f  i  l  e 황우여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파워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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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 실장

대학 구조개혁 추진,
현황과 과제

정부는 지난 1월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학령인구 급감 대비

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이하 구조개혁 계획)을 발표하

여 2023학년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16만 명 감축하고, 대학 특

성화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학평가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에 새로운 대학평가체제를 도입

하기 위해 공청회를 두 차례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대학과 대학협

의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2014년 12월 23일 ‘2015년 대

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지

난 1월에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발표 이후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



특별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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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혁 추진, 현황과 과제

안 수립 과정과 최종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Ⅰ. 대학 구조개혁 추진 필요성 및 경과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

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187명으로 세계 합계출산율

(2015년 2.53명, 통계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 학

령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학년도 고교 졸업자 수

는 약 63만 명인데, 10년 뒤인 2023학년도에는 고교졸업자 수가 

40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어, 2013학년도 대학 입학정

원(약 56만 명) 대비 16만 명이 충원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입 자원의 급감은 우리 고등교육 전체에 영향을 줄 것

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는 지방대학·전문대학이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겠지만, 이는 곧 수도권 대학의 대학원 위기로 이어

져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을 황폐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

에 소재한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

출, 산업인력 양성·공급, 지역문화 형성 등 소재 지역에서 다양

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

기로 직결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외적인 변화에 못지않게 중

요한 변화는 날로 높아지는 대학교육의 질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

구이다. 특히, 반값 등록금이 도입되면서 국민 혈세가 부실대학

의 연명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구 역시 높아졌다. 즉, 각종 

대학평가가 있으나 여전히 대학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질 관리체

제는 부재하다는 인식 하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의 경영개선

은 유도하면서, 대학 전반의 교육수준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새

로운 평가체제 등 제도적 기반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해 10월 박근혜정부 고등교육 정책

의 밑그림이라 할 수 있는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을 수립하면

서, 대학 구조개혁과 평가체제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한 바 있

다. 즉, ‘획일적 정량평가를 극복하는 맞춤형 대학평가 체제를 구

축하고, 교육 수요자 관점에서 부실대학은 확고히 정리하되, 나

머지 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유도하는 방식의 구조개혁을 추진’하

기로 하였으며, 교육부에서는 2013년 하반기 구조개혁의 필요성

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정책연구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40

회 이상의 의견수렴을 추진하였다. 특히, 대학현장뿐만 아니라 

산업·경제계, 관련 정부부처 등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실시함

으로써 구조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

였던 것이다. 

Ⅱ.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주요 내용

지난 1월 29일 발표된 대학 구조개혁 계획은 다음과 같은 세 가

지의 기본방향에 따라 마련되었다. 첫째,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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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정원감축을 실시한다. 둘째, 대학 특성화와 교육의 질 

제고가 가능한 새로운 대학평가체제를 도입한다. 셋째, 지속적·

체계적 구조개혁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1.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실시

정부에서는 2014년 이후 대학 입학자원 규모1)를 고려하여 

2023학년도까지 대학입학정원 16만 명을 감축하고, 우선적으로 

2017학년도까지는 4만 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정원감축은 구조

개혁 기간(2014~2022)을 3주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2)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대해 차등적으로 감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마

련하였다.

<표 1> 주기별 정원감축 목표

평가주기 1주기(’14~’16) 2주기(’17~’19) 3주기(’20~’22)

감축 목표량 4만 명 5만 명 7만 명

감축 시기 ’15~’17학년도 ’18~’20학년도 ’21~’23학년도

정원을 감축할 때, 대학과 전문대는 설립목적과 평가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 1주기(’14~’16) 정원감축 시에는 

현재의 정원비율 수준(63:37)에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정원을 감축(대학 25,300명, 전문대 14,700명)하고,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학교는 별도의 평가를 통해 구분하여 정원을 조정하

게 된다. 

2.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학평가체제 도입

기존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정량지표로 상대평가

를 하도록 설계되어 대학 간 무한경쟁을 양산하고, 대학의 자원

이 평가에 활용되는 일부 정량지표값을 개선하는데 집중되는 문

제점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존 정량지표 

위주의 대학평가에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병행하여 평가하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평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결

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여,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

한 모든 대학에 대해 등급별로 차등적 정원 감축 등 구조개혁 조

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등급별 구조개혁 조치는 입학정원 감

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 대

출 제한, 자발적 퇴출 유도 등으로 이루어지며, 2회 연속으로 ‘매

우 미흡’ 등급을 받을 경우 퇴출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등

급별 구조개혁 조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 5개 등급별 구조개혁 조치

등 급 구조개혁 조치

최우수 정원 자율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우수 정원 일부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보통 정원 평균 수준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미흡
정원 평균 이상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지급, 학자금 대출 일부 제한

매우 미흡
정원 대폭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자발적 퇴출 유도

1)   미충원 예상규모(천명) : 38.3(’17) → 88.2(’20) → 160.8(’23) → 162.9(’26)

2)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의 경우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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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혁 추진, 현황과 과제

구조개혁 평가는 구조개혁 추진기간(’14～’22)을 3주기3)(1주기 

3년)로 나누어 각 주기 내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방식은 정

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되, 대학운영 전반과 교육과정에 이

르는 모든 영역4)을 평가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

다는 내용이다. 평가지표와 지표별 반영비율 등은 국내·외 대학

평가 지표분석, 의견수렴 등 정책연구를 거쳐 개발하되, 최종 확

정은 사회 각계의 인사가 참여하는 대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결정한다는 것이다.

3. 지속적 구조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대학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 

조치를 위해서는 근거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평가에 

따른 정부 주도의 정원감축 외에 사립대학의 원활한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퇴출경로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어 근거 법률

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률안에는 대학구조개혁위

원회의 구성과 운영,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 조치에 관한 사항 외

에도 인수합병, 정원감축에 따른 재산 및 회계 특례5), 해산 및 잔

여재산의 귀속 특례,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전환 등 자발적 퇴출경

로 마련, 통·폐합 및 해산 대학 재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기도록 할 예정이었다. 

Ⅲ. 대학 구조개혁 방안 추진 현황

1.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 마련 경과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4월부

터 9월까지 정책연구를 진행하였다. 정책연구진은 수도권·지

방, 대학 규모 등을 감안하여 연구책임자 1명 외에 대학 8명, 전

문대학 5명, 산업계 2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 ‘좋은 대학’의 정의 및 핵심 질문

❶ 대학의 설립이념과 교육목표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여,

① 대학의 설립이념과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가?

② 대학의 설립이념과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학부(과) 및 정원조정이 이루어져 있는가?

③ 교육목표 및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가?

❷ 좋은 교육을 위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①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한 충분한 인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가?

②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한 충분한 물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가?

③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적 여건 및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❸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며,

① 학생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가?

② 학생의 학습과정 및 성과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③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

❹ 개인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

① 우수한 교육성과를 지속적으로 도출하고 있는가?

② 교육 수요자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③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  특성화 영역을 별도로 설정하여 대학별로 특화된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3)   1주기(’14-’16) , 2주기(’17-’19), 3주기(’20-’22)

4)   예시) 대학발전계획, 학사운영, 교직원, 학생선발 및 지원, 교육시설, 대학(법인) 운영, 사회공헌, 교육성과 등

5)   정원감축에 따른 기준 초과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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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진에서 개발한 평가지표는 9월 30일 1차 공청회를 통

해 대학과 일반에 공개되었다. 정책연구진은 대학의 여건, 개선 

노력 등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고, 절대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측정하는 등 기본원칙

에 따라 평가지표 초안을 마련하였다. 정책연구진은 학생·학부

모 등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좋은 대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

의하고, 교육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핵심 질문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핵심 질문에 기초하여 대학 운영, 교육과정 등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좋

은 대학이란 ‘대학의 설립이념과 교육목표에 따라 학생을 선발

하여 좋은 교육을 위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질 높은 교육을 제

공하며 개인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이라고 정의하

고 질문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평가영역은 대학

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학생 선발, 교육과정, 학사 관리, 학생 지

원, 대학 여건(시설, 인력, 재정), 교육 성과, 교육 만족도, 사회 

기여, 특성화 등 총 11개 영역으로 구성하고 36개의 지표를 개발

하였다. 1차 공청회 이후 교육부는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

교협 및 전문대교협 등 대학협의체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였

다. 이때 제기된 대학 및 대학협의체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모든 대학에 대해 세부적 부분까지 평가하는 것은 대학의 자

율성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

인 여건을 갖추고, 교육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충분한 지원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보이는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부담을 완

화할 필요가 있다.

•   1차 공청회에서 공개된 지표수는 지나치게 많고 세부적이어서 

대학의 평가부담이 과도할 우려가 있고, 특히 전문대학의 경

우, 전문대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로 간소화하여 전체 대학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   평가결과가 정원감축과 연계되므로 정성평가는 공정성·객

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핵심적 정량평가 위주로 평가

할 필요가 있다.

•   기존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와 달리 설립, 소재지 등 대

학의 특성 및 대학 교육의 질이나 노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대학 및 대학협의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2014년 

11월 11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발표한 평가방안의 기본방향은 다

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우선 대학 및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하

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평가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구조개

혁 평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대학의 경우

에는 단계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1단계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자율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리와 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대학은 지나치게 세부적 부분에 대한 평가를 지양하고, 교육 여

건이나 관리가 부족한 대학에 대해서만 중장기 발전계획, 교육과

정 운영, 특성화 계획 등을 추가로 평가한다. 전문대학의 경우에

는 전체 대학에 대해 고등직업교육기관이라는 특성에 맞는 지표 

위주로 평가하되 일반대학처럼 단계평가를 하지 않고 한 번에 평

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표수를 축

소하고 평가지표의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였

다. 그러기 위해 정량지표의 경우에는 대학의 특성,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정성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취

업률의 경우에는 권역별로 구분하고 계열별, 성별을 고려하여 평

가하며 최근 3년간의 개선도를 반영하되, 인문·예체능·종교계

열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전임교원 확보율의 경우에는 국공립 대

학과 사립 대학을 분리하여 평가하고 전임교원의 보수수준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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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교원 확보율 개선도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성지표의 경

우, 관련 제도의 유무와 함께 제도 운영 과정 및 결과, 결과에 따

른 실적 및 피드백 등 객관적 결과물에 기초하여 체계적인 노력

을 평가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학생 학습역량 지원을 평가하기 

위해 ① 지원 프로그램 유무 → ②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및 비

율 → ③ 지원을 통한 성과 및 실적(프로그램이 목적하는 학습역

량의 상승 여부 등) → ④ 성과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의 개선 실적

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마련한 2차 공청회 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의 경우에는 단계별 평가를 도입하여 1단계 평가에

서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한 뒤, 그룹 1과 그룹 2 대학으로 

구분하고 그룹 1대학은 A·B·C 등급 대학을 결정하게 된다. A

등급 대학은 교육여건 지표 모두에서 만점을 받고 나머지 지표에

서는 각 지표별 만점의 80%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그룹 1대학에

서 A등급을 제외한 B·C 등급 대학은 점수에 따라 대학구조개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정량지표의 점수는 절대평

가 방식을 도입하여 만점수준(교사확보율은 100%, 취업률은 권

역별 평균값, 기타 지표는 전국 평균값)을 정하고 대학별 지표값

과 비교하여 감점해 나가는 방식이고, 정성지표는 5척도로 평가

위원들이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아울러 2

단계 평가는 그룹 2대학을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추가로 실시하

여 1단계 점수와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점수에 따라 D·E등

급을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단계별 평가없이 한 번만 평가하여 A등

급에서 E등급까지 5등급을 결정한다. 평가지표는 전문대학의 특

성을 반영하여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성하고, 일반대학 점수

산출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한다. 

2. 최종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 주요 내용

2차 공청회 이후 대학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였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평가방안을 확정하였는데, 2차 공청회 안과 달라

진 점과 최종안의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차 공청회 안과 달라진 점은 일부 지표가 추가되고 평가방식

이 변경되었다. 먼저, 대학들이 취업률 성과도 중요하지만 대학

에서 취업률 제고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도 평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취·창업지원 지표가 추가되었다. 또한 

전문대 평가에서 특성화 지표를 추가하여 대학이 나름의 강점을 

가지고 대학을 특성화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아울러, 학생 충원율에서는 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하여 

평가하기로 하였다. 이는 고교졸업생 수와 대학의 입학정원을 비

교했을 때 수도권은 고교졸업생 수가 많고, 비수도권은 입학정원

이 많다는 구조적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추가로 시간강사의 보

수수준을 반영하였다. 시간강사가 대학교육의 3분의 1 이상을 담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양질의 시간강사를 확보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반영하게 되었다.

최종 평가방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정량지표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등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대학의 여건이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

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즉, 전임교원 확보율 및 교육비 환원율

은 국공립 대학과 사립 대학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학생 충원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며, 취업률은 권역별, 계열별, 성별

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여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셋째, 대학 간 소모적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량지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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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였다. 즉 기존 대학평가는 상대평가

를 함으로써 무한경쟁이 될 수 밖에 없어 대학의 물적·인적 자

원이 정량지표를 개선하는데 집중되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표

별 전국 평균수준을 만점수준으로 정하여 대학이 정량지표 개선

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더욱 기

울이도록 하였다.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표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표 3> 일반대학 평가지표

1단계 2단계

항목(60) 평가 지표 항목(40) 평가 지표

교육

여건

(18)

전임교원 확보율(8)
중장기

발전

계획

(10)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5)교사 확보율(5)

교육비 환원율(5)

학사

관리

(12)

수업 관리(8) 중장기 발전계획과 학부(과) 및 정원 

조정의 연계성(5)학생 평가(4)

학생

지원

(15)

학생 학습역량 지원(5)
교육

과정

(20)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5)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5)

전공능력 신장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 (5)
장학금 지원(5)

취·창업 지원(2) 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10)

교육

성과

(15)

학생 충원율(8)
특성화

(10)
특성화 계획의 수립, 추진, 성과(10)졸업생 취업률(5)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2)

<표 4> 전문대학 평가지표

항목 평가 지표 항목 평가 지표

교육

여건

(20)

전임교원 확보율(8)

학생

지원

(22)

학생 학습역량 지원(5)

교사 확보율(6)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5)

교육비 환원율(6) 장학금 지원(5)

학사

관리

(13)

수업 관리(8) 취·창업 지원(7)

교육

성과

(20)

학생 충원율(8)학생 평가(5)

교육

과정

(20)

직업기초 교양 교육과정(5) 졸업생 취업률(10)

현장 중심의 전공교육과정(10)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2)

현장실습 및 훈련과정(5) 특성화(5) 특성화 계획 수립, 추진, 성과(5)

한편,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구조개혁 조치와 병

행하여 새로운 고등교육 수요를 창출하여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즉, 대학의 

국제적 역량 제고를 통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평생·직업교

육 기능 확대를 통한 성인학습자 수요 흡수, 전문대학과 폴리텍 간 

협업을 통한 기능인력 양성기능 확대, 기업의 교육훈련 흡수 등 수

요창출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3. 대학 구조개혁 관련 입법 추진상황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된 법률안은 지난 4월 30일 국회 김희정 

의원이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

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별도의 법률안을 마련하지 않고 동 법률

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률안

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상임위원회에 아직 상정도 되지 못하

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결과에 따라 차등적인 정원감축

과 대학의 자발적 퇴출 등을 위해서는 근거 법률의 제정이 필수

적이다. 또한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으로 더 이상 대학운영이 어

렵다고 판단되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퇴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동 법률안의 통과가 시급하다. 

교육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동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향후 추진계획

이번에 확정된「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각 대

학에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후, 각 대학은 안내받은 평

가지표 및 작성서식을 참고하여 자체평가 일정에 착수할 것이다. 

각 대학은 2015년 3월 말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서면·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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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2015년 8월 중으로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많은 대학에서 법률 제정이 되지 않았는

데 구조개혁 평가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대

학의 정원감축 및 퇴출 등 구조개혁 조치를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학 구

조개혁 평가는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하면서 법

률 제정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Ⅳ. 마치는 말

교육부문에서는 시장기제가 잘 작동되지 않으며, 학령인구의 

급감에 대비하려면 사전적·체계적 정책 개입이 불가피한 측면

이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거에는 지방에도 명문대가 

건재했으나, 현재는 대학의 역량과 교육의 질보다 대학의 소재지

(수도권)와 과거 명성에 의해 대학의 존립이 좌우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매년 발생하는 미충원의 90% 이상이 지방대 소재 학

교이며, 그 중에서도 전문대가 절반 이상으로, 방치할 경우 지방

소재 대학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중견기술인력의 공급에도 큰 차

질이 예상된다. 지방대의 위기는 수도권 대학원에도 영향을 미치

는 등 고등교육 생태계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 아울러, 시장 논

리 하에 1996년에 도입된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대학 신설 및 

정원 증원이 이루어졌으나, 경쟁에 의한 퇴출·감원 효과는 나타

나지 않는 등 시장기제 작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

부는 대학특성화 사업(CK-Ⅰ,Ⅱ)을 활용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원감축 및 사회적 변화를 수용한 학사구조 개편 등 대

학의 체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대학이 국내적 사

회변화를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나 글로벌 시대에 국제사회를 선

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

다. 국내 대학끼리 경쟁하는 구도에서 벗어나 세계적 학문흐름과 

국제적 미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체질로의 구조개혁이 필요

하다. 교육부는 대학이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의 강점분야로 체질

을 개선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정

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교육부는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치면

서 대학과 대학협의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학 평가담당

자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이렇게 수렴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평가방안을 확정하였다.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만큼 대학

평가의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구조개혁은 더 이

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

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고, 대학사회도 수용

하고 있다고 본다. 교육부가 대학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이 

수용가능한 평가방안을 마련한 만큼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이 제때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대학은 구조개혁의 대

상이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스스로 

진지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개혁

을 주도하는 구조개혁의 주체로서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

회 각계에서는 대학 구조개혁이 연착륙될 수 있는 관심과 지원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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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근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 본부장

대학 구조개혁
평가 운영방안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수렴을 실시

하여 2014년 1월 말에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동시에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

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4년 5월에는 대학 구조

개혁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별도의 정책연구를 추진하였다. 이

어,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9월과 11월에 대학 구조개

혁 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 대학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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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수렴하였다. 한편으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

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협의체와 대학 평가팀장 및 대학 기획처

장 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평가방안과 평가편

람 개발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대학 구조개혁 평가 운영방안과 평

가편람(안)이 마련되었다. 이것은 조만간‘대학 구조개혁 평가편

람 설명회’를 통해 대학에 제시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방향과 평가 운영방안의 주요 내용, 그리고 대

학 구조개혁 평가 실행체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Ⅰ. 대학 구조개혁 평가 추진 방향

대학 구조개혁 평가 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교

육부가 2014년 1월에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과 2014년 

9월 1차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안) 공청회 때 제시한 평가지표

(안)의 기본 취지를 살리고, 2014년 11월 2차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때 제시한 평가방안과 평가지표의 큰 

틀을 최대한 유지하였다. 

둘째,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일반대학의 경우 단계적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교육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학사관리와 학생 지원이 

충실한 대학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반면에, 교육여건이나 학생지원 등이 부족한 대학에 대

해서는 2단계 평가를 통해 중장기 발전계획, 교육과정 운영, 특

성화 계획 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

기관이라는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전체 대학을 같은 

시기에 평가하도록 하였다. 

셋째,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대학이 기

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육여건과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는 정량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였고, 대학의 특성이나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 학사제도의 운영과 실적, 피드백 등은 정성지

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결과물

에 기초하여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Ⅱ. 대학 구조개혁 평가 운영방안의

     주요 내용

1. 평가 목적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고

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시행

되면 좋은 대학과 더 노력해야 할 대학이 드러나고, 이를 통해 대

학의 교육적 기능이 더 신장될 수 있을 것이다. 각 대학은 자체의 

설립이념과 교육목표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좋은 교육을 위한 

교육 여건을 충실하게 제공하며, 질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궁극적으로 개인과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대학 구조개혁 평가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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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있다. 현재와 같은 학령

인구 감소 추세를 볼 때,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입학정원의 감축을 시장기제에 맡겨두면 고등교육 생태

계에 심각한 왜곡현상이 발생하여, 국내 고등교육의 건강한 성

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대학의 입학정원을 차등적으로 감축하려는 것이다. 

2. 평가 대상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

호, 제4호 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국립대법인 

대학이다. 본교와 분교는 분리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대학의 모

집정원 전체가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대학의 

모든 학과가 예체능계열인 대학, 편제가 완성 후 2년 미경과 대

학 등은 해당 대학의 선택에 따라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

리고 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와 같이 교원양성만을 목적으

로 하는 대학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교원양성기관 평

가’를 받도록 한다. 

3. 평가 내용

가. 일반대학

일반대학 평가는 1, 2단계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한다. 1단계 평

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단계 평가는 1단계 평가결

과 그룹 2에 속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단계 평가 내용은 

4개 항목, 12개 평가지표이며, 배점은 60점이다. 그리고 2단계 평

가 내용은 3개 항목, 6개 평가지표이며, 배점은 40점이다.

<표 1> 일반대학 1단계 평가지표(60점)

항목 평가 지표 평가 요소

교육

여건

(18)

전임교원

확보율

(8)

- 전임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 확보율 개선 정도(가산점)

- 전임교원 보수수준의 합리성

교사

확보율(5)

- 교사 확보율

- 교사 확보율 개선 정도(가산점)

교육비

환원율(5)

- 교육비 환원율(국공립/사립 구분)

- 교육비 환원율 개선 정도(가산점)

학사

관리

(12)

수업 관리(8)

- 수업관리의 엄정성

-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 시간강사의 보수수준(국립/공·사립 구분 평가)

- 강의 규모의 적절성

학생 평가(4)
- 성적분포의 적절성

- 엄정한 성적 부여를 위한 제도 운영의 적절성

학생

지원

(15)

학생 학습역량

지원 (5)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축·운영

- 관련 규정, 자원 확보(조직·인력·예산) 등 지원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정량적·정성적 실적 

- 환류시스템(성과분석 등)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 (3)

-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구축·운영 

- 관련 규정 운영, 자원 확보(조직·인력·예산) 등 지원

-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정량적·정성적 실적

- 환류시스템(성과분석 등)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장학금

지원(5)

- 장학금 지원율

- 장학금 지원율 개선 정도(가산점)

취·창업

지원(2)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구축·운영 

- 관련 규정 운영, 자원 확보(조직·인력·예산) 등 지원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정량적·정성적 실적

- 환류시스템(성과분석 등)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교육

성과

(15)

학생

충원율(8)

- 신입생 충원율(수도권/비수도권 구분 평가)

- 재학생 충원율(수도권/비수도권 구분 평가)

- 최근 3년간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의 개선 정도(가산점)

졸업생

취업률(5)

- 졸업생 취업률(계열별·성별 고려 / 권역별 구분 평가) 

- 졸업생 취업률의 개선 정도(가산점)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2)

- 시스템 구축·운영 

- 만족도 조사의 체계성

-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의 합리성, 결과에 따른 교육 

서비스 개선 노력의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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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반대학 2단계 평가지표

항목 평가 지표 평가 요소

중장기

발전

계획

(10)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5)

- 대학의 설립이념, 교육이념, 인재상과의 연계성

-  의견 수렴, 여건 분석 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과정의 

합리성

-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의 체계성 및 구체성 

중장기 

발전계획과

학부(과) 및

정원 조정의 

연계성(5)

-  학부(과) 및 정원조정과 중장기 발전계획 간 논리적 

연계성

-  의견 수렴, 여건 분석 등 정원 조정방안 마련 과정의 

합리성

교육

과정

(20)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5)

-  대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의 

구체적 설정

-  핵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강의 개설 및 

운영 실적

전공능력

신장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

(5) 

-  대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전공 역량의 구체적 

설정

-  전공 역량 제고를 위한 전공 교육과정·강의 등 개설 및 

운영 실적 

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10) 
- 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을 위한 체계적 노력

특성화

(10)

특성화

계획의 수립, 

추진, 성과

(10) 

-  특성화 계획 수립 : 여건분석 및 특성화 선정 분야 간 

정합성, 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현가능성 

-  특성화 계획 추진 : 자원 확보·활용 등 추진 실적, 주기적 

점검·환류

-  특성화 추진 성과 : 성과의 탁월성, 성과의 지속적 유지·

발전 방안

나. 전문대학

전문대학 평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실시한다. 

전문대학의 평가 내용은 6개 항목, 16개 평가지표이며, 배점은 

100점이다.

<표 3> 전문대학 평가지표

항목 평가 지표 평가 요소

교육

여건

(20)

전임교원

확보율(8)

- 전임교원 확보율(국공립/사립 구분 평가)

- 전임교원 확보율 개선 정도(가산점)

- 전임교원 보수수준의 합리성

교사 확보율(6)
- 교사 확보율

- 교사 확보율 개선 정도(가산점)

교육비

환원율(6)

- 교육비 환원율(국공립/사립 구분 평가)

- 교육비 환원율 개선 정도(가산점)

학사

관리

(13)

수업 관리

- 수업관리의 엄정성

-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 시간강사의 보수수준(국립/공·사립 구분 평가)

- 강의 규모의 적절성

학생 평가
- 성적 분포의 적절성

- 엄정한 성적 부여를 위한 제도 운영의 적절성

교육

과정

(20)

직업기초 교양 

교육과정

- 직업기초능력 중심의 교양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 교양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제도적 노력

-  교양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및 

체계적 운영

현장 중심의 

전공 교육과정

- 산업현장 직무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 전공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제도적 노력

-  전공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및 

체계적 운영

현장실습 교육

- 현장실습 교육 운영의 적절성

- 현장실습 교육혁신을 위한 제도적 노력

-  현장실습 질 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및 체계적 운영

학생

지원

(22)

학생 학습역량 

강화(5)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축·운영 

- 관련 규정, 자원 확보(조직·인력·예산) 등 지원

-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정량적·정성적 실적

- 환류시스템(성과분석 등)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5)

-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구축·운영 

- 관련 규정 운영, 자원 확보(조직·인력·예산) 등 지원

-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실행을 통한 정량적·정성적 

실적

- 환류시스템(성과분석 등)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장학금 지원(5)
- 장학금 지급률

- 장학금 지급률의 개선 정도(가산점) 

취·창업

지원(7)

- 취·창업 프로그램 구축·운영 

- 관련 규정 운영, 자원 확보(조직·인력·예산) 등 지원

- 취·창업 지원을 통한 정량적·정성적 실적

- 환류시스템(성과분석 등)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교육

성과

(20)

학생 충원율(8)

- 신입생 충원율(수도권/비수도권 구분 평가)

- 재학생 충원율(수도권/비수도권 구분 평가)

- 최근 3년간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의 개선 정도(가산점)

졸업생

취업률(10)

- 졸업생 취업률(계열별·성별 고려/ 권역별 구분 평가) 

- 졸업생 취업률의 개선 정도(가산점)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2)

- 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 만족도 조사의 체계성

-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의 합리성, 결과에 따른 교육 

서비스 개선 노력의 구체성

특성화

(5)

특성화 계획의 

수립, 추진, 

성과(5)

-  특성화 계획 수립: 여건분석 및 특성화 선정 분야 간 

정합성, 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현가능성 

-  특성화 계획 추진: 자원 확보·활용 등 추진 실적, 주기적 

점검·환류

-  특성화 추진 성과: 성과의 탁월성, 성과의 지속적 유지·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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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방법 및 점수 산출

가. 일반대학

일반대학 평가는 1, 2단계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단계에 따

라 그리고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 따라 점수 산출 방식이 다소 

다르다.  1단계 평가의 정량지표 점수는 지표 자체 점수와 개선도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평가지표별 점수는 만점 기준을 정하

고, 만점 기준에 못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여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동안의 개선 실적을 고려하여 가산

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단계와 2단계의 정성지표 점수

는 5등급 척도로 구분하고 평가위원의 평가를 통해 등급별로 해

당 점수를 부여한다. 최종 점수 산출은 1단계 평가 점수와 2단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나. 전문대학

전문대학은 단계 구분 없이 일괄 평가를 실시하며,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별로 구분 적용된다. 정량지표는 평가지표 자체점수

를 산출한 후 개선도 점수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정성지표는 평

가척도를 5등급으로 구분하고, 평가위원이 정성적 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하여 등급별 점수를 산출한다. 세부 산출 방법은 일

반대학과 동일하다. 최종 점수는 평가지표별 획득 점수를 합산

하여 산출한다.

