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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교육모델’을 전 세계로 수출하자

‘한국형 교육모델’을 전 세계로 수출하자

한국형 교육모델의 핵심은 ‘교육이 개인과 국가발전의 근본임을 명
확하게 인식하고, 학부모-교사-교육당국이 혼연일체가 되어 미래
세대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교육 비전·목
표·전략·내용·방법·평가의 창의적 융합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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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COLUMN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우수한 교육모델로
자주 언급할 정도로, 우리나라 교육은 지난 60년 동안 소위 ‘기적’과

있기 때문에 한국 교사들의 전반적인 역량수준은 당연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같은 발전을 이룩해 왔다. 오늘날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나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년마다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에서 18번이나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또한 고등교육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도 보유하고
있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에서 불과 60년
만에 OECD 개발협력위원회(DAC)에 가입하여 원조공여국 역할을
수행하는 등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육성한 좋은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당국의 선도적 리더십이다. 구한말 고종황제가 발표한
‘교육입국조서(敎育立國詔書)’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한국 정부는
국가를 보존하고 부강하게 하는 근본이 교육에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국가 교육발전을 위해 선도적 리더십을 성공적으로
발휘하고 있다. 특히 산업화와 정보화, 세계화 등 경제발전 단계별로
그에 필요한 우수한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 보다 나은 교육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공고히 하는데도 선도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나 유럽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좋은 점을 배우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나
중동 등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중남미나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우리나라 교육을 부러워하며 ‘한국형 교육모델’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기를 원할 정도이다.

결국 한국형 교육모델의 핵심은 ‘교육이 개인과 국가발전의
근본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학부모-교사-교육당국이
혼연일체가 되어 미래 세대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교육 비전·목표·전략·내용·방법·평가의 창의적
융합물’이다. 그래서 학부모-교사-교육당국을 한국형 교육모델의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형 교육모델’의 주요 특징을 3가지로

‘삼위일체(三位一體)’라고 명명해도 좋을 듯하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이다. 자녀교육에 대한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과 열정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태아교육에서 시작되는 가정교육에서부터 학교교육을 거쳐
사회교육이나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학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과
열정이야말로 한국교육의 놀라운 성취의 밑거름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자녀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는 믿음으로 자녀의 교육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한국의 학부모야말로 한국의
눈부신 발전에 기여한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다.
둘째, 우수한 교사들이다. 한국의 교사들은 대부분 비슷한
연령대의 상위 5% 이내에 속하는 우수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적인 교육강국으로 알려져 있는 싱가포르나 홍콩 교사들의 경우
대부분 상위 15~30%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도 매우
우수할 뿐만 아니라, 대체로 중상위권 정도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 교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하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

이러한 한국형 교육모델을 전 세계로 수출하게 된다면, 교육을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할 하나의 성장동력이자
고부가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의 교육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성공
경험을 전 세계로 확산하여 개인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전
세계의 번영과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오는 5월 우리나라 송도에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등이 공동으로 개최할 유네스코(UNESCO)의
‘2015 세계교육포럼’을 통해 한국교육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한국형 교육모델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동시에 우리와 세계가 함께 나아갈 미래지향적 교육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백 순 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학생들 중에서 대부분 상위 5% 이내에 속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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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와 금융산업의 선진화, 소비자 주권 실현은
19대 국회 후반기에 시급히 이뤄야 할 핵심 국정과제”
“4대 부문 구조개혁 중 교육부문의 자유학기제 확산,
일·학습 병행, 지방교육재정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할 것”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현재 정무위의 주요 현안으로는 ‘손톱 밑의 가시’라 불리는 불필요한

국회 교문위, 교육부 등과 연계,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보신주의’로 대변되는 정체된 금융

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의 선진화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며, 올바르고 공
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통해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경

정 위원장은 또, 지난 2년간 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에 대해 “학생 개

제단체 등으로부터 건의된 과제 153건 중 114건에 대한 개선안이 추진

개인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행복한 교육이 현장에 실현되고 창의

중에 있으며, 불합리한 규제 346건을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적 인재를 양성하며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들이 기업들의 발목을 잡

울였다”고 평가하고, “올해에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에

고 있어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은

역량을 집중하고 안전한 학교와 고른 교육기회 제공에 노력하며 대학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고 학습과 일이 연계된 직업·평생
교육체제를 확대해 나가는 일에 힘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의 정우택 위원장은 경제 활성화와 금
융산업의 선진화, 소비자 주권의 실현이 19대 국회 후반기에 시급히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지난 3월 6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

이뤄야 할 핵심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정부

대로에 위치한 국회 정무위 위원장실에서 정우택 위원장을 만나 정무

가 강도 높게 추진 중인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

위 위원장을 맡은 소회와 포부, 정무위의 현안과 과제, 정부 교육정책

개혁 가운데 교육부문으로 분류되는 자유학기제 확산, 일·학습 병행,

에 대한 평가와 제언, 교육분야의 현안과 이슈에 대한 견해, 한국교육

지방교육재정 개혁, 특정 산업과 연계한 전문대 육성 등에 대해서는

개발원에 대한 바람과 당부 등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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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근 원장 : 경제관료 출신으로 장관, 도지사, 여당 최고위원 등을

원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며 문제를 찾고 답을

거치며 정치와 행정, 경제 분야를 두루 꿰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구했습니다. 그 덕분에 한·중 어업협정, 수협 경영정상화 등 산적한

조정해야 할 정무위원장으로 적임자라는 평가를 일찍부터 받아 왔었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동시에 조직을 아우르고 통합하는 등 소기의

는데요. 관료 시절부터 정무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기 까지 25년 동안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북도지사에 취임하기 전

어떤 신념, 공직관, 혹은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해오고 계십니까.

까지만 해도 충북은 2조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받아 본 적이 없을 정
도로 경제 및 산업 발전이 더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충북도

정우택 위원장 : 오랜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갖게 된 한 가지 분명

지사에 취임한 후, 그 동안 배운 지식과 경험, 열정으로 공무원들의 내

한 소신은 ‘현장 속에 답이 있다’ ‘현장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무 마인드를 경제 마인드로 바꾸고, 상상 도정을 도입하여 도전과 변

40대의 젊은 나이로 제7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해수

화의 도정을 실현시켜 나갔습니다. 그 결과 170개 기업 24조원 규모의

부 1급 이상 고위직은 대부분 행시 선배들이었지만 그것에 개의치 않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으며, 충북 인구가 10만여 명이나 늘고 각종 지

고 해양수산분야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

표에서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있던 충북이 전국에서 모범적인 균형발

지난해 6월 제19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위원장에 당선돼 오늘에 이르고 계신데,
그 동안의 소회와 앞으로 포부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도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사직을 마친 뒤에는 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8개월 동안 토요일마다 택시 운전대를 잡았습니
다. 당시 주민불편사항 중에 하루라도 빨리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승객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19대
총선의 제1 공약이 되었고, 당선 후에는 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
기 위해 지식경제부, 충청에너지서비스 등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며 계
속적으로 질의하고 협의한 결과 2013년 800세대를 시작으로 2019년
까지 청주시 22개 구역 8,700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금도 저만의 소통방식인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19회에 걸쳐 매달 한 차례씩 지역주민과 각계각층 인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현안이나 제안 등을 정책이나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2030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매주 신혼부부, 대학생, 의료계종사자 등 다양한 직업과 생각을
가진 젊은 친구들과 순대, 떡볶이, 커피 등을 함께하며 생활 속 이야기
를 나누고 희망을 공유하는 ‘인증샷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
으로도 청주시민들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
장을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논의, 수렴된 민원과 공약들
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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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근 원장 : 지난해 6월 제19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이하 ‘정무

총리비서실과 그 산하기관을 비롯해,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의 핵심인

위’) 위원장에 당선돼 오늘에 이르고 계신데, 그 동안의 소회와 앞으로

‘김영란법’의 국민권익위원회, 경제민주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정거

포부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래위원회, 금융정책을 관할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 사회갈등 조정과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소관기관들의 업무

정우택 위원장 : 이번 19대 국회에서 올바른 대한민국 건설과 경제 활

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으로는 ‘손톱 밑의 가시’라 불리는 불

성화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19대 후반기

필요한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보신주의’로 대변되는 정체

국회에서는 충청지역 최초의 정무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금융위원회,

된 금융산업의 선진화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며, 올바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소관기

르고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통해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는 것입니

관들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것은 지난 3월 초에

다. 지난 2014년 11월 기준으로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건의된 과제 153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
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법안이
발의되고 정무위에서 1년 6개월에 걸쳐 6차례의 법안소위를 비롯해,
공청회, 간담회 등을 거쳐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여·야 합
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비록 공직자 이해충돌 부분에 대해서는 추
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김영란법의 핵심인 부정 청탁과

이번 19대 국회에서 올바른 대한민국 건설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대한민국 건설과 경제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품 수수에 관한 부분은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큰 의미
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올바른 대한민국
을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무위원
장으로서 올바른 대한민국 건설과 경제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을 위
해 노력하겠습니다.

백순근 원장 : 정무위는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
무총리 비서실, 시장경제 질서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정책을 관할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종 금융기관 등을
관장하는 상임위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위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
고 현재 정무위에서 주요 현안이나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
까. 아울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택 위원장 : 국회 정무위는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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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불공정한 관행 및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문제들로 인해 추진되었던 경제민주화 법안들
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결국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
적이 있으나, 대한민국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도약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은 결국 경제활성화를
이룩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투명한 시장질서의 토대 위에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역량 강화 및 피해 구제에 힘을 쏟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여·야를 불문하고 위원들과 관
계자들을 많이, 자주 만나 소통하고,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의 다양하
고 깊이 있는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소통과 협
력의 위원회로, 국회의 모범이 되는 정무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특히 교육이나 인재 육성과 관련해 정무위에서
소관, 심의ㆍ처리해야 하거나 관여ㆍ지원해야
할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고, 관련 사안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과 정무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백순근 원장 : 특히 교육이나 인재 육성과 관련해 정무위에서 소관,
심의·처리해야 하거나 관여·지원해야 할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고,
관련 사안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과 정무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건 중 114건에 대한 개선안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정우택 위원장 : 정무위에서는 국정과제 전체를 점검하고 관리하고

‘손톱 밑의 가시’로 불리는 불합리한 규제 346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과 관계되는 국정과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들이 기업

정부가 올해 창의인재 양성 및 능력중심사회 구축과 맞춤형 복지 및

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해 수립, 추진하고자 하는 바른 인성과 창의성

서 규제개혁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핵심국정과제입니다. 또한, 금융

을 길러주는 꿈·끼 교육 확산, 산업수요 중심 인력양성체제 개편 및

개혁을 통해 실물경제의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이 자체적으로 발

일·학습 병행, 교육·훈련 확산,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과제

전하여 금융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 규제개혁, 낡은 금

와 정책들이 균형감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

융관행 타파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

원하겠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

태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종합

에서 강조하신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 가

대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금융 취

운데 교육부문으로 분류되는 자유학기제 확산, 일·학습 병행, 지방교

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9대 국회부터

육재정 개혁, 특정 산업과 연계한 전문대 육성 등에 대해서는 국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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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위, 교육부 등과 연계,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

습니다. 특히 공인의 비위행위는 사인의 비리행위와는 달리 대한민국

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산업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협력선도대학의 육성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산업계의 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김영란법이 제

학평가 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하고 기준을 차등화시켜 대학 등급별

정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사라져 건전한 공

지원을 최소 20억 원에서 최대 80억 원(기존: 32억 원-58억 원)까지

직풍토가 자리잡기를 바라며, 향후에는 김영란법이 필요 없는 깨끗하

지원하고, 선취업, 후진학을 장려하기 위해 고교과정과 대학과정이 결

고 청렴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법과정에서 열띤 논의와 마라톤

합된 고등전문대를 시범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적

협상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매듭짓지 못한 일부 문제점이 남아 있어

극 돕겠습니다.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순근 원장 : 지난 3월 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
률(일명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9월 말 시행될 예정
입니다. 법안의 심의, 조정 및 통과를 주도한 정무위 위원장으로서 남
다른 소회와 의미부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김영란
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법안 통과의 의미와 기대효
과, 과제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4대 부문의 구조개혁 가운데 교육부문으로
분류되는 자유학기제 확산, 일·학습 병행,
지방교육재정 개혁, 특정 산업과 연계한 전문대
육성 등에 대해서는 국회 교문위, 교육부 등과 연계,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택 위원장 : 김영란법은 여·야간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
품 또는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경우도 직
무와 관련 있으면 처벌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심지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공직자가 처벌받도록 하였습니다. 현행법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모두 입증돼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과 비교
할 때 매우 엄중한 부패 척결의 대의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영란법의 시행으로 공직은 물론 사회 각 부문에 걸쳐 큰 변화가 일 것
으로 보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김영란법은 만들어져선 안 되는 법이
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형비리나 부조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공무원
이 연계되어 있거나 공무원 출신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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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께서는 ‘올바른 국가정책 어젠다 제시를
위한 공개세미나’를 열어, 국정 전반의 미래에
대비한 정책 어젠다와 연구과제를 정하고 심도
깊은 논의와 법 제ㆍ개정 등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
연결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그같은 일을 추진하게 되셨고 그 동안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해 12월 4일에는 정무위 소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23개 연
구기관과 ‘올바른 국가정책 어젠다 제시를 위한 공개세미나’를 열어,
국정 전반의 미래에 대비한 정책 어젠다와 연구과제를 정하고 심도
깊은 논의와 법 제·개정 등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 연결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그같은 일을 추진하게 되셨고
그 동안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택 위원장 : 뼈를 깎는 변혁 없이는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
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눈부신 경제성장
을 이룩했지만, 그 이면에는 빈부격차, 세대간·지역간 갈등, 정치, 경
제, 사회 곳곳의 후진적 시스템, 낙후시설 등이 암초처럼 도사리고 있
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면서 외면해 왔
던 요소들이 끝내 고름처럼 터져나온,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대개조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적 요소들을 모두 떨쳐
내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
입니다. 아울러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
치·경제·사회를 포함한 국가 전 분야에 걸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
가기 위해 ‘올바른 국가정책 어젠다 제시를 위한 세미나’와 같은 광범
한 논의 및 수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립, 제시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가 도약하느냐, 주저앉
느냐를 결정짓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우
리나라는 한 단계 나아갈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국회
의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가 올바른