5. 평가단 구성 및 운영

가. 일반대학

일반대학의 평가대상 수는 산업대를 포함하여 193개교로 잠정 

집계되었다. 그러나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학, 최근에 통·폐

합한 대학, 본·분교 등 고려할 것들이 있어서 대학 수가 약간 바

뀔 수 있다. 평가위원단을 조직하여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이어

서 각 대학을 1~2일 정도 방문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나. 전문대학

전문대학의 평가대상 수는 137개로 잠정 집계되었지만, 이 역

시 바뀔 수 있다.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평가위원단을 조직하

여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이어서 각 대학을 1~2일 정도 방문하

여 평가할 예정이다. 

6. 평가 결과 평정 및 활용

가. 일반대학

일반대학의 평가결과 평정은 1단계, 2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 

평가결과 평정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한 후 일정 점수에 따

라 그룹 1, 그룹 2로 구분하고, 그룹 1은 다시 A, B, C 등급으로 구

분한다. 이때 최근 3년간 부정·비리 발생 대학은 A 등급에서 제

외된다. 2단계 평가결과에 대한 평정은 그룹 2에 속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한 후 1단계 평가 점수와 2단계 평가 점수를 합산

한 최종 점수에 따라 D, E등급을 결정한다. 이 때 2단계 평가결과

가 우수한 대학에 대해서는 C등급으로 상향조정이 가능하다(그

룹 2 대학의 10% 이내). 일반대학의 평가결과에 따라, 2016학년

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을 공개하고, 입학정원 감축, 정

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등

에 활용한다. 평가결과 A등급은 자율 감축, 나머지 대학은 등급

별로 2017학년도 입학정원 차등 감축을 할 계획이다. 이때 2014

학년도 이후 정원을 선제적으로 감축한 경우, 추후 구조개혁 평

가에 따른 감축 시 모두 인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 전문대학

전문대학의 평가결과 평정은 각 평가지표별 획득 점수를 합산

한 최종 점수에 따라 A~E 등급까지 결정한다. 이 때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부정·비리 발생 대학은 A등급에서 제외

된다. 전문대학의 평가결과 역시 A등급은 자율 감축, 나머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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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은 등급별로 2017학년도 입학정원 차등 감축 등에 활용된다.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2014학년도 이후 정원을 선제적으로 감

축한 경우 추후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감축 시 모두 인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7. 평가 일정

가. 일반대학

일반대학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추진을 위한 대략적인 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대학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2015년 3월 중순

•1단계 대학별 정량평가 자료(2015. 4. 1. 통계자료) 제출 : 

   2015년 4월 중순

•1단계 대학 방문평가 : 2015년 4월 중순

•1단계 평가 가집계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2015년 5월 하순

•1단계 평가 결과 확정 통보 : 2015년 6월 중순

•2단계 평가 설명회 : 2015년 5월 하순 

•2단계 대학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2015년 6월 중순

•2단계 대학 방문평가 : 2015년 7월 초순

•2단계 대학 평가 가집계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2015년 7월 중순

•평가 결과 확정 통보 : 2015년 8월 하순 

나. 전문대학

전문대학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추진을 위한 대략적인 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2015년 3월 중순

•대학별 정량평가용 자료(2015. 4. 1. 통계자료) 제출 : 

   2015년 4월 하순

•대학 방문평가 : 2015년 5월 하순 

• 평가 가집계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2015년 6월 하순

• 평가 결과 확정 통보 : 2015년 8월 하순

Ⅲ. 대학 구조개혁 평가 실행 체계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실행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대학평

가본부), 대학 기관 간의 분명한 역할분담과 협력체계가 구축되

어야 가능하다. 교육부는 평가 기본계획 수립,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결과 심의·의결, 평가결과 발표, 평가결과 활용 등의 역할

을 수행한다. 한국교육개발원(대학평가본부)의 역할은 평가 실행

계획 수립, 평가편람·매뉴얼 개발, 평가편람 설명회,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 평가위원 연수, 서면 및 현장방문 평가 실시, 평가

결과 산출, 평가보고서 발간 등이다. 대학의 역할은 자체평가보

고서 작성·제출, 현장방문평가 준비, 평가결과 이의신청, 평가

결과 접수·활용 등으로 볼 수 있다.

교육부

평가 기본계획 수립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운영

(평가지표안 개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결과 발표

대학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의결)

평가결과 활용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

평가 실행계획 수립

평가 실행계획 수립

•평가편람·매뉴얼 개발

•평가편람 확정·안내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

•평가위원 연수

평가보고서 발간

평가결과 산출·제출

컨설팅 실시

서면평가 실시

평가결과 DB 검증

평가 DB 설계·구축

평가보고서 송부

현장방문평가 실시

평가편람 설명회 개최

대  학

평가편람 의견 제출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평가결과 이의신청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평가결과 접수·활용

현장방문평가 준비

[그림 1] 대학 구조개혁 평가 실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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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국·세계은행 교육혁신 심포지엄
성과·진단·전망

글

•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연구본부 본부장

이성회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Ⅰ. 서론 : 교육혁신 추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지난 2014년 11월 4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

교육개발원과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

는 ‘한국·세계은행 교육개혁 심포지엄’(이하 ‘국제 심포지엄’

으로 약칭)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 간 한국의 여

러 교육유관 연구기관과 세계은행이 한국교육의 과거와 현

재 상황을 검토하고, 밝은 미래 교육을 전망하기 위한 차원에

서 협력한 결과이다. 국제 심포지엄은 ‘행복교육 실현과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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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육성(Achieving HOPE - Happiness Of People through 

Education: Innovation in Korean Education for a Creative 

Economy)’이라는 주제하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 국내외 교육·경제 분야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 관

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이 주목을 받는 배경은 크게 세 가지 측면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현직 대통령이 국제기구 수

장인 세계은행 김용 총재와 함께 미래 글로벌 교육혁신 모델 국

가로서 ‘한국의 창의적 교육혁신’을 공동 구상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국의 교육이 국제적으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글

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더 많은 과제

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국은 글로벌 교육혁신 성

공모델과 창의성 함양 전략에 대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세계은행과의 공동 협력연구가 필요하였다. 

둘째, 한국의 교육유관 연구기관과 학계, 경제계 등이 연계하

여 세계은행 측의 협력을 받아가면서 연구한 성과를 발표했다는 

사실이다. 한국 측은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하여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

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6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약 60여 

명의 연구진이 총결집하여 각 분야별 교육혁신 방안과 추진 로

드맵에 대해 고심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세계은행의 협력연구진

과 연구내용에 대해 협의, 자문하고, 상호 방문을 통해 사전 협

력워크숍 등을 두 차례 이상 실시하였다. 

셋째, 한국과 세계은행이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해 한국의 교육

혁신 방안을 연구하고 그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

다. 한국 측은 교육계와 경제계, 대학 등 기타 유관 학계 등이 연

계하여 창조경제와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혁신에 집중하

였으며, 세계은행 측은 창의적 교육혁신의 선진국 우수사례를 

제공하였다. 이는 한국의 교육혁신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계 수준의 교육혁신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연구성과는 앞으

로 한국교육의 혁신 전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의 

적극적인 수용 및 후속조치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교육혁신’ 

모델로 전 세계의 관심을 모을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초고속 성장을 이룬 한국의 원동력이 된 

교육의 성과와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는 기회가 된다. 또한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창의성에 기반을 둔 교육혁신과 ‘꿈과 끼’를 키

워 주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고,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글로

벌 창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장을 마련한 것

이다.    



SPECIAL  REPORT

Educational Development  2014 WINTER | 33

Ⅱ. 창의적 교육혁신 추진을 위한

     석학들의 논의 

1. 창의적 교육혁신을 위한 글로벌 교육의제 천명

21세기 교육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줄이고 경제발전

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교육 및 경제 발전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교육 및 경

제 발전의 성공을 이어갈 새로운 교육 및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창조경제는 고용촉진, 부가

가치 창출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창의성을 촉진

하고 창의인재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관점에서 창

의성을 촉진하고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교육혁신은 필수불가결

한 문제인 것이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박

근혜 대통령의 축사와 세계은행 김용 총재의 기조연설이다. 박 

대통령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한국교육개발원을 포함한 국내 연

구기관과 세계은행의 교육혁신 창출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대통령 자신과 세계은행 총재가 이미 1년 전부터 혁신과 

창조성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라는 점에 공감하였음을 밝히

고, 특히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60년 간 많은 어려움 속에

서도 한국의 교육정책은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가발전

을 이끄는 원동력이었음을 밝혔다. 대통령은 교육이 혁신을 이

루어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키워내는 원천이 되어

야 하며,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발현하여 융합인재를 길러내는 

창의인재 교육을 재차 강조하였다. 한편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경제가 포괄적 경제를 통해 성장할 수 있

으며, 포괄적 경제야말로 지식의 확산과 인적자원 개발을 전제

로 하기 때문에 교육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1세기 인적자원 개발은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문제해

결능력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 사이의 상호 소통능

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비인지 역량과 인지적 역량이 균형

을 이루어야 하며, 이런 균형 속에서 개인의 삶의 성공과 행복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그는 비인지 역량, 즉 사회정서 역량은 반

드시 인성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성실성, 열정, 헌신, 투지, 도

전정신 등의 인성을 통해 창의성과 혁신이 이루어짐을 강조하였

다. 이와 함께 김용 총재는 미래 한국교육의 혁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학생의 행복 증진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 교육혁신 등을 

통한 대입제도 등을 개혁함으로써 ‘창의성을 포함한’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해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입시 위

주의 교육제도가 아닌 학생의 흥미를 고려한 교육 시스템을 추

구함으로써 인지적·비인지적 역량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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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글로벌 미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측면에서 자

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근본적인 의식 전환이 요청된다. 자

녀를 ‘주입식 공부’에 강제로 몰입시키기보다는 자녀 스스로 열

정을 가지고 좋은 공부 습관과 인성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 배

려하는 교육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인성이 학업성취와 업

무결과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그 중에서도 성실성

(conscientiousness)은 지속적인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장기적

인 목표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비인지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성

실성은 ‘불굴의 투지(Grit) 혹은 끈기’, 도전정신 등의 비인지 역

량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한국의 청소년들이 반드시 익혀야 할 

인성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청년과 노년세대, 그리고 여성이 조화를 이룬 인재개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정책이 경제성장

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여성의 사회 진출은 여전히 

OECD 평균비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 조직 속에서 창의적인 인재로서 활

용하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와 교육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넷째, 한국 사회가 창조경제와 행복교육을 핵심 의제로 하여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령, 학벌, 연공서열 등에 따

른 위계질서를 단호하게 혁파해야 한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2002년 월드컵 축구 4강 신화를 이룩했던 외국인 히딩크 감독

의 (학연이나 연령, 서열 없이 진행되었던) 전략을 들 수 있다. 

유명한 한국의 벤처 IT기업들도 평사원 중심으로 상호 평등한 

소통능력, 팀워크 등을 강조하는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글로

벌 우수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은 편이다. 그러므

로 한국이 21세기 경쟁에서 성공을 이끌어 내려면 의사소통을 

위한 협력과 연공서열을 극복하는 열정 등이 반드시 필요한 요

소이며, 이는 정부, 민간 모든 분야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

다. 결국 김용 총재는 한국의 교육혁신이야말로 창조경제를 실

현하기 위한 인성 혁신 속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미 필자들을 포함한 한국교육 연구기관의 많은 연구진들이 세

계은행 측 관계자와의 연구 교류 및 사전 국제워크숍 등을 통해 

비인지 역량, 즉 사회정서 역량 중심의 창의교육에 대해 공감한 

바가 있다. 특히 중등교육 단계 이후 고등교육 단계로 이전하는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인성 등의 비인지 역량이 인지 역량보다 

학업수행, 창업 등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는 한국의 교육혁신이 창의성을 중심으로 하는 비인지 역량, 사

회정서 역량을 육성할 수 있는 학교시스템 개선 등에 초점을 두

어야 함을 의미한다. 

2. 밝은 미래를 위한 ‘창의적 교육혁신’ 방안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국제 심포지엄 기조발표를 통

해 한국의 교육유관 연구기관과 세계은행 간의 연구 협력을 통

해 수행한 지난 1년간의 연구성과를 밝혔다. 이 연구를 추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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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은 지난 60년간 한국교육이 이루어낸 성과를 전 세계가 주

목하고 있으며,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면서 세계화 시대를 선도

할 일류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혁신을 

구현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학계 및 민간기

업, 경제계 등을 망라한 석학 및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하

여 교육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글로벌 네트워크

를 가지고 있는 세계은행의 지혜와 결합하여 한국의 새로운 교

육비전을 구상한 것이다. 

특히  세계은행이 추천하는 글로벌 우수 교육사례(best 

practice)를 한국화하기 위한 교육혁신을 모색하고, 창조경제에 

적합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다양한 방식

과 전략의 ‘창의성’ 중심 교육혁신방안을 구상하였음을 강조하였

다. 그는 창의적 교육혁신을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안전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학교교육체

제를 구축해야 한다. 즉, 안전한 학교, 안심할 수 있는 교육현장

을 조성하여 학생 모두가 즐겁게 자신의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행복한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둘째, 소수가 아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적인 창의

교육을 구현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창의성 교육은 사실상 소수 

영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인지 역량 중심 교육이었다. 그러

나 앞으로의 창의성 교육은 모든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인지 

역량과 사회정서 역량이 조화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셋째, 집단 창의성과 집단 지성을 강조하는 공동체 위주의 교

육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인의 꿈과 끼를 충분히 살리면서

도, 집단 창의성과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상호존중과 팀워크, 신뢰, 도전

정신, 타인에 대한 배려, 끈기 등의 다양한 사회정서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 

넷째, 창의성을 구현하는 과정의 ‘도전’, ‘위험’, ‘실패’에 대해 

관용적인 사회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즉, 학습자 개인이 창업활

동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일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취하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개인의 ‘실패’와 ‘위험

부담(risk-taking)’등에 대해 사회가 용인하고 인정하면서 개인

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실천해야 한다. 

3. 창의적 교육혁신 전략과 과제 

이날의 국제 심포지엄은 국내 저명인사 및 석학, 그리고 세계

은행 등을 통해 초빙한 해외 교육학자, 경제학자 등이 특별좌담, 

주제 세션별 발표·패널토론 등을 통해 창조경제와 교육혁신 방

안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들은 한국적 상황에서 창의교육의 

핵심 목표는 이 사회의 구성원 누구나 타고난 잠재력을 마음껏 

기를 수 있게 하고, 각자의 역량 발휘를 통해 미래를 개척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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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대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하

지만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이 기존의 교육방식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그 가치와 성과

가 입증된 지식 축적과 문제해결능력은 여전히 강조되어야 한

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해결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

을 찾아 떠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이날의 국제 심포지엄에서 구상하고 있는 창의적 교

육혁신 전략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략으로 수렴할 수 

있다.

첫째, 글로벌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체제

를 구축해야 한다. 즉, 세계를 무대로 자신이 지닌 역량을 발휘

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글로벌 창의인재를 육성한다. 그러므

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끈기, 협동심을 가진 인

재를 키울 수 있는 융합·통섭교육, 그리고 인지 역량과 사회정

서 역량을 조화롭게 키울 수 있는 교육생태계를 강조해야 한다. 

둘째, 창의성 중심 교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초중등교육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초중등 교육혁신은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고, 창의성을 중시하는 행복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지식역량과 실천역량이 균형 잡힌 

인재로서 ICT 생태계와 결합된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창의

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교육적 사명감을 실현해야 한다. 

셋째,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 혁신을 추진

해야 한다. 이는 글로벌 역량과 창의인재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

의 교육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고등

교육은 R&D생태계를 중심으로 개방과 공유의 글로벌 교육체제

를 구축하고, 대학과 산업체가 연계하는 맞춤형 직업교육, 창업

교육훈련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공동체·성인 네

트워크의 학습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사회를 완성해야 

한다. 

넷째, 창의적 교육혁신을 충실하게 실천함으로써 글로벌 교육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창의적 교육혁신을 위해 지속

적인 연구와 실천을 함으로써 한국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

을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시민교육과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을 

조화시킨 글로벌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미

래 지향적 교육혁신을 선도해야 한다. 결국 창의적 교육혁신은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지닌 품격 있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창의적 교육혁신 비전과

     글로벌 협력 과제 

2014년 한국·세계은행 교육혁신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은 궁극적으로 ‘혁신과 창조성’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이며,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체제를 구

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안

전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학교 교육체제를 구축

하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적인 창의교육을 구현해야 

한다. 또한 집단 창의성과 집단 지성을 강조하는 공동체 위주의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사회정서 역량

으로서 ‘도전, 실패, 위험부담’ 등에 대해 사회가 관용하고 격려

하는 교육풍토를 정착해야 할 것이다. 



SPECIAL  REPORT

Educational Development  2014 WINTER | 37

한국·세계은행 국제 심포지엄은 글로벌 교육을 선도하는 창

의적 교육혁신으로 21세기 새로운 ‘선진 교육모델’을 구축하고, 

창조경제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한 것이

다. 즉, 한국교육개발원 등 국내 교육유관 연구기관과 세계은행

이 창조경제 기반으로서의 교육혁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

협력 연구 성과를 시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교

육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실천 활동을 통해 한국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실천계획과 중장기 로드맵 등에 대한 검토 

연구를 지속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심포지엄 축사에서 동일한 맥

락의 한국 교육혁신 과제와 발전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교

육혁신을 통해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가득한 융합인재를 길러내

는 창의인재 육성교육이 중요한 의제라는 것이다. 교육은 단순

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역량을 최대

한 계발하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책임감을 바탕으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글

로벌 교육역량 측면에서 한국교육의 위상은 개발도상국과의 개

발협력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난 60년의 교육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글로벌 교육협력국의 역할을 해

야 한다. 

한국과 세계은행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창의적 교육혁신’ 

전략은 향후 글로벌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의제로 발전해야 한다. 

이미 한국은 2014년 8월 유엔의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지원국 그룹에 참여하고, ‘교육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E)’에

도 가입하는 등 개도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특히 2015년 5월에는 2000년 다카르 

세계교육회의 이후 15년 만에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새로운 교육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세계교육포럼이 인천 송도에

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는 향후 2030년까지 세계 교육발전전략

을 설정하는 중요한 행사로서, 한국은 교육혁신 실천과제를 달

성하고 그 성과를 전 세계와 공유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한국·세계은행 국제 심포지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그 

동안 축적해온 교육의 노하우에 선진국의 우수 사례를 접목하

고,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행복교육, 창의교육을 실

현함으로써 한국교육 및 글로벌 세계교육의 혁신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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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교육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실태

글

•
박효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지원연구본부 본부장·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특임센터 소장

학교폭력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미국, 노

르웨이, 일본, 캐나다 등 외국에서도 오래전부터 겪고 있는 문제

이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들 국가는 일찍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는 점이다. 즉, 나라마다 시

기는 조금 다르지만 오래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주기적인 전국 규

모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 시행해 오는 등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꾸

준히 노력해 왔다. 이 나라들은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

결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이후의 처리보다 학교

폭력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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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

적인 방안으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단위 예

방교육의 내실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가 다양한 학

교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및 프로그

램 개발·적용과 관련해서는 선두 주자이며 2002년 전부터 다양

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노르웨이의 학교폭

력 예방 프로그램과 활동, 2000년대 중반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방관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핀란드의 Kiva 프

로그램의 추진 배경과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 수립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Ⅰ. 핀란드의 Kiva Koulu 프로그램  

1. Kiva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과 목적

핀란드의 키바 코울루 프로그램(Kiva Koulu Program)은 학생

들의 괴롭힘(bullying)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학교 차원의 프로그

램이다. 1990년대 핀란드에서는 학생 간의 괴롭힘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택

할 때 중요한 고려 요건 중의 하나였다. 이후 국가 차원의 실태조

사 실시결과에서도 괴롭힘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당시 핀란드의 따돌림 및 괴롭힘 비율은 국제평균보다는 약간 낮

았으나, 스웨덴 등 주변국들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핀란

드 교육문화부는 2005년 학교복지위원회(Committee for School 

Welfare)를 출범시키고, 위원회에서 학생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

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2006년에는 재정을 마련하고 투르쿠

대학(University of Truku) 연구팀에 연구예산 70억 원을 투자하

여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어 2007년부터 2008

년까지 프로그램 운영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4∼6학년을 대상으

로 시범 운영한 후 2009년에 핀란드 학교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

였다. 2010년부터는 전국에 도입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해 오고 있다. 또한 각 학교 교사들이 Kiva 프로그램을 잘 실

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

이 교사들을 위한 ‘교사 훈련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다. 네트워

크 모임은 학기 중 3차례 정도 있으며, Kiva 프로그램 담당자가 

함께 참여해 프로그램을 안내함으로써 교사들이 학교폭력 문제

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 교사 연수와 관련

해서는 2009년 핀란드 교육부에서 Kiva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학

교에 첫 3년간 무상으로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연수 운영을 지원

하였다. 그 결과 2012년 총 2,800개교의 핀란드 학교 중 90%의 

학교가 (2,460개교) Kiva 학교로 등록하고 Kiva 프로그램을 운

영해 오고 있다. Kiva 프로그램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지원으로

는 현황 및 성과를 감독하기 위한 가상 트레이닝 시스템을 구축

하고, Kiva 공식 협의회를 2년에 1회 개최하고 있다. 

 Kiva 프로그램의 효과 측면에서는 프로그램 적용 분석 결과, 

학교폭력과 피해학생 수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학교에 대

한 애교심 함양 및 학습성과 향상, 학생들의 우울증 및 불안감 감

소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학년

별로는 효과가 다양했는데, 4학년에서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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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7-9학년)은 다소 약하게 나타났음을 보고하고 있다.  

Kiva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고 학교폭력 발생을 사

전에 예방함으로써 피해학생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회복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처럼 Kiva 프로그램은 전체 학교 차원에

서 접근한다는 점과 괴롭힘 방지를 위해 다차원적으로 개입한다

는 특징이 있다. 특히, 괴롭힘 행위를 목격한 방관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방관자의 역할을 중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피해자를 실

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공감, 자기효능감,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촉진시키고자 하며, 괴롭힘을 목격하고도 방관

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꿔주기 위한 태도 변화에 많은 관심을 기

울이고 있다.

  2. Kiva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Kiva 프로그램은 크게 학생 보호와 관련된 ‘일반 지침(general 

action)’과 심각한 괴롭힘을 저지할 수 있는 절차와 관련된 ‘구체

적 문제해결(indicated action)’의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첫째, 일반 지침은 학생 집단이 괴롭힘 행위를 근절시키는 역

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각하도록 하고 괴롭힘을 당한 학생

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괴롭힘을 당한 학생을 돕는 전

략을 개발하고 전략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증대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매회 2시간씩 10회에 걸쳐 운

영되며(총 20시간), 토론, 협동과업 수행, 역할극, 괴롭힘 동영상 

상영 등으로 구성된 과정을 통해 학급교칙을 만들어 나가도록 한

다. 수업 중에는 괴롭힘 방지와 관련된 PC게임을 할 수 있으며, 

감독자들은 노란 색 조끼를 착용하는데, 이것은 쉬는 시간에 감

독자들의 가시권을 높이고, 학교가 괴롭힘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나타내며, 학생 및 학교 구성원들로 하여금 지속적

으로 경각심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학부모들도 안내교

육을 받고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연수를 받도록 한다.

 둘째, 구체적 문제해결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적절

하게 해결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쪽 모두를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으며, 괴롭힘 행위가 실제로 학교 담당자들에게 포착되

었을 때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에서는 Kiva 학교팀과 

관련 학생들 사이에 지속적인 개별 토의 또는 그룹 토의가 진행

되며 동료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로 피해학생을 돕도록 한다. 이러

한 Kiva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각 학교는 3명으로 ‘Kiva 학

교팀’을 구성하고 Kiva 프로그램은 특별교육을 받은 교사들에 의

해 운영되며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또한 각 

학급교사는 괴롭힘을 당한 친구를 돕고자 하는 학생들로 이루어

진 팀도 구성하는데 팀 구성은 우선적으로 지원자의 지원에 의해 

구성되거나, 교장이 임명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Kiva 학교팀’은 

학기 중에 3번 정도 모임을 갖는 학교 네트워크팀과 연계하여 활

동한다. Kiva 학교팀은 담임교사와 함께 학교에서 목격되고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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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괴롭힘 행위를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맡게 되며, 피해자 및 가

해자와 함께 개별 또는 소그룹 토의 후 체계적인 후속모임을 통

해 문제 해결 방법을 적용한다. 