백순근 원장 :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대개조가 줄곧 이슈가 되어오고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 법, 제도 등 모든 방면에서 노력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차이면서 20대 총선을 1년을 앞둔 올해 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미년은 국가대개조의 실천적 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께서는 국가대개조와 관련, 사회적으로는 세월호 사건을 필두로 한

백순근 원장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안전문제를, 경제적으로는 장기불황을 딛고 경제활성화를, 정치적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집권 3년차로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

로는 국회선진화 등의 개혁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인 만큼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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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
를 가해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위원장께서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특히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는 대통령과 정부의 계획에 대해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나 협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우택 위원장 : 현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민생과 경제 활성화
라고 생각합니다. 정무위에서는 경제 활성화에 관해서는 세 가지 부
분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개혁입니다. 금융은 ‘산업
의 꽃’이라 불립니다. 금융이 원활하게 발전해야 기업이 제 때에 자금
을 수혈받을 수 있어 활력을 찾을 수 있고, 기업이 활력을 찾아야 경
제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 기술금융 활성
화, 소위 ‘사다리 걷어차기’로 표현되는 금융권의 지나친 보신주의 혁
파 등을 통해 우리 금융을 세계 일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
원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과
규제에 대한 개혁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세계 표준과 다른 대
한민국만의 독자적인 규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곧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족쇄가 됩니다. 2015년에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날개를 달 수 있도록 규제혁파와 제도개선에 힘을 쏟겠습
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권익의 보호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 사회의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를 포함한 국가 전 분야에 걸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올바른 국가정책
어젠다 제시를 위한 세미나’와 같은 광범한 논의
및 수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립, 제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가 도약하느냐, 주저앉느냐를 결정짓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키워드 중에는 소위 ‘호갱’, ‘질소과자’ 등 소비자 권익과 밀접한 내용
들이 많았습니다. 소비자들의 기업 불신은 곧 내수 감소로 이어져 경

창업친화적 교육 강화를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 국가직무능력표준

제의 한 축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개발 및 일·학습병행제 도입·확산을 통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조성,

기업들도 눈속임을 통해 단기이익은 얻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통한 맞춤형 복지 확대 등

자사의 성장동력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

의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집권 3년차인 올해는 자유학기제를 교육

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아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
고 대입제도를 개선하며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

백순근 원장 : 박근혜 정부 2년간 정부는 자유학기제 도입·확산 및

고 직업교육을 현장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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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며 대학-산업간 인적자원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대학 체질을 혁신

술의 창의성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모두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의 기

하고 NCS 기반의 현장중심 교육훈련 체제를 정착시켜 나가는 등의

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안전한 교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

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간의 교육정책을 평가해 주시고 올해 정부가 추진할 주요 교육정책에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제언이나 당부를 하실 수 있으신지요.

기 위해 대학 특성화 사업과 산학협력, 창업·취업 지원 또한 강화하
였습니다. 스위스 도제식 직업고교 시범사업 등을 통해 학습과 일의

정우택 위원장 : 지난 2년간 정부는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살릴 수

밀접한 연계를 지원하고 누구라도 손쉽게 학습이 가능하도록 국가평

있는 행복한 교육이 현장에 실현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며 능력중

생학습포털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나름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3년

박근혜 정부 2년간의 교육정책을 평가해 주시고
올해 정부가 추진할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제언이나 당부를 하실 수
있으신지요.

차를 맞은 2015년에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이 현장에 뿌
리를 내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더욱 노
력을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적 인재 양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안전한 학교와 고른 교육기회 제공
에 노력하며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고 학습과 일이
연계된 직업·평생 교육체제를 확대해 나가는 일에 힘을 쏟아 주시길
바랍니다.

백순근 원장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해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
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바 있
습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국내 교육의 질이 아직 OECD 평
균에 못 미치고 있고 고교 무상교육이나 누리과정 확대 시행을 위해
서는 오히려 교부금을 증액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과 정무위 입장은 어떤 것인지요.

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구

정우택 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최근의 논란은 세수와

체적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체 중학교의 25%인 811개교까지 확

이의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내 교육의 질

대되었고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을 발표하여 과학기

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에는 당연히 동의하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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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 시행이나 누리과정 확대 등은 중요한 정
책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재정 여건 하에서 언
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적지 않은 분들이 염려하실 것
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면 예산이 절대적으
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확대하거나 세
수 확대 없이 예산 사용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하는 등의 변화가 있어
야 합니다. 어느 방향이든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
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재정 운영의 성
과 평가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이거나 교육청
예산 가운데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
고 세출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일에 노력을 기
울여야 할 것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지방교육재정 소요도 따라
서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는 것이 일견 합리적
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학생 수와 예산 조정의 탄력성은 생
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으며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경
제적으로 교육투자가 가장 장기적이고 효과가 크다는 것은 이미 세계
적으로 잘 알려진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 문
제는 신중하면서도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안전한 학교와 고른 교육기회
제공에 노력하며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고 학습과 일이 연계된 직업ㆍ평생
교육체제를 확대해 나가는 일에 힘을 쏟아 주시길
바랍니다.

백순근 원장 :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국적으로 확산, 점차 내실화되어 가고 있고, 내년에

육개발원 등 교육 유관 기관 및 단체, 지역사회, 기업 관계자 등 많은

는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유학기

분들께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현장 착근을 위해 애를 많이 쓰셨

제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착근되어 교육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 지금도 내년에 있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정부와 학교, 특히 선생님 그리고 기업과 지역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

다고 들었습니다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의 꿈

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 끼를 발견하고 키우며 토론과 실습 위주의 학생 참여형 수업이 이
뤄지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 체험 및 탐색의 기회를 보다 많이 주

정우택 위원장 : 제가 알기로는 자유학기제는 상당히 선진적인 제도

기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하거나 추가로 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을 것

입니다. 제대로 시행되려면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며 지난 2년간

으로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방식과는 전

일선 학교 선생님들과 자유학기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

혀 다르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교과내용을 새롭게 재구성해 수업

Educational Development 2015 SPRING |

15

파워인터뷰

자녀들이 다 장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자녀교육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 나름의 교육관이랄까 교육철학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학 구조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학 구조개혁이 학령인
구 감소 등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전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복안이나 지혜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예산 지원 등의 발 빠른 협조와 동참이 필
요한데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우택 위원장 : 우리 대학들이 종전의 ‘뽑는 경쟁’에서 이제는 ‘잘 가
르치는 경쟁’으로 미션을 새롭게 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
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부
분에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학생들 교육은 대학
의 가장 본질적인 책무이고 대학원이 있는 대학은 연구도 잘 하고 연
구인력도 양성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대학이 이러한 근본적인 역
할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학생 각자가 원하
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해주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며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도 길러내고 지식인으로서 사회봉사
에 대한 사명감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대학이 해야 할 역할이자 사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변화와 혁신은 바로 그러한 역할과 사
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고 체제를 혁신하며 경쟁력을 강화
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학생들을 새로운 평가방식으로 평가하며 기

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

업과 지역사회도 문호를 개방하고 재능을 기부하여 아이들에게 보다

률안(김희정의원 발의)」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것이 있는지 검토하고 보완해서 정부로 하여금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좋은 학교, 좋은 교육은 교

환경 변화라는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대학이 정원감축 등을 통해 체질

사와 학교장, 학부모뿐만 아니라 정부와 시·도교육청, 지역사회, 기

을 개선하고 유학생 유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등 새로운 고등교

업 등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합쳐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육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학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범한 교훈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백순근 원장 : 지난해 5월 2일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백순근 원장 :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 가운데 핵심정책이라고 할 수

이 발의돼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지난해 12월 23일 ‘2015년 대

있는 창조경제가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교

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이 확정, 발표되어 이행에 들어가는 등 대

육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대학이 창조경제를 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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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어떤 인재들을 어떻게 길러내야 하며, 이를 위해 고등교육정
책을 어떤 방향으로 수립, 추진해야 하는지요.

정우택 위원장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고 만들어 내도록 훈련시키고 교육환경을 조성
해 주어야 합니다. 대학에서 길러내야 하는 창의적인 인재는 특별한 사
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 각자가 창의적인 인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의성을 기르고 발휘하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다양성이나
특이성을 인정하는 사회문화, 특별한 말이나 행동, 생각이나 옷차림을
하여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교육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사회 전반
적으로 점차 바뀌고 변화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학생들 교육에서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우
리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교육부문만이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도 정책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에서 창의적
인 인재를 양성하려면 학문분야의 융합이나 학생문화의 다양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정책 측면에서 문·이과 통합형 교육, 스
팀(STEAM)교육과 같은 융합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대학에
서는 양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산업 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
추진, 지방대학 중심 우수 유학생 유치 및 질 관리, 교육혁신을 이끄는
K-MOOC 구축, 창조경제의 씨앗을 만드는 연구성과 실용화 등의 정책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가정은 국가의 근본입니다. 따라서
가정교육은 국가교육의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소위 ‘밥상머리 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육이고, 인성교육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올바른 가정교육이 올바른
국가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입니다. 따라서 가정교육은 국가교육의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우
백순근 원장 : 자녀들이 다 장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자녀

리나라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소

교육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 나름의 교육관

위 ‘밥상머리 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육이고, 인성교육은 가정

이랄까 교육철학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올바른 가정교육이 올바른 국가인재를 길
러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공

정우택 위원장 :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

동생활의 첫 발을 내딛는 아이들에게 학교교육은 인성을 갖추는 중요

고 싶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가정은 국가의

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학교교육은 지식전달에 치중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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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않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지혜란 ‘영혼의 눈’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는데, 삶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누구보다도 맑은 영혼의 눈으
로 삶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
을 필요로 합니다.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 즉, 성공뿐만 아니라 실
패의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한 분
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학문을 통한 열정과 노력이 필요합니
다. 하지만, 책을 통해 얻어지는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
다도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
해서는 많은 경험을 통해 세상을 통찰하는 삶의 지혜를 갖춘 사람으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인성교육이나 특기·적성교육 등을 소홀

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

히 하는 경향이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교육이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국가와 세계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글

전달할 뿐만 아니라, 아직 성숙되지 않은 인성을 함양시키고 저마다

로벌 창의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질과 적성을 최고수준에 이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학생들도 교
과지식을 익히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위인전이나 역사서, 고전 등 다

백순근 원장 :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해 가지고 계신 바람이나 기대, 제

양한 책을 많이 읽어 스스로 인성을 고양하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배

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생활에서도 봉사활동이나 동아리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회교육도 더욱 활성화시켜

정우택 위원장 : 한국교육개발원은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지닌 품격

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멀티플레이어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

있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에 21세기 우리 교육의 목표를 두고

니다. 한 가지 분야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야 합니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계(百年之計)’라 말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다. 지식을 갖춘 자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

은 백년지계의 초석(礎石)을 만드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초석이 바로

식하다는 말은 지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다고 해서

서야 21세기에 필요한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할

지혜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배움이 부족하거나 교육기회를 놓쳤지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을 넘어서는 새로운

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소위 ‘지식인’만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는

교육정책과 제도를 개발하고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않지만, 삶의 체험을 통해 얻은 지혜만큼은 지식인에 비해 결코 뒤떨

데 연구자,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p r o f i l e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1953년 부산 출생. 경기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 하와이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 학
위를 취득하였다. 1978년에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하는 등 공직생활을 행정부에서 보냈으며,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진천·음성
군)에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한 후 제16대 국회의원(진천·음성군)에 당선되며 재선에 성공하였고, 2001년에는 17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으며 아시아태평양
환경개발의원회의(APPCED) 집행위원장,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한국택견협회 총재 등을 역임하였다. 제32대 충북도지사(한나라당, 민선 4기)를 거
쳐 19대 총선에서 충청북도의 정치 1번지 청주 상당구에 당선되었으며, 새누리당 최고위원에 선출되어 당 지도부에도 이름을 올렸다. 현재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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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과 전망

글

•
김재춘
교육부 차관

지난 2년간 우리 교육현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박근혜

고, 대학입시 간소화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통령의 교육공약이자, 새 정부 교육비전인 ‘꿈과 끼를 키우는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학생·학부모의 교육적 부담을 덜어

행복교육’과 ‘능력중심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이 많은 정책

주고, 비정상적인 선행교육·선행평가 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근

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거도 마련되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 주기 위한 자유학기제가 도입되었

지방에 매력적인 명품대학과 명품학과를 육성하기 위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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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꿈과 끼를 길러주는 학교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첫째, 자유학기제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2013~2014년에 시범 운영한 자유학기제의 성과가 확산되고 있

도전정신을 키우는 창의교육
더불어 사는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

는 만큼 올해는 당초 전체 중학교의 50%까지 확대하고자 하였

모두의 가능성을 틔우는 희망교육

던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수를 전체 중학교의 약 70%인 2,230개
01

02

03

04

꿈과 끼를
길러주는 학교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는 대학

학습과 일이 연계된
직업·평생 교육

안전한 학교,
고른 교육기회

<그림 1> 2015년 교육부 4대 정책과제

교까지 확대하고,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도 신설할 예정이다.