Kiva 프로그램은 처음에 학교 구성원들이 2일간 사전 이행 훈

련에 참여하는 사전 이행 훈련 프로그램과 국가 기본교육과정(수

업시간)에서 적용되는 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사전 이행 훈

련 프로그램에서는 학교에서의 괴롭힘의 실제, Kiva 프로그램 개

관, 학기 동안의 실행 방안, 학생 및 학교 구성원들을 위한 온라

인 프로그램, 인터넷 기반 설문조사 등이 다루어지고 본 프로그

램은 한 달에 한 번(1년에 20시간 정도) 담임교사에 의해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동료학생들이 당하

는 괴롭힘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괴롭

힘이나 피해의 개별 사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고 학교는 안전한 곳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고자 한다. 또한 

Kiva 프로그램은 방관자들의 태도가 단순한 방관에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을 더 조장할 수 있다고 보고 방관자들을 변화시켜 방관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Kiva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에 대한 처벌을 중요한 요

소로 보지는 않는다. 학교 Kiva팀은 가해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대면(confronting) 전략과 비

대면(non-confronting) 전략을 활용하며 Kiva팀과의 지속적인 

대화 및 토론을 통해 개선이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대화를 통해서도 변화가 없을 때에는 처벌이 내려진다. 학교규칙 

및 처벌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국가 차원의 특별지침은 없으며 학

교 자율에 맡기고 있어 각 학교별로 필요와 상황에 따라 학교규

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Ⅱ. 노르웨이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1. 추진 배경과 목적

노르웨이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노력을 촉발시킨 것은 1982년 

3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견디다 못해 자살을 시도하면서 사

회적 파장을 초래했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서

의 폭력행동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강하게 제재함으로써 학교폭

력을 예방하고 학교를 안전한 곳으로 만들자는 취지 하에 노르

웨이 정부는 집단 괴롭힘 등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수

준의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교육

부 주도 하에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

절 프로그램이 개발·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학교폭력에 대처

하기 위한 대책 및 방안에 관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매니페스토 활동도 전개되었다. 매니페스

토 활동은 학교폭력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을 핵심 모토로 

삼고 있다. 매니페스토 주체는 중앙정부,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지방자치단체, 학교와 유치원, 청소년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계획을 세우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

로써 일선 학교와 지역사회의 학교폭력 발생을 줄이는데 실질적

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나 정부와 민간,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매니페스토 활동과 함께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르웨이 정부가 수립·적용해 오고 있는 주요 대

책과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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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lweus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프로그램

학교폭력 방지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은 베르겐대

학의 심리학 교수인 올베우스(D. Olweus)이다. 올베우스는 1970

년대 초부터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따돌림 예방에 초점을 두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 오고 있다.

올베우스에 의해 개발된 학교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프

로그램의 목적은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동료관계를 개선하고 학

교를 안전하고 즐거운 장소로 만들 책임이 학교당국에 있다는 전

제 하에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일차적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이차적으로는 학교폭력의 직접적인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

도록 하고 있다. 즉, 이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의 학교환경을 재구

성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과 태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친사회

적 관계 및 행동을 향상시키는 것, 학교 내 모든 장소에서 성인들

이 보다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하는 것,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그

에 대한 책임의식을 증가시키는 것, 괴롭힘은 용납되지 않을 것

이라는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 등을 핵심 목

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본 프로그램에서는 첫째, 학생들에

게 학교폭력 현상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고, 둘째, 교사와 학부

모들이 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셋째, 폭력

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칙을 개발하고, 넷째, 피해학생들을 보호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을 강조한다.

1983년에 시행된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이후 처방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프로그램(Bullying Prevention 

Program)’은 현존하는 따돌림 문제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새로

운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전 세계 16개

국 이상에서 실시되어 왔던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프로그

램 중 하나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따돌림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사와 학교가 학교폭력에 대해 예방·대응하

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시한 소책자를 발간하여 노르웨이의 

모든 초·중·고교 학생들과 그 부모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였다  

프로그램은 크게 학교 수준, 학급 수준, 개인 수준으로 구분되는

데 각 수준별로 예방 활동과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4~8개월 후와 20개월 후를 측정한 

결과 가·피해 수준에 각각 뚜렷한 감소가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

다. 83년에 비해 2년 후인 85년에 남녀학생의 집단 괴롭힘과 폭

력 피해가 약 50% 정도 현격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가능

성을 지닌 학생들의 비율도 비슷한 정도로 감소하였다. 또한 학

생들의 보고에 의하면, 기물파손, 싸우기, 도벽, 무단결석 등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이 감소되었으며 학급의 분위기도 긍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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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되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질서정연해지고, 사회관계가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며, 학교 활동과 학교에 대해서도 보

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결과적으로 학교생

활에 대한 만족도가 증진되었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실시 

효과는 1년짜리 프로그램보다 2년 프로그램이 더 뚜렷한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이미 존재하는 가해, 피해자에 영

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희생자의 수도 감소시켜, 1차·2차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Olweus, 1994). 이와 같은 노르웨

이의 초·중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결과

는 학교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신념과 함께, 제대로 고안

되고 시행된 프로그램이 단기간에도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등 성인들의 참여와 관리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

3. Zero 프로그램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표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노르웨이의 

‘Zero 프로그램(반 학교폭력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Zero 프로

그램’은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지원 하에 2003년부터 운

영되어 2006년까지 수행된 프로그램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경제

적 지원을 받아 스타방게르(Stavanger)대학 행동연구센터에 의

해 운영되었다. 이 프로그램 역시 ‘학교폭력에 대한 관용을 배제

한다’는 원칙 아래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학교가 

학교폭력에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3년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도 많은 학교에

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 참여의 단위는 3~5개 학교 그룹으로 구

성되는데 프로그램 안에서 각 학교들은 교장, 교사, 학부모(학부

모회의 대표), 학생(학생회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

을 운영한다. 이 프로젝트 그룹들은 세미나를 통해 1년에 6번 정

도 모임을 갖는데, 이때 외부에서 초빙한 컨설턴트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7개월에 걸쳐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또한 1년에 2

회 정도의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하나의 Zero는 3∼5개의 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Zero 내 각각

의 학교는 교장선생님, 담임선생님, 학부모위원회의 부모, 학생

회의 학생들을 구성하는 목표 집단이 있다. 이러한 집단은 일 년

에 6번 정도 세미나를 통해 만난다. 외부의 자문가들은 학교의 세

미나와 17개월간 지속되는 프로그램 마무리에 대한 협의를 통해 

학교에 봉사한다. 또한 그들은 일 년에 2번의 만남을 통해 전문

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한 교사

지침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중요 자료로서 주요 내용은 집단

따돌림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측정(척도)과 학생과 부모 간, 

조력자와 교사, 부모, 학생과 학교, 사회와의 관계 형성을 강조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업무절차 모형과 안내, 학교 활동,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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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괴롭힘을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문제를 노출시키고 근절시

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강조하는 부모용 안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Ⅳ. 시사점

이상과 같이 핀란드, 노르웨이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추

진 배경과 운영사례를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르

웨이의 경우에도 1980년대부터 이미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자국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과 대책 개발에 힘써 

왔으며, 핀란드의 경우에도 2000년대 중반부터 프로그램을 개

발, 적용함으로써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고 학교폭력 발생을 사전

에 예방함으로써 피해학생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회복시키는데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학교폭력 예방

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실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

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학교폭력 사안 발생 후의 처리보다도 예방 교육과 조기 

처치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예방 활동은 

초기 개입과 총합적으로 운영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노르

웨이는 물론 외국의 경우 문제행동의 전조를 조기에 발견하여 학

교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으며, 학교 차원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적용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에도 괴롭힘 행위를 목격한 방관자

에게 초점을 맞추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피해자

에 대한 공감, 자기효능감,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촉진시키고자 

하며, 괴롭힘을 목격하고도 방관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꿔주기 위

해 개인적 태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를 통해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을 예방

하는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

는 일이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된다

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7.23 현장 중심의 학교

폭력 대책에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이 강

조되었고 이의 일환으로 어울림 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현장

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근본적인 태도와 행동, 

인식을 길러주는 예방 프로그램의 적용과 관련한 활동들이 얼마

나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1980년 초부터 30

여 년간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노르웨이와 

10년 정도의 기간이지만 국가의 전폭적인 관심과 막대한 예산 지

원을 받고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핀란드처럼 우리나

라에서도 현재 어울림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과  

다양한 예방 활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둘째, 노르웨이의 올베우스 프로그램의 경우 30여 년간 지속

적으로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운영되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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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틀에 박힌 프로그램 및 지도안 운영이 아닌, 지속적인 연구기

관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지도안을 수정·보완해 오고 있으며, 

지도안을 통해 교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급

활동에 대한 주제와 학급경영 방식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주체들 간의 역할과 기능 

등이 오랜 기간의 운영 노하우를 통해 시스템적으로 작동되고 있

기 때문이기도 하다. 노르웨이 스타방게르지역 학교에서 운영하

고 있는 Zero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단순히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

램의 매뉴얼만을 제공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

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학교 구성원인 교

장, 학부모회, 학생회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참여하도록 각 주체들의 역할과 구체적인 활동, 일정 등이 표준

화되어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되어 온 결과를 의미한다. 한국의 학

교폭력 예방 교육 및 활동도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프로

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아닌 기존의 학교 시스템 속에서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이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노

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단위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학교는 물론 국가와 지역사회 간 네

트워크 구축 및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교과교육과정 속에서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을 강조하

는 교육이 반영되도록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은 학생의 

학업역량뿐 아니라 사회성 및 정서, 인성 등 정의적 역량을 길러

주는 교육이 본연의 목표이나 여전히 학생의 인성정서 함양교육

이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로 인

한 학생의 학교부적응 현상이 초래되는 현상, 이로 인해 학생들

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비해 

노르웨이의 국가 교육과정은 50%가 인성교육이고 나머지 50%

가 교과교육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학교에서는 당연히 학생의 인

성 및 사회성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학교운영 철학도 학생이 행

복한 학교, 인간중심 교육, 인간관계중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다는 점은 우리 교육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

도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인성 및 창의성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

하기 위한 개정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5년 개정이 추

진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용이 체계적으

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됨은 물론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도 생명 존중과 인성 함양은 물론 학교폭력 예방을 위

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는 현재 계류 중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조속

히 개정되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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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한국다문화교육학회장

선진국의
다문화교육

I. 머리말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지구화의 급속한 진행과 더불어 

지구 차원의 인적 및 물적 유동성 증대는 물론이고, 단위 

사회의 다원화 내지 다문화화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계 각국에서 다문화 사회의 구성 및 

운영 원리의 하나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 역시 증대되고 

있다. 다문화주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는 사회적 

상황이나 이론적 관점에 따라 다르며,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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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가 존재한다. 다문화주의는 때로는 다양한 인종과 

사회문화적 소수집단을 통합하기 위한 핵심 이념이나 공공 

정책의 기준으로 채택되기도 하고, 때로는 전통의례, 음식, 

의상, 예술 등 다양한 생활양식과 문화상품을 찬미하거나 

섭렵하는 취향 내지 경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의 다양한 소수문화집단에 

소속된 개인들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정책적, 제도적 수단을 

뒷받침하는 철학적 내지 규범적 정치원리라고 정의될 수 있다.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차원의 

실천 내지 개혁운동이다. 다문화교육의 대표적인 학자의 한 

사람인 Banks(2010)는 다문화교육을 모든 학생들이 성별, 

민족, 인종, 문화, 언어, 사회계층, 종교, 또는 예외성과 

상관없이 평등한 교육 기회와 경험을 가져야 한다고 

천명하는 이념이자 교육개혁운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다문화교육학회(National 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에 의하면 다문화교육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 형평성, 사회정의, 편견과 

차별 제거, 다문화적 역량과 감수성 배양, 정체성 및 문화적 

차이 존중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한국 

다문화교육의 전개과정을 간단히 개관하고, 캐나다, 호주 및 

독일의 다문화교육 현황과 그 주요 특성을 살펴본 다음, 이것이 

한국의 다문화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한국 다문화교육의 전개과정

한국에서 다문화주의 정책 및 다문화교육에 관한 관심이 

본격화된 것은 2006년경부터이다. 2006년 4월 대통령 주재 

정부부처 연석회의에서는 한국이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것이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인식 아래 

다문화정책을 통하여 이주자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을 선언하고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적 관심에 

근거하여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5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대학생 

멘토링, 교사나 또래집단과의 1:1 결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습결손 방지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7년 2월에 

고시된 ‘2007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다문화교육을 35개 

범교과 학습 주제의 하나로 설정하였으며, 종래의 단일민족주의 

및 순혈주의 전통을 강조하는 내용들을 삭제하고 다민족 . 

다문화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타문화 이해, 편견 극복 및 

관용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이후 다문화교육 사업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중앙부서는 물론 

전국 16개 시 . 도교육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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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대한 혼란은 물론, 다문화교육의 주된 관심이 이른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조속히 한국사회에 적응시키고자 

하는 동화주의 성격의 분리교육 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한국사회의 

모든 학생들을 다양성을 이해하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는 교육을 지향한다는 명분으로 ‘다름을 재능으로, 

모두를 위한 다문화교육’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다문화학생 

교육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여전히 이른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한정되거나 이들을 대상화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에게 성별, 

민족, 인종, 문화, 언어, 사회계층, 종교, 또는 예외성과 

상관없이 평등한 교육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고자하는 일종의 

범사회적 교육개혁운동으로서의 다문화교육의 근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류방란, 2013).

Ⅲ. 캐나다의 다문화교육

대표적인 다인종 . 다문화 국가로서 1967년 이후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펴고 있는 캐나다는 전체 인구의 약 20% 가량이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1971년 다문화주의를 공공정책의 

기본원리로 선언함으로써 각 민족집단의 고유한 정체성을 

공적으로 인정하였으며,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한 보다 높은 

차원의 사회통합을 지향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1982년 헌법 

조항에 다문화주의를 삽입한데 이어 1988년에는 인종과 종족, 

언어, 종교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의 ‘포괄적 시민권(inclusive 

citizenship)’을 강조한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Canadian 

Multiculturalism Act)’을 제정함으로써 다문화주의는 

캐나다 공공정책의 핵심적인 기준이자 사회문화적 원칙으로 

제도화되었다. 

한 예로, 인구의 20% 이상이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200개 이상의 언어가 모국어로 사용되고 있는 온타리오주의 

경우 인종, 종교, 언어, 성, 계층, 장애, 성정체성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며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개혁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교육개혁의 법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온타리오주 인권법(Ontario Human 

Rights Code)은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출생국가나 지역, 난민, 

사회복지 수혜자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 

인권법에 의해 온타리오주 교육위원회는 모든 학습자의 학습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 다양한 차별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또한 온타리오주 ‘평등 및 통합교육 

전략(Ontario’s equity and inclusive education strategy)’은 

통합교육이 모든 학습자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교육적 경험을 

갖도록 함과 동시에 보다 통합적인 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추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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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다는 유네스코의 통합교육에 대한 입장을 바탕으로 

신체적 또는 정서적 장애를 가진 학습자는 물론, 소수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습자나 성적지향이 다른 학습자들이 학교 

상황에서 주변화 되거나 편견이나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지역 교육위원회는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교육개혁정책 및 지침을 기반으로 학습자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는 신임 교사들이 교실 상황에서 직면하는 

다양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거나, 동성애 

학습자들에게 안전한 학습환경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종교나 인종에 따른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단위 학교에서는 공용어인 영어와 불어 

이외에도 개별 소수 민족의 전통 언어를 가르치고, 반편견 

. 반차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문화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온타리오주 

교육부는 이상과 같은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추진과 공교육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교사양성프로그램에서도 

다문화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종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Ⅳ. 호주의 다문화교육

 18세기 말 영국의 유형식민지로 편입된 호주는 1901년 

영국의 자치령 호주연방으로 발족하였다. 20세기 중엽까지 

백인의 인종적 우수성을 가정한 이른바 “백호주의(White 

Australia)”를 표방하며 비 유럽계 이민을 제한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도입함으로써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대표적인 다문화국가로 변모하였다. 전체 인구 

약 2,250만 명 중 약 4분의 1이 해외에서 출생하였으며, 부모 

중 한 명이 해외에서 출생한 사람을 합칠 경우 전체 인구의 약 

44%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2011년 현재 270개 이상의 민족이 

260여 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Gonzalez, 2012). 

호주 정부는 1970년대 초반 ‘다문화’를 정책 담론에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1975년 인종차별금지법(Racial Discrimination 

Act)을 제정하였다. 이후 ‘다문화국가로서의 호주(Multicultural 

Australia)’를 강조하는 연이은 정부 보고서에서 다문화주의가 

핵심정책의 기조로 정착되었다.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선언한 1978년 갈벌리 보고서(Galbally Report)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동등한 기회,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 이민자의 

권리 및 자립 프로그램 시행 등을 명시하였으며, 출생지, 국적, 

인종에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호주 시민이 될 수 있음을 

천명하였다. 또한 1989년에 발표된 ‘다문화 호주를 위한 국가 

어젠다(National Agenda for Multicultural Australia)’에서는 



Educational Development  2014 WINTER | 51

WORLD  EDUCATION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세 가지 기본권으로서 고유의 언어, 종교 

및 여타 문화유산을 표현하고 공유할 권리를 보장하는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 인종, 문화, 종교의 벽을 제거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정의(social justice), 그리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재능과 기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경제적 효용성(economic efficiency) 등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2003년에 발표된 ‘다문화 호주(Multicultural 

Australia)’에서는 시민적 의무 원칙(responsibilities of all), 

상호 존중의 원칙(respect for each other), 상호 공평성의 

원칙(fairness for each other), 공동 이익 추구 원칙(benefits for 

all) 등 네 가지의 다문화정책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비판론자인 존 하워드(John Howard)가 집권한 

1996년 연립정부 수립부터 2007년까지 호주의 다문화주의는 

다소 약화되었으나 2007년 노동당 정부 이후에 다문화주의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 2011년에 발간된 정부 보고서 ‘호주 국민: 

호주의 다문화정책 2011(The People of Australia: Australia’s 

Multicultural Policy)’은 다문화주의를 국가적 정체성 형성의 

핵심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다문화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모든 학습자를 위한 다문화교육을 

천명하고 인종주의에 대한 반대,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공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교육서비스 제공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다문화 호주 건설(Making Multicultural Australia)’, ‘편견 

금지!(Prejudice, No Way!)’, ‘인종주의 금지!(Racism, No Way!)’ 

‘조화롭게 살기(Living in Harmony)’ 등이 호주 정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들이다. 웹사이트에는 각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교사를 위한 활동 계획안 및 학습자료, 

학습자를 위한 학습 자료와 퀴즈, 만화 등이 게시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호주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주정부의 

다문화주의법이나 지역사회관계위원회(The 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의 목표와 활동, 그리고 다문화교육 

정책에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다. 예컨대, 호주에서 해외 유입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고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 수준이 높은 

뉴사우스웨일즈주는 다문화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정책(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반인종주의 정책(anti-

racism policy), 그리고 원주민 교육훈련 정책(aboriginal 

education and training policy)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 정책의 

목표, 대상, 맥락, 교육주체별 책임, 평가 및 보고 사항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타의 주와 준주 및 단위 

학교에서도 모든 학생이 영어 및 영어 이외의 1개 이상의 

외국어 구사 능력, 자신 및 타 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 문화 

간 이해 및 의사소통 역량 등을 갖출 것을 강조하고, 전 교과목, 

학교 정책 및 실무에 다문화, 반인종주의, 인권존중 원칙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Ⅴ. 독일의 다문화교육

독일은 서구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인종적, 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전체 인구의 약 91.5%가 독일계이며, 종교 

면에서도 기독교와 가톨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인구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빠르게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1983년 ‘귀국촉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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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여 외국인의 귀국을 장려하였으나 뚜렷한 효과가 없자 

2004년 ‘이민법’ 제정을 기점으로 이주민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약 

9%가 외국 국적 소지자이며, 이주배경을 가진 주민은 약 20%에 

달한다.

이주배경을 가진 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독일 정부는 

2007년 교육이 “사회·문화·경제적 통합을 위한 핵심 

열쇠”라는 인식 아래 ‘국민통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고용, 

사회복지가 연계된 종합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통합계획’에 의하면 이주민 통합정책은 헌법과 

국제협약에 명시된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주민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적 지원과 상담, 

교육을 긴밀히 연계하여 진행되도록 조치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정착보조, 언어교육 지원,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 

독일 노동시장 교육 및 마케팅 교육, 대학교육 이수자 지원, 

4대 보험 보장, “방문 상담” 교육과정 등이 있다(최웅선 외, 

2012). 또한 2011년에는 연방정부, 시민사회, 다수의 이주민 

조직들이 참여하여 ‘국민통합계획’을 위한 방안들을 점검 

가능한 목표로 구체화한 ‘국민통합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국민통합 실행계획’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직업교육 및 

진로교육이 독일의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요소라는 

인식 아래 모든 주민들이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맞춤형 지원과 교육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특히, 이주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이 직업교육 및 진로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언어교육 보장, 보편적 계속교육 참여비율 확대, 

학력수준 및 직업교육 성취의 독일 평균 수준으로 의 향상, 

대학졸업자 비율 증대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는 

물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기업, 노조, 종교단체, 시민사회 등이 긴밀히 연대하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정수정, 2014). 

독일의 다문화교육 정책이 보여주는 두드러진 특성은 

이주배경을 가진 성인 주민이나 아동 및 청소년들을 분리하여 

대처하기 보다는 사회통합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목표 아래 

여타의 취약집단 구성원들과 함께 통합적인 교육지원정책을 

시행하되, 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사회법에 따른 의무적 근로지원방안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직업예비교육, 직업교육 

중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이주배경이 있는 

청소년이나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데, 직업교육 기회를 얻지 못한 청소년이나 이주배경 

청소년 또는 장애를 지닌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직업준비 교육방안, 기업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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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을 위한 질 향상 프로그램, 학교-직업교육 간 연결을 

지원하기 위한 연결교육 지원 이니시어티브, 이주배경이 있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 등이 있다(정수정, 2014).   

Ⅵ. 시사점 및 결론

날로 가속화되는 전지구화(globalization) 현상은 지구 

차원의 인적 및 물적 유동성 증대와 복합적 상호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단위 사회의 다원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향후 

한국 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 수준 역시 현저히 높아질 

전망이다. 2014년 1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수는 약 157만 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약 3.1%에 달한다. 

유엔미래보고서에 의하면 현재의 저출산 . 고령화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50년경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족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인구의 약 21.3%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이나 인종, 종교, 언어, 계층, 성적 지향성 

등 여러 차원에서 날로 증대되는 문화 및 정체성의 다양성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통합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배려, 협력과 

공존의 사회문화적 풍토와 제도를 구축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선진국의 

사례들은 다문화교육이 단순히 이주배경을 지닌 소수의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일련의 적응교육이나 

복지 차원의 교육프로그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다문화주의가 확산되고 

제도화되어 가는 이면에는 이질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정체성을 지닌 사회구성원들이 인권, 사회정의, 개인성, 

민주주의 등과 같은 현대사회의 핵심문화 원리의 바탕 위에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의 비전에 대한 집단적 열망과 

고민이 깔려 있다. 다문화교육은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제도 전반의 재구조화 내지 사회개조 운동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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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 : 
유엔·유네스코 교육구상과의 협력

Ⅰ. 서론

교육의 근본목적은 사람을 사람답게 양육하는 것이다. 교육

은 지식만을 추구하여 한 개인의 성공이나 출세를 이루는 수단

이 아니다. 참 교육이란 지식교육과 함께 정직과 성실과 같은 인

성교육, 영성교육, 지(智), 덕(德), 체(體)의 전체교육, 특히 이웃

과 함께 더불어 사는 전인격 교육과 양육 과정을 의미한다. 한자

의 ‘어질 인(仁)’자가 표상하듯, 인간은 사람(人)이 홀로 사는 것

이 아니라 두 사람(二) 이상 즉, 이웃과 더불어 살아감으로써 그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 하지만 과학기술 문명이 급속하게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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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산업화를 통해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사회풍조가 만연

하면서, 교육의 목적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양성하는 데 있지 않

고, 개인의 성공을 위한 지식전수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전통적

인 가치관이 붕괴되고 윤리와 도덕이 무색해지면서 인류는 더불

어 사는 것보다는 개인과 자국 중심의 물질적 풍요에 초점을 맞

추었고 이는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

다. 또한 테러와 전쟁, 절망과 파괴의 소식들은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국제적 이슈의 

가장 큰 특징은 한 국가나 개인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다. 세계 각국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한 해결책만이 우리가 직

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웃과 더불어 사는 전인교육을 통해 교육의 참 의미를 되찾고 시

대에 걸맞은 새로운 창조적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의 정립이 필

요하다. 

Ⅱ. 왜

    창조적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인가?

창조적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은 창조적이고 새로운 교육 콘텐

츠를 도입하여 혁신적 인 교육방법으로 교육하고, 세계를 무대

로 그 배운 바를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람과 사람 사

이, 국가와 국가 간 또는 인간과 자연과의 포괄적 조화가 중요하

기 때문에, 창조적 글로벌 시민교육은 지식과 기술을 포함한 창

의적 인지(cognitive)교육만이 아닌 가치, 태도, 정직과 성실 등

의 비인지적(non-cognitive) 교육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UNESCO, 2014).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글로벌 시민의식 교

육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미래 지향적인 세계시민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기르는 대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람직한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은 국가 간의 협력과 상호작용

을 통해 세계를 하나로 받아들임으로써 상호 간의 경계를 허물

고, 그 지평을 넓혀가는 교육을 지향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국의 

충성된 국민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세계 각국의 교육

체계는 지구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잡한 국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각 국가의 유산과 전통을 존중하고 기리는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자국

의 목표와 이해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주

어진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만일 

우리가 자국의 시각을 넘어서 다른 국가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

라보고 이해할 수 있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혼란도 크

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Adam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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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을 위한

     첫 구상

2009년 열린 유네스코 고등교육 혁신 포럼(World Conference 

on Higher Education 2009)'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식 성명서

(communique)를 발표하였다(UNESCO, 2009). “엄청난 도전

에 직면한 고등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근본적인 변화와 혁

신이 요구된다. 심각한 가치관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

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차원을 넘어

서, 도덕성과 영성 교육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유네스코 성명

서에서 고등교육에서의 도덕성과 영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 배경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몰고 온 2008년 8월 미국 뉴욕 월가의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파산의 근본원인이 된 경영진의 부정직한 윤리관 문

제가 깔려 있었다.

2010년 11월 1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은 유엔

아카데믹임팩트(UN Academic Impact: UNAI) 프로그램을 처

음으로 발족하면서 “교육을 통해 국경을 넘어 생각을 공유함으

로써 전 지구적인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상호 연결성이 깊은 문

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아카데믹임팩트의 핵심 프로그램은 세계 고등교육기

관 및 학술연구기관들이 유엔과 제휴하여 3대 목표인 평화, 개

발 및 인권 문제를  교육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유엔아카데믹임팩트

(www.academicimpact.org)는 10개의 핵심원칙을 세우고 전 세

계의 대학교들이 하나 이상의 원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적

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교육을 통한 글로벌 시민의식 교

육과 고등교육의 역량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원칙을 추

구하기 위해 UNAI는 세계적으로 10개의 Global Hubs를 두고 

있으며, 한동대학교는 2011년 1월 고등교육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on Higher Education Systems)의 글로벌 허브로 지

정되었다. 또한 한국에서는 유엔아카데믹임팩트 활동을 지원하

고, 동참하기 위하여 57개 국내 대학교가 외교부 산하 사단법인

으로 인가(2013년 11월)를 받아 유엔아카데믹임팩트 한국협의회

(www.unaikorea.org)를 구성하였다. 2013년에는 대학생들이 

UNAI ASPIRE(Action by Students Promoting Innovation & 

Reformation through Education)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유엔과 유네스코가 동시에 지구촌 문제의 해결책으로 고등교

육의 변화를 제시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은 고등교육기관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

서부터 유·초등·중등·고등교육 및 평생 교육에 이르기까지 생

애 전반을 통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고등교육에 주력하는 유엔아카데믹임팩트를 2010

년에 처음 발족한 후 2012년에는 유네스코와 함께 초·중등교

육에 중점을 둔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지원국 그룹을 구성하여 초등교육 문맹 퇴치와 

교육의 질 개선, 그리고 글로벌 시민 양성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UNESCO, World Bank, UNDP 등과 협력하고 있다.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은 상호 연관되고 상호 의존적인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글로벌  시민을 길러내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일

원으로서의 시민의식을 가르치고 사랑과 봉사,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 및 존중,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뿐 아니

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지구촌의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의 책임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분쟁을 방지하고 평화

세계의 교육 창조적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 : 유엔·유네스코 교육구상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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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달성할 토대를 만들며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의 번영

에 기여하고자 하는 새로운 글로벌 교육 비전이다. 

Ⅳ. 창조적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의

     패러다임

21세기는 지식보다 지혜를 가진 인재를 필요로 하며,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능력,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우

선시 되는 시대다. 아울러 팀으로 일하는 능력, 상호 협력, 창의

력, 지략,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은 21세기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자질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은 지식

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21세기의 교육은 지적·

도덕적·육체적 능력을 넘어 정신적 영역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

로 해야 하며, 학생들이 “아직 해결책이 없는 신지식”을 탐구하

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얻도록 도와주어야 한

다(Kim,2010). 

[그림 1]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의 패러다임

지구촌 공동체로 대변되는 21세기에는 글로벌하게 생각하

면서 지역과 세계를 함께 변화시킬 글로컬(Glocal)한 능력, 창

조능력이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Altbach, 2009). 이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글로벌 시민의식 교

육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 세계적, 문화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일

하는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워야 한다.

즉, 창조적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은 [그림 1]과 같이 ‘창의적 

지식 교육과 글로벌 교육, 정직과 성실을 기본으로 삼는 인성교

육’이라는 3가지 요소를 융합하여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재를 양

성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컨텐츠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교수법 외에

도 다양하며 새로운,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적인 교수법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오늘날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및 멀티미

디어 등 스마트 기술의 발달로 학생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

지 않고, 교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

를 습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지식전달자로서의 역할은 빠

르게 사라지고 있으며, 정보기술과 지식이 신속하게 발달함으

로써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미래의 학습자”(The 

students of the future)로 변화하고 있다(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21세기를 살아가는 교사는 전통적인 교수자의 역

할 외에도 학생들의 멘토 및 삶의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야 한다. 자신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본보기

가 되어야 하며, 정직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배울 수 있는 모

범이 되어야 한다.

지식 교육

인성 교육 국제화 교육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
(E.D.I.S.O.N)

정직, 책임,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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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창조적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의

     적용과 사례 

필자는 한동대학교에서 21세기에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글로벌 에디슨아카데미(Global 

Edison Academy: GEA)를 창안하였다.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

의 이름을 딴 에디슨(E.D.I.S.O.N) 아카데미는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을 실시하였다.

E :  Education of Competent and Honest Global Leadership 

능력 있고 정직한 글로벌 리더십을 기르는 교육

D :  Dynamic & Creative Cross-Disciplinary Curricula 역동적

이고 창조적인 학제 통합 교육과정

I :  Integrity and Uprightness for Sound Character Building 

올바른 인성 양성을 위한 성실함과 강직함

S :  Synergistic Outcome through Cooperation 협동을 통한 상

승효과 

O :  Open and Borderless Global Educational Partnership 열

리고 국경을 넘어선 국제교육의 파트너십

N :  Nurturing of the Whole Person with Comprehensive 

Worldview 종합적인 세계관을 가진 전인성 함양

한동대 글로벌 에디슨아카데미는 E.D.I.S.O.N의 다섯 가지 

요소들을 학생들에게 교육함으로써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창

업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한동대 김형수(06학번)군은 환경보호

를 목적으로 트리플래닛(www.treepla.net)이라는 어플리케이

션을 개발해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및 유엔사막방지화협약 

공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졸

업생 서덕수(95학번)군은 개발도상국에 건축회사(NIBC, www.

nibc.com.vn)를 설립하여 그 나라의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다. 이 회사는 베트남의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합리적인 

저비용의 건축설계를 통해 현지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베

트남에 신 주거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최영환(99학번)군 역시 뉴

욕에 엠트리(Mtree, www.brushwithhope.com)라는 NGO를 설

립하여, 해외의 젊은이들과 함께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미술, 

패션 디자인, 건축, 오페라 등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자신들의 재

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유엔아카데믹임 팩트 한국협의회와 협력하고 있는 유엔아카

데믹임팩트 어스파이어의 한동대 학생들 또한 미래숲녹색봉사

단(http://www.futureforest.org)과의 협력을 통해 나무심기, 

사막화 방지와 같은 환경보호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Ⅵ. 결론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걸맞은 지식을 전수하는 인지적(Cognitive) 교육과 새마

을운동 정신교육, 그리고 기간산업 구축을 위한 대기업 지원과 

정부의 강력한 수출지원 정책에 힘입어 소위 ‘한강의 기적’을 이

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1세기 창의적 소프트 융합 기술이 주도

하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시대는 지금까지의 하드웨어 

생산 기술을 보유한 인재가 아닌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한 인

재,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글로벌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글로벌 시민

세계의 교육 창조적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 : 유엔·유네스코 교육구상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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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교육을 통해 지식을 전수하는 창의적 인지(cognitive) 교육

과 함께 가치관, 윤리, 도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비인지적

(non-cognitive)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즉 창의적 인재, 

말하고, 쓰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정직하고 성실한 

글로벌 인재, 이웃과 세계와 함께 더불어 살며 협력하는 ‘글로컬

(Glocal)’한 신인재를 배출해야 한다. 이러한 인재배출은 우리나

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동시에, 행복한 

선진국이 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효과적인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실행되기 위해

서는 유엔의 유엔아카데믹 임팩트(UNAI), 글로벌 교육우선구상

(GEFI), 그리고 유네스코의 지속가능한 교육개발(ESD) 등을 기

반으로 여러 국가 및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이 이제 막 걸음

마를 떼려는 시점에, 유엔과 유네스코가 2015년 5월에 인천 송

도에서 ‘2015 세계교육포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한다. 한국정

부가 제안한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이 ‘2015 세계교육포럼’의 어

젠다로 선정되어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된다고 하니 참 다행이

다.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시민

의식 교육이 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기관 등에서 본격

적으로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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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윤기
안산송호고등학교 교감

민족의 혼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대련한국국제학교

2014년 11월 10일 대한민국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함으로써 세계 3위의 경제 영토를 확보했다. 한국의 FTA 

체결국은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연합(EU)을 거쳐 

세계 3대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도 협상이 타결되어 50

개국으로 늘어났다. 일부에선 중국과의 FTA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는 맞닿은 국경선처럼 지난 오천년 

역사에서 뗄 수 없는 관계였다.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교육 등 

많은 부분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다. 멀리는 고조선에서부터 고구려, 발해와 고려, 조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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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일제치하의 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 긴 역사의 시침을 

함께 했으며, 특히 만주와 동북3성(요녕성, 흑룡강성, 길림성)

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발자취가 묻어나 있는 곳이다. 인천 

공항에서 비행기로 1시간 남짓한 곳에 위치한 요녕성은 안중근 

의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혼이 깃들어 있는 곳으로 

우리 근현대사에 잊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이곳 요녕성 대련시에 한민족의 

혼을 지키고 있는 곳이 있다. 설립된 지 10여 년에 불과하지만, 

재외한국학교 중 최고로 자리매김한 대련한국국제학교가 

그곳이다. 

북방의 진주 대련   

대련시는 중국 23개 성1) 가운데 하나인 랴오닝성의 도시로 

랴오둥 반도 끝에 부동항을 끼고 있는 해양도시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위·진 시대 이후에는 고구려 영토였던 적도 

있으며, 청·일 전쟁 후 러시아는 삼국 간섭의 대상으로서 

청으로부터 대련과 뤼순 등을 조차하면서부터 파리를 모델로 

이곳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1904년 러·일 전쟁으로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이곳의 조차권을 넘겨받기도 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다시 러시아의 관리 아래로 넘어갔다가 1951

년에 이르러서야 지금의 중국으로 반환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격변기로 인해 대련은 러시아풍의 건물을 비롯해서 유럽 각국 

등 다양한 나라의 건축물들이 남아 있다. 중국에 속해 있지만 

유럽풍의 도시색깔을 풍기는 이유다. 이처럼 대련은 도시 

건축물도 이국적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치안, 교통, 물가, 

기후까지 중국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 

고학력 여성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대련을 ‘북방의 진주’라고 말하고 있다. 

대련의 기후는 한국과 거의 비슷하나, 여름은 한국보다 비교적 

시원하고 열대야가 없어 중국 최고의 기후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바다와 평야에 인접해 있어 각종 해산물과 과일, 야채 등이 

풍부하다. 

또한, 이곳에는 안중근 의사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아끼지 않은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사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오늘날 대련의 한국인들은 그 어떤 

지역보다도 나라사랑의 정신이 강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낯선 땅에 꿈을 심다 -

‘우리 아이들은 우리 손으로 가르치자’

“내가 한국독립을 회복하고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을 해외에서 풍찬노숙 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들 2천만 형제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여한이 없겠노라.”

순국직전 동포들에게 남긴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유언이다. 

이 유언처럼 2세 자녀들이 비록 해외에 있더라도 민족의 정신과 

1)   중국은 2개의 특별행정구(마카오, 홍콩), 4개의 직할시(베이징, 상하이, 충칭, 텐진), 5개의 자치구(네이멍구, 광시장족, 닝샤후이족, 시짱:티베트, 신장웨이우얼), 23개의 성(흑룡강성, 헤이룽장성, 

길림성, 지린성, 요녕성, 랴오닝성, 하북성, 허베이성, 산서성, 산시성, 산동성, 산둥성, 강소성, 장쑤성, 안휘성, 안후이성, 절강성, 저장성, 강서성, 장시성, 복건성, 푸젠성, 하남성, 허난성, 호북

성, 후베이성, 호남성, 후난성, 광동성, 관둥성, 해남성, 하이난성, 사천성, 쓰촨성, 운남성, 원난성, 귀주성, 꾸이조우성, 감숙성, 간쑤성, 청해성, 칭하이성, 섬서성, 산시성, 태만-대만, 포함안하

는 경우 중국22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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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학문에 정진케 하고자, 대련 교민들은 

스스로 분발하여 2002년 한인회를 주축으로 재외국민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약 

1년 반 동안 한국 정부의 지원과 중국 정부의 협조를 등에 업고 

법인이사회 구성, 학교 건물 임대, 교육 과정 인가 등 순차적인 

개교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학교설립이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해외에서 그것도 중국에서 학교설립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난관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우리 손으로 가르치자.’는 교민들의 

공통된 마음은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고, 한국 

정부의 지원 또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마침내 2004년 3월 

10일에 이르러서야 대련시 개발구 소재 대련한국국제학교 강당

(구교사)에서 ‘제1회 대련한국국제학교 입학식’과 함께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이 때 입학생은 초등과정 28명이었다. 

2004년 입학식 이후에도, 정식 개교를 위한 노력이 계속 

진행되었다. 재단이사회를 중심으로 정관 보완 및 설립 인가 

취득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으며, 학부모회가 주축이 되어 

‘제1회 학교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4년 9월 24일, 중국 요녕성 학교설립 

담당자로부터 ‘대련한국국제학교 유치과정, 초등과정, 중등과정’

에 대한 인가를 획득하였으며, 마침내 2004년 10월 29일 

대련한국국제학교 재단이사회, 학부모회, 학생 및 교직원, 

그리고 대한민국정부와 중국정부 인사, 지역 교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련한국국제학교 개교식’이 개최되었다. 

비전을 현실로 바꾸다 - ‘새로운 터전에 둥지를 틀다’ 

28명의 첫 입학생을 가졌다는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교육활동의 

어려움은 또 다른 고민을 가져왔다. 거기다가 교사(校舍)가 

중국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한 것이어서 장기적으로 학교로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에 독립된 학교부지와 건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개교한지 만 1년이 되는 2005년 11월 3

일, 본교 재단이사회는 개발구 관리위원회에 신축교사 설립을 

위한 부지 확보 신청을 하였다. 이는 재외한국학교 역사상 가장 

빠른 시기에 추진된 것이다. 한편 학교를 신축하기 위해, 개교 

첫해부터 시행해 온 ‘발전기금 마련 바자회’를 매년 개최하고 

다양한 경로로 모금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대련시 정부의 지원 요청, 바자회 및 건축기금 모금 운동, 

1가정 1구좌 갖기 운동, 학교 방문 인사 및 지역 인사들의 기부 등 

그간의 노력은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였다. 특히, 2008

년에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금융위기’로 사업추진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렸으나, 학교 모든 구성원들의 

지혜가 모아져 어렵사리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다. 마치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수많은 고난을 이겨냈듯이, 최초 

신축 추진위원회 발족부터 신축교사 이전까지 약 2년 여에 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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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신축 과정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넘어설 수 있었다. 

2008년 광복절을 열흘 앞둔 8월 5일, 하계 방학을 이용하여 

마침내 교사(校舍) 이전이 이루어졌다. 새 건물로 이전은 

했지만 학교환경이 완전히 구축된 상태는 아니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도 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이전 이후 학교는 

빠르게 자리를 잡아나갔다. 특히 2007년 12월 처음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학교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는 학교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개학식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부설 한글학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새로이 조성된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전 초기에 가장 큰 문제는 미비한 시설을 확충하는 데 따른 

재원 확보였다.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던 바자회나 기부금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었기에, 재단이사회와 한인회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인 지원 요청 활동을 전개하였다. ‘재외한국학교 지원을 

위한 공청회’(2009년 6월 22일), ‘재외국민교육지원 토론회’(2009

년 10월 29일)를 비롯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한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교육부 차관을 비롯하여 

각계 인사들의 실사 및 방문이 계속되었다. 

당시 신축관련 문제 해결과 더불어 제기된 핵심과제는 학교 

교육내용의 체제를 정비하는 것과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갖추는 일이었다. 이에, 본교 교사와 학부모 및 지역인사가 

참여하는 ‘교육과정 개편 TF팀’이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약 4 개월 여에 걸친 대대적인 조사, 연구 및 토론을 거쳐 

‘대련한국국제학교 발전을 위한 개혁 과제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이 도출되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육내용 개선 

작업이 추진되었다.   

교육내용 개선 과제와 더불어 추진한 교육환경 개선 과제는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특히, 각 교육공간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성화하였고, 미비한 설비 등을 

개선하거나 노후시설을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한국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금 활동, 학교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절감 

등을 통해 충당하였다. 이로써 대련한국국제학교는 명실상부한 

재외국민교육기관으로서의 물적, 인적, 제도적 기반을 완성 

하기에 이르렀다. 

꿈의 날개를 펴다 -

‘최상의 교육환경을 넘어 최고의 교육과정으로’ 

이처럼 지난 10년의 역사는 완벽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하기 



| 교육개발 2014 겨울64

세계 속의 한국교육 민족의 혼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대련한국국제학교

위해서다. 그 결과 총 18,445㎡의 부지에 5층 건물 3개 동에 

교실 및 특별실과 동아리실과 약 200석 규모의 음악당, 도서 3만 

권을 보유한 도서관, 컴퓨터실, 과학실 등을 갖추었고, 체육관과 

골프연습장, 어린이 놀이터, 인조 잔디 운동장까지 조성되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별도의 도서관과 최신 설비를 갖춘 

다목적실이 개관되어, 가히 최고의 교육을 위한 최상의 시설을 

완비하였다고 할 만하다. 

하지만, 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고, 학교의 

수준은 교육과정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는 교육계의 오랜 정설에 

따라 양미숙 교장은 2014년 2월 부임 이후 유·초·중·고 모든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대련한국국제학교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교육과정의 질적 전환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한국인 교사뿐만 아니라,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교사와 직원 등 전 교직원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소통하며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양교장은 말했다. 

현재 총 19개 학급에 33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대련한국국제학교는 ‘꿈을 실현하고 사랑을 나누자.’라는 교훈 

아래, ‘세계 속의 한국을 이해하고 세계를 위한 인재를 키운다.’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고자 ‘세계인, 실력인, 전문인’이라는 

‘인재상’을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먼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인‘세계인’으로 

키우기 위해 국제적인 언어능력과 교양 수업이 어우러진 국제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의 발달 수준과 진로를 고려하여 

영어와 중국의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초등단계의 

경우 외국어에 대한 흥미가 학습능률을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회화, 독해, 문법 등이 재미있는 

가운데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9~12

학년에 이르면 세계적인 이슈를 다룰 수 있도록 토론위주의 

수업으로 국제적 감각을 키우고, 11~12학년에서는 TEPS

와 TOEFL 등 영어공인인증시험을 통해 자기 실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11~12학년에는 대학진학과 관련된 특례영어 과정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수업은 해외한국학교의 특성상 학생들 간의 수준차가 큰 

점을 고려하여 수준별 소그룹 반편성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처음 전학 와 수준이 낮은 학생이나 수준이 높은 학생이나 

모두가 만족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연희 학생은(17세, 10

학년 여) “처음에는 외국어 수업시간이 두렵고 걱정되었으나, 

소규모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이젠 수업시간이 전혀 

걱정되지 않고 실력도 많이 향상된 것 같다”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 외에도 양미숙 교장은 외국어를 

전공한 전공자답게 정규수업만으로는 학생들의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학습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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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에도 관심을 가져왔다. 그 결과 대련한국국제학교에서는 

English UCC 대회, 영어작문 경시대회 및 외국어 면접대비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 학생들의 자발적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영어 집중 독서(Intensive Reading)와 포괄적 

독서(Extensive Reading) 환경을 구축하여 학생이 주도하고 

학부모가 조력하며 학교에서 관리하는 삼자 연계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백승희 초등영어부장은 9개 레벨에 

각 레벨별로 300권 이상의 영어도서를 구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벨별 300여 권의 영어도서는 세계 유명 고전 및 베스트셀러 

등 인기도서 100여 권, 인문, 사회, 과학, 수학, 역사 등 주제별 

도서 100여 권, 그 외 도서 100여 권 등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좋아하고 즐겨 찾는 도서로 구비되어 있다고 백 부장은 

덧붙였다. 

또한 대련한국국제학교는 세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외국어능력 외에 나눔과 봉사, 도덕성도 중요하다고 보고 

‘찾아가는 봉사활동’과 ‘교육지원 봉사단’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육지원 봉사단은 학부모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이며, 지난 4년 간 급식 봉사, 

도서 도우미, 등하교 지도, 상담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재외 

한국학교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다음으로 대련한국국제학교가 추구하는‘실력인’은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실현할 줄 아는 인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실력인 

양성의 첫 번째 목표로 학생들의 흥미와 소질에 기반한 교육과정 

운영이다. 이를 위해 재외한국학교 최초의 로봇반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수영 및 태권도 무료 교육 등의 프로그램, 최근 국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각종 진로탐방 및 1일 직업체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학생 중심의 실질적인 체험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1인 1운동으로 시작된 태권도 교육은 시범단을 

조직할 정도로 발전하여 미국 및 캐나다, 중국 내 타 학교 등에 

초청되어 시범을 보이는 등 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한몫 

하고 있다. 로봇반 역시 초급(로보티즈 올로 1~4단계)에서 

중급(로보티즈 바이올로드 스템), 고급(로보티즈 바이올로드 

프리미엄-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수준별로 운영되기에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매우 높으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마음껏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구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학생들이 자칫 

감성이 메마르고 학업에만 전념하지 않도록 체험과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위해, 교정 한편에 텃밭을 가꾸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곳 ‘관찰원’

에서 가꾼 배추와 무 등은 가을 김장담그기 행사에 사용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또 매년 고구려 유적지 및 백두산 

일대에 대한 탐방은 우리 민족의 기상 및 자긍심 고취와 함께 

학교 울타리 내에서의 배움을 넘어 현장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학부모들의 관심사인 진로 진학과 관련해서는 미래를 설계하는 

맞춤형 진학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최상의 진학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초·중·고를 연계한 ‘개인별 포트폴리오’를 학생 전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입학 초기부터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진학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결과 

최근 3년 간 재외한국학교 중 최고의 진학 성과를 달성했다(95% 

이상 국내 4년제 대학 진학). 

그 외에도 진정한 실력인 양성을 위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향상과 독서교육의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약 3만여 권의 장서를 

구비한 도서관을 연중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어 독서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RGW TEST'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약 60석 규모의 자기주도학습실을 조성하여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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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누구나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재상인 ‘전문인’ 양성이란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춘 인재를 

말한다. 성숙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역사회 및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문지식 및 소양 교육을 

강화하며,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외국어 역량 및 글로벌 소양 강화를 위해 영어 및 중국어 

교육을 여느 국제학교에 비해 뒤지지 않을 만큼 편성하였으며, 

‘글로벌 에티켓’, ‘국제사회’, ‘국제경제 및 정치’(이상 영어 과정) 

등과 ‘중국사회 및 문화’, ‘중국의 이해’(이상 중국어 과정) 등의 

글로컬 전문 과정을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참여와 활동을 통해 외국어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외국어(영어·중국어)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으며, 동·하계 방학 중에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집중 어학 

실습 과정인  ‘외국어 캠프’를 개설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학기 중에는 'English Writing Center'를 상설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어작문 실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학교의 규모와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는 

지역사회 활동과 국제교류 활동으로 명실상부한 국제학교의 

위상을 갖춰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7월 재외한국학교 

최초로 ‘유네스코학교’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내었으며, 

국제 봉사동아리인 Civitan에 가입하여 중국지부를 창단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 내 현지 학교인 ‘대련 제7중학교’, ‘송림소학교’ 

등과 자매 결연을 맺고 정기적인 교사와 학생 교육문화 교류를 

수행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BBI 학교 및 호치민 한국학교와 

자카르타 한국학교 등과도 MOU를 체결하여, 학생과 교사들의 

현지 체험, 어학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내의 주요 대학과 연계한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국대, 고려대, 성신여대 등으로부터 교육실습생을 받고 있다. 

특히 2014년 11월 17일 서울대 사대와 교육협력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2015년부터는 서울대까지 교육실습 협력이 확대될 

예정이다. 

새로운 10년을 꿈꾸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대련한국국제학교’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와 같은 성과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지난 10년 간 학교를 거쳐 간 모든 교사와 학생, 그리고 

대련 교민들의 땀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다. 바로 오늘, 우리 

대련한국국제학교의 구성원 모두는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지난 10년을 넘어서 다시 새로운 ‘10년’의 시작을 

꿈꾸고 있다. ‘천년을 산다.’는 교목(校木) ‘은행나무’처럼, ‘대련 

한국국제학교’는 앞으로도 이곳 대련에서 한인사회와 함께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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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의미와 전망

2015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전 세계 교육계의 이

목이 집중될 중요한 교육행사가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된다. 바

로 ‘2015 세계교육포럼’이다. 유네스코가 주최하는 금번 세계교

육포럼은 1990년과 2000년에 이어 15년 만에 개최되는 교육부문 

최고의 국제행사이며 글로벌 교육 의제를 설정하고 실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포럼은 UN 및 UN 전문기구 대표와 주

요 인사, 195개 유네스코 회원국의 장관급 대표, 다자기구 및 지

역 협의체 관계자, NGO 관계자 및 민간부문 전문가, 교사, 언론

인 등 국제 인사 1,500여 명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교육 행사가 될 것이다.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의미와 전망이슈와 전망

글

•
최정윤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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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교육포럼은 범세계적 교육 운동인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을 탄생시킴으로써 국제적으로 주

목을 받았다. ‘모두를 위한 교육(이하 EFA)'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EFA는 교육 받을 권리가 빈

부, 지역,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두를 위해 보장되어야 하고 이

러한 이상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교

육 공약이다. EFA는 1990년 태국 좀티엔 세계교육회의에서 정책

목표로 구체화되었고 이후 범세계적 교육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좀티엔 회의에서 채택된 EFA 교육목표는 2000년 세네갈 다카

르 포럼에서 영유아 교육 기회 확대, 초등교육 보편화, 교육의 양

성 평등 달성 등 6개의 목표로 재탄생하였고 ’다카르 행동계획‘이

라는 실천 전략을 통해 정련화되었다. 또한 다카르 포럼을 통해 

설정된 6개의 교육 목표 중 영유아 교육 및 초등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의 양성 평등 달성은 2000년 UN이 주도하는 ‘새천년개발목

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 포함되었다. 2015

년 세계교육포럼의 목표는 1990년 태국 좀티엔 세계교육회의를 

통해 출범한 ‘모두를 위한 교육(EFA)’ 운동과 2000년에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교육 분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하고, 향후 15년을 이끌어 갈 세계교육의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Ⅰ. 의미

금번 2015 세계교육포럼이 갖는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

된다. 