늘어난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수에 맞추어 체험인프라도 확충
할 계획이다. 가칭 ‘범부처 자유학기·진로체험협의회’를 신설하

대 육성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가운

여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대학 등이 중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지

데 하나인 학벌 중심 채용이나 인사를 능력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소관의 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국가역량체계가 개발되어, 올해 전문

국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등 총 2,258개소), 청소년 수련시설

대학을 시작으로 학교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총 416개소) 등을 체험활동의 공간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교육에는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이 남
아 있다. 창조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창의적·융합형 인재

또, 정부와 공공기관이 체험처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
록 「진로교육법」의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를 길러내야 할 시대적 요청에 대응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저출
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둘째,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인성교육을 실현하도록 할 계획이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

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을 바탕으로 학교-가

또,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높은 학업성

정-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통해 유아부터 고교까지 체계

취도에도 불구하고, 아동 행복지수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낮
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
들어 주어야 한다.

적으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문·예술·체육 교육
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며, 고교 모든 학기에 걸쳐 체육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연극·뮤지컬·예술 동아리

이에 교육부는 2015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들

등 학교 예술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교육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4대 정책과제를 선정하
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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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현장교원, 전문가 등의

Ⅱ.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는 대학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올 9월 확정하도록 하고, 이에 맞
추어 최고의 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한 친절하고 재미있는 교과서
를 개발할 예정이다.

우리 대학이 창조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
다. 첫째, 우리 대학의 양적·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체질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넷째, 교원들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여 주는 일에 집중할 계획
이다. 교원자격증을 갖고도 교사가 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권역별로 산업수요를 중심으

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내실화하고, 양성과정의 재승인

로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

을 통해 교원 양성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또, 현직

도대학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에 맞는 대학발전을 유도해

교원의 수업 전문성을 길러주기 위해 생애단계별 연수모형을 개

나가고, 대학의 질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도 지속

발하고, 교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교원평가제도도 개선해

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컨설팅을 통해 대학별로 맞춤형 발전방

나갈 계획이다.

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 3월부터 매달 ‘이달의 스승’을 정하고, 상반기 중 ‘교원

더불어, 새로운 대학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원들의 사기와 자존감을 높일

유치를 확대하고, 유학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도록 외국인 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학생 서비스 센터 등을 운영하며, 전문대학 가운데 일부를 평생
직업교육중점대학으로 지정·운영하고, 대학에 사내대학 위탁

다섯째, 학교교육만으로 충분한 입시제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
이다. 수능 출제오류 예방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을 올 3월까지

운영을 허용하는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기능을
대학과 전문대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련하여 학생, 학부모의 대입 부담을 줄여주고, 대입 전형과 연
계한 중장기 수능 개편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또, 2018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수능영어 절대평가가 안정적으
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수립하고,
학교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영어
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를 현재 49%에서 2019년까지 75% 수준
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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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학 교육과 연구를 혁신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대학교

교육분야에서 새로운 한류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육의 혁신을 촉진하는 기제로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이른
바 K-MOOC 플랫폼을 구축하고 우수강좌 공개를 추진하도록

또, 올해 5월 개최되는 ‘2015 세계교육포럼’을 통해서도 한국

하며, 이를 통해 학생과 일반인들에게는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

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세계에 한국교육의 우수성을 알

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교수들에게는 잘 가르치기 위한 경쟁

릴 계획이다.

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인문학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에 ‘인문학

Ⅲ. 학습과 일이 연계된 직업·평생 교육

진흥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인문학 풀뿌리 연구를 지원하며, 타
학문분야, 디지털 등과 융합을 통한 새로운 인문학 패러다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직업교육에 있어서도 현장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고교단계에서는 학교와 현장을 오가며 배우는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산학일체형 특성화고’(종

나아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성과와 특허 등의 실용화

전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2017년까지 모든 국가산업단지

를 지원하고, 창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휴학제, 창업대

와 연계하여 41개교를 지정하고 취업과 연계된 도제교육을 실시

체 학점 인정제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할 계획이다.

셋째, 교육분야의 한류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국의 산업화,

또,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IT, 인력양성과 같은 우수한 발전경험을 학문으로 정립하여 전

있도록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특성화고, 산업정보학교, 직업교

세계에 알리고, 개도국 등에 한국교육의 우수성과를 전파하여

육훈련기관 등을 활용하여 직업교육과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밖 청소년에게는 학교-지자체-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연
계해 진로상담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대-폴리텍대학의
비학위 직업교육과정을 연계한 직업교육훈련과 일자리를 제공
할 계획이다.

둘째, 대학과 전문대학의 취업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고등학
교 입학단계부터 취업을 보장받고 미래직업과 연계된 맞춤형 직
업교육을 통해 숙련기술인으로 성장하는 ‘취업보장형 고교?전문
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을 올해 시범 도입하도록 하고, 전문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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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실습 학기제와 대학의 장기현장실습 등을 통해 현장에서 취업
과 연계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문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채용
을 전제로 교육을 받는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하
여, 채용약정인원을 현재 300명 수준에서 3,000명 수준으로 확
대할 계획이다.

셋째, 능력중심사회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능
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2016년까지 국가능력표준(NCS) 학습
모듈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에는 전문대에 내년도에는 특성화고
교에 NCS 기반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속히 대응하고,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같은 학급 아동의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재직자와 성인학습자의 후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55
개교의 평생학습중심대학에 성인학습자 전담학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학교-교육청-교육부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3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이 닥쳤을 때 학생들의 대처능력을 높이
기 위해 안전교육을 체험중심으로 전환하며, 교원을 안전에 관
한 한 준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 교원양성 및 연수과정 등에 안

Ⅳ. 안전한 학교, 고른 교육기회

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사건 등으로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

학교시설의 경우 40년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가 높은 이 때에 학교에 대한 안전과 복지에도 관심을 높여갈 계

정례화하고, 학교신설 시 공정단계별로 감사를 강화하며, 학교

획이다.

시설 내 석면, 라돈 등의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유
해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첫째,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동학대가 발생
한 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둘째, 학교폭력과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도교

해 폐쇄 조치하고, 내년까지 유치원의 90%에 CCTV 설치를 확

육청별로 ‘학교폭력 현장 점검·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폭력 사

대하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지역 수사기관과 공조해 신

안에 대한 학교의 대응실태를 모니터링하고, 학교문화 개선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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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이버 폭력이나 언어 폭력의 근본적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옛말에 ‘철저성침(鐵杵成針)’이라는 말이 있다. 철 절구공이
로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부단히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학생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SNS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살

없다는 말이다. 교육부는 올 한 해 철저성침의 자세로 국민들이

징후,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을 통해 희망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자살 원인별 맞춤형 예방과 치유 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계획이다.

셋째,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

또, 올해는 교육부가 사회부총리로서 첫발을 내딛는 한 해

다. 고입과 대입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학교현장에

로, 교육-고용-복지-문화를 아우르는 사회부총리로서 부처

만연한 선행출제 풍토를 근절하고,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외국인

간 협력을 통해 정책 갈등을 조정하고, 새로운 행복패러다임

강사 채용 금지를 검토하는 등 학원비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

대학생에 대해서도 올해는 국고 3.9조 원과 대학자체장학금
3.1조 원을 확보하여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고, 대학
등록금도 동결기조를 유지하여 학비부담을 계속 낮추어 나갈
계획이다.

넷째,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다문화
학생들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해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과정을 신설하고, 모든 탈북학생에게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학
업중단 통계 예측모형을 개발·보급하여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
견하고,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 및 학업중단 다수 발생 고교에 대
한 진단·지원을 통해 학업중단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들이 계속 학습할 수 있도록
기숙형 위탁교육시설을 올해 15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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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교육 관련
주요 법률안의 쟁점과 처리 전망

글

•
정재룡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Ⅰ. 초·중등교육 분야

22.27%, 25% 등으로 인상하고 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 특별교부금 규모를 4%에서 2% 또는 3%로 축소하려
는 내용으로서 현재 모두 소위에 계류 중인데, 정부와 여당의 반

12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1)은 교부금의 전체 규모
를 확대하기 위해 내국세분 교부금의 비율을 20.27%에서 22%,

1) 정진후 의원/2012.11.5., 유성엽 의원/2012.11.6., 강은희 의원/2012.11.6., 박홍근 의
원/2012.11.12. 2012.11.19., 김상희 의원/2013.2.13., 2014.10.30., 김태년 의원/2013.6.4., 김윤덕
의원/2013.12.2., 백재현 의원/2014.1.28., 정부/2014.4.29., 김학용 의원/201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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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처리전망이 불투명하다.

문에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건의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2)과 교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9)은 학교와 교육

원 등의 교권보호법안3),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4), 교권보호법

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

안5),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6)은 교권침해 예방 교육, 피

를 호봉제로 하며, 정년을 보장하려는 등의 내용으로서 현재 소

해교원에 대한 상담 등 지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

위에 계류 중인데, 여당에서는 특별히 학교 비정규직만을 위한

영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현재 모두 소위에 계류 중인데,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야당에

교권보호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법률

서는 공공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기

의 개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기존 법률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학교분야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

개정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하므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7)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
률안8)은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에 포함하려는 내용으로서 현

7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10)과 2건의 교과용 도

재 둘 다 소위에 계류 중인데,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서에 관한 법률안11)은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을 위한 별도의

연간 2.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어 재정 부담 문제 때

위원회를 설치하고, 교과용 도서의 심의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
률에 직접 규정하며, 그 밖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등의 내용으로서, 현재
김영록 의원 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법률안은 모두 소위
에 계류 중인데, 현행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다. 김태년 의원 제정안의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정부조직법」상 교육부 장관의 권
한 중 상당수를 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하여 교육부 장관의 권한
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권한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

6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2) 현영희 의원/2012.7.9., 서상기 의원/2012.7.9., 정부/2013. 5. 23 · 3) 박인숙 의원/2012.7.9 · 4) 박성호 의원/2012.8.20 · 5) 박성호 의원/2012.8.20 · 6) 김상민 의원/2013.11.25 · 7) 박홍근
의원/2012. 8. 27 · 8) 김태년 의원/2012. 8. 29 · 9) 유기홍 의원/2012.10.23. · 10) 김동철 의원/2013. 3. 7, 이용섭 의원/2013. 7. 8, 박혜자 의원/2013. 7. 22, 윤관석 의원/2013. 7. 25, 박홍근 의
원/2014. 3. 14, 유은혜 의원/2014. 4. 16, 김태년 의원/2014. 8. 12 · 11) 김태년 의원/2014. 8. 12, 김영록 의원/201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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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해학생 선도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대한 재심기관

12)

이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와 지역대책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재심기구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
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기재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중간 삭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등의 내용으로서 현재 모두 소위에 계류 중
인데, 재심기구 일원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듯 보이나 일원
화 방법에 있어서 이견이 있다. 야당은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
생기록부에서 삭제하자는 입장이어서 학생기록부 기재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정부와 이견이 있어 소위 심의가 진행
되지 않고 있다.
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13)과 방과후학교 운영
에 관한 법률안14) 및 방과후 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안15)은 전국

3건의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16)은 화약류 및 가스 등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제조·저장시설,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에 대해서는 200미

근거가 없어 예산 및 지원기관 설치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 한

터를 초과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가 있으므로 방과후 학교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

사행성 시설에 대해 예외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를

방자치단체의 책무성, 수익자부담 원칙, 예산지원, 위탁에 관한

확대 적용하려는 내용으로서 현재 모두 소위에 계류 중인데, 유

사항,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학교운영위원회의 심

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사고대비물질의

의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모두 소위에 계류 중인데, 현행

종류가 다양하고 취급량도 다르기 때문에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만으로도 필요한 근거의 마련이 가능하다

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고 사행시설의 경우 특정 시설에 대해서만

는 입장과 별도의 개별법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있고 민간 위탁 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처리

용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전문위원과 교육부는 초·중등

전망이 불투명하다.