첫째, 2015 세계교육포럼은 새로운 글로벌 교육 의제와 실천 

전략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전 세계에 공표하는 자리이다.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결정될 글로벌 교육 의제와 실천 전략은 2015

년 이후 최소 15년 이상 국내외 국제협력 및 국제교육개발협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이번 포럼이 주목받는 이유는 국제교육협력, 더 나아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목표 설정의 중대한 전환기에 개최되기 때

문이다. 2015년 세계교육포럼은 1990년 좀티엔 회의와 2000년 

다카르 포럼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데, 앞서 열린 두 번의 회

의가 역사상 최초로 기본적 인권 보장 차원 및 개발의 효과적 방

편으로서 교육의 역할을 인식하고 전 인류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

해 지구촌 사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결의한 자리였다면, 이번 포

럼은 21세기에 접어들어 처음으로 국제사회의 공동 교육 목표를 

정한다는 데 의의를 지닌다. 금세기 지구촌 사회는 국제 정치, 경

제, 사회 등 각 방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

다.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는 과거 글로벌 교육 의제의 틀 안에

서 완수하지 못한 문제를 점검하는 동시에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과제와 비전을 제시해야 하다. 즉, 2015년 세계

교육포럼에서는 지난 15년 간 교육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제

고하고 국가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인류 공동의 노력이 거둔 성

과와 한계를 전반적으로 되짚어 보고 이러한 반성적 성찰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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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새로운 교육 비전과 목표 및 실천 전략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2015년 9월에는 UN이 주도하는 새천년개발목표

(MDGs)가 종료되고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 목표인 Post 2015 

개발 의제가 새롭게 확정될 예정이다. 금번 세계교육포럼은 2015

년 9월 UN 총회에서 채택될 새로운 개발 의제의 부분으로서 교

육 목표를 제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즉, 2015년 5월 세계교

육포럼에서 공표될 글로벌 교육 의제는 같은 해 9월 Post 2015 개

발 의제 교육 분야의 목표에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확정된 Post 

2015 글로벌 교육 목표는 광범위한 인적, 물적 자원 투입이 수반

되는 국제 및 국가 차원의 교육부문 개발협력 및 국제협력 정책

에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2015 세계교육포럼이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둘째, 2015년 포럼은 시기적 측면에서 전환기일 뿐만 아니라 

의제의 내용과 실천 주체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예상된

다. 1990년과 2000년 세계회의를 통해 도출된 ‘모두를 위한 교육

(EFA)’은 인류의 교육권 보장을 선언적 차원을 넘어 실천 과제로

서 제시하였다. 교육 의제로서 EFA의 내용은 6개 목표를 통해 잘 

드러난다. EFA 6대 목표는 ① 영아 보육 및 유아 교육 확대 ② 양

질의 무상의무 초등교육 제공 ③ 청년과 성인의 학습 및 기술교

육 증진 ④ 성인 문맹률 50% 개선 ⑤ 교육 양성평등 달성 ⑥ 교육

의 질 향상이다. EFA는 국제교육 의제로서 기초교육의 중요성을 

환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초교육을 공교육 체제 내 초등교육이

라는 단순한 개념에서 탈피하여 유아교육, 청소년 및 성인 문해

교육, 비형식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하는 성과를 거두었

다. 특히 EFA의 핵심 목표인 기초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에서 양

성평등의 실현은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포함되어 목표의 실

천에 있어서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EFA의 성과를 6대 목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아

교육의 경우 유치원 등록률이 1988년 32.5%에서 2011년 50.2%

로 약 15년 간 50% 가까이 증가하였고, 초등학교 취학률은 1988

년 82.2%에서 2011년 89.3%로 증가하여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

생이 1999년 이후 1억 800만 명에서 6,100만 명으로 크게 감소

하였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목표인 청소년 문해율과 성인 문해율

은 1988년에서 2011년까지 각각 87.2.2%에서 89.5%, 81.9%에서 

84.1%로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다섯 번째 목표인 양성평등의 경

우, 증등교육 남녀 취학비율이 1988년 0.90에서 2011년 0.97로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지표를 통

해 나타난 교육의 질 향상 목표는 1988년 26.2에서 2011년 24.2

명으로 소폭 개선되었다(최정윤 외, 2013).

이처럼 글로벌 교육 의제로서 EFA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

두었으나 목표 달성 시한을 목전에 둔 현재, 당초 목표의 완전 달

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 발표된 2013-2014 EFA 

세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어린이의 약 절반만이 유치

원 교육을 받았다. 2011년 기준으로 중학교를 다니지 못한 청소

년이 6천9백만 명에 달해 중학교 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학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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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교육 증진 목표도 달성이 어렵다. 개발협력 의제에 포함되

어 가장 많은 자원과 노력이 투입된 무상의무 초등교육 의 보장

과 양성평등의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기준으로 

초등교육조차 받지 못한 아동이 5천7백만 명에 이르고, 양성평등

을 달성한 국가의 비율은 초등교육의 경우 60%, 중등교육의 경

우 38%에 머물렀다. 이처럼 그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6개 목표 

중 단 하나도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으며,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

장 소외된 계층은 교육 받을 기회를 누리지 못한다고 EFA 세계 

현황 보고서는 전하고 있다.

새로운 글로벌 교육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EFA에 포함된 

목표가 여전히 유효함을 주장하는 이도 있었으나 이에 대한 비

판 역시 적지 않았다. 논리적 개연성 부족을 지적하는 이도 있고 

느슨한 목표와 모호한 추진 전략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가

장 두드러진 비판은 EFA 체제가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추구해

야 할 비전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점, 과

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변화와 혁신이 일상화된 지구촌 국가가 직

면한 교육 메시지와 방향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이다. 

2015 세계교육포럼은 이러한 기존 교육 의제의 한계를 극복하

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도

전에 직면해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국제

사회는 새로운 교육 의제를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

하였다. 그 결과 2013년 11월 유네스코 총회와 2014년 7월 Post 

2015 개발 의제 설정을 위한 국제작업반(Open Working Group: 

OWG)에 현재까지 마련된 새로운 교육 의제가 유네스코 Post 

2015 글로벌 교육 의제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다. 

Ⅱ. 주요 의제

Post 2015 글로벌 교육 의제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모두를 

위한 평등하고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을 포괄 목표로 

제시하였고, 7개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새로운 글로벌 교육 

의제에 포함된 7개의 세부 목표는 최소 1년의 무료 · 의무 취학

전 교육을 포함한 양질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 보장, 모든 남녀 아

동을 대상으로 최소 9년의 무료·의무 기초교육의 보장과 학습

성과 달성, 직업교육·후기중등·고등교육을 통해 제대로 된 직

업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세계시민교

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지식·기술·가치·태도의 습득, 모든 정부는 학습자가 양

질의, 전문훈련을 받은, 동기가 부여된 교사에 의해 교육받을 것

을 보장, 모든 국가는 GDP의 4~6% 또는 공공 지출의 15~20%

를 교육에 투자하되 취약계층에 집중하며, 취약국에 우선 순위를 

두고 교육 협력을 강화할 것 등이 7개의 세부목표에 담겨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2015 세계교육포럼의 의제(안)은 EFA에서 강

조되었던 무상의무 기초교육과 영유아 교육, 문해교육의 보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

술의 습득에 있어서 기초교육 이상의 교육의 필요성 인식, 평화

로운 사회를 지속하기 위한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의 필요성 인식, 교육의 질 향상을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양질의 

교사 확보와 지원, 목표 실현에 필수적인 재원 확보 기준, 이러

한 목표 실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등 과거 교육 의제와 차별화

된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의 질과 적합성, 형

평성과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새로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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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교육 의제는 기초교육을 이미 달성한 중진국과 선진국의 관

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포럼이 개최되는 2015

년 5월까지 동 교육 의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완성되어 갈지 지켜

봐야 할 것이다.

2015년 세계교육포럼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닐 뿐

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유네스코는 이번 세

계교육포럼을 준비하면서 교육을 통해 경제 · 사회 발전을 이룩

한 한국의 경험이 세계교육포럼의 주요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한

국정부에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를 요청하였고 이를 한국정부

가 수락함으로써 2015 세계교육포럼이 열리게 된 것이다.

즉, 2015 세계교육포럼은 교육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재정

립할 기회인 것이다. 과거 한국은 국제교육 의제를 논의하는 자

리에서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다. 기초교육과 문해교육을 중심으

로 한 EFA는 이미 1960년대에 이를 달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소수의 학자나 국제협력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고 이슈화되지 못했다. 또한 1990년과 2000년에 세계 

회의가 개최될 당시 한국은 국제의제를 주도할 역량도 미흡하였

고 국제협력이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여 단순 참

가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만족해야 했다. 

Ⅲ. 과제 및 전망

하지만 이제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교육발전을 기반으로 국가사

회 발전을 이룩한 모범적 사례로 인식되어 이를 공유하고자 하는 

국제적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원조개발위원회 가입 이후 공적개발원조에 지출하는 예산을 크

게 늘리는 등 국제개발협력의 이해관계자로 부상하였기에 글로

벌 교육 목표의 향배에 커다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 한국은 

단순한 회의 유치국 역할을 넘어 미래교육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

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기회와 동기를 갖게 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처럼 중요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지

난 2월 2015 세계교육포럼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

령훈령을 제정한 후 이를 토대로 교육부 내 세계교육포럼 준비

기획단을 설치하여 2015 세계교육포럼 행사 전반을 준비하고 있

다. 지난 8월 29일에는 총괄 심의 조정 기구인 세계교육포럼 준

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준비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

로 관계부처 차관급의 당연직 위원과 한국교육개발원 등 국책연

구기관장 등 위촉직 위원 20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과거에 유

치한 국제회의에서 의제 형성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

다는 문제 인식에 터하여 지난 2013년 11월 유네스코 총회 이후 

한국의 상징성과 범용성을 고려한 한국적 의제 개발을 위해 노

력하였다. 그 결과, 한국 대표단이 지지한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 글로벌 교육 의제 세부목표(안)에 포함

되었으며, 유네스코의 요청으로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을 본회의 전체세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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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의미와 전망이슈와 전망

되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총, 한국장학재단 등 교육

분야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한국교육의 우수성과 국제 교육의제

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국제포럼, 상설전시, 투어 프로그램 등

의 부대행사를 기획,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중심이 된 2015년 세계교육포럼 준비는 비교적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많은 국내외 인사들이 한국이 세계교육포

럼을 성공적으로 치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2015 세계교육포럼이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 위해서 이

루어져야 할 과업이 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대외적으로는 한

국교육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대내적으로 글로벌 교육 담론의 맥

락에서 한국교육 현안 문제를 되짚어 보는 동시에 우리나라 국제

협력 및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재설정하기 위한 심

도 있는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는 2015년에 개최되는 국제행사에서 단순히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글로

벌 교육 의제 설정 과정을 공유하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글로벌 교육 의제를 진지하게 논의함으로써 글

로벌 교육 의제에 관한 국내 논의의 흐름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표면적으로 교육 의제 설정은 교육 외교에 관한 사안이며 일부 

정부 관료의 과업으로 인식될 수 있다. 세부 목표나 전략의 채택

을 놓고 각국 정부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벌이는 외교

적 활동은 교육 행정 관료의 업무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

만 이러한 외교적 활동도 각국 내 전문가, 특히 관련 학계를 중심

으로 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을 갖는다. 

2015년 5월 세계교육포럼을 약 5개월 남짓 앞둔 현 시점에서 

행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동시에 국내에서 글로벌 교육 

의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해야 하는 등 결코 쉽지 않은 과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지만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와 교육 

및 개발협력 전문기관과 학계, 시민사회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2015 세계교육포럼에 관심을 갖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한국교육의 역량을 한 단계 제고하고 

국제협력의 외연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2015 

세계교육포럼이 우리나라의 저력을 확인하고 한국교육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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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박지영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한국의 UN 글로벌 교육우선구상
지원국 가입과 향후 계획

UN의 추계에 따르면, 전 세계 빈곤 국가들의 학생들이 기초문

해(basic reading skills) 능력을 습득하게 되면 171,000,000여 명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빈곤률이 12% 감소하게 된

다고 한다(유엔, 2012). UN은 교육 받을 권리를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적 권리임을 밝히며,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1945년 UN의 교육사무를 관장하는 

유네스코(UNESCO)의 헌장은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을 강조하며, 모든 이에게 완전하면서도 균등한 기회

포커스 FOCUS

I.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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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1948년 제정된 

UN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에서도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하여 교육

의 중요성을 천명하였다. 이후 ‘모두를 위한 교육(EFA)’의 체계적

인 실천을 위해 유네스코는 1990년 태국 좀티엔에서 EFA 사업

의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린 ‘세계

교육회의’에서 EFA의 6대 목표를 지정하고, 이를 2015년까지 달

성할 것을 전 세계에 촉구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UNESCO의 EFA의 6대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가시적인 성과의 하나가 바로 2014년 한국의 UN 글로벌 교

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의 공식 참

여와 지원국(Champion country) 가입이라 볼 수 있다. 아래에

서는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UN의 글로벌 교육우선구상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 논의를 간략하게 소개

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GEFI 지원국으로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UN의 글로벌 교육우선구상이란?

글로벌 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이하 

GEFI)은 2012년 9월 제67차 UN 총회 시, 교육의 중요성 환기와 

교육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높이고자 반기문 UN 사무총장 주도

로 출범한 범세계적 이니셔티브이다. 유네스코가 주창한 ‘모두

를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 EFA)’ 이념과 UN이 2000

년 구체적으로 제시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의 목표 달성 시한이 2015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국제교

육개발 목표 달성 지원 및 교육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더욱 촉구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창된 것이다. GEFI는 3대 목표로 ① 모든 

어린이에 대한 교육(Put every child in school), ② 양질의 교육

(Improve the quality of learning), ③ 세계시민교육 함양(Foster 

global citizenship)을 지향하고 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GEFI

는 더 광범위하고 진취적인 교육 비전을 UN의 Post-2015 개

발 의제에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학습 및 교육에 초

점을 둔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을 확산하며, 교육재정 격차의 해

소 및 필요를 고려하여 현명한 재정 배분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

고 있다. 

GEFI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로 15인으로 구성된 고위

급 운영위원회(High-level steering committee)를 운영하고 있

다. 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고, 사무

국장은 UNESCO의 사무총장 이리나 보코바(Irina Bokova)가 맡

고 있다. 주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

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대표, World Bank 총

재, UNICEF 상임 이사, UN Women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의 대

표 인사 등이 있다. 이들의 역할은 연간 2차례 회의를 통해 GEFI

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략적 방향성을 제

시하고 조언을 한다. 

한국의 UN 글로벌 교육우선구상 지원국 가입과 향후 계획포커스



Educational Development  2014 WINTER | 75| 교육개발 2014 겨울74

FOCUS

GEFI를 국제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나라를 지원국(Group 

of Member State Champions)라 부르는데, 이들은 교육분야에

서 모범이 되는 국가로 권역별로 선정하여, 교육발전에 대한 경

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지원국 그

룹은 2012년 덴마크, 호주, 방글라데시, 가이아나, 베냉,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튀니지, 크로아티아 등 10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UN에 의해 선정되었다. 이후 모잠비크, 에티오피

아, 안도라, 미국이 추가로 지원국 그룹 활동에 참여하였고, 지난 

2014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UN 총회 참석을 계기로, 우리나라

도 이 지원국 그룹 참여를 선언하고 지원국에 가입하여, 현재 16

개 국가가 GEFI의 지원국(Champion country)으로 활동하고 있

다. 이들 국가는 국내외 교육발전을 위한 경험을 타 국가들과 적

극적으로 공유하고, 국제 무대에서 교육 의제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등 GEFI를 위한 정치적 .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활발

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GEFI는 18명의 청년 교육리더들로 구성된 청년 지원

단체(Youth Advocacy Group)를 구성하여, 자문 및 컨설팅 등

의 활동을 지원받고 있다. GFEI는 활동을 위해 별도의 재원을 

관리하지 않고, 기존의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GEFI

를 지지하는 파트너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주요 파트너 

기관으로는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ICEF(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World Bank, 

GPE(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등의 국제기구들이 있

고, 시민 및 민간단체로는 아동교육(Educate A Child, EAC), 교

사국제연대(Education International), 교육을 위한 세계기업 연

합(GBC-ED) 및 여러 민간 기업들이 있다. 

“이제 국제사회는 양질의 교육을 위해 행동(act)을 해야 할 때

입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해 변화된 세상(a world of difference)

을 만들어 가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적인 동반자가 될 것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9월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교육우선구상(GEFI) 고위급 운영위원회에 참석, 지원국 그룹을 

대표한 연설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 한국의 UN 글로벌 교육우선

구상(GEFI) 지원국(Champion country) 가입은 교육을 통해 경

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취한 모범 국가로서, 한국이 세계 국가

들과의 교육분야 협력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 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이리나 보코바

(Irina Bokova)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육의 성과를 거둔 국가임을 높이 평가하여, GEFI 지원

국 그룹에 가입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우리 정

부는 2014년 8월 UN에 GEFI 지원을 위한 지원국 가입을 신청하

Ⅲ. 한국의 GEFI 지원국 가입과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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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8월 25일 반기문 사무총장으로부터 GEFI 지원국 가입을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글로벌 

교육우선구상(GEFI) 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교육을 통한 발전 

경험을 공유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

한민국의 성공 스토리의 비결은 사람에 대한 투자, 즉 교육에 있

다고 강조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날 제시한 한국의 교육발

전 전략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정책을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추구해 왔습니다. 1960년

대에는 초등교육 보편화로 문맹을 퇴치하여, 노동 집약적 산업

에 필요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1970년대에는 중

등교육 보편화를 실현하여 중화학공업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

는 인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980년대에 급속히 확대된 고등

교육은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을 주도할 인재 양성의 기반이 되

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시사점도 세계 

국가들과 공유하였다. 

“첫째, 민간의 역량이 부족했던 시기에 대한민국은 정부 주도

의 교육전략을 통해 최소한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계층과 지

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둘째, 교육

정책과 경제발전 정책이 서로 보조를 맞추도록 하였고,  팽창하

는 초중등교육 수요 충족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셋째, 경제

적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을 중시하는 국민적 의식이 교육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향후, 한국은 GEFI 지원국으로서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을 지

속적으로 세계 각국과 공유하여 국제교육 분야에서 리더십을 만

들어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개발도상국 등에 기초교육(basic 

education) 확산 분야에서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교육분야 개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교

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기금에 약 500만 달러를 공여하여 UN의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UNESCO의 2015 세계교육포

럼(World Education Forum 2015) 개최국으로서 GCE(Global 

Citizenship Education) 등 2015년 이후 교육 의제 설정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 2015년은 향후 15년간 세계교육의 패러다임

을 결정할 Post MDG 개발목표와 새로운 교육목표(Post-EFA)

를 설정하는 중요한 해이다. 이에, 2015년에 열리는 UNESCO의 

세계교육포럼을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의제 설정 및 확

산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UN의 GEFI 지원국으로서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할 계획이다.  

 

IV. 마무리

2014년 한국의 GEFI 지원국 가입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의미

를 갖게 된 한국교육의 위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

다. 2015년 한국 송도에서 개최될 UNESCO의 세계교육포럼도 

GEFI 지원국으로서 세계 교육의제 설정 발굴 및 확산 논의에 한

국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이 포럼에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비롯한 195개국 회원국 장관급 대표 및 국제기구 관

계자, NGO 및 교육전문가 등 약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한국교육의 국제적 위상

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격을 높이는 일에 일조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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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국민행복교육포럼 공동대표

‘9시 등교’·‘방학 분산제’,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과 현장 POLICY  PROSPECTS

Ⅰ. 시작하며

사회·경제적 환경 요인과 교육의 제도적 요인은 유기적 관계 

속에서 동반적 변화양상을 띠고 있다. 산업계의 주5일근무제 도

입에 이어 교육계에도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주5일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활동을 하고, 1일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에서 학교에서는 할 수 없었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

습기회를 확대하고, 경험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실현되

고 있다(이윤복, 2012). 이에 일부에서는 교육적 접근보다는 사

회·경제적 논리에 의해 교육이 수단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



| 교육개발 2014 겨울78

‘9시 등교’·‘방학 분산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는 

시대적 흐름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11월 3일 발표한 ‘2015학년 학사운영 다양

화·내실화 추진계획’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학교마다 다양하면

서 특색있는 학사운영을 권장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최근 주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9시 등교제’와 ‘방학 분산제’는 접근방

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동질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

다. 미래형 학교에서는 과도한 학업과 경쟁으로 무기력해진 학

생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줌으로써 학습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꿈과 끼를 찾아나갈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양승실, 2013). 

이러한 맥락 속에서 ‘9시 등교제’는 조기 등교에서 이루어지는 1

시간 정도의 시간을 학생들에게 돌려주어 수면권 및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물론 도입 취지는 일부 공감하는 바이나 현

행 법령상에 규정하고 학교장의 권한과 교육감의 행정 지시와 

관계 속에서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스럽다. 

또한 ‘방학 분산제’는 취약시기(수능 등 각종 평가 이후, 2월)

의 형식적인 수업 관행을 개선하고, 교육 환경과 여건 변화에 따

라 ‘긴 수업 긴 방학’의 관행적인 학사 운영에서 벗어나 단위 학

교별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지원하는 데 있다. 최근 박

근혜정부가 강조하는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여러 분야의 정

책 역시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제 삶의 질 향상은 국가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

제가 되고 있으며, 여가문화 형성과 활용에 중요한 변인으로 꼽

히고 있는 학교의 방학이 주요 관심이 되고 있다(정광희, 2007). 

하지만  참여 정부 시절에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 중 2월 

학사일정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던 ‘봄방학’ 폐지와 문화체육관

광부의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의 봄, 가을 단기방학의 

도입이 왜 무산되었는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9시 등교제’와 ‘방학 분산제’ 도입에 관련

해 제기되고 있는 교육적·사회적 쟁점사항과 함께 단위학교에

서 실행 가능한 현실성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9시 등교제’ 논의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등교시간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학교 실정과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더

구나 교직원의 자율 출·퇴근제 시행에 따라 학생의 등교시간은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9월부터 초·중등학교에서 오전 9시 이전의 수업형태의 모든 활

동을 금지하는 ‘9시 등교’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찬·반 논쟁이 

정책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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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되면서, 한편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서울, 인

천, 광주, 전북, 강원, 제주에서도 예고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사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등교시간은 교직원 자율 출퇴

근제 시행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에 근거하여 일선 학교의 특성

에 맞춰 다양하게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대다수 학교가 8시 등

교를 선택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9시 등교’의 도입 취지는 정규 수업시간 이전에 이루어지는 

‘0교시’ 및 아침 자율학습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습부담의 피로도가 정규수업시간에 미치고 있어, 이를 

시정하자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조기 등교에 따른 1시간 정도

의 시간을 학생들에게 돌려주어 수면권 및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9시 등교 이전에 이

루어진 다양한 학내활동을 시행중인 우수학교 사례마저 ‘도매금’

으로 넘겨지고 있다. 학교 자율에 의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우

수학교마저 일률적인 잣대로 강요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9시 등교’ 역시 부작용이 있다. 학교운영의 획일화로 인한 1교

시 수업 준비시간 부족, 하교시간 연장, 고3 수험생 가정, 맞벌

이 부부의 출퇴근 조정 등의 문제점이다.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

점이 있으면 또 보완하자는 논리 역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근시안’에 불과하다. ‘9시 등교’ 정책은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획

일성이 엇박자로 돌아가는 기형적인 양면을 동시에 보는 듯하

다. 이 정책으로 인해 학교현장은 화합과 협력보다는 혼란과 갈

등이 가중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정책이라도 운

영상의 한계로 인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9시 등교로 1시간 정도를 늦추는 것이 ‘학생

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에 있다. 1교시 수업 

전까지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과연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가 핵심 사안이다. 학생들이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를 우선

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획일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늦춘다

고 해서 기존 생활습관과 달리 발전적인 의미의 새로운 습관을 

형성한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정규수업 전의 아침 자율학습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을 것이다. 물

론 입시위주의 지나친 교육열에 따른 보충학습적 효과를 기대하

여 이 시간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아침 자율학습은 정규수업을 위한 보충학습의 개념보

다는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학생중심의 자율학습활동

으로 전환되어야 바람직하다. 요컨대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

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리라 본다. 우선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 학생의 등

교시간과 입시위주 보충학습 등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

영되는 수업 전 아침 자율학습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태 분석에 기초한 학교마다의 특수성을 반영해

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별 특성 파

악, 1교시 수업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고등학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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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시간 조정 또는 반영, 조기 등교 학생을 위한 안전과 교

육활동 보장, 맞벌이 부부 및 출퇴근 시간 등 사회적 문제 고려, 

교육공동체의 합의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일선 학교의 다양한 요인을 파악한 후 교육부는 교육

감과 협의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학교급별로 적정 범

위의 등교시간을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등교시간을 심의하여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

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장

의 권한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다양

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학생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

한 ‘9시 등교’는 교육 본질의 정신인 다양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를 안고 있다. 상명하달식 획일주의로 득달같이 시행할 사

안이 아니다. 이에 ‘9시 등교’ 정책과 관련한 교육공동체의 다양

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Ⅲ. ‘방학 분산제’ 논의

1. 방학운영의 현황 

방학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는 일정 기간’으로, 학교 수업

이 이루어지지 않는 휴업일이라고 할 수 있다. 방학은 학생의 건

전한 심신의 발달을 위하여 실시하는 장기간의 휴가로서, 그 기

간은 법정 수업일수를 제외하고 학교의 특수성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일정 기간 휴업을 하게 되는 방학은 정례

적인 방학(여름, 겨울, 봄방학)과 학교장 재량 휴업일로 나누어

진다. 2002년부터는 학교장 재량으로 단기방학을 실시할 수 있

게 됨에 따라 연초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 하에 학교 단위별로 

특정 기간을 휴업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정광희, 2007). 추

석이나 설 같은 명절이나 어린이날, 어버이날, 근로자의 날, 국

경일 전후 휴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짧게는 2~3일, 길게

는 10일 전후의 휴업일을 운영하기도 한다(양승실, 2003).

각급 학교 수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1항(수업 등)에 의

거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

지로 한다. 학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

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각급 학교의 수업일, 휴

업일, 방학기간과 교육과정 운영을 포함한 단위학교 운영은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에(45조, 47조) 의해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46조(휴업일 등)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3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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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의 

휴업일은 수업일수 190일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는 법적 범위 내에서 지역별·학교별로 다양한 방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2015학년 학사운영 다양화·내실

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방학 분산제는 그 동안 ‘긴 수업 긴 

방학’의 관행적인 학사운영에서 벗어나 단위 학교별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수업-평가-휴식의 조

화로운 학습조건을 제공하여 학습효율을 높이고, 취약시기의 형

식적인 수업관행을 개선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월별 단기 체험(방학)형, 봄·가을 단기 방학형, 2월 등교기간 

최소화형, 혼합형을 제시하고, 내년부터 학교에서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 2014).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사운영 모형은 다음과 같다. 

• 월별 단기체험(방학)형 : 월별로 학교 교육활동 또는 휴업일을 

1~2일 실시하는 모형

• 봄·가을 단기방학형 : 1, 2학기로 구분된 현재의 학기제를 유

지하되, 여름·겨울 방학을 조정하여 봄·가을방학을 추가로 

실시하는 모형

• 2월 등교기간 최소화형 : 여름·겨울방학 일정을 조정하여 2월 

학사 운영을 하지 않거나, 2월 등교 기간을 종업식 또는 졸업식 

등으로 한정하여 학년말 취약시기를 최소화하는 모형

• 혼합형 : 월별 또는 분기별 방학, 그외 학년별 학사 일정 조정 

등 2개 이상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모형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사운영 모형을 참고하

여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

을 수렴하여 학사일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방학 분산제의 쟁점 

우리나라 일반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기 방학

은 행정적이고, 정기적인 여름, 겨울, 봄방학 (학년말 방학)을 말

한다.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에서 

다음해 2월말까지가 되며, 방학은 지역별, 학교별로 차이가 있

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여름방학은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5

주간, 겨울방학은 12월 말부터 2월 초까지 6주간, 봄방학은 2월 

말까지의 1주간 정도가 된다. 양승실 외 (2013)의 연구에 의하

면, 학교 현장에서는 현재의 학사일정과 방학제도에 대해 여름

방학이 짧다는 것과 2월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2월 달의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학년말방학

을 폐지하고 학기시작을 앞당기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과반 가까

이 반대함으로써(48.5%), 학교구성원이 급진적인 변화를 바라

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새 학기, 새 학년을 위한 재충

전 시간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또한 봄·가을에 체험 활동, 프

로젝트 학습, 여행 등을 하기 어렵다는 것과 학기가 길어 학습리

듬이 깨진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 장에서는 교육

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기대효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3. 교육적 측면에서의 방학 분산제

교육적 측면에서의 첫 번째 쟁점은 비효율적 학사운영의 고질

적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2월 수업의 부실화 문제를 들 수 있다. 

2월에 이루어지는 학교 수업은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부담감 

없이 수업을 하거나, 자율학습, 다른 활동으로 전환하여 운영하

기도 한다. 더욱이 잔여 학사일정이어서 형식적으로는 수업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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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내용상으로는 반휴업일에 가깝다.

둘째, 장기간의 수업 기간과 장기간의 휴업 기간을 들 수 있

다. 외국 주요국의 경우 2~3개월 수업과 평가 후 교육 운영의 

공백을 부여하고, 학습과 휴식의 적절한 균형으로 학업스트레스 

완화와 무기력 해소, 자기주도적 학습 및 보충·심화 학습 기회

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우리와는 다르다. 더구나 장기간의 수업

은 학습의 집중을 방해하며 장기간 방학 또한 학습의 리듬을 단

절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학교장 재량 휴업일이 학교별 설정으로 인한 휴업일의 

불일치 현상이 일어나며, 특별한 원칙이 없이 비체계적으로 설

정되고 있다. 지역 내에서도 학교마다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으

며 특히 형제 자매간의 휴업일 불일치로 가정에서의 대응이 곤

란하며,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교육적 효과면에서도 충분히 활

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홍섭근, 2013).

교육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학교의 수업

과 방학기간이 경제적 접근보다는 아동의 학습 리듬과 생활 리

듬 등 학생중심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가 크다. 

둘째, 단기방학은 심화 및 보충학습과 학생 개인의 진로 및 적

성에 맞는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학습하였기에 비교적 즉시적인 평가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습자 또한 자신의 학습 능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

어 보충하거나 심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풍부

한 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사에게 재충전의 기회 제공과 교육과정 재점검 및 수

정 보완, 그리고 학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단기 방학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 학생의 학

력향상 증진, 그리고 개별학교의 다양성과 특성이 반영된 교육

과정이 운영될 것이다.

끝으로 적절한 수업기간 및 학습 내용과 휴식은 학습의 효과

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교과에 

대한 연구 및 재충전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4. 사회·경제적 측면

방학분산제 도입 시 숙고해야 할 과제로는 맞벌이 가정의 보

육문제, 체험학습의 양극화 유발 문제, 단기방학 중 청소년 체

험·관광 인프라 구축, 단기방학을 활용한 새로운 사교육 시장 

형성 등을 제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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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문화에 대한 변화 필요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업의 휴가 

문화의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없다면, 방학분산제는 형식적인 

변화에 그치게 될 것이다.

둘째, 방학분산제가 집중되는 시기인 5월과 10월에 학원가를 

중심으로 사교육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는 현 정부에서 도입된 자유학기제와도 연관이 있다. 이런 흐름

을 막지 않는다면 자유학기제나 방학분산제 모두 연착륙하기는 

힘들 것이다(홍섭근, 2013).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학기 구역을 나눌 정도로 기역별 기후

차가 크지는 않으나 휴업일 운영에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프랑스와 같이 학기 구역을 나눌 정

도로 기역별 기후차가 크지는 않으나 휴업일 운영에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비가 많이 오는 춘천의 경우, 우

기 방학과 같은 학기 중 단기 방학을 운영한다든가, 겨울의 온도

가 그리 낮지 않은 제주도 지역의 경우 겨울 방학의 기간을 줄이

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방학분산제의 시기를 논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계절적 

요인과 그에 따른 비용을 고민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시

기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천문학적인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이 병행되지 않는 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끝으로 1960년대부터 생성된 ‘장기간의 수업과 장기간의 방학’

이라는 구조 정립의 가장 큰 이유는 혹한기 난방비 절약 등과 같

은 경제적 필요에서 비롯되었다. 3월 학기제의 장점은 혹한기인 

1, 2월을 방학기로 설정함으로써 월동 난방 경비 등 교육재정 부

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구온난

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난방비보다 냉방비가 더 많이 드는 상황

이 나타나고 있다. 방학기준 설정에는 학교운영상에 발생하는 

부담되는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계절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

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는 여름철 휴가 집중 현상 해

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휴가 만족도 향상 도모, 학

습관광 콘텐츠 개발로 인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4계절 내내 

관광산업의 활성화, 산업계의 휴가문화 개선을 통한 사회 전반

의 여가문화의 선진화 등이다.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첫째, 휴가문화 선진화를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휴

가문화 선진화를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 활동이 활성화된다면 국

민의 국내 관광수요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였

다(문화체육관광부, 2010).아울러 단기방학을 통한 국내관광 활

성화는 민간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융복합 관광 산업의 성장

과 이로 인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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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휴가가 하계에 집중되어 교

통체증이나 바가지 요금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데 단기방학과 그 기간의 근로자의 휴가 사용 확대로 휴가수요

를 분산하여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셋째, 근로자의 적절한 시기의 휴가 활동은 재충전의 기회로 

노동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노사 간의 기업문화 개선

으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5월과 10월에 소규모 테마 여행을 학급별로 이동하게 되면 

관광지에서는 유휴기간이 없어지게 되므로 인력창출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가족 간의 유대감 향상 등 가족 간의 역할 변화를 기

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단기방학은 교육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긍

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학생들의 단기방학기간 동안에 

학부모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권장하여 근로자들에게는 여가문

화 선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아이들에게는 가족 간의 유대

감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정책 제언  

앞 장에서 밝힌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학분산 정책

을 단·장기적 관점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단기적 관점에

서 살펴보면, 첫째, 현행 최저 190일의 수업일수는 유지하면서 

학교장 자율휴업일, 겨울방학, 2월 등교 및 방학 기간 조정을 통

해 각 학기의 중간의 봄, 가을 단기방학을 1주일 정도씩 신설하

는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학교장 자율휴업일

의 폐지 또는 축소 및 겨울방학 기간 단축, 2월 봄방학(학년말방

학) 폐지 및 축소, 2월 등교기간을 최소화하되, 명절이나 국경일 

등 2~3일간의 학교장 자율휴업일을 단기방학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시범연구 지역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교육지원청 중심

으로 지역 방학분산제 시범운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단위

학교 중심의 시범연구가 아닌 생활권역의 초·중·고등학교가 

한 단위로 방학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방학분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역교육지원청 중심의 시범운영 사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형 지역방학제의 도입이다. 현재 자율휴업일을 각 

학교별로 결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

역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차원에서 지역을 나누어 같은 

생활권역의 모든 학교는 같은 시기 같은 기간 방학을 하도록 하

는 제도이다(양승실 외, 2003).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1학기 개학을 2월로 앞당겨 시행함으

로써 2월의 등교기간 및 방학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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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하기에 충분한 검

토과정이 요구되어진다. 이와 더불어 국가 간 수업일수 및 수업

시수 비교 연구를 통해 기존 교육과정 시수를 적절하게 조정하

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방학 분산제 도입은 현재의 긴 방학 일정을 분산하고 조정함

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교육적 시도이다. 제

도 도입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

다. 첫째, 방학은 학교교육의 연장이며, 휴식의 의미보다는 보충

과 보완 그리고 충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방학기간 중에 근무하려는 교사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모

두가 방학은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 속에서 방학 분산

제 도입으로 교육과정을 재점검하고 수정·보완하는 것은 무척

이나 힘든 과정이다. 교사에게 부담이 되는 방학을 교사들이 반

기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기에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학 분산제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서보다는 학교의 재량으로 학사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

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박세훈, 2013).

끝으로 방학 분산제의 도입은 학교장 자율휴업일이 도입목적

과 다르게 운영된 점, 교육과정의 변화와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 법령 개정과 더불어 구조적인 성격의 문

제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교육부 보도자료 : 2014. 11. 4일자

박세훈 (2013). 방학 분산제 도입의 교육적·사회적 효과와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정책포럼RRM 2013-17.

양승실 외(2013). 방학 분산제 실시 적합성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현안보고 OR2013-06. 

양승실(2013). 방학 분산제 도입의 배경과 정책적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포지션페이퍼 pp2013-08.

양승실(2013). 단기방학 도입 및 학사일정재구조화 의견조사 분석과 방학분산 

정책방안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정책포럼RRM 2013-17.

한국교총 보도자료 : 2014. 4. 2일자.

홍섭근(2013). 단기방학 도입 교육적·사회적 측면에서의 쟁점 및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정책포럼RRM 2013-17.



| 교육개발 2014 겨울86

글

•
양희인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 소장

“못 배운 한이 맺혀서 내가 …” 아버지께서 힘든 일과 후 약주 

한 잔 걸치시면 항상 반복하시던 말씀이다. 어려웠던 시절 학업

을 이어갈 수 없었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그토록 자식교육에 매

달리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 아니었을까. 우리나라는 과거 사

회·문화적 여건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

학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교육열이라면 세계적으로도 둘째가

라면 서러워할 작금의 교육현상은 이로 인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지난 40년간 그들의 곁을 

지켜왔고, 그간 23만여 명의 동문들이 방송통신고등학교를 거쳐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하였다. 

개교 40년… 배움의 꿈이 실현되는 U-러닝 열린 학교의 허브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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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에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나 돼?” 

놀랍지만 많다.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등학

교 미학력자는 309만 명, 심지어 중학교 미학력자가 약 385만 명

에 이른다. 이것이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다. 지

금 이 순간에도 1만 2천여 명의 학생들이 각자의 꿈과 소망을 이

루기 위해 불철주야 학업에 정진하고 있다. 1974년에 서울과 부

산의 공립 고등학교 부설 11개교가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현재 전국 42개의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운영 중이며, 2013년 2개

의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 6개의 방송통신중학교

가 운영 중이다. 

돌아보면 설립 당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모습은 현재와 많이 

달랐다. ‘방송통신고등학교 20년사’는 설립배경에 대해, 당시 산

업화 과정 중 탈 농업화된, 중졸 학력의 비숙련 노동력 및 기능공

을 산업현장으로 흡수할 필요가 절실해진 시기였고, “고입 재수

생”을 흡수한다는 긴박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도 있

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성인 중심의 현재와는 대조적이다. 지금

은 고화질로 제작된 콘텐츠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학습하고 있지

만 옛날에는 라디오로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다.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지난 40년 동안 지속적으

로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973년 당시 문교부로부터 방송통신고등학

교 설치를 위한 연구와 법적 근거 마련 요청을 받은 이후 지금까

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

원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는 현재 시·도교육청과 교육

부로부터 관련 사업을 위탁 받아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위한 

정책 연구, 제도 개선, 학사 운영 지원, 학습 콘텐츠 개발 및 보

급, 학습 시스템 개발 및 지원 등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Ⅰ.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및 운영의 법령적 근거는  「초·중등교

육법」 제43조의 2(방송통신중학교)에 근거하고 있다. 설치·교

육과정·방법 및 수업연한과 입학자격 및 학력인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및  「같은 령 시행규칙」 으로 규정되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의 법령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51조(방송통신고

등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에 근거하고 있고 설치·교육과정·방법 및 수업연한과 입학자

격 및 학력인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중학교와 그 

근거가 동일하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수업은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원격 

수업과 학교에 등교하는 출석 수업으로 구성된다. ‘방송·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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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통한 수업’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

준령」 제10조(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등의 위탁)에 근거하

여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가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고, ‘출석수업’은 격주 일요일마다 학생이 소속된 학

교에서 교실 수업으로 운영되고 각 학교에서 담당한다.

Ⅱ. 사업추진 체계 및 조직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사업은 단위 학교를 중심으로 교

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와 

지원체제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

교육개발원이 참여하고 있는 방송통신중학교 사업 운영위원회와 

방송통신고등학교 사업운영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사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전담부서로서 교육현

장지원연구본부 하에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를 두고 연

구기획, 고등학교운영, 중학교운영, 콘텐츠 개발·운영, 학습인

프라관리 5개 팀을 운영 중이다. 

연구기획팀에서는 연구사업 전반을 총괄 기획하고 예산을 수

립하며 센터 운영을 총괄한다. 매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와 관

련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제도 및 현안문제 개선을 위한 사업

을 추진한다. 다양한 연구학교를 선정하고 운영한다. 그리고 학

교 외 학습경험을 교과목 이수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를 운

영하고 이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고등학교운영팀과 중

학교운영팀은 유사한 체제를 가지고 운영된다. 기초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신편입생 모집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한다. 

[그림 1]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사업추진 체계 및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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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부장협의회, 교장협의회 등 각종 관계자 협의회를 진행하고, 

원격교원연수, 국외연수 및 국외 동향조사 사업을 운영한다. 또

한 각종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기획하고 지원하며 학예경연대회 

등을 개최한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튜터링 및 종

합상담실도 운영한다. 콘텐츠개발·운영팀은 교육과정에 따른 

온라인수업에 필요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교과 교재를 개발

하여 보급한다. 학습인프라관리팀은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개발

하고 유지보수한다. 

Ⅲ. 운영방식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온라인수업은 U-러닝 기반으로 설

계되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집에서 데

스크톱 PC 혹은 노트북으로 학습하거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환경에서 학습한 모든 학습이력이 LMS에서 연계 관

리된다. 일반 정규 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수업연한은 3년

이지만 검정고시나 자격증과 같은 학교 외 학습경험을 인정받을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조기 졸업도 가능하다. 출석 수업은 전국

의 명문 공립 중·고등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지역 학교에서 격주

로 주말에 이루어지므로 직장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다. 또한 나

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 

Ⅳ. 설치 현황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전국 42개교가 설치 운영 중이며, 2014년 

[그림 2]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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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총 재학생수는 12,136명이다. 이 중 여학생이 60.8%로 남자

보다 많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으나 최근에 와서는 학

교부적응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입

학하는 10대의 비중이 21.9%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매

년 4,500명 가량의 학생이 졸업하고, 약 1,500명의 학생이 대학

으로 진학한다. 지금까지 23만 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이 

중에는 학업을 지속하여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고 교수로 재직하

고 있는 졸업생도 있다. 

방송통신중학교의 경우 역사가 짧아 현재까지는 6개교에 불과

하지만, 2015년에는 서울, 춘천, 원주, 강릉, 전주, 진주에도 개교

할 예정이며, 2016년에는 울산과 제주 등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

망이다. 2014년 현재 총 학생수는 826명이며, 50대가 가장 많다. 

Ⅴ. 비전과 추진전략 로드맵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는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정규교

육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사회에 부응하는 중등교육 실현

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배움의 꿈이 실현되는 U-러닝 

열린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법·

제도 개선, 첨단 방송정보통신 기반 U-러닝 학습체제 구축, 학

생 및 학교 관계자 만족도 제고, 고품질 교수·학습 콘텐츠 개

발 확대,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학사운영 내실화 측면에서 세

부 전략을 수립하고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으로 연구 사업을 추

진해 나가고 있다. 

[그림 3]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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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배움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들을 위해 할 일이 많기에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중·고등학

교운영센터 또한 목마르다.

[그림 4] 비전과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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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우리는 잘 노는 학교” 갈마 학교놀이터 이야기 - 대전갈마초등학교

글

•
문종숙
대전갈마초등학교 교장

대전갈마초등학교는 아마도 전국에서 놀이를 연구하는 최초의 

연구학교일 것이다. 2013년 3월부터 2년간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놀이중심 인성교육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받아 ‘다양한 놀이활동 

적용을 통한 교육과정에서의 인성 7개 덕목 내면화’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엄마! 학교에서 놀다왔어요.”

“뭐라고? 학교에서 놀다왔어요?”

“우리는 잘 노는 학교” 갈마 학교놀이터 이야기
대전갈마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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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안하고?”

  “놀면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은데!”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 

‘놀이는 공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너무 꽉 차게 틀이 박힌 

건 아닐까?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도 많은 

놀이가 들어 있다. 이러한 놀이는 아이들에게 학습이 되고, 

인성교육이 되고, 사회성·감성 발달 등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적용이 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다. 지금부터 행복한 갈마학교 놀이터 이야기를 

열어 보겠다.

우리 학교는 전교생 720여 명으로 구성된 대전시의 중심에 

근접해 있는 도시형 학교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생활여건이 

넉넉하지는 않아 교육복지투자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 단지의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아 

아파트 단지와 가까운 학교로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 

비선호학교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2012년 인성교육 실천 

우수 선도 학교의 운영을 시작으로 2013 놀이중심 인성교육 

정책학교로 지정을 받아 놀며 배우는 명랑 쾌활한 학교놀이터를 

구현하며 갈마교육 공동체의 꿈과 행복을 실현해 가고 있다.

학교에서는 놀이를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우리 학교에서 놀이와 인성에 대한 설문을 해보았더니, 학생은 

학교생활 중에서 흥미가 가장 높은 활동을 놀이라 하였고, 

학부모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활동으로 인성교육을 

꼽았으며, 교사는 인성교육을 위한 적절한 지도방법으로 놀이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학생의 놀이에 대한 흥미도와 학부모의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 교사는 인성교육 방안으로 놀이를 선호하는 인식이 

결합하여 놀이를 통한 인성교육을 선택하였으며,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의 인성교육지침에 따른 인성 7개 덕목을 반영하여 

‘다양한 놀이활동 적용을 통한 교육과정에서의 인성 7개 덕목 

내면화’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놀이는 언제 했을까요?

주당 아침시간 20분, 점심시간 80분으로 100분의 자율놀이 

시간을 운영하였고, 교과 중심의 수업시간은 학년별 교육과정에 

연간 30시간을 배정하여 놀이 활용 수업을 전개하였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는 연간 20시간을 배정하여 안정적으로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의 어디에서 놀이를 했을까요?

사방치기, 비석치기 등 실내에서도 놀 수 있는 놀이 6가지를 

선정하여 실내의 복도가 만나는 지점 및 여유 공간을 활용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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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실내 놀이터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또한 8자 놀이, 

달팽이 놀이 등 실외에서 놀 수 있는 놀이 6가지를 선정하여 

운동장 측면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6개의 실외 놀이터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공부가 놀이가 되고 놀이가 공부가 되는 학습놀이실은 기초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머리 좋아지는 학습놀이와 논리, 수학 

중심의 보드게임을 마련하여 학급별로 수시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 교사들의 놀이 연수 장소로 활용되어 아이들을 

위한 학습 공간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들의 배움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학생들은 누구와 놀까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아침과 점심 시간에는 선생님의 놀이 

설명을 듣고 같은 반 친구들과 놀이를 한다. 놀이를 활용한 

수업시간에도 같은 반 친구들과 놀이를 하면서 공부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은 1학년과 6학년, 2학년과 5학년,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이 학급별로 짝을 이루어 15명 정도씩 모둠을 

이루어 함께 놀이를 한다. 예를 들어 1학년 1반 학생들은 6학년 

1반 학생들과 짝을 이루어 놀이를 하는데, 두 반이 합하면 45명 

정도의 인원으로 고학년과 저학년이 골고루 배치된 3개 모둠으로 

나누어 놀이를 한다.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언니, 오빠, 

동생이 되어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친해진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자연스럽게 놀게 된다. 

놀면서 아이들은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규칙을 다시 정하기도 

하고, 그러다 봐주기도 하면서 함께 자란다.

어떤 놀이를 할까요?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놀이는 12개의 실내와 실외 놀이터를 

활용하는 놀이(앉은뱅이 피구, 비석치기, 사방치기, 뜨거운 

손수건, 바둑돌 던지기, 고누놀이, 삼국지 피구, 아홉칸 사방, 

십자가 놀이, 8자 놀이, 달팽이 놀이, 비행기 날리기)와 놀이가 

공부가 되고 공부가 놀이가 되는 학습놀이(동서남북 맞추기, 1

과 2 바꾸어 말하기, 역사다리 타기, 미로 찾기, 단어 거꾸로 

말하기, 코코코, 모양 캔슬링, 틀린 그림 찾기 등), 그리고 개별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학급 놀이(뒤집기, 칠교놀이, 할리갈리, 

고누놀이, 둥근 딱지, 우유갑 딱지, 실뜨기, 제기차기, 공기놀이, 

오목, 장기, 하노이탑, 도미노 등)로 구분이 된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는 놀이터의 놀이와 학습놀이를 모든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놀이는 학급에서 많은 수의 놀이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들에게 놀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놀게 할까요?

우선 교과서와 지도서에 어떤 놀이들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찾아보았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교과별 놀이요소를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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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는데 저학년에는 많고 고학년은 적게 분포해 있었다. 따라서 

고학년에서는 학습활동에 적합한 놀이를 적절히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놀이를 통한 인성교육을 위해 교수학습과정안의 

양식을 구안하였다. 학습내용에서 다루어야 할 인성 7개 덕목을 

골라 학습의 내용과 유의점에서 강조해 기술하도록 하여 놀이를 

통한 인성교육이 교수학습활동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였다. 

놀이하는 방법에 대하여 서지자료로는 안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여겨 놀이방법을 안내하는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 

놀이관련 연구학교를 진행하는 대전둔천초, 대전목동초와 함께 

37개의 놀이 동영상을 제작하였고 그 중 우리 학교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우리 학교를 방문하시면 놀이터의 위치와 QR코드 활용방법에 

대한 안내판을 볼 수 있는데 놀이터별로 QR코드 안내판을 통해 

누구나 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이러한 놀이중심 인성교육을 홍보하기 위해 학교 자체적으로 

갈마 인성교육 소식지를 제작하여 분기에 한번 가정에 배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놀이교육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신문, 방송 등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가 이루어졌다.

학교 공부를 마치는 아이들은 학원차를 기다리거나, 방과후 

학교 수업을 기다리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자투리 시간에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놀이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잠깐의 시간이라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친구와 함께 놀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홍보자료 겸 딱지 놀이 

도구이다. 이렇게 딱지를 만들어 칭찬 선물로 가정에 보내니 

가정에서 더욱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로 점차 확대되어 가길 기대해 본다. 

놀이를 통한 인성교육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설문조사와 인성점검표에 의해 나온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수치의 변화보다 더 소중한 변화를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생생한 경험이 담긴 글로 담아보았다. ‘놀이 속에 빠진 아이들’

이라는 에세이집이 그것이다. 놀이에 대한 방법이나 소개 자료는 

인터넷이나 책 등을 통해 얼마든지 접할 수 있지만 놀이를 통한 

학생들의 변화를 직접 보고 느낀 선생님들의 생생한 이야기는 

그 어디에서도 접할 수 없을 것이다. 2년 여의 연구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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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겪은 우리들의 소중한 경험들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이 

중 마음에 와 닿는 문구 몇 가지를 소개한다.

-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조금씩 조금씩 변해 가고 있다. 

함께 노는 것이 더 재미 있다는 것,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더 

많이 놀고 즐길 수 있다는 것,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 등을 

교사의 말로 시작되는 딱딱한 가르침이 아닌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워가고 있다. 오늘도 우리 반 아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 학교 오는 것이 즐거워요.” 

-   아이들은 놀이를 좋아한다. 놀이는 즐겁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이들은 조금씩 자란다. 책 속에서 배우지 못한 

대화를 배우고 규칙을 배우고 인정하는 법을 익힌다. 놀이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공부법이다. 

-   고마운 놀이 활동들. 아이들의 마음 속 상처를 치유해 주고, 

그 안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어 아이들이 아이다움을 

찾게 해주는 놀이 활동들. 그 진가를 더 많은 교사와 

학부모님들이 알아가길 바랄 뿐이다.

놀이 속에서 아이들은 매일매일 자란다.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머리가 자라고, 심성이 자란다. 학교에서 시작된 놀이가 

가정, 동네, 지역사회로 확대되어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노력들이 

합해져야 할 것이다. 교육청의 행정적 지원,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놀이를 안내할 다양한 방안의 적용, 안심하고 놀 수 있는 

놀이터의 조성 등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작에 대전갈마초등학교가 중심에 있다. 

놀이가 아이들에게, 가정에게, 지역사회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너무나도 많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놀이문화를 만들어 

가는 공감대의 형성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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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한주희
행복한 교육 기자

강원 태백 황지중학교는 올해 큰 변화를 겪었다. 1학년 2

학기에 자유학기를 도입, 한 학기동안 시험을 없애고 진로·

예체능 활동에 역점을 둔 교육과정으로 재편성했다. 1학년 4학급 

123명이 참여 대상이다. 

“거의 대부분의 교과 수업이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 바뀌고, 

동아리 활동이나 체육·음악·미술과 같은 예체능 수업이 

많아져서 좋았어요.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 진도를 

나가느라 급급하지 않았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학교 변화의 새바람, 자유학기
태백 황지중학교

REPOR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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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지요.” 

1학년 남훈 군은 자유학기가 ‘좋은’ 경험을 쌓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공부에 소홀해지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지금은 걱정을 덜었다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다양한 

적성·흥미도 찾게 됐다.”는 남 군은 자유학기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1년 전부터 자유학기 준비…

교사 . 학부모 연수로 역량 강화

황지중은 자유학기 희망학교다.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2년간 자유학기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 

태백교육지원청이 자유학기제 선도교육지원청으로 지정되면서 

현재는 시내 7개 중학교에서 모두 자유학기를 운영 중이다. 