교육법의 개정만으로도 방과후 학교 운영 및 지원의 근거를 충분
히 마련할 수 있으므로 별도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

학생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17)은 학교 주변 각종 안전구역

장이다.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는 조항(위탁규정)에 대한 합의 가

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지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어린

12) 박인숙 의원/2012.11.27., 정진후 의원/2013.10.18., 박혜자 의원/2014.01.24., 김태년 의원/2013.06.10., 정진후 의원/2013.03.21., 박홍근 의원/2014.09.12. · 13) 이재영 의원/2012.6.20., 정
부/2012.8.31., 박인숙 의원/2012.11.28., 김상희 의원/2013.7.24. · 14) 박홍근 의원/2014.9.22. · 15) 김춘진 의원/2014.11.12. · 16) 우원식 의원/2012.11.2., 이명수 의원/2013.2.1., 황주홍 의
원/2013.11.21. · 17) 정부/20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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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교육 관련 주요 법률안의 쟁점과 처리 전망

정하려는 등의 내용으로서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공청회
가 필요한 상황이고, ① 대학 평가 기준 및 ② 잔여재산처분 특례
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대립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 정원 감축 시급, 자발적인 구
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사학 재단의 퇴로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야당은 ① 취업률, 학생 충원율 등을 중시하는 현재의 평가방식은
지방대와 인문·예체능학과에 매우 불리(인성교육이나 지역사회
기여 등이 평가대상에 포함될 필요)하며 ② 공적으로 출연한 재산
에 대해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한데, 대학 기본재산
은 등록금으로 조성된 경우가 많으므로 설립자에게 환원하는 것
이 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 식품안전구역)하고 학생안전지역 지

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원체계를 마련하며(관련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등), 학생안전지
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 학생안전지역의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19)은 산업수요 및 국가직무능력

려는 내용으로서, 아직 상정되지 않았으나 정부의 입안과정에서

표준에 따라 수업연한을 다양화(1년∼4년)하고 실무중심 대학원

관련부처인 행정자치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과 합의가

(산업기술명장대학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서 현

있었고 입법예고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4

재 소위에 계류 중인데, 법률안 내용 중 ①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관련 사항은 교육부에서 추진의사를 철회하였으며 ② 수업연한
을 다양화(1년∼4년)하는 사항은 교육부에서 추진을 희망하고 있

Ⅱ. 고등교육 분야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18)은 교육부 장관 소속으
로 대학 평가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

다. 2014년 12월 17일 소위 심의 때 몇몇 소위 위원들이 수업연한
을 다양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어 통과되지 못하였고, 대
교협의 반대가 있으나, 교육부에서 계속적으로 의원실에 설명하
고 있어 올해 중 처리가 예상된다.

장관은 대학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정원 감축, 재정지원 제
한, 대학폐쇄 명령 등 구조개혁 조치를 실시하며, 학교법인이 자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20)은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추

체계획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 처분 등에 관한 특례를 인

천한 총장 후보자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하

18) 김희정 의원/2014.4.30 · 19) 박창식 의원/2013.7.3 · 20) 박혜자 의원/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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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임용제청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려는 내용

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유사용어 혼용, 적용범위 모호, 인문학

으로서 아직 상정되지 않았는데, 국회에서 거부사유 미고지에 대

과 인문정신문화를 구분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자를 통

해 계속 지적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임용제청거부가 행정기관 상

합해 하나의 부처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두 개 부처가 공동

호 간의 내부적 의사결정과정이고 개인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다

주관하는 의견이나 양자를 각각 별도의 법률로 추진하는 방안도

는 이유로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제시되고 있다.

인문학 진흥 및 인문강좌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21), 인문사회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대학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과학진흥법안22), 인문정신문화진흥법안 등 3건의 법률안23)은 인

의 법정기준을 1% 미만으로 조정하여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활성

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추진과 이를 위한 매 5년 기본계획

화하려는 내용으로서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었고 여·야 쟁점이

의 수립,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

없으므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될 것으로 본다.

설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려
는 등의 내용으로서, 3건 중에서 앞의 두 건은 교육부를 소관으
로 하고 나머지 1건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으로 하고 있어 두

Ⅲ. 평생·직업교육 분야

부처가 대립하고 있다. 두 부처는 법률안의 제명을 인문학 및 인

진로교육법안25)은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설정하여 이

문정신문화 진흥법안으로 합의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대체로 합

를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진로교육 전담교사의 근거를 마련하며,

의에 이르고 있으나 소관 대립으로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인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운영하고,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하려는 등의 내용으로서 상정
이후 공청회도 실시되었는데, 4월 임시국회 때 처리가 예상된다.

3건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26)은 표준협약서
에 따른 실습 계약 체결의 의무화, 현장실습 근로시간 기준 및 야
간·휴일 현장실습 제한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내용
으로서 현재 소위에 계류 중인데, 교육부는 처리를 희망하지만,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학생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
는지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다.

21) 신계륜 의원/2013.11.8. · 22) 이명수 의원/2013.12.26. · 23) 김장실 의원/2013.12.31. · 24) 신성범 의원/2014.10.27. · 25) 김세연 의원/2013.1.10. · 26) 강은희 의원/2013.5.30., 김재연 의
원/2013.7.1., 정진후 의원/20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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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할

글

•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장

Ⅰ. 서론 :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의미

야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가 될 전망이다. ‘2015 세계교육포럼’은
1945년 세계인권선언을 시작으로 글로벌 교육진흥운동을 추진

2015년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 간 인천 송도에서 개최

한 유네스코의 지난 70여 년간의 활동을 총합 집대성한 것이라

되는 ‘2015 세계교육포럼(WEF 2015: World Education Forum

할 수 있다. 아울러 1990년 이후 유네스코가 주도하여 실행한 범

2015)’은 유네스코와 한국 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21세기 교육분

세계적 수준의 기초교육과 성인문해교육 보급사업으로서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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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를 위한 교육(EFA:Education for All)’의 성과를 평가하는 자

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본 행사와 부대행사로 구분하여 진행될

리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주최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새

예정이다. 대체로 본 행사는 전체 회의와 주제별 토론회, 분과회

로운 글로벌 교육협력 및 실천과제를 제안하는 무대로 국제사회

의, 고위급 세션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부대행사는 본

의 주목을 받고 있다.

행사 기간을 전후로 하여 사전행사 및 병렬행사로 이루어질 예
정이다. 특히 부대행사는 글로벌 NGO 포럼을 포함하는 소규모

한국 정부는, 금번 ‘2015 세계교육포럼’이 지난 2000년에 열

국제포럼, 국내외 교육 관련 연구기관들이 주도하는 합동 세미

린 세네갈 다카르회의 이후 15년 동안 진행되어 온 글로벌 교육

나 및 국제심포지엄, 상설 전시회, 인천지역 교육유관 사업장 방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글로벌 교육비전

문 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과 발전목표를 확정·출범시키는 시발점으로서, 또한 세계가 주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 등의 공동주최기구와 연계하여

목하는 교육 모범국이자 신흥 경제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이 해방

추진할 국제프로그램 및 글로벌 교육의제 등에 대해 소개, 검토

이후 지난 70년 동안 이룬 성과와 경험을 195개 유네스코 회원

하고자 한다.

국을 포함한 지구촌 사회에 알리고 공유하는 자리로, 교육부를
중심으로 지난 3년 이상 유네스코 파리 본부와 협력·연계하는
방식으로 차분히 준비를 해왔다.

Ⅱ. ‘2015 세계교육포럼’과
글로벌 교육협력

이번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는 지난 3년간 전 세계의 교육계
석학과 글로벌 협력 전문가, 경제계 및 정치계 거물들이 심도 있

1. 글로벌 교육의제 천명

게 논의하고 합의한 교육어젠다가 공식적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2015년 3월 현재 Post-2015 교육의제 및 실천강령이 여러 측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5 세계교육포럼’ 본 행사는 주로

면에서 최종 검토되고 있으며, 가급적이면 지구촌 모든 국가가

EFA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15년간 세계교육이 지향해야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할 의제를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2000년 다카르

2015 인천 행동강령은 2000년에 제안한 다카르 행동강령을 계

선언에서 제안한 내용 중에서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평가하

승하면서도 새로운 미래 글로벌 사회의 비전에 적합한 내용으로

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교육협력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쇄신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유관 국내 연구기관의 협

라고 할 수 있다. 인천 행사를 통해 확정될 Post-2015 교육의제

력 네트워크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유네스코본부 등

는 그 동안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기구들이 주로 검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제휴, 컨센서스를 도출해 가고 있다.

한 내용을 체계화할 것이다. 이를테면, 초등의무교육 이전의 유
아교육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교육을 지원할

이번 ‘2015 세계교육포럼’은 개막식을 포함하여 각급 수준의

수 있는 평생교육이념을 제안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기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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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초등 및 중등교육, 직업기술훈련, 고등교육, 교육재정, 교육

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선

정보화 등 다양한 교육분야 세부 영역을 심층 논의할 것이다.

진 공여국이 교육협력을 위해 선행해야 할 과제와 후발 신흥국
과의 선도적인 교육협력 전략도 검토될 것이다. 동시에 개발도

‘2015 세계교육포럼’ 본회의에서 다루게 될 논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매년 정례적으로 발간하는

상국이 교육혁신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발전전략 등도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할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교육현황 보고서’(Global Monitoring Report)의 핵
심 내용 등을 검토한다. 이 보고서는 유네스코가 추진한 EFA 성

다섯째, ‘Post-2015 인천송도 선언’의 향후 조치 등과 관련하

과를 검토하고, 글로벌 교육협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세계교육

여 전 세계 교육기구 및 교육계 전문가 사이에 치밀하면서도 협

실태를 객관적으로 소개한다. 이를 통해 교육분야의 개발협력을

력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는 주로 유네스코 ‘선도그룹 위원

추진하고, 글로벌 교육발전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

회(Steering Committee)’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개
발협력 구상, 그리고 세계시민교육 등의 쟁점을 2015년 9월 미

둘째, 교육분야 Post-2015 의제와 실천과제에 대해 구체적으
로 논의한다. 2014년 오만에서 열린 ‘선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국 뉴욕에서 열리는 ‘Post-2015 MDGs’ 전체 의제로 구축하기
위한 전략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머스캣 선언 방식으로 7대 교육혁신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
를 포괄적으로 계승·수용하는 절차를 거쳐 ‘2015 인천 세계교

이미 지난 2014년 12월 UN은 종합보고서 「2030년까지 가는

육선언’으로 확정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출구전략

숭고한 노정」을 통해 ‘Post-2015 개발의제(SDG: Sustainable

과 실천 강령 등을 확정, 공식 발표하게 된다.

Development Goals, 예비안)’를 제안하였다. 보고서 속의 SDGs
17개 목표 중의 네 번째 목표로서 ‘포괄적 교육과 평생학습의

셋째, 글로벌 교육발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모범 국가 사례로

기회 보장’이 교육분야 개발의제를 대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 한국교육의 과거 및 현재, 미래 비전 등에 대해 소개한다. 이는

‘Post-2015 인천 선언’을 통해 UN의 SDGs와 결합할 의제로서

특히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국가 발전을 위

‘세계시민교육’이 차지해야 할 역할과 위상을 자리매김해야 할

한 시금석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동시에 신흥 교육강국

것이다.

의 이미지를 살려 글로벌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세계 교육비전을
주도하는 측면에서 한국의 미래교육을 구상하고자 한다.

2.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전략

넷째, 인천 송도선언으로 공개할 ‘Post-2015 교육 어젠다’(가

세계시민교육은 글로벌 사회가 선도하는 시민의식과 역량을

칭)에 대한 실천전략과 추진 로드맵을 검토할 것이다. 이와 관련

발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유네스코는

하여 유네스코 및 세계은행, OECD 등의 국제기구는 총력 결집

한국 정부가 제안하고 UN이 발전시킨 글로벌 협력 차원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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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을 의식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세계시민교육
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글로벌 사회에서 선도하는 교육실천
개발전략으로 촉진시킬 예정이다.

앞으로 세계시민교육은 학교교육 영역을 넘어서서 국가 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통해 글로벌 의제로 정착될 수 있는 것에 초
점을 둘 것이다. ‘2015 세계교육포럼’은 Post-EFA 전략, 즉 모
든 이를 위한 교육이 최우선 과제로서 전제되며, 그에 따라 세계
시민의식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계시민
의식(Global Citizenship)’은 글로벌 지구촌에 대한 소속감과 인

하는 기관으로서 세계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반을 구

류를 향한 연대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므로 세계시민교육은

축하고자 한다. 즉, Post-2015 체제의 핵심 교육의제로서 세계

유네스코가 그간 주장해 온 ‘더불어 사는 교육(Learning to Live

시민교육의 후속 조치와 중장기 실천 로드맵 등에 공식적으로

Together)’, 그리고 ‘모두를 존중하는 교육(Teaching Respect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구체적으

for All)’을 핵심가치로 하고 있다.

로 학습자 연령대별로 세계시민교육의 주제 및 교육과정 편성
등을 구상하고, 세계시민교육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새로운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기본원리는 교육이 기본적인 인권

교육의제로 확정할 것이다.

이며, 인간의 자아실현을 통해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 성 평등,
지구환경, 책임 있는 시민의식 등을 포괄한다. 이는 글로벌 사

3. 한국교육의 글로벌 협력과 특별세션 구상 전략

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지 역량, 사회정서 역량, 신체 역량 등
을 포함하는 개인의 성장과 협동심, 배려, 동정, 끈기와 인내 등

2015년 5월 20일 한국 정부는 세계교육포럼 주관 개최국으로

의 감성 역량을 조화시킨다. 세계시민교육은 학생을 포함한 일

서 본회의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참석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국

반 시민이 인류 공동체를 포함하여 지구촌 사회에 대해 책임감

교육 특별세션을 운영하고자 한다. 당일 세션의 주제는 ‘교육을

과 참여의식을 강조하고, 초국가적인 사회운동을 진작하는 학습

통한 개발(Education Drives Development)’(안)으로서 한국의 경

공동체를 구상한다. 그러므로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체제에 대해

험을 바탕으로 교육과 국가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 세

의식하고, 글로벌 사고와 지역적인 실천을 연계하는 전략을 통

션이 특별히 주목을 받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으

해 세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자각과 참여의식을 강조한다.