그중 황지중은 진로·예체능동아리모형의 자유학기를 운영, 

오후시간을 다채로운 예체능 활동 중심으로 꾸려 나가고 있다. 

“황지중은 도시와 농산촌이 복합된 주변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내 7개 중학교 중 규모가 가장 큰 학교이지요. 11개 

학급 35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학부모·학생들은 교과 

학습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고, 인근 문화시설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과 진로관련 체험 활동에 대한 요구를 학교가 

수용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

김연식 교무부장의 말이다. 황지중은 지난해 11월부터 

자유학기 도입을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김정기 교감을 팀장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지역사회와 MOU 체결기관을 후원단으로 꾸렸다. 

20여 명의 교사는 3개 분과로 나눠 교과과정과 교수학습 및 

평가, 자율과정 연구를 모색하는 한편, 물리적 환경 조성과 시설 

구축에도 노력을 기했다.  

우선, 자유학기제 희망학교로 지원된 예산 1,700여만 원으로 

진로진학실, 과학실 등을 현대화하고 교실 복도, 계단 등에 

토론과 프로젝트 수업에 관련된 게시물을 구축했다. 또한, 

다목적실 용도로 쓰이던 아고라실은 상설 토론실로 전환하고, 

현장르포 학교 변화의 새바람, 자유학기 - 태백 황지중학교

<표 1>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 모형(진로 및 예 .체동아리 중점 모형)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기본교과 편성(20시간)

 ○교육과정 : 핵심 성취 기준 기반 수업

 ○수업방법

- (국·영·수) 문제해결, 의사소통, 토론 등

- (사·과 등) 실험, 현장체험, 프로젝트 학습 등

2

 3

4

5
진로탐색활동

(SCEP)

예술체육활동(Ⅰ)

(체육 . 미술 . 음악)
진로탐색활동

예술체육활동(Ⅱ)

(스포츠클럽)

동아리활동(Ⅱ)

(선택프로그램)

6 진로탐색활동
예술체육활동(Ⅰ)

(체육 . 미술 . 음악)
진로탐색활동

예술체육활동(Ⅱ)

(스포츠클럽)

동아리활동(Ⅱ)

(선택프로그램)

7 학급자율활동
예술체육활동(Ⅰ)

(체육 . 미술 . 음악)

동아리활동(Ⅰ)

(자생동아리)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자율과정과 연계한 방과후학교 운영

※ 진로(4) + 예 . 체(5) + 학급자율(1) + 동아리활동(3)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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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프로젝트 학습을 위한 도서 구입과 학급도서 운영을 

확대했다. 무엇보다 자유학기에 대한 교육 구성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사 . 학부모 대상 연수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매주 월·수요일 진로탐색…

시험기간에는 진로체험 활동(자율과정)

황지중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다행스럽게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인 

함태중이 인근 지역에 위치해 선행한 경험을 교류하면서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황지중은 우선 1학년 교육과정을 자유학기로 운영하기 

위한 수업시수를 조정했다. 주당시수 사회 1시간, 수학 1시간, 

과학 1시간, 진로와 직업 1시간, 예체능(체육(3), 음악(1), 미술

(2)) 6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3시간을 포함 총 13시간을 오후 

자율과정으로 편성했다.

자율과정은 진로탐색과 예.체능 위주의 다양한 활동으로 

이뤄진다. 줄어든 체육·음악·미술 시수를 다양한 예체능 

활동으로 전환하고, 기존에 운영해 온 학교스포츠클럽을 십분 

활용했다. 월·수요일 5~6차시는 진로탐색의 시간. 다양한 

직군의 직업인 초청강연, 포트폴리오 제작, 현장체험, 모의창업 

등 체험 위주의 활동으로 진행돼 학생들의 호응이 높은 편이다. 

지역 여건상 진로체험 등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나만의 

꿈패 만들기’, 자기주도학습캠프 등 학생들이 창의력과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활동 위주로 구성된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김선아 교사는 “시험기간에는 종일제 진로체험이 

이뤄진다. 지난 번에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을 다녀온 데 이어, 

기말고사 때는 삼척 도계 유리마을을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올 

예정”이라고 말한다.

예체능·동아리 활동 중심 자율과정 운영

화·목요일 오후는 예체능 활동의 날이다. 화요일에는 체육 

. 음악 . 미술 활동을 4개 그룹별로 한 달씩 순환하며 이수하게 

되는데, 체험활동 위주로 학생들의 감성을 이끌어 내는 활동이 

중심이 된다. 일례로, 미술의 경우 페이스페인팅, 자신에 대해 

탐구하고 소개하는 자기사용 설명서 작성하기, 자신의 캐릭터를 

입체로 표현하기 등이 진행됐다. 앞으로 재활용을 활용한 협동 

작품이나 세계 유명 건축물을 이해하고 스텐실 원리로 표현하기 

등의 수업이 진행될 예정. 기존의 예체능 교과 수업보다 학생 

참여나 관심이 매우 높아진 건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교사들은 

입을 모은다. 목요일에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중심으로, 축구와 

농구, 족구, 배드민턴 4개 종목을 반별로 순환하며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동아리 활동이 자유학기에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입된 후, 

학생들의 참여와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겁다. 댄스, 록밴드, 



아카펠라 등 자생 동아리 활동을 비롯해 매주 금요일에는 9

개 선택 프로그램을 개설 . 운영 중이다. 사전 희망조사를 통해 

창의보드, 기타, 난타, 우리소리, 요리 등 취미 . 교양 프로그램과 

국어·과학·수학탐구 등 교과 심화 활동을 마련했다. 아울러, 

각 활동의 최소 그룹은 13명 단위로 편성하고, 학부모, 교사, 

외부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교육활동의 질을 높였다. 

“동아리 활동은 아이들의 실력이 상당해 놀랄 정도입니다. 

취미·교양 프로그램은 외부강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추가로 지원한 1,400여만 원의 예산 대부분이 

강사비로 지원됩니다. 문제는 지역 내 강사풀이 부족하여 다양한 

강좌 개설이 어렵다는 데 있지요.” 

김연식 교무부장은 우수 강사를 초빙하기 어려운 지역 여건을 

털어놨다. 예산 지원과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처 발굴 등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태백교육지원청과 MOU를 체결해 

고원자생식물원, 석탄박물관 등 45개소에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지만, 미래의 직업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하이테크 

공장이나 관련 종사자를 찾기 어려운 건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다.

 

학생활동 중심의 교과수업으로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체험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수업방법 개선에 있습니다. 진로 영역 등을 교과 수업으로 

끌어 들이면 지역적 한계도 극복이 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지요. 

자유학기로 수업의 주체가 교사에서 학생으로 이동했지만, 

오히려 교사들의 준비와 활동은 늘어났습니다.” 

김철남 교장은 1학년 교실에서 더 이상 강의식 수업을 찾아볼 

수 없다고 단언한다. 오후 자율과정뿐 아니라 오전 교과 수업 또한 

학생 활동 중심으로 전환된 것. 일례로, 국어 교과는 총 7차시 동안 

협동 작문 수업을 통해 글쓰기 단원을 가르쳤다. 주제를 정하고, 

현장르포 학교 변화의 새바람, 자유학기 - 태백 황지중학교

<표 2> 자율과정 프로그램 운영

 진로탐색 프로그램 예술·체육 프로그램

•진로검사, 초청강연, 포트폴리오 제작

•현장체험, 직업리서치, 모의창업

•SCAP

•예술 . 체육(Ⅰ) 프로그램 편성

- 체육(2)+음(1),       - 체육(1)+미(2)

- 미(1)+체(2),          - 체육(1)+음(1)+미(1)

※ 4개 그룹으로 편성하여 순환 이수

•예술 . 체육(Ⅱ) 프로그램 편성

  -축구, 농구, 족구, 배드민턴 편성

 학급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학급 자치 능력 향상 프로그램

•토론 및 의사 결정 프로그램

•학급 자율 행사 프로그램

•학급 친교 활동

•2, 3학년의 창체와 연계하여 학급 담임 중심으로 운영 

•동아리 활동(Ⅰ) - 학생 자생적 동아리 운영

 - 댄스, - 락밴드, - 아카펠라

•동아리 활동(Ⅱ)-학생 최다 희망 순으로 개설

•교과 심화 프로그램

- 과학 심화, 수학 심화

•취미 . 교양 프로그램

- 공감디자인, 창의보드, 기타, 난타, 우리소리(국악), 요리, 

   일본어 회화, 영어회화, 중국어회화 등  

•외부 강사 충원을 통한 선택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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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독자를 모둠별로 분석해 원고를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교과 수업으로 진행했다. 영어 교과는 자원봉사 관련 글을 읽고 

만화로 그리는 등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과학 교과는 올해 연간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다. 4월 초 과학과 

관련된 탐구 주제를 개인별로 선정한 후, 학급 게시판에 게시해 

비슷한 주제를 선정한 4인을 1모둠으로 구성했다. 5월에는 

탐구계획, 준비물 등을 정하기 위한 모둠 토의를 진행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담당교사와 토의도 여러 차례 진행했다. 2학기 

때는 모둠의 탐구 방향과 토의를 진행하고, 10월에는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하면서 올 초부터 달려온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임형진 과학교사는 “탐구 주제 선정과 모둠 편성을 학생 주도로 

진행해 학생들의 자발적 동기가 유발되고 협동심이 발휘됐다. 

교사의 개입이 많았던 이전의 과학 활동에 비해 참여도가 월등히 

좋았다”며 “중간발표 시 모둠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의 기회를 

주었더니 탐구 방향의 개선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학생들 스스로 

찾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평가는 학생상호평가(체크리스트와 서술식), 교사평가, 질의 

응답 활동(자유토론) 평가를 종합해 서술식으로 기재했다. 

체계적으로 구성된 지식을 알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탐구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가를 중요한 평가대상으로 삼았다. 

김철남 교장은 “평가방법이 바뀌지 않으면 수업방식이 개선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서술형 평가를 

전면 도입할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고. 1~3학년까지 최소 1차례 

시험을 100% 서술형 평가로 치를 계획이다. 중간 . 기말시험이 

없는 자유학기 학생들은 과제물에 대한 서술형 평가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김 교장은 “함태중 교감으로 

근무할 때 중간교사를 100% 서술형으로 치른 결과 교사 . 학생 

모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며 “자유학기를 통해 수업이 바뀌고 

평가도 바뀌게 되면, 대입 선발도 프랑스처럼 에세이 형태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내년 서술형 평가 도입…진로체험 3단계로 체계적 접근 

“아이들이 활발해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학교 오는 게 

즐겁다고 말해요. 아이들에게 수업 부담은 줄어든 반면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졌지요. 교사들은 아직 걱정 반, 기대 반 

입니다만 자유학기제가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제는 학습의 개념이 변했습니다. 교과 

지식뿐 아니라 협동과 배려를 배워야 해요.”

김철남 교장은 앞으로 교사들의 교과별, 학년별 교과협의회를 

더욱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교사 스스로 노력하고 자율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간섭은 최대한 배제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교사 연수다. 현재 황지중 신규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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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학교 변화의 새바람, 자유학기 - 태백 황지중학교 REPORTAGE

6명은 일주일에 두 번 자유학기 연구학교인 인근 함태중에서 

연수를 받는다. 그 동안 전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코칭, 프로젝트·

융합수업 등의 연수도 진행해 왔으며,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거꾸로 교실’ 수업 연수도 예정돼 있을 정도.  

 

올해의 시행착오를 거쳐 내년에는 황지중의 실정에 맞는 

자유학기를 운영하기 위한 수정 . 보완 작업도 진행 중이다. 특히, 

진로체험은 자유학기 학생들뿐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외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1학년 때는 부모의 직장이나 지역 

내 작은 가게로 체험처를 한정한다면, 2학년 때는 관내 관공서, 

3학년 때 관내를 벗어나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또한, 예체능 위주에 머물렀던 동아리 활동도 논술·토론 등을 

추가해 학습에 대한 우려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연식 

교무부장은 “실제로 학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됐을 때, 예산 지원이 없어질 것에 

대비한 교과지도 연계 진로교육의 수업 개선 방향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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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학교는 멍석 깔고 학생은 그 위에서 미래를 만든다!  - 분당대진고등학교

글

•
이춘희
내일신문 리포터

특목고와 자사고의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대학을 잘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학진학률을 빼놓고 

고등학교 교육을 이야기하기 힘든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더구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교의 교육과정과 비교과 프로그램이 학생의 진로와 진학 

설계에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학교를 선택할 

때 프로그램을 눈여겨 보게 되는 이유다. 비인기 일반고에서 

교육과정의 혁신을 통해 특목고 못지 않은 진학실적을 이뤄내면서 

지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교로 탈바꿈한데 이어, 전국적인 

명문고 반열에 올라선 분당대진고의 경쟁력을 들여다보았다. 

학교는 멍석 깔고 학생은 그 위에서 미래를 만든다! 

분당대진고등학교 

REPOR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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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제,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의 좋은 예 ‘분당대진고’

2010년 경기도 내 일반고 서울대 합격자 3위, 2013년 경기도 

일반고 평가 5위, 일반고 해외대학 진학률 1위, 2014년 전국 

국·영·수 상위권 학생비율 일반고 15위... 명문 분당대진고를 

설명하는 수식어들이다. 분당대진고는 2002년 성남지역이 

평준화되던 해부터 정규교육과정을 대폭 개편하고 다양한 진학 

진로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을 흡수했다. 

주요 과목 수준별 이동수업, 외국어교육과정 특성화, 유학반 

개설, 미술특성화반 운영 등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교육실험을 

시도했다. 교육실험은 대 성공을 거뒀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0명이 넘는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해 내는 기염을 토하면서 각종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요즘은 입시가 바뀌면서 일반고에도 다양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일반고는 거의 

다 똑같았어요. 정규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를 많이 시키면 

대학진학률이 나온다고 생각했죠. 사실 비평준화 시절에는 

학교가 서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몇몇 학교가 우수한 학생들을 

독식하는 체제였습니다.” 

분당대진고 길형수 대입컨설팅부장교사의 설명이다. 성남지역 

평준화 시행은 분당대진고의 큰 기회였다. 하지만 기회는 준비된 

학교만이 잡을 수 있는 것. 분당대진고는 전국 각지의 특목고, 

자사고를 탐방하고 각종 입시설명회를 직접 들으러 다니며 

최고의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가 하면 교내에 

진로진학 전문부서를 설치해 학생 한명 한명의 특장점을 분석해 

개별 맞춤 진학지도도 병행했다. 진정성은 통했다.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대거 분당대진고를 선택했고 학교는 더욱 수준 

높은 교육으로 보답했다.

전교생의 50%, 1대 1 수준별 맞춤 입시컨설팅 받는다

갈수록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일반고의 학업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우리 교육의 대과제이자 학교의 고민이다. 

많은 학교들이 ‘특별반’이라는 이름으로 상위권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 대부분의 고교에서 10% 내외의 상위권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과는 달리 분당대진고는 

전교생의 50%까지 수준별로 맞춤관리하고 있다. 200명의 

학생이 그 대상으로 희망교과목을 신청받은 후 맞춤식 방과 후 

수업을 진행, 계열과 수준 그리고 진로에 따라 반을 나누어 1학년 

때부터 개인별 커리큘럼을 통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간다고 길 교사는 말한다.

“입시전형이 다양해지고는 있지만 그 핵심은 성적이에요. 

기본적인 학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내기 

어렵거든요. 중하위권 학생들은 보통 학교를 떠나 학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분당대진고는 하고자 

현장르포 학교는 멍석 깔고 학생은 그 위에서 미래를 만든다!  - 분당대진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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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지가 있는 모든 학생들을 품고 가자는 것이 모토이자 

교육철학입니다.” 

분당대진고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각각 창의영재반, 

융합영재반, 미래창조반, 드림반, 비전반 등 5개 반씩 총 10개 

특별반이 운영된다. 또한 수시 논술전형에 대비해 계열별로 16

개의 논술반이, 구술면접에 대비해 필독서 및 사회이슈를 다루는 

토론지도반이 운영되고 있다. 개별 입시전략 ‘대진하이프로그램’

을 통해 1~2학년 학생들은 상시로 진학상담을 받을 수 있고, 

3학년만을 위한 1대 1 맞춤진학 솔루션 ‘선진 맞춤식 입시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AP부터 수학·과학 심화,

제2외국어까지 개설된 방과 후 프로그램 

일반고의 교육과정은 큰 틀에선 비슷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요구하는 전공적합성을 기르기는 결코 쉽지 

않다. 분당대진고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학생들의 진로에 필요한 다양한 수월성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업능력을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다양하면서도 깊은 탐색과 탐구의 과정을 거쳤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학교 프로그램이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하죠. 분당대진고는 입시전략 프로그램에 

따라 1대 1 맞춤 컨설팅을 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활동과 스펙을 

학교 안에서 쌓을 수 있는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AP(국제경제·심리학), 논술특강, 한국사, 

베트남어탐구, 수학심화, 융합실험, 대학생멘토링 등 20여 

개의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여느 일반고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강좌들이라고 길형수 교사는 강조한다.  

“대학선수과목 이수과정인 AP나 대입논술, 제2외국어, 수학·

과학 심화교과과정 등은 정규교과에서 배울 수 없어 고비용을 

들여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강의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학교 

안에 개설해 놓음으로써 학생들은 비용부담없이 자신에게 필요한 

강의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니 

더 좋죠. 학생이 필요한 강의는 요청에 의해 언제든지 개설할 수 

있게 열어 놓았습니다.”

“교육과정의 수준이 입시에서

 경쟁력 있는 학생을 만듭니다”  

김채흠 교장은 비인기 학교였던 분당대진고를 전국 최고 

수준의 명문고 반열에 올려놓은 장본인이다. 그가 분당대진고 

교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주목하고 공을 들인 것은 바로 교육의 

엔진이자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평준화 이후 분당대진고는 매년 놀라운 진학실적을 내면서 

주목받는 학교로 변모했어요. 그런데 2010년쯤부터 정체기가 

Educational Development  2014 WINTER | 105



왔죠. 진학률이 예년만 못하자 학교와 학생들의 분위기도 

달라지더군요. 사실 학교가 좋아지는 것은 어렵지만 망가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김 교장은 ‘높은 진학률을 내는 자사고의 교육과정은 무엇이 

다른가?’ 스스로 묻고, 전국에 있는 자사고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교육의 가장 기본 틀인 교육과정부터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학업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사고와 일반고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교육과정에 있어요. 

교육과정에 자율성이 부여되는 자사고와 달리 일반고는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한 것이 바로 ‘선택형 교육과정’

입니다. 이를 통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사고 같은 일반고’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시에서 변별력이 높은 수학역량을 

키워 주기 위해 골몰한 교육과정이었습니다.”

“학교의 무엇이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는가?” 

1학년 때부터 인문과 자연 계열로 분류해 전공적합성을 

키우고, 수학의 경우 1학년 1학기까지 공통과정을, 3학년 1학기 

때 수능 전범위를 끝내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했다. 그렇게 1년, 2

년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눈에 띄게 

올라간 것.

“이렇게 학업역량을 높이는 작업을 해놓으니 논문 프로젝트, 

동아리 등 다양한 비교과 입시프로그램과 연계한 활동도 효과를 

보기 시작하더군요. 물론 수학진도가 빠르다는 불만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준비된 학생들이 분당대진고를 

선택하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됐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자 학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해 10명이 넘는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할 만큼 우수한 결과를 냈습니다.”

김 교장은 상·중·하위권 학생이 함께하는 교육을 강조한다. 

잘하는 학생을 더 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하는 학생을 

잘하게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교육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분당대진고가 상위권만 관리하는 일반고의 관행을 깨고 전교생의 

50%를 개별관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학교의 가장 많은 예산을 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쓰고 있어요. 

주요 과목은 철저하게 수준별 수업을 하는데, N+3을 시행해 

한반에 10명~15명씩 수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은 

교내 교사뿐만 아니라 실력 있는 외부강사도 영입해 고비용의 

학원수업, 그 이상의 수업을 학교에서 받게 합니다.” 

현장르포 학교는 멍석 깔고 학생은 그 위에서 미래를 만든다!  - 분당대진고등학교 REPOR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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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베리타스 알파 기자

아주대학교의 경쟁력은 ‘인풋보다 좋은 아웃풋’이다. 교육 경쟁

력이 그 어느 대학보다 돋보임에도 일반에겐 저평가되는 측면이 

안타깝다. 선두엔 의대와 공대의 경쟁력이 자리한다. 단일 캠퍼

스 안에 상급 종합병원과 의대, 간호대, 약대, 로스쿨을 모두 갖춘 

종합대학은 그리 많지 않다. 정보통신대학을 포함한 공대는 정부

의 재정지원사업을 꾸준히 수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주대 취업

률을 전국 7위에 올린 주역 역할을 하고 있다. 1996년 국내 최초

로 해외 복수학위제와 강의평가제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5개 

학과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등 저돌적인 교육개혁도 아주대 경

쟁력의 단면으로 꼽을 만하다. 융합학과의 선도주자이기도 한 아

의대·공대가 쌍끌이… ‘수도권 최강’
아주대학교

현장르포 의대·공대가 쌍끌이… ‘수도권 최강’ - 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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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는 다양한 산학연계 및 특성화 프로그램의 활발한 운영으로 

취업률을 더욱 높이는 것은 물론 학생, 고교 교사, 학부모 등 각 

개별 교육주체와 연계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창이다.

의대·공대 주축의 교육경쟁력 … 

각종 정부사업 수주로 이어져

아주대는 1973년 아주공업초급대학으로 개교해 74년 아주공

과대학으로, 81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경기 수원 소재 4년제 종

합대학이다. 대우그룹의 전폭 지원을 받으며 90년대 중반까지 10

대 사학으로 손꼽혔다. 서울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위치한 지리

적 이점(2016년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으로 서울 근접성이 더 용

이해졌다)과 공학과 의학 분야의 눈부신 성장으로 발전을 거듭

했다. 어지간한 서울 중상위권 대학을 가볍게 뛰어넘으며 학계

와 산업계 양측에서 ‘작지만 강한 대학’이란 평가를 받았다. 거침

없던 승승장구는 98년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변했다. 대우

그룹이 휘청이며 대학도 덩달아 흔들리는 듯했다. 위기를 전화위

복의 기회로 삼은 아주대의 경쟁력은 사실 여기서 빛을 발했다. 

재단의 힘보다 자체 경쟁력을 기반으로 대학의 힘을 길러 나가

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구성원들의 경쟁력이 응집됐고 학생교육

과 교수연구에 대한 꾸준한 투자는 여러 교육개혁을 일궈 가는 원

동력으로 자리하고 있다.교육개혁을 위한 최초의 여러 시도가 아

주대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다. 아주대는 

1996년 해외 복수학위제와 강의평가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대

학이다. 특히 해외 복수학위제는 아주대에서 2년 이수하고 스토

니 브룩(뉴욕), 일리노이 공과대학(시카고) 등 세계 대학순위 100

위권 명문 교환학교에서 2년 이수하면 졸업 시 두 학교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후 많은 대학의 벤치마킹 대상

이 됐다. 학과 신설도 국내 최초의 기록이 많다. 미디어학과(1998

년), e-비즈니스학과(2001년), 금융공학과(2009년), 소프트웨어

융합학과(2011년), 문화콘텐츠학과(2012년) 등 국내 최초 신설학

과가 포진해 있는데, 미래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아주대의 과감한 교육개혁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의대와 공대의 경쟁력은 압권이다. 아주대는 상급종합병원과 

의대, 간호대, 약대를 아우르는 경쟁력이다. 특히 경기권역 거점

병원인 아주대병원은 2013년 10월 기준, 상급 종합병원 수입부문

에서 전국 7위(서울아산(1위)-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대-서

울성모-분당서울대병원)에 오르는 명성을 자랑한다. 아주대 의

대가 입학정원 40명(신입학 28명, 학사편입학 12명)의 소수정예 

의료전문인력을 양성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선 대규모 선발

대학보다 아주대병원에서 의사의 길을 걸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매력이 있다.

정보통신대학을 포함한 공대는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수주결과가 경쟁력을 입증한다. 2013년 선정된 BK 및 BK+사업 

이외에도 WCU사업(2009년)으로 5년 간 75억 원을, 교육역량 강

화사업(2008~2013년)으로 6년 간 약 96억 원을, ACE사업(2012

현장르포 의대·공대가 쌍끌이… ‘수도권 최강’ - 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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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으로 4년 간 약 120억 원을, 서울어코드사업 소프트웨어융합

분야(2011년)로 7년 간 38억 원을 받고 있는데 이어 올해는 3대 

정부 재정지원사업인 LINC사업(3년 간 약 130억 원)과 CK사업

(5년 간 약 40억 원),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7억 2000만 원)

의 세 부문에 모두 선정되는 경사를 맞았다.

전국 7위에 빛나는 취업률 역시 공대의 역량이 기여한 바가 크

다. 주요 학과의 취업률은 화학공학과 94.7%, 기계공학과 87%, 

전자공학과 84.8% 등 90%를 오르내린다. 전통적으로 선호되는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응용화학생명공학과, 전자공학과 뿐

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국방디지털융합학과(공군 계약

학과), 미디어콘텐츠전공, 소셜미디어전공 등 융복합학과와 특

성화학과를 공대와 정보통신대학이 선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특히 공군과 MOU를 체결, 국방디지털융합학과는 2015학년에 

신설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정보통신대학 소속 전공

이며, 전자공학, 컴퓨터정보공학, 소프트웨어융합학, 미디어학 

등을 융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군사관련 학과이지

만 재학기간 중 군사훈련은 실시하지 않고 군사학 이론수업과 전

공수업만을 실시한다. 졸업 후 군사훈련을 받게 되며, 공군 소위

로 임관해 7년 간 정보통신과 관련한 특기를 부여 받아 의무 복

무를 하게 된다.