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 압제로
부터 해방된 신생 독립국 중에서 21세기 이후 교육역량 개발을 통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은 ‘2015 세계교육포럼’을 전담

해 신흥 선진국으로 진입한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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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로 지난
60년 간 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와 국민의 교육열을 기반으로 개
발도상국 출신의 신흥 공여국으로 주목받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
고 있다. 특히 한국은 1990년대 이후 글로벌 사회가 요청하는
‘세계화’에 동참하면서 OECD 회원국으로서 글로벌 교육혁신의
기반을 다진 국가로 평가된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교육의 발
전이 없었다면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발전이 가능했겠는가 하
는 논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최빈국 및 개발도
상국들은 한국의 교육개발 사례를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하고 있
으며, 국제 수준의 각종 학업성취도(PISA, TIMSS) 성과 등으로
지난 1세기 이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 간의 노골적인 체제

인해 선진국 및 국제기구 등의 교육 관계자들도 벤치마킹 사례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육혁신 성공 사례를 제공하였

로 보고 있다.

다, 셋째, 21세기 이후 수원국의 입장을 벗어나서 다른 개발도상
국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교육분야 모범 선진국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특별세션 발표회는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교육
의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며, 향후 글로벌 미래 교육전략을 선도

사실상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 민족 분쟁 및 체제 위기 상황의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은 특별

교육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세션에 들어갈 한국교육의 성과 및 미래 전망에 대한 세부 내용

신생 독립국가가 체험할 수 있는 교육발전과정을 선도적으로 실

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과 경제, 국제개발협력 등의 글로벌 핵심

천한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은 독일과 일본이

의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션 구성을

무장해제상태에서 맞이한 미군정의 교육개혁 추진사례도 공유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교육특성을 강조하

하였으며, 미소 냉전 이데올로기 대립을 근간으로 하는 내전 체

면서도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결합한 글로벌 미

험에서 전시 교육체제도 구축한 바가 있다. 특히 1954년 이후 초

래 교육혁신을 제안할 것이다.

등의무교육을 완성하기 위한 국가교육개혁을 기반으로 하여 국
가가 선도하는 각종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바가 있다.
이런 모든 성과는 곧바로 국가경제 발전과 연결되면서 한국이
선진경제화 사회에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국의 전통교

Ⅲ. 부
 대 행사를 통한
한국교육의 발전경험 공유전략

육문화 성과가 OECD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가 관심을 보이
는 ‘교육열’ 이슈로 정착된 것도 이에서 비롯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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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계교육포럼’은 전체회의 이외에도 6개 세션에 걸친

SPECIAL REPORT

주제별 토론과 20개 세션의 분과회의가 본회의 일정으로 구성

‘양질의 교육 : 창의성, 역량, 혁신’ 구현을 위한 정책 대화”를 통

된다. 그 중에서 주제별 토론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EFA)과 연

해 글로벌 미래 교육전망을 제안할 것이다. 이 포럼은 주요 국

계된 폭넓은 교육쟁점을 논의할 것이다. 주제별 토론은 교육의

제기구인 유네스코, 세계은행, OECD 등의 핵심 교육계 인사가

형평성과 양성 평등, 갈등과 위기 상황의 교육, 교육재정, 교수-

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하여 한국의 교육계 전문가와 글로벌 교

학습, 변화를 위한 교육 등으로 구성될 것이다. 특히 여성의 교

육혁신을 논의할 것이다. 특히 이 국제포럼이 주목받는 이유는

육지원과 관련된 성 평등교육, 소수자 및 분쟁 지역 등의 교육재

2014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국-세계은행 교육혁신 심포지엄’

건, 평생교육 이념에 바탕을 두는 양질의 교수-학습전략 등이

에서 제안한 창의역량 구축 교육혁신 전략을 전 세계에 구체적

핵심 개선전략으로 부각될 것이다. 또한 20개 분과회의 중에서

으로 소개·전파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점에 있다. 이는 한국의

10개는 기존 EFA 교육의제와 지표 달성을 검토하며, 나머지 10

창의적인 교육혁신 전략이 국제기구 등을 통해 선진국을 포함한

개 세션은 이후 2030년까지 실천할 행동강령에 대해 점검할 것

글로벌 사회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다.
그 외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
그리고 한국 정부는 2011년 부산 세계원조총회 교육분과 행사

총, 육아정책연구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장학재단, 유네스

및 2012년 APEC 경주교육장관회의 등 글로벌 교육사업 등을 추

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이 사

진한 바 있다. 당시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부 등과 함께 국제행

전 국제포럼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주로 유아교육, 평

사를 주관하는 방식으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과 노하우를 축

생교육, 고등교육, 학습평가, 직업교육훈련, 청소년 역량개발, 세

적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2015년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

계시민교육, 인성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의 글로벌 공유전

지 인천 세계교육포럼의 사전 행사 성격으로서의 국제포럼과 전

략을 제안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의 교육혁신 사례를 검토·공

시회, 기관방문행사 등을 구상·실천하는 전문기관 역할을 하고

유함으로써 이같은 논의 내용이 향후 2030년까지 세계 교육발전

있다. 이와 같은 부대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네스

전략을 설정하는 원천기술로 작용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은 ‘2015

코와 한국 정부는 이미 2014년 9월부터 인천광역시, 인천시교육

년 세계교육포럼’을 통해 글로벌 교육혁신 실천과제를 완성하고

청, 한국교육개발원 등과 상호 양해각서 체결 방식으로 협력체

이를 전 세계에 전파·보급하는 유네스코 세계교육전략과 공조

제를 구축하였다.

해야 할 것이다. 이번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를 통해 그 동안 축
적해온 한국교육의 노하우를 글로벌 사회에 헌사하고, 국제사회

국제포럼은 유네스코가 NGO 포럼을 별도 사전 행사로 준비
하고 있으며, 한국은 교육 관련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포럼 의제

가 2030년까지 추진하는 Post-EFA 전략을 선도할 수 있는 교육
모범국의 위상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및 한국교육 특별세션과 연계하는 다양한 국제포럼을 준비할 것
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사전 국제포럼 주제로서 “모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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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

글

•
윤석만
중앙일보 기자·중앙인성교육연구소 사무국장·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자문위원

Ⅰ. 낮은 시민의식, 부실한 시민교육

도다. 초·중·고교에선 사회시간에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이론
식 수업 외엔 제대로 된 시민교육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학교에
선 시민교육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나마 대학에선 경희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7년 4개국 초등생 2,349명을 조사

가 3학점 필수과목으로 시민교육을 교양으로 가르치고 있는 정

한 바에 따르면 ‘교실에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규칙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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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 실천한다.’에 답변한 한국 학생은 18.4%에 불과했다. 프랑

Ⅱ. 프랑스의 시민교육

스(63%), 영국(54.3%)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교실에서 타인을
이해·존중하는 걸 배우고 실천한다.’는 질문에도 한국(15.9%)

학교마다 조금씩 상황은 다르지만 프랑스에선 수업은 물론 학

은 프랑스·영국(60%)의 4분의 1밖에 안 됐고 일본(28.7%)과도

교생활에 대한 거의 모든 부분을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 어떤 학

차이가 컸다.

교들은 생활규칙도 학생들끼리 토론으로 결정한다. 이중 핵심적
인 것을 뽑아 학부모의 사인을 받고 학교 전체 교칙으로 정한다.

이처럼 어릴 적부터 시민의식을 기르지 못하다 보니 성년이

토론으로 교칙을 정할 만큼 학생의 자율성이 존중되지만 그에

되어서도 치러야할 비용이 많다.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신

따르는 책임은 막중하다. 교칙을 두 번 어기면 부모님을 모셔 와

뢰와 규범 등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낮아 발생하는 갈등비용을

야 하고 같은 이유로 세 번 어기면 퇴학이다.

추산해 보니 연 82조∼246조원에 달했다. 그만큼 우리는 시민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 때문에 시민의식의 수준은
매우 낮다.

프랑스는 1985년 초·중학교에 ‘시민교육(Education Civique)’
을 의무화 했다. 1999년부터 고등학교에서도 ‘시민·법률·사회
교육(Education Civique Juridique & Sociale)’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해외 선진사례

시민교육을 하고 있다. 1882년 초등교과에 「시민·도덕교육」과

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문화가 다른 선

목이 도입됐다가 1960년대 이후 사라진 것을 1885년 다시 되살

진국의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식할 순 없지만 수십 년 또는 백

린 것이다.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육체제를 다듬어온 그들의 시민교육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겪어야 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프랑스에서 시민교육의 역사는 깊다. 19세기 이후 건전한 시
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큰 목표였다. 민주주의를 확실
히 뿌리내림으로써 구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

<표 1> 시민의식 안 가르치는 한국교육

(단위: %)

설문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교실에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규칙을 배우고 실천한다

18.4

20

54.3

63

교실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한다

15.9

28.7

60

60

나는 교실에서 공부할 때 행복하다

20.8

20.9

42.5

53

※	2007년 한국·일본·영국·프랑스 등 4개국 초등학생 2,3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에서 각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학생의 비율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다. 1960년대 이후 잠시 사라졌던 것은 시민교육이 지배층의 이
데올로기를 확산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학
교폭력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자 다시 필수로 지정됐다.

프랑스 시민교육 교과서는 프랑스 공화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질문과 토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구성돼 있
다. 자유, 연대, 인권, 노동, 공동선 등이 주요 가치다. ‘시민교육’
시간엔 역사적 사건과 다양한 사회 이슈를 놓고 토론한다.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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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구체적인 사례와 사진, 그래픽 등이 많고 각 주제마다 학생
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질문들이 제시돼 있다.

프랑스 시민교육 관련 연구를 진행한 정현이 교사는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중요한 가치들을 모두 질문
과 답변, 토론의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이 배우는 ‘시민교육’ 교과서 ‘자유’

가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단원에는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그림이 제시돼 있다.
그 밑에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인물의 행동을 찾고 무엇이
잘못인지 생각하도록 했다. 교실에서 떠들거나 놀이터에서 놀이

Ⅲ. 독일의 시민교육

기구를 독점하는 등 구체적 상황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자연스런
토론을 유도하는 교육방식이다.

이웃나라 독일도 시민교육 선진국이다. 독일과 한국 시민들의
가장 큰 차이는 ‘관심과 참여’다. 독일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국

예를 들어 아띠에(Hatier) 출판사에서 만든 초등학교 고학년

가의 구조부터 인권이나 노동과 같은 내용을 배운다. 노동현장

수준 시민교육 교과서를 살펴보면 ‘모든 사람은 자유롭다’ 주제

에 직접 가는 현장체험 학습이나 토론도 활발하다. 각 정당의 정

아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자신의

치이념이나 지지율,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치고

자유가 충돌할 때 고려해야 할 것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 ‘연대’

토론한다. 그러다 보니 어린 친구들도 정치와 사회를 생활의 일

라는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프랑스에 존재하는 빈곤의 다른 형

부로 여기게 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 학생들에

태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런 불행에 이르게 한 원인은 무엇

게 정당이나 정치, 노동 현안에 대해 가르치는 걸 터부시 여기는

인가?’, ‘우리가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이 차

우리와는 다른 모습이다.

례로 제시된다.
이 같은 독일의 시민교육은 현지에선 ‘정치교육(Politische
프랑스의 아셰트(Hachette) 출판사가 낸 초등 시민교육 교

Bildung)’이라고 불린다. 이 교육은 1976년 제정된 ‘보이텔스바

과서의 일부를 보면 ‘프랑스 시민되기’라는 대주제 아래 ‘어떻

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의 원칙 아래 진행된다. 그 내

게 시민들은 그들의 일상에 참여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구해

용은 △교화나 주입식 교육을 금지한다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

보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교과서 곳곳에 ‘우리는 이런 도로

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역시 논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학생은

에서의 군중의 모임을 뭐라고 부르는가’, ‘사람들은 왜 모였는

어떤 정치적 상황과 그 자신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

가’와 같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고 또한 그에 따라 당면한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

제시돼 있다. 다양한 발문을 통해 교사는 학생들의 토론을 유

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하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펼치며 시민의 덕목
을 길러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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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으며 교육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
했고 국가권력을 경계할 수 있는 깨어 있는 시민의 중요성을 크
게 느꼈다. 성숙한 시민 육성이 독일 재건을 위한 가장 필요한
전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처럼 시민교육을 명칭으로 한 교과목이나 교과
서가 따로 있진 않다. 보통 중등학교 과정에서 시민교육을 하는
데 주로 사회시간에 수업이 이뤄진다. 앞서 설명한 대로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민주주의와 정치질서, 인간의 존엄성, 개인적 자유 등을 구체

철학을 갖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과서 역시 교사가 직접 가르

적으로 학습한다. 또 독일 시민교육의 큰 특징은 ‘평생교육’ 형

치도록 설계돼 있지 않고 학생들이 주제와 관련해 관심 분야를

식으로 꾸준히 이뤄진다는 점이다. 학교 밖에서는 연방정치교

정하고 자발적으로 팀을 만들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짜여 있다.

육센터(Bundeszentrale fur politische Bildung)와 지방정치

수업시간에서의 토론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주제와 관련해 설

교육센터(Landeszentrale fur politische Bildung), 시민대학

문조사나 캠페인, 인터뷰 등을 통해 보고서나 신문 등 결과물을

(Volkshochschule) 등을 통해 시민교육이 이뤄진다.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한다.

특히 각 지역마다 산재해 있는 정치교육센터는 성인을 대상으
로 한 평생교육의 장이다. 도시마다 있는 교육센터에서 언어, 인

Ⅳ. 영국의 시민교육

문학, 민주주의와 시민 등에 대한 다양한 강의를 듣는다. 이규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독일 시민교육은 간단히 말해 민주

영국의 경우도 2002년부터 중등학교(Secondary Schools)

주의를 강화하고 확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온 국민을 대상으로

에서는 필수교과로, 초등학교(Primary Schools)에서는 선택

평생교육을 한다”며 “인권과 같은 민주주의와 관련된 가치들을

교과로 시민교육이 포함됐다. 중등학교에서는 시민교육(civic

시민교육의 범주 내에 다 포함시키고 실생활에서도 녹아들 수

education)이라는 교과서를 통해 법적·인간적 권리와 사회적

있도록 제도화 돼 있다”고 설명했다.

책임감, 다양성과 상호 존중의 필요성 등을 가르친다. 또 의회제
도와 정부형태, 선거를 통한 참여의 중요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처럼 독일이 시민교육에 앞장선 이유는 온 국민이 2차 세계

영국에서 학생들은 특정 정당의 정책과 이념을 놓고 토론한

대전 이후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했기 때문이다. 나치즘을

다. 토론이 입시 수단처럼 여겨지는 한국과 달리 영국에서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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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OECD 사회자본지수

우 당연한 일상이다. 영국은 지역사회·지방정부가 주축이 돼
2000년대 초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시민의식을 조사하고 있다.
자원봉사 경험, 지역 이슈에 대한 참여 등 광범위한 의식조사를
통해 시민의식을 진단하고 이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데
반영한다.

Ⅴ.	2015년 교육 화두는 시민·인성 교육

(2012년 기준, 10점이 만점)

순위

국가

지수

1

노르웨이

6.66

2

뉴질랜드

6.54

3

스웨덴

6.53

14

영국

6.16

15

독일

6.06

17

미국

5.94

18

프랑스

5.66

23

일본

5.4

25

폴란드

5.31

27

멕시코

5.14

29

한국

5.07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해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참여·배려·신뢰 등 3개 지표로 OECD 32개국 시민 조사, 평균은 5.8점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의 제1조

정부가 그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인성교육이다.

(목적)에 명시된 말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의화 국회의장
은 “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들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선진국가의

둘째는 유네스코가 주최하는 ‘2015 세계교육포럼’이 한국에서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출석의원 199명 전원의 만

열린다. 큰 주제는 유네스코가 정하게 되지만 한국은 2개의 세

장일치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을 의무로

션에서 개최국으로서 의제를 제시한다. 하나는 교육을 통한 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안이다.

국의 발전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고 둘은 ‘세계시민교육’이다. 이
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 두바이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은 우리 교육에 큰 의미를 갖는다. 지

열린 거버넌트 서밋에서 기조 연설한 내용과 맥락이 같다.

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밑바탕을 이루는 근본 철학을
성찰하게 만들었다. 물질적 성장 이면에 가려진 정신적 성숙의

결론적으로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은 우리 교육의 중요한 화두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을

다. 앞서 인성교육진흥법의 목적에서 밝힌 것처럼 인성교육은

양성하는 시민교육은 우리 교육의 나아갈 가장 중요한 방향이

바른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다. 그 중에서도 시민교육은 사회

됐다.

공동체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갖춰야할 핵심역량에 집중한
다. 이처럼 시민교육은 우리 교육이 가장 신경써야 할 분야이고

특히 올 5월은 우리 교육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국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꼭 필요하다. 글로벌 선

내외적으로 교육계의 큰 두 개의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먼저 국

진국가로 발돋움하려는 2015년 대한민국에서 시민교육의 초석

내적으론 김영삼정부가 내세웠던 5·31 교육개혁이 20주년이

이 잘 다져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된다. 경쟁과 자율, 국제화 등이 핵심 기치였던 5·31의 공과를
따지고 향후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갈 교육철학을 제시한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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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Post-2015’ 교육분야
의제 분석과 향후 전망

1)

글

•
김진희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 연구위원

Ⅰ.	변화하는 국제사회와
Post-2015 교육의제의 중요성

1. Post-2015 교육의제란 무엇인가
지금 국제사회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와 ‘모든 이를 위한 교육목표(Education For
All Goals, 이하 EFA goals)’가 만료되는 2015년을 맞이하면서,

1) 이글은 저자가 집필한 ‘Post-2015 글로벌 교육의제 동향 분석’의 일부를 활용하여 집필
하였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2015년 이후 전 세계의 개발의제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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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

교육분야 최대 규모 국제회의가 열린다. 즉 2000년 세네갈 다카

가운데 교육은 다른 개발의제들보다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르 이후 15년 만에 개최되는 역사적인 교육 국제회의인 ‘2015 세

2012년 UN은 다른 여타의 개발목표들보다도 ‘교육이 최우선이

계교육포럼(2015 World Education Forum)’이 한국에서 개최되

다(Education First Initiative)’라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으며,

는 것이다. 2015년 5월(5.19~22) 인천에서 개최될 세계교육포럼

그 선상에서 교육은 국제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기폭제로서의 입

에서는 국제사회가 앞으로 15년간 추진할 새로운 글로벌 교육의

지를 다져오고 있다(World Bank, 2013; 김진희, 2014). 그런 점

제가 선언되고, 보다 혁신적인 교육지표와 교육목표 실행을 위

에서 Post-2015 교육의제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2015년부터

한 행동강령(framework for action)이 제시될 예정이다. 세계교

2030년까지 국제사회의 교육발전 방향의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육포럼은 우리나라가 교육분야에서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

비전을 수립하고, 유·초등교육부터 평생학습을 아우르는 세부

고, 글로벌 커뮤니티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공동협력을 추진해

적인 교육의제를 국제사회의 달성목표로 설정하는 중추적 좌표

나갈 획기적인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라 할 수 있다. 이에 글로벌 교육의제의 최신 동향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한국교육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전

동 포럼은 ‘모두를 위한 교육권’을 강조한 세계적인 기초교육

세계의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면서 국제사회의 교육발전에 기여

운동인 EFA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2015년 이후에 전개되는

하는데 중요한 지점이다.

21세기의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
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역사적 이정표가

2.	Post-2015 교육의제와
한국에서 개최되는 ‘2015 세계교육포럼’

될 교육분야 최대의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한국은 교육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다양한 글로벌 협의체들과 소통하면서 전 세
계의 교육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중요한 시

이러한 가운데 Post-2015 교육의제가 국제적으로 제안되는

점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교육포럼 개최를 준비하면서 글로벌
교육의제가 논의되는 Post-EFA 유관 국제 교육회의에 참석하
면서 교육의제를 상정하고 협의하는 UN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왔다. 특히 세계교육포럼 개최국가의 포지션을 활용하
여, 2013년부터 EFA 운영위원회(EFA SC)에 공식 의석을 확보
하였고, 2015년 이후 개발의제를 비롯한 미래교육 의제 설정의
주도국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글로벌 교육의제에 대한 보다 각별한 책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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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Post-2015 교육의제의
흐름과 주요 내용
1.	‘Post-EFA 중심 교육의제’와 ‘Post-2015 SDG
개발의제 내의 교육의제’: 구도와 흐름
2012년도부터 Post-2015 교육의제의 내용과 담론을 분석해
온 필자입장에서는 Post-2015 교육의제를 둘러싼 환경이 급속
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불과 1년 만에 국제사회는 그
동안 잡히지 않던 포괄적인 교육목표(overarching goal)를 설
정하고 다양한 국제회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 가고 있으며, 세
[그림 1] Post-2015 교육의제가 제안될 세계교육포럼 UNESCO 웹사이트

을 대내외적으로 부여받고 있다. 인천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교
육포럼이 단순 행사 차원의 성공적 개최라는 성과에 머무는 것
이 아니라, 세계교육포럼에서 창출된 글로벌 교육의제 관련 유
무형의 자원과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교육의제를 실행하기 위한
후속 프로그램 마련 등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듯 앞으로 세
계교육포럼 개최 이후부터는 국내에서 이러한 관련 논의와 산출
물을 수렴·확산하기 위한 내실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실천력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구현해 가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
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글로벌 교육 추진 역량에 대한 지식정
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실질적인 교육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
으로써 다양한 실행 조직에서 우리나라의 맥락에 맞추어 글로벌
교육의제를 추진하는 큰 그림이 유기적으로 그려져야 할 것이
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Post-2015 교
육의제의 흐름과 전망을 살펴보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부적인 교육영역별 목표(targets)도 국제적인 협의과정을 거치
면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김진희, 2014). 여기서 중요한 것은
Post-2015 교육의제가 단순히 하나의 지류로 이해할 것이 아니
라 크게 두 가지의 양대 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
다. 그 첫 번째 축은 2015년에 종료되는 EFA를 이어받는 PostEFA 중심의 교육의제이며, 나머지 하나의 축은 2015년에 만료
되는 MDGs 이후의 Post-2015 개발의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지
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내에서 다루는 교육의제이다.
오늘날 UN 체제에서 글로벌 교육의제 설정을 주도적으로 이
끌고 있는 국제기구는 UNESCO이다. UNESCO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모두를 위한 교육(EFA)이 달성되는 2015
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15년 동안(2015∼2030)의
교육의제를 형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의과정을 전개해 오고 있
다. 한편 UN을 필두로 하여, 2001년 수립되어 2015년 종료되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이어갈 차세대 글로벌 개발목표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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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교육

유엔 ‘Post-2015’ 교육분야 의제 분석과 향후 전망

령으로 비판을 받아 왔지만, 2015년에 선언될 글로벌 교육의제
Post-2015 글로벌 교육의제

는 UN이 2012년에 발표한 교육우선구상사업(GEFI)으로 인해서
대외적인 담론의 힘은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구체적인 교육

Post-EFA (EFA 거버넌스)

Post-2015 SDG (OWG 거버넌스)

지표 설정과 행동강령(frame for action) 구축에서 보다 체계적
[그림 2] Post-2015 글로벌 교육의제 분석 단위

인 분석과 실행구조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보자
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환경이 변화한 것 만큼이나 앞

정하는 과정에 있어 개발의제 중의 하나로서 교육의제도 새롭게

으로 구성해 갈 새로운 15년 즉, 2015년부터 2030년까지 글로벌

설정되고 있다. 이러한 두 개의 기둥은 2015년 이후에 국제사회

교육의제를 둘러싼 환경과 구조는 더욱 복합다층적일 것이라고

가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세부적인 교육발전목표로서 설정한 교

예측할 수 있다.

육의제를 광의적 차원에서 담고 있는 것이다.
<표 1> 2000년과 2015년 교육의제 형성 비교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 어떠한 거버넌스 체제나 플랫폼이 글

EFA(2000)

로벌 교육의제를 이끌게 될 것인지는 미정이지만(King, 2014),
Post-2015 교육의제의 다면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이러

·거시목표가 제시되지 않음

·모든 세부 교육목표를 아우르는
포괄적 목표 제시
·학교교육을 넘어서 평생학습
차원의 접근 최초로 제시

·기초교육 중시

·기초교육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과
평생학습으로 확장

대상

·여성과 장애인에 준하는 소외집단
·취약계층에 대한 모호한 접근

·구체적 대상(target) 설정
예) 취약계층의 구체화: 장애인,
토착민, 난민, 최빈국의
중도탈락 아동 등

지표

·Global Monitoring Report 중심
·취학률, 문해율 등 양적 지표 중심
예) Gross pre-primary
enrolment ratio(%),
Pupil-teacher ratio(%) 등

·새로운 교육의제에 대응하는
구체적 지표(indicator) 개발 중
예) 학습성과 측정지표,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지표,
교육의 질적 지표

주체 및
유관기관

·교육중심 주체들(agency)

·다자간 협의체(국가, 시민사회,
기업 등)
·양자채널
·다자간 채널

NGO 역할

·EFA 운영위원회에 실질적 참여
·참여와 기여를 해왔으나 미미했음 ·부의장 의석 확보를 통한 영향력
행사

포괄적 목표

한 구분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Post-EFA 중심 교육의제는 매우 중요하다.
2015년 이후 국제사회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의제

교육의제가 될 Post-EFA 중심의 교육의제는 2000년도에 제
안된 교육의제와 차이가 있다. 즉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서
선언된 교육의제와 2015년 한국 인천에서 선언될 교육의제의
형성과정과 초점이 상이하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
가 있다. 다음의 표는 포괄적 목표 설정, 교육의제, 지표, 대상
등 다양한 분석준거를 통해 2000년의 교육의제와 2015년에 영
향을 발휘한 교육의제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집약적으
로 설명하고 있다.