“인풋 대비 아웃풋 좋은 대학”

아주대의 경쟁력은 한마디로 ‘인풋 대비 좋은 아웃풋’이라 학교

측은 자부한다. 한호 아주대 입학처장은 “교육은 ‘사람농사’라고 

여긴다”며 아주대의 경쟁력을 소개했다. “농부가 좋은 씨앗을 가

져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 좋은 결실을 맺는 게 가장 이상적인 과

정일 것이다. 좋은 씨앗을 가져오는 일이 사실 대학 입학처의 일

인데, ‘좋은 씨앗’의 정의는 각기 다르다. 아주대가 보는 씨앗은 

실사구시를 실현할 융복합 창조 인재다. 여기서 ‘인재’는 경제

적 부에 의한 잣대가 아닌, 성공과 행복의 개념 자체를 통합적 · 

다면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앞으로는 지식기반이 아

닌 역량기반이 각광 받을 것이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

식은 사람이 기억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다. 지식을 잘 엮어 창조

해내는 역량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횡행하는 지식기반 스펙 위주

의 선발로 지금은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씨앗도 사실은 매우 괜찮

은 과실을 맺을 인재일 수 있다. 확대되는 학생부위주 전형의 취

지에 맞춰 역량 기반으로 선발하려 한다. 아주대는 갖고 있는 잠

재력을 본인이 생각했던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아웃풋으로 내도

록 만 들어줄 수 있다.”

실제로 학생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활발

히 가동 중이다. 학교측이 “커리어로드맵관리시스템으로 대표되

는 아주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면 성공취업의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장담할 정도로 취업관리가 치밀

하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학인증(ABEEK)’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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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 도입에 주목할 만하다. ‘공학인증(ABEEK)’은 한국공학교

육인증원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ABEEK) 에서 요구하는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기준인 인

증기준에 도달하는 공학인증전공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생

이 국제적이고 전문적인 수준의 공학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추었

음을 객관적으로 보증하는 제도다. 아주대는 2005년 신입생부터 

공학교육전문과정 프로그램을 전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한국공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공학대학의 8개 프로

그램(기계공학전문, 산업공학전문, 화학공학 전문, 신소재공학

전문, 환경공학전문, 건설시스템공학전문, 교통시스템공학전문, 

건축공학전문)과 정보통신대학의 3개 프로 그램(전자공학전문, 

컴퓨터공학전문, 소프트웨어융합전문)이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

으로 지정되어 있다.

‘삼성트랙’ 역시 학생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프로그

램이다. 삼성트랙은 아주대와 삼성전자가 공동과정 이수 증명서

를 발급, 삼성전자 공채 지원 시 직군에 관계 없이 면접 시 우대하

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SST(Samsung S/W Track, 전공자 

과정)는 소프트웨어 관련학과 전공자 대상의 장학생 선발 및 양

성 과정이다. 정컴 미디어 전자 소융 등 소프트웨어 전공 학생들

은 매년 3월과 9월, 삼성트랙에 지원한다. 13개 과목을 이수한 뒤 

인턴면접을 거쳐 6~7주간 인턴을 지낸 뒤 확정면접을 하고 장학

생을 선발한 후 4학년 2학기에 SW검정시험을 치르는 프로세스

다. 2013년 2학기 지원자 중 SST 최종합격자 7명이 선발됐고, 이

중 6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SCSC(Samsung Convergence S/W Course, 비전공자 과정)

는 소프트웨어 비전공자들을 위해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진행하

는 소프트웨어 교육 및 취업우대 프로그램이다. 26개 대학에서 

진행중인 과정이다. 소프트웨어 비전공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 개

강 전, 2학기 개강 전에 지원을 받아 SCSC 학생들만을 위한 별도

의 클래스가 운영된다. ICT융합전공을 개설, 학생들은 10개 과목

을 이수한다. 이후 아주대와 삼성전자가 공동과정 ‘이수 증명서’

를 발급하는 프로세스다. 이수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선 SCSC 

교과목 전체를 이수함과 동시에 모든 학기 평점 및 SCSC 교과목 

평점이 3.2/4.5 이상이어야 한다. '이수 증명서'를 받은 학생들은 

삼성전자 공채 지원 시 직군에 관계없이 면접에서 우대 받는 혜

택을 누린다. 이 과정에서 신설된 ICT융합(주)전공을 통해 최종 

이수 시 '부전공' 학위도 부여 받는다. 올해 상반기에 학생 수 40

명으로 SCSC  1기 운영을 시작했다.

이외에도 자동차분야의 ‘GM트랙’, 신소재공학분야의  ‘고등 기

술연구원’,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자공학, 정보컴퓨

터공학 분야의 다양한 산학 연계 및 특성화 프로그램이 운영되

고 있다. 관계자는 “아주대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학

생들의 높은 취업률과 사회진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

다. 미래의 아주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활발하다. 평택 신안

고 학생들이 아주대 공대에서 실험기자재를 이용해 실험실습을 

현장르포 의대·공대가 쌍끌이… ‘수도권 최강’ - 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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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외에도 ‘소학회-고교동아리 멘토링 프로그램’ ‘전공 박람

회’ ‘입학사정관 코칭 프로젝트’ ‘학부모 브런치 특강’ ‘아주 특별

한 강의(아주대 교수들이 고교를 방문해 특강 진행)’ 등 학생과 학

부모, 교사 등 개별 교육주체들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

게 전개되고 있다.

‘인 서울’보다도 중요한 건 ‘성공 가능성’

아주대의 경쟁력은 돋보이지만, ‘태생’적인 문제로 ‘인 서울’이 

아니라는 점은 경쟁력을 일부 희석시키는 측면도 있다. 다만 학

교측 입장은 분명하다. 미래사회에서 ‘인 서울’이 절대적인 기준

으로 자리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한 처장은 “대학을 선택하는 제

1 기준은 ‘성공 가능성’이라 본다”며 입장을 설명했다. “대학 선

택의 기준은 사회적인 성공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행복한 삶

을 사는 성공일 수도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성공 가

능성이 많은 대학이 아주대다. 아주대의 객관적 지표 및 교육

환경과 학생지원은 국내 대학 중 최고수준이다. 취업률을 비롯

한 성과로서도 입증되고 있다. 졸업 시점에서 입학할 시점을 회

고해 본다면, 아주대와 비슷한 수준의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대

학 중 아주대를 선택한 학생들은 밝은 미래에 기인한 높은 만족

도를 보일 것으로 확신한다. 아주대는 우수한 입지도 강점이다. 

수원-용인-수지 지역을 아우르는 광교신도시와 광교테크노밸

리의 중심지이며, 산-학-연 협동과 미래 융복합사업 발달의 최

적조건을 갖추고 있다. 설명회 때 ‘삼성전자 옆에 있다’고 설명하

면 바로 이해하기도 한다. 단일 캠퍼스 안에 상급 종합병원과 의

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로스쿨을 모두 갖추고 있어 재학생

들의 동기유발과 다양한 진로개발에 최적화되어 있기도 하다. 아

주대의 서울지역과의 교통접근성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신분당

선 연장선이 2016년 개통될 예정이다. 기숙사는 2,200명의 높은 

수용률을 보이고 있고, 내년 2월에 500명 수용 수준의 국제학사

가 개관될 예정이다.”

한 처장은 대입을 앞둔 많은 고교생들에게도 현실적인 조언

을 덧붙였다. “대학보다는 전공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 

앞으로 대학 경계 짓기는 무너질 것이다. 지금도 미국, 일본, 유

럽을 중심으로 무크(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s)라

는 온라인대학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예측으론 10년 이내에 기

업이 입사지원자에게 어떤 대학을 다니든 ‘무크 프로그램 몇 개’

라고 조건을 내거는 식으로 대학경계를 없애려 할 것이다. 20년 

전 신문기사를 보면 성공한 인물 모두가 SKY 출신이었다. 지금

은 다르다. 고교중퇴자여도 한 분야에 미치면 성공하는 (식으로), 

프레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 때문에 학생들은 앞으로 몇 년 뒤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더듬어 보고, 관련전공을 

우선적으로 찾되, 차선책은 대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동일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좋아하는 건 취미

가 되고 잘하는 건 경력이 된다. 잘하는 걸 고교 시절에 찾아 학

교프로그램과 연결한다면 경쟁력 있는 학생부종합전형 스토리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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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 FOCUS 고등교육기관 전공 계열별 취업률 추이 및 현황

글

•
엄문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연구위원

Ⅰ. 들어가며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자 취업은 고등교육의 성

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인정되고 있다. 계열별 일괄적인 

산식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취업률이 고등교육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나, 객관적 지표로서 취업률만

큼 간명하게 고등교육기관별, 전공 계열별 성과를 비교할 수 있

는 지표도 드물다. 실제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 

성인평생학습자들이 고등교육기관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잦아

지면서 취업률 지표는 교육수요자들에게 주요한 선택요인이 될 

고등교육기관 전공 계열별
취업률 추이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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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의 판단 지표로 작용

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전공 계열별 

전체 및 여성 취업률 추이를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해 보고자 한다.     

Ⅱ. 고등교육기관 전공 계열별

     취업률 추이 및 현황

<표 1>은 2010~201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의 전공 계열별 전체 및 여성 취업률 

추이 및 현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등교육 전체, 전문

대학, 일반대학, 일반대학원을 기준으로 학과(전공) 분류의 7대 

대분류 상의 전공별로 전체 취업률과 여성 취업률을 비교하였으

며, 4년제 대학은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을 제

외1한 일반대학 190개교를 의미한다(2014년 취업통계조사 기준). 

취업률은 진학자, 입대자 등을 제외한 졸업자 대비 건강보험 직

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 취업자, 영농업종사자를 포함하는 

취업자 수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전체 취업률과 여성 취

업률의 추이 및 현황으로 나누어 분석하도록 한다. 

1. 고등교육기관 계열별 전체 취업률 추이 및 현황

<표 1>과 [그림 1]은 고등교육기관 계열별 전체 취업률의 최근 

5년간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 고등교육기관을 전공 계열별

로 살펴보면, 의학과 공학 계열의 취업률이 나머지 5개 계열 취업

1 )  2014년 자료를 기준으로 일반대학에서 제외된 대학은 총 54개교(교육대학 10개교, 산업대학 

16개교, 각종학교 4개교, 기능대학 24개교)이다.

<표 1> 고등교육 계열별 전체 및 여성 취업률 추이 및 현황(2010~2014) 
(단위: %, %p)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14-’10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고등교육 55.0 51.9 58.6 55.1  59.5 56.2  59.3 56.1  58.6 55.8  3.6 3.9

인문 44.3 43.6 47.0 45.3 48.4  47.3 48.1 46.2 45.9 44.1 1.6 0.5

사회 54.8 55.2 56.8 56.8 57.4  57.3 56.7 56.2 56.6 56.1 1.8 0.9

교육 52.9 55.4 57.4 60.6 62.6  65.3 64.0 66.6 63.6 66.1 10.7 10.7

공학 64.7 59.8 69.3 63.2 69.0  62.5 68.6 62.6 66.9 61.3 2.2 1.5

자연 52.5 49.4 55.1 51.9 55.6  52.3 56.1 53.0 55.6 52.9 3.1 3.5

의약 72.2 71.4 75.6 75.8 73.8  73.2 72.4 71.7 72.8 72.0 0.6 0.6

예체능 36.1 33.3 40.8 38.2 44.1  41.8 45.0 43.3 44.4 42.7 8.3 9.4

전문대학 55.6 55.2 60.7 60.4 60.8  60.3 61.2 61.0 61.4 61.4 5.8 6.2

인문 48.0 47.0 51.1 50.9 50.5  50.4 50.6 50.2 49.4 48.6 1.4 1.6

사회 57.0 57.7 59.7 60.7 60.2  60.9 59.6 60.2 59.2 59.6 2.2 1.9

교육 74.1 74.5 78.3 78.9 79.7  80.1 81.9 82.4 82.9 83.3 8.8 8.8

공학 60.6 54.9 66.7 60.7 66.3  60.6 65.6 60.6 64.9 60.5 4.3 5.6

자연 48.6 46.4 54.5 53.8 55.0  52.1 57.9 55.1 58.5 55.7 9.9 9.3

의약 68.1 71.2 72.6 75.6 70.9  73.2 70.8 72.4 70.8 72.3 2.7 1.1

예체능 35.3 33.5 43.1 41.7 44.5  43.6 46.1 45.8 47.5 47.2 12.2 13.7

일반대학 51.9 47.9 54.5 50.0 56.2  52.1 55.6 51.3 54.8 51.1 2.9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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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교육 계열의 취업률이 최근 5년간 가

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10.7%p). 2014년을 기준으로 평균 취업

률은 58.6%인데,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의 취업률은 이보

다 낮게 나타났다. 예체능 계열은 졸업 후 건강보험 DB상의 취업

자로 인정되는 직업 활동보다는 개인 활동이나 비정규직으로의 

취업에 더 많이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대학의 경우, 최근 5년간 교육 계열의 취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이를 보여준다. 이는 일

반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의약 계열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과 구별

되는 특징이다. 전문대학에서도 의약, 공학 계열의 취업률 강세

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나, 최근 5년간 예체능 계열의 취업률이 가

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12.2%p). 그 밖에 교육, 자연 계열의 취

업률도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일반대학의 경우, 졸업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관계로 

전반적인 추이는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

인다. 그러나 전문대학에서 교육 계열의 취업률이 2014년 82.9%

에 이르는 것과 달리, 일반대학에서는 48.7%에 불과하여 큰 차이

를 보인다. 이는 전문대학의 유아교육 관련 졸업자가 어린이집이

나 유치원 교사로 취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일반대학에서 교육 계열의 취업률은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9.6%p).

끝으로,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은 유일하게 최근 5년간 하락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3.5%p 감소). 의약, 공학 계열이 취업

에 있어 강세를 보이는 것은 비슷한 경향이지만, 최근 5년간 사

회, 교육 계열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계열의 취업률은 모두 하

락하였다. 특히, 대학원에서 인문, 예체능 계열과 나머지 계열 간

의 취업률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공

학과 자연 계열의 취업률이 각각 9.3%p, 5.7%p로 2010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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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43.6 43.1 46.3 44.4 48.4  47.2 47.8 45.9 45.5 43.7 1.9 0.6

사회 51.9 51.9 53.5 52.7 54.4  53.6 53.7 52.2 54.1 53.1 2.2 1.2

교육 39.1 39.5 43.5 45.2 49.0  50.2 47.5 48.7 48.7 50.2 9.6 10.7

공학 63.8 60.9 66.9 62.2 67.5  62.0 67.4 62.3 65.6 60.7 1.8 -0.2

자연 49.9 47.8 51.3 48.6 52.2  50.0 52.5 50.6 52.3 50.7 2.4 2.9

의약 73.9 69.9 76.7 75.2 74.5  71.7 71.1 68.9 72.1 70.1 -1.8 0.2

예체능 36.3 33.0 37.8 34.7 44.0  41.1 43.9 41.5 41.4 38.9 5.1 5.9

대학원 70.7 58.3 72.1 59.4 69.7  59.2 68.9 58.5 67.2 57.4 -3.5 -0.9

인문 43.3 39.8 44.5 39.3 43.5  40.2 45.4 41.6 42.9 39.0 -0.4 -0.8

사회 68.4 58.7 70.6 59.8 69.5  61.2 69.1 60.1 68.5 59.0 0.1 0.3

교육 68.6 66.1 72.3 68.7 72.7  70.5 71.5 68.6 70.3 67.3 1.7 1.2

공학 82.3 73.2 82.5 73.5 78.2  68.9 77.0 66.9 73.0 62.7 -9.3 -10.5

자연 69.2 62.6 69.6 62.9 67.4  61.7 65.8 59.0 63.5 57.9 -5.7 -4.7

의약 86.9 78.3 86.7 79.3 85.5  78.4 85.0 78.7 84.7 78.4 -2.2 0.1

예체능 35.5 27.4 34.3 26.3 34.1  25.6 34.8 27.8 34.6 27.6 -0.9 0.2

출처 : 2010~20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연보

※ 주 : 1.  전체는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을 포함한 수치이며,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졸업자가 없는 신설 학교는 제외된 수치임.

                       건강보험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해외취업자+영농업종사자    
2. 취업률 (%) =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제외인정자+외국인학생)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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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크게 떨어졌다.

2. 고등교육기관 계열별 여성 취업률 추이

<표 1>과 [그림 2]는 고등교육기관 계열별 여성 졸업자의 취업

률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1]의 추이와 비교할 때, 전체 고

등교육기관의 취업률은 2012년 이후 교육 계열이 공학 계열의 취

업률을 상회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최근 5년간 자료는 7개 

계열 중 교육 계열만이 전체 취업률에 비해 일관되게 높게 나타

나고 있고, 2010년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취업률이 상승한 계열

도 교육 계열임을 나타내고 있다(10.7%p).

전문대학의 경우, 최근 5년간 교육 계열의 취업률이 가장 높

게 나타나고 있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예체능, 자연, 교

육 계열의 취업률이 최근 5년간 각각 13.7%p, 9.3%p, 8.8%p 상

승하였고, 이는 전체 취업률 추이와 비슷한 양상이다. 전문대학

에서는 다른 고등교육기관과 달리 사회, 교육, 의약 계열에서 모

두 전체 취업률보다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간호대

학이나 유아교육 전공 관련 대학의 높은 취업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대학의 경우, 최근 5년간 교육, 예체능 계열의 취업률 상승

이 높게 나타났고(각각 10.7%p, 5.9%p),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경

향과 마찬가지로 교육 계열을 제외하고는 여성 졸업자의 취업률

이 전체 취업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반대학의 여성 졸업자 

취업률은 의약과 공학 계열의 취업률 70.1%, 60.7%를 제외하고 

전체 평균 54.8%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끝으로, 대학원 여성 졸업자의 취업률은 전체 취업률과의 격차가 

가장 큰 고등교육기관으로 나타났다(9.8%p). 지난 5년간 예체능 

계열의 여성 졸업자 취업률은 30% 미만으로 매우 낮게 유지되고 [그림 1] 고등교육기관 계열별 전체 취업률 추이(201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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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전체적인 경향과 비슷하게 공학과 자연 계열 취업률 하

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10.5%p, 4.7%p). 

Ⅲ. 나오며

최근 5년간의 고등교육기관, 전공 계열, 여성 졸업자 등의 기

준으로 각 취업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

향성이 발견되었다. 첫째, 전문대학에서는 교육 계열의 취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대학과 대학원에서는 의약 및 공학 

계열 취업률의 강세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모든 고등

교육기관에서 인문, 예체능 계열의 취업률 저조가 일관되게 유

지되고 있다. 셋째, 모든 고등교육기관에서 최근 5년간 교육 계

열의 취업률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교육 계열 취업

률 상승폭은 고등교육기관 전체를 기준으로 10.7%p, 전문대학은 

8.8%p, 일반대학은 9.6%p, 대학원은 1.7%p로 전문대학의 예체

능 계열(12.2%p)을 제외하고 7개 계열 중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

다. 넷째, 여성졸업자 취업률과 전체 취업률과의 격차는 대학원

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전문대학에서는 여성 취업률이 사회, 

교육, 의약 계열에서 전체 취업률보다 5년간 일관되게 높았다. 마

지막으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은 지난 5년간 취업률이 전반적

으로 상승하였으나(각각 5.8%p, 2.9%p), 대학원은 오히려 2010

년 비해 2014년에 평균 3.5%p 감소하였다.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

으로 향후 교육 계열의 취업률 증가의 요인과 전략, 대학원 여성 졸

업자의 취업률 상승을 위한 방안, 인문, 예체능 계열의 낮은 취업률 

원인과 대책(계열의 특수성을 고려한 취업률 산정 방식의 개발 논

의를 포함하여),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 하락 요인과 대책 등의 심

층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육통계 FOCUS 고등교육기관 전공 계열별 취업률 추이 및 현황

[그림 2] 고등교육기관 계열별 여성 취업률 추이(201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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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소식

지난 11월 각 본부 및 국별로 올해 연구사업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 및 청사 지방 이전에 따른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을 개최하였다. 기획처는 충남 안면도(11. 11 ~ 11. 12), 교육정

책연구본부는 경북 문경새재(11. 20 ~ 11. 21), 글로벌교육연

구본부는 전북 변산(11. 20 ~ 11. 21), 교육조사·통계연구본

부는 전주 한옥마을과 고창 선운사(11. 27 ~ 11. 28), 교육현장

지원연구본부는 강원도 평창(11. 20 ~ 11. 21), 경영지원국은 

강원도 양양(11. 13 ~ 11. 14)에서 각각 진행하였다. 금년도에 

수행한 연구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였

으며, 내년에 추진할 업무의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활

발히 토론을 벌이고 아이디어들을 수합하였다. 기관 청사 이

전 예정지인 충북 진천의 청사 부지와 인근 유관 기관도 방문

하여 성공적인 청사 이전과 발전을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2014년 KEDI 직원 부서별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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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과 자유학기제 

협업체제 구축 MOU 체결 

지난 9월 19일(금) 오후 3시 30분 원내 신관 제2회의실에서 국

립공원관리공단(KNPS, 이사장 박보환)과 '성공적인 자유학기

제 정착 및 확대'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및 인프라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협업기관 간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을 통해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시행을 추진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제

를 구축하고 있다. 2013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체육

진흥공단 등 1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유학기제 운

영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업무협

약까지 포함해 총 17개 기관이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자유학

기제를 위한 협업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협업기관과 정기적인 실무협의회 및 주기적

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시행 및 정착을 

위한 학교 지원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KEDI·SEAMEO MOU 체결 위한 협약서 서명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사진 오른쪽)은 지난 11월 25일부

터 27일까지 사흘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37차 동남아교육

장관기구(SEAMEO) 고위관리회의에 참석, 위타야 제라데차쿨 

SEAMEO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SEAMEO 

간에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 체제를 공고히 할 것을 확인하였다. 백

순근 원장은 이날 SEAMEO 고위관리회의에 앞서 진행된 KEDI-

SEAMEO 간 MOU 체결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2015년 4

월에 있을 양 기관 간 MOU 공식 체결을 위한 사전 절차를 밟았다. 

SEAMEO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교육 및 문화 등의 협력 증진

을 목적으로 1965년에 설립된 정부 간 기구이며 한국교육개발원

과 그동안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

난 2006년 SEAMEO INNOTECH과 3개월간 한시적으로 MOU를 

맺은 바 있으며 이번에 SEAMEO 사무국과 3년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KEDI와 SEAMEO 간에 더욱 

다양한 연구활동 및 교류협력 관계의 증진과 동남아시아 각국 정

부기구와의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EDI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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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개최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과정학회, 한국교육심리학회, 한국교

육평가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와 공동으로 11월 26일(수) 오전 10시 서울대

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제8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 중등

학교 학생들이 어떠한 교육경험을 통해 성장하며 고교 진학 이

후의 변화와 성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학진학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고교 이후의 생활은 어떠한지 등의 

종단자료에 기초해 심층적으로 분석·연구한 대학입시와 사교

육, 대학생활 Ⅰ, Ⅱ, 초등학생의 교육성취, 학업성취도, 학교폭

력 및 공동체 의식, 부모 교육지원 및 협력학습, 학습 동기, 진

로 및 취업, 학교조직 및 문화, 교사 효능감 및 전문성, 교사·

학생관계 등 12개 주제에 관해 모두 4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금번 학술대회'는 최근 9년간의 ‘한국교육종단연구’와 10년간의 

‘학교교육의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 자료를 활용해 교육분야

의 주요 이슈와 쟁점이 주로 논의되었으며, 향후 학교교육의 개

선과 교육정책의 수립 및 추진 그리고 성과에 대한 기초자료를 

데이터에 근거해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data-based 

policy-making)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성과발표회 개최

2014년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성과발표회를 12월 23일(화), 서

울 양재동 The-K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는 1부(자유학기제 운영성과 발표 및 시상식)와 2부(자

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발전방향 논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

부의 2014년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성과로, 학생·학부모·

교원의 학교생활 변화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와 학생 체험인프

라 지원 등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구축된 3개 지원

센터, 15개 협업기관의 2014년도 지원 현황 및 주요 성과 등이 

발표되었다. 1부 행사 마지막 순서로, 2014년도 자유학기제 운

영학교 수기 공모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학생, 학부모, 교

원의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교육 변화 경험 수기 발표가 있었

다. 2부에는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등의 주관으

로, 자유학기제 수업개선의 성과와 발전방향(한국교육개발원), 

진로교육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주제로 한 우수사례 발표

와 발전방향 모색(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기부 진로체험 및 

선택프로그램 운영(한국과학창의재단) 등에 대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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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공무원, 교육계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 교

육현황 그리고 교육자로서 갖고 있는 가치관과 비전 등

을 두루두루 섭렵할 수 있어 좋았던 거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만 개가 넘는 대학 학과가 있다고 하네

요. 사회가 변화하면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다양성과 스

펙트럼이 넓어졌다는 것을 대학에서 반영하고 있지 않

나 싶습니다. 이러한 학과의 수, 이색학과는 앞으로 더

욱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해지는 사회 수요에 우리 아이들의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배출

될 수 있도록 교육 종사자들이 어떠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유재범 (서울 관악)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좀 더 

심층적으로 소개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이 실렸으면 좋겠

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교육자에 대해 소개하는 

지면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광우 (경기 수원)
‘세계의 교육’을 통해 다른 나라의 교육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대학 등 교육에 대

한 국외 소식, 국제기구 이야기 등도 있었으면 좋겠습

니다.

임봉학(경기 과천 )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요. 더 알고 싶습

니다. 멀리 카이로에서도 한국을 잊지 않으려는 우리 아

이들의 노력과 교육이 대단하네요. 모두 모두 파이팅입

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김미나 (경북 포항)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동향’을 읽고 각 나

라마다 교육과정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핵심 역량

을 설정하고 공통 교육과정과 연결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전에는 5년 단위로 교육과정을 개

편하다가 최근에는 급격한 변화와 국제적 동향에 맞춘 

시의성, 문·이과 통합형, 창의·융합교육 등이 반영되

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현장 교사와 우리 교육 실정도 충

분히 고려하여 개편해 나갔으면 합니다.

박지영 (부산 북구)

선진국의 안전교육정책과 운영실태에 대해 좀 더 자세
히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
으로 지면에서 소개되는 정책 및 이론과 실제 적용되
는 교육 현장의 현황과 비판에 대해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종률 (경기 수원 )

전반적으로 기사가 좋았으나 특히 ‘17개 시·도교육감

의 주요 공약 분석과 향후 전망’과 ‘교육계 갈등, 원인 분

석과 대책’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한구 (충남 홍성)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요. 더 알고 싶습

‘세계의 교육’을 통해 다른 나라의 교육에 대한 소식을 

선진국의 안전교육정책과 운영실태에 대해 좀 더 자세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동향’을 읽고 각 나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좀 더 

자기 계발과 혁신을 위한 체험, 독서 그리고 여행... 이런 경험들이 학생들에게 참 중요하지요. 하지만, 경쟁이 된 시험과 서열, 순위 등이 우리 아이들의 발목을 올무처럼 묶고 있어 안타깝네요. 좋은 내용들 감사합니다.

이훈석 (경북 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