그 동안의 글로벌 교육의제는 거창한 목표나 선언적 지향성으
로 인해 논리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의제 설정과 느슨한 행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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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FA(2015)

개발의제로서
·기본권, 인권으로서의 교육 의제
교육 위치

·기본권에 그치지 않고, 다른
개발의제보다 우선적 담론 확보
예) 교육우선구상사업(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2012)
김진희 외(2014: 21-22)

WORLD EDUCATION

<표 2> 최종 확정 SDGs 17개 목표

또 하나의 축인 Post-2015 SDGs 중심 교육의제는 「UN 지속

목표 1

빈곤퇴치

목표 2

지속가능한 농업, 식량 안보, 영양

가능발전회의(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또

목표 3

보건 증진

는 2013 Rio+20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설치된 지속가능발전

목표 4

포괄적/공평한 교육 및 평생교육

목표 5

성 평등, 여성 역량 강화

목표 공개실무그룹(SDG OWG)이 주도하는 개발의제로서, 2015

목표 6

물과 위생의 이용과 지속적 관리

년 만료되는 MDGs 이후의 Post-2015 개발의제를 지속가능발
전목표(SDGs)에 맞추어 설정한 총 17개의 SDGs 개발의제 안에
들어간 교육의제를 말한다. SDGs 의제는 UN 회원국뿐만 아니
라,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대표 등이 참여하여 합의문을 제출했으
며 총 17개의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되
었다. 여기서 교육은 17개의 최종 목표 중에서 4번째 목표 즉,‘포
괄적이고 공평한 교육제공 및 평생학습 장려’로 설정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종전에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목표 7

적정가격의 지속가능 에너지

목표 8

포과절/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 고용, 양질의 일자리

목표 9

인프라 구축, 포괄적/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혁신 조성

목표 10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불평등 감소

목표 11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목표 13

기후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목표 14

해양과 해양지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

목표 15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목표 16

평화적 사회, 법의 지배, 효과적인 제도

목표 17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실행수단의 강화
출처: 강선주(2014:6)

국제사회의 개발의제의 등뼈를 담당했던 MDGs를 계승할지 아
니면, MDG + SDG가 될지, 나아가 SDG 지붕 아래서 MDG를
포함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2015년 1월 현재 시점

EFA 중심의 교육의제와 SDG OWG 중심의 교육논의 동향

에서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개발의제 내에서 논의된 교육의제는

은 일정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글로벌 교육의

SDG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SDGs가 제안한 2015 개

제를 다루어 온 주요 논의와 문건의 기본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발의제가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영향력을 가질 것인지는 여러

중요하다.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가지는 유관 문건들에서 교육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거시

은 두 개의 차원으로 혼용하면서 인식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적인 Post-2015 체제에서 ‘교육’ 의제가 독립적으로 설정되고 협

살펴본 Post-2015 글로벌 교육의제는 “사회과학적이며 교육문

의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즉 글로벌 교육의제는 EFA

제에 대한 페다고지적 관점과 범주(scientific and pedagogical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SDGs 채널에서도 국제사회의 관심 주제

criteria)”에 따르는 입장과, 전 세계의 정치적 결단을 요청하며

이며 교육목표가 중요한 글로벌 정책의 고려 대상이라는 점을

각국 수장들에게 채택되어야 하는 “외교적인(diplomatic)”관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Post-2015 체제에
서 말하는 교육의 본질적 목표가 무엇인지가 혼재되어 있다. 인

2.	‘Post-EFA 중심 교육의제’와 ‘Post-2015 SDG
개발의제 내의 교육의제’: 내용 윤곽

간의 잠재성을 발현하고 모두가 다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육인
가, 아니면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도구적 차원에서의 교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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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Post-2015’ 교육분야 의제 분석과 향후 전망

에 대해서는 오랜 논쟁이 있어왔다(김진희 외, 2014: 13-15 ;

이러한 글로벌 교육의제는 교육의제의 외연과 의제설정의 내

Sinclair, M, 2008). 외연적으로 보자면 SDGs 거버넌스인 OWG

적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 형평성, 포용성, 그

에서는 후자가 더욱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교육담론의 실제 집

리고 평생학습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행과 수행적 측면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의제로서 교육

World Bank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EFA를 담당하는 각 국가대

의 역할론과 특수성을 고려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표들은 Post-2015 교육의제에서 ‘교육’ 그 자체뿐만 아니라 ‘학

동안 교육론자들이 주도해 온 EFA 거버넌스에서는 국제사회 교

습’을 강조하면서 ‘Learning for All’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개

육 담론이 지나치게 정의와 기본 개념을 생략하면서, 다양한 주

별 학습자의 학습활동과 학습성과의 중요성을 주목하였다. 더

체들에게 상이하게 해석되는 문제가 간과된 측면이 있다. 예컨

욱이 EFA 교육의제와 SDGs 교육의제를 다루는 양 거버넌스 모

대 Post-2015 교육의제 상정이 유력하게 예상되는 세계시민

두가 소수자의 권리 강화와 교육의 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

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도 수십 개의 해석과 실천

명하다. 여기서 교육은 미시적으로 학령기 교육에 한정된 것이

이 가능한 것은 이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문건

아니라, 평생학습을 통한 인간개발과 인간 삶의 존엄성(human

에서만 동어반복식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학계의

dignity)의 문제를 근저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제 측면을 고려하여, 현재 윤곽이 드러난
Post-2015 교육의제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합의된 포괄적인 교
육의제의 목표와 세부 교육목표를 이해할 수 있다.
<표 3> EFA 교육의제와 SDG 교육의제 비교분석표
EFA 교육의제

목표

·1개 포괄적 목표(overarching goal)
·7개 세부목표(agendas)
·outcome 목표(1~5) 및 input 목표
(6~7)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세부목표 1번)
·초·중등교육(세부목표 2번)
·문해력 및 수리력(세부목표 3번)
교육
·후기 중등·고등·직업교육
세부 목표
(세부목표 4번)
영역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세부목표 5번)
·교원확보(세부목표 6번)
·교육재정(세부목표 7번)

SDG 교육의제
·17개 포괄적 목표(goals)
·169개 세부목표(targets)
·주제목표(4.1~4.7) 및 실행목표
(4.a~4.c)
·초·중등교육(4.1)
·영·유아 개발 , 보육 및 교육(4.2)
·고등교육(4.3)
·직업교육(4.4)
·취약계층 교육(4.5)
·문해력 및 수리력(4.6)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문화다양성(4.7)
·교육 환경 및 시설(4.a)
·개도국 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4.b)
·개도국 교사 훈련 및 공급 확대(4.c)

영향력

·주로 교육커뮤니티

·MDGs를 둘러싼 경제, 사회, 환경
주체

활동
시기

·2012년 이후 본격화

·2013년 1월 설치되어 2014년 7월
종료
김진희 외(2014: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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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Post-2015 교육의제
향후 전망과 시사점
UNESCO를 필두로 하는 국제사회 교육계가 제안할 Post2015 교육의제는 다가오는 5월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교육포럼
에서 선언될 예정이며, 2015년 9월 UN 총회를 통해 최종적으
로 승인될 전망이다. 향후 ‘교육의제’와 ‘개발의제 내의 교육의제’
의 관계 설정에 대한 협의와 논의가 남아 있으며, 글로벌 교육
의제의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frame for action)을 어떤 방식으
로 수렴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의 쟁점도 남아 있다. 선진국과 개
도국의 관점이 상이하고 그 내부에서도 지역별, 주체별로 선호
하고 지지하는 의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Post-2015 교육의제의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수립도 숙제로 남아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세계교육포럼을 개최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WORLD EDUCATION

Post-2015 교육의제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한국적 맥락

지를 끌어올리고 내실 있는 관련 사업의 발굴에 힘을 기울여야

에 적합한 방식으로 글로벌 교육의제를 활용할 것인지 비판적

한다. 사업발굴을 위해서는 정책대응을 위한 임시방편식의 단기

성찰에 입각한 기초연구와 실천적 토대 구축이 필요하다. 글로

프로젝트를 지양하고, 반드시 관련 연구에 기반을 둔 중장기적

벌 교육의제가 국제기구에서 선언하는 화려한 수사(rhetoric)나

인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선언문에 머무르지 않도록 국가와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교육
의제의 실천은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울러, 세계교육포럼을 주도해온 교육계는 다양한 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

그동안 우리 정부는 Post-2015 글로벌 교육의제에 전략적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계교육포럼을 유치한 경험과 노하우를

으로 대응하기 위해 EFA 운영위원회를 주요 플랫폼으로 삼으

축적하여 글로벌 교육의제에 대한 내용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적극

면서 글로벌 교육의제 참여과정에 있어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

적이고 일관적인 교육외교활동을 진작할 수 있는 실천적 측면의

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다. 흡사 과거에는 선진문물을 학습하

교육전문성의 외연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한국대표단이 신사유람단처럼
참여했다면, 2015 세계교육포럼이라는 이정표를 맞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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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주요국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글

•
김미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실 실장

Ⅰ. 서론

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위한 대학 운영체제를
개선할 뿐 아니라, 고등교육기관 사이의 기능과 역할 및 발전방

향후 고등교육 수급 전망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반값 등록금

향을 정립하여 이에 따른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선순환

도입 등과 같은 국민 혈세가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이 되어서는

고등교육 학습생태계를 조성하여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안 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교육역량 강화를 통한 창

위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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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말하는 대학 구조개혁이란 2014년 이후 대학 입학

최근 등록금 인상과 학자금 대출, 취업난 등이 사회문제로 대

자원 규모 및 2025년 이후 학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23

두되면서 대학교육의 책무성과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학년도까지 16만 명을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조개혁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990년 이후 국공립 대학들의 등록

간(2014년~2022년)을 3주기로 나누어 각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금 수입은 두 배 이상 꾸준히 증가한 반면, 4년제 대학 대학생들

평가하고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대해

의 58%만이 학위를 수료하고 학자금 대출 채무 불이행 비율 역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구조개

시 급격히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부조

혁 실적을 반영하여 자율적 정원 감축도 병행한다고 한다. 대학

의 규모가 줄어들어 재정 확보를 위한 대학 경쟁이 심화되고, 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대학운영 전반과 교육과정에 이르는 모

등교육 수요자에게 고등교육 성과와 책무성에 대한 정보 제공의

든 영역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절대평가를 실시하여 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은 ‘고등교육 평가

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다양한 구조개혁 조

시스템(PIRS: Postsecondary Institution Rating System, 이하

치를 꾀할 것이라고 한다.

PIRS)’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노력은 우리뿐 아니

PIRS의 목적은 대학의 교육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교육을 제

라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화로 고등교

공하여 더 많은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정부 장

육의 국제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고등교육 대중화와 학령인구

학금을 받는 학생들과 대학의 학위 취득률을 제고하여 성과

감소로 고등교육 재원확보 문제가 대두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지

에 따라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의 교

역 간 균형발전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육부를 중심으로 2015학년도까지 대학의 실적을 평가할 지표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 구조

를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2018년에는 평가결과를 정

개혁 추진의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는 주요국의 대학 구조개혁 사례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사립 중심의 고등교육 구조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 그
리고 급격한 고등교육의 확대로 최근 질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혁신을 꾀하고 있는 호주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주요국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사례
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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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로 인해 대학들에 충분한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였을 뿐 아
니라 경기침체로 인해 성과재정과 연계된 예산이 삭감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나아가 평가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지나
치게 많은 지표들을 제시하여 해당 지표를 합당하게 측정할 자
료를 축적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지
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고등교육기관과의 논의가 부족하여 실
제 교수학습 혹은 행정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대학운영에
대한 정책적 파급력이 미약했다는 것이다.

현재 24개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과재정모형 2.0
부 지원 장학금(Pell Grant) 지급과 연동할 계획이다. 대학교육

(Performance Funding 2.0)’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대

의 가치와 성과를 고등교육에의 접근성(access), 비용의 적절성

학의 유형과 교육목표의 차이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평가지표

(affordability), 교육성과(outcomes)로 규정하고, 세부 평가지표

를 활용하고 평가결과와 재정지원의 연계성을 높인 형태로 운

인 정부 지원 장학금 수혜 학생 비율, 등록금 수준, 학자금 대출

영하고 있다. 주요 평가지표로는 학위 수여에 초점을 맞추어 졸

수준, 졸업률, 편입률, 졸업생 평균 임금 수준, 상위 학위 취득률

업률, 재등록률, 소수 학생들의 교육성과, 비용 효율성, 연구 성

등에 대해 교육부 산하의 교육과학원 전문가들과 함께 지표 개

과, 학생과 교수 집단의 다양성, 학생들의 졸업시험 성적, 국가

발을 논의하는 한편, 전국의 학부모, 정부기관, 대학, 고등교육

자격증시험 합격률, 국가 수준의 학습능력 평가시험 결과 등을

연구자, 측정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별도로 주 정부 차

그러나 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평가모형이 실제 교육이나

원에서도 책무성의 관점에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평가결과와

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지수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가

재정지원을 연계하여 대학들의 교육과 운영 성과를 높이고자 다

장 오랜 전통을 가진 테네시 주에서 수행된 연구결과에서도 대

양한 평가체제를 구축, 운영해 왔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부분의 대학들이 성과재정모형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극소수의

초까지 급속도로 확산되어 약 26개 주에서 시행된 ‘성과재정모

학교들에서만 학생들의 재등록률이 상승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형 1.0(Performance Funding 1.0)’은 학생 당사자의 이익은 물

또한 오바마 행정부가 제안한 PIRS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학비

론 미래 경제발전을 위한 대학 역시 공공재라는 관점에서 대학

부담 완화를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제시했다는 측면에

으로의 접근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를 시행하였다.

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평가를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

그러나 평가성과에 따라 미미한 정도의 인센티브만을 지급하였

한다는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대학들의 다양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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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mission)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소수학생들을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해 브래들리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대학들이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2011년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인증평가, 질 보장 및 규제관리를

위해 저소득층 학생들을 배제하거나 교양교육과정을 축소하고

통합적으로 전담하는 고등교육질관리기구(TEQSA: Tertiary

공학이나 경영학과 같은 프로그램에 과도한 투자를 하는 등의

Education Quality and Standards Agency, 이하 TEQSA)와 전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기존의 대

문자문기관인 고등교육자격패널(Higher Education Standards

학 순위 평가나 성과 등급 형식의 대학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Panel)을 설립하였다. 이에 앞서 교육부와 고등교육전문가가 참

위해 학생들의 학습 경험과 성과를 반영하는 평가방식이 텍사스

여한 고등교육 평가지표 개발그룹을 중심으로 3개 영역, 7개 핵

와 같은 일부 주에서 자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표를 골자로 하는 재정지원 성과평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
었으며 정부와 합의한 목표를 충실히 달성한 고등교육기관에 대

2. 호주

해 성과보상지원금(reward funding)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 수요 기반 재정지원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교육의 질에

2014년 현재 호주의 고등교육기관 수는 총 172개로 학사학위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자 학생만족도와 학습성과를 국가 차

이상의 노동인구는 2013년 약 35%까지 급격하게 증대하였다.

원에서 측정하는 지표를 추가로 개발하고 이를 대학정보공시 웹

호주 정부는 노동시장 요구에 따른 젊은 층의 대학교육 수요 증

사이트인 MyUniversity에 공시하도록 하고 대학생 학습경험조

가와 함께 국가 경쟁력 강화에 고등교육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University Experience Survey),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설문

보고, 2008년 브래들리 국가고등교육개혁 보고서를 통해 학사

조사(Australian Graduate Survey) 등과 같은 학생의 교수학습

학위 이상 취득자 수를 2025년까지 노동인구의 40% 수준까지

경험과 성과 조사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끌어올리고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의 대학 입학을 2020년까지
전체 입학생 대비 20% 수준까지 확대하는 핵심과제를 제시하였
다. 이에 따라 대학교육의 질 향상, 고등교육 참여 기회의 확대,
연구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고등교육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최
근에는 대학교육의 문호 확대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따
라 고등교육의 질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생 수의 증가에 비해 연방정부 교부금의 증액 규모가 작아 학
교 운영에 있어 위기를 느끼는 대학이 대두되면서 급변하는 산
업계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서의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학의 재정구조 개편을 통한 고등교육 개
혁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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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QSA는 호주 내 모든 고등교육기관들이 최소한의 질적 기
준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여

한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컨설팅을 제공하
고 있다.

국가 고등교육 전체의 질을 높이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고등교
육표준틀(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을 기준으로

이처럼 호주의 TEQSA는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인증,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고등교육표

스스로 자기점검과 혁신을 주도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고등교육

준틀은 고등교육공급자표준, 자격표준, 교수학습표준, 정보표

기관의 질 제고를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준, 연구표준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특히 공급자표준과 자

입장에서는 평가를 위한 방대한 자료 준비는 물론, 설문조사, 면

격표준을 ‘최소표준(Threshold Standards)’으로 하여 이것이 호

접 등과 같은 평가준비로 부담스러워 하고 있으며, 이처럼 소요

주 고등교육기관 설립 등록의 최소 기준이 된다. TEQSA는 규

된 비용과 노력에 비해 질 향상을 위한 평가의 효과는 미미하다

제기관이라기보다는 고등교육기관의 지원 기구로 고안되었기

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고등교육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와 규제를 실행하
기보다는 심각한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고등교육기관을 가려내

3. 일본

어 해당 기관이 위험요인에 충분히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

대학 규제 완화와 대학 운영에 있어서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어 TEQSA 활동 중의 하나인 위기평가에서는 설립조건 위반, 학

추진된 국립대학법인화 이후, 일본 고등교육의 주요 과제는 대

생 수의 대폭 감소, 학사 운영구조의 취약, 교원비율의 증가, 낮

학교육의 질 향상, 국제화, 연구력 강화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

은 학생 만족도 등의 46개 양적, 질적 지표로 구성된 위기규제틀

다. 최근에는 대학이 사회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

(Regulatory Risk Framework)을 근거로 평가를 실시하여 중대

다는 비판과 더불어, 학령인구의 감소, 대학에 대한 공공재정의
감소로 인해 대학 재정확보의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대담한
구조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대학 구조개혁은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대학교부금,
운영보조금 등의 배분에 있어 차등을 두는 형태로 국립대학 법
인화 대학의 개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성이 매우 높은
사립대학의 경우,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협의회적 성격의 기구가
운영되어 경영어려움에 처한 대학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조개혁 평가 추진 주체는 독립행정법인 대학평가·
학위수여기구(NIAD-UE: National Institution for Aca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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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ees-University Evaluation, 이하 NIAD-UE), 대학기준
협회(JUAA: Japan University Accreditation Association, 이
하 JUAA), 단기대학기준협회(JACA: Japan Association for
College Accreditation, 이하 JACA),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
(JIHEE: Japan Institution for Higher Education Evaluation,
이하 JIHEE) 등 매우 다양하며, 기본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2004년 실시된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 6년이 경과하면서 제1기
중기목표기간 종료 후인 2010년부터 ‘국립대학법인 운영에 대한

한 평가기관(NIAD-UE, JUAA, JIHEE 등)의 조사·연구기능

검증’이 실시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인증평가 2주기가 시작되

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체제 정비를 평가기관의 인증 요건으로

는 시점에서 설치기준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공적인 질 보증 시

하고 있다.

스템 구축을 통해 대학 구조개혁을 꾀하고 있다. 공적인 질 보증
시스템은 각 대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기능해야 한

특히, 자율성이 강한 사립대학 구조개혁의 경우, 경영곤란 대

다는 관점에서 ① 대학으로서 필요 수준을 규정한 ‘설치기준’의

학이 조기에 지도 조언을 받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기

내용(인재양성 목적·목표 및 이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과정, 인

반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립대학법인과 사립대학 등과 같은

적·조직적 체제, 물적 환경 등) 충족 확인 ② 대학 내부의 질 보

설립 주체는 물론, 일반 4년제 대학과 단기대학(전문학교)이 서

증 체제(적절한 입학단계·수료단계의 관리, 교원의 조직적인

로 다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연구 활동, 지역공헌 활동, 국제

연수 및 연구 실시 등) 정비와 더불어 이것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화 등의 연구 활동, 지역공헌 활동, 국제화 등의 선택 평가 사항

기대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③ 대학 내부의 질

을 두어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등 대학

보증 체제 실시 상황에 관한 적절한 자기점검·평가가 이루어지

의 기능과 여건에 따른 특성화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 제고에 노

고 이에 따라 자율적인 개선활동을 꾀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력하고 있다.

등 3가지를 기본으로 한다. 또한 질 보증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하여, ① 학습성과와 내부 질

이와 더불어 국립대학 개혁 플랜 및 미션의 재정의를 통해

보증을 중시한 평가 ② 평가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이 이루

국립대학의 총장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혁을 중

어졌는지에 대한 follow-up 체제 구축 ③ 평가를 통한 사회 연

시하고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유사한 거버

계 강화를 위해 고교 관계자, 자치단체, 산업계 등의 관계자 의

넌스 개혁을 유도하고 있으나 총장이 대학 경영 전문가가 아

견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구축 ④ 평가의 질 향상을 위

니라는 점에서 학내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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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례가 많아 구조개혁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4. 특징

<표 1> 주요국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구분

·공적 부조 감소
·취업난

·학령인구 감소
·대학의 재정난

목표

·고등교육 책무성 강화
·학습 성과 향상

·국제경쟁력 강화
·교육의 질 제고

·국제경쟁력 강화
·지배구조 개선

주체

·연방정부, 주정부
·개별대학 자체평가

·연방정부
·개별대학 자체평가

·문부과학성
·사립대 자율평가

기구

·연방정부의 PIRS
·주정부 교육위원회
혹은 고등교육부

·TEQSA

·NIAD-UE
·각종 평가인증기구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일본 모두 학생 만족
추진
사항

나 고교 관계자, 지역사회 등과 같은 대학 수요자의 의견 수렴

·연방정부 주도
‘고등교육평가시스템’
도입 추진
·주정부 차원에서 성과
재정모형 실시
·학생학습 경험과
만족도를 평가에
반영하려는 노력

·2011년 TEQSA를
설립하여 인증평가
실시
·경영위기에 있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평가
·연방정부 주도의 학생
학습 성과 평가 자료
수집

·법인화 대학의 총장
리더십 강화를 통한
거버넌스 및 대학운영
체질 개선 노력
·경영곤란 사립대학에
대한 조기경고 체제

·학생의 학습경험과
성과평가 중심

·대학의 자기점검 및
혁신 유도

·대학의 자기점검 및
혁신 유도
·총장리더십 확립

·재정지원 연계 평가
·자율평가
·학생의 학습 평가

·재정 연계 평가
·중재 지원 평가
·학생의 학습 평가

-재정지원 연계 평가
-대학특성 평가
-사립대 경영지원

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이들 국가에
서는 대학 스스로 대학 경영이나 전반적인 교육·연구 활동 상

성과

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상시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고
심하고 있으며 전체 대학에 대한 서열화 평가보다는 재정 건전

일본

·고등교육 비용 증가
·공적 부조 감소

한 평가와 재정지원이 대학의 유형 및 특성에 맞게 이루어지고

도 및 학습 성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와 연계하거

호주

배경

미국, 호주, 일본의 대학 구조개혁 모두 공통적으로 공적 재
정지원과 연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에 대

미국

특징

성이 악화되고 있는 대학 지원에 중점을 둔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국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

축해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다.
둘째는 대학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평가이다. 국공사립의
설치 유형이나 독자적인 건학이념, 역사와 전통, 규모와 특성 등

Ⅲ. 시사점

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연구 활동, 지역공
헌 활동, 국제화 등 대학의 기능과 여건에 따른 차별화된 평가를

이상 주요국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평가목적의 구체화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학의 국

셋째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질 보증을 구조개혁의 목적으로 삼고 있

학생은 물론 고교 교사, 학부모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구성원 등

다는 점에서 대학교육의 목적을 교육, 연구, 사회공헌으로 정의

다양한 대학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

하고 학습의 질과 수준 향상을 위한 공적인 질 보증 시스템을 구

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평가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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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대학의 자기점검 및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평가를 통해 대학 스스로가 상시적인 자체
점검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학운영
은 물론 교육,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혁신적인 대
학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평가기관의 신뢰성 강화이다. 대학들의 평가 피로를
덜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개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평가기관
의 평가 이후의 개선조치 및 컨설팅을 위한 조직체제를 구축할
뿐 아니라, 평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평가에
대한 대학의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미란·이정미·김정민·서영인·심우정(2014)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방향 정립을
위한 대학평가 운영실태 분석’ 연구에서 발췌·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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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으로 미래를 준비한다

일본 가나가와한국종합교육원

글

•
김윤기
안산송호고등학교 교감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의 경제 격차는 ’13

위다. 이처럼 일본이 지금과 같은 국가 경제력을 갖게 된 원인은

년을 기준으로 약 4배에 이른다. 1980년대 17배, 2000년 8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항의 개항에서 출발

서 급격하게 줄어들고는 있지만 적지 않은 격차다. 전자와 자동

했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한때 쇄국정책을 고집했던 일본이

차 분야 등 일부 업종은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

1859년 요코하마(橫濱)를 서양문명의 유입 창구로 개항하면서

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인 국가 경제력은 우리보다 한 수

산업화와 국제화에 속도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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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오늘날 일본의 초석을 다진 가나가와현 은 일본의 43개 현

현재 일본은 초등 및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지만 고등학교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인구(약 900만 명)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진학률이 98%에 이를 정도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

중 한국인은 약 3만 명에 이른다. 역사 교과서 문제와 독도 영유

까지 이수하고 있다. 교과목은 초등의 경우 국어(일본어), 산수,

권 문제로 국제적 지탄을 받고 있지만, 우리와 관계를 끊을 수

음악, 미술, 체육, 도덕이 공통이며, 1∼2학년의 경우 사회와 과

없는 나라. 일본! 일본 속의 일본, 가나가와한국교육원을 통해

학을 합한 ‘생활’을 배우고 3∼6학년 동안은 사회와 과학을 배운

일본의 참모습을 들여다본다.

다. 중학교부터는 영어 등이 추가된다. 또 초등 입학 전 유치원
교육을 받는 아이가 90% 이상 되며, 일본사회가 학교에게 거는

일본의 교육제도

기대와 역할은 매우 크다. 일본인들의 특징인 질서의식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는 의식은 가정교육과 더불어 학교교육을

일본의 교육제도는 우리나라와 매우 흡사하다. 학제도 초등

통해 뿌리 깊게 내면화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6년, 중학 3년, 고등 3년, 대학 4년(2년제)으로 이루어져 있으

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문제

며, 이는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직후인 1872년 서양 학

가 되고 있는 ‘따돌림’ 문제나 ‘은둔형 외톨이’가 일본사회에서 이

제를 받아들여 근대국가로 나가려던 일본정부의 학제 발표로

슈화되기도 했지만, 일본교육은 전후 일본을 선진국으로 이끈

결정되었다.

지렛대 역할을 수행한 것임에 틀림없다. 일본은 학교설립에 있
어서도 우리처럼 사립, 공립, 국립학교가 있으며, 1877년 도쿄대

이처럼 메이지유신을 통해 근대국가로 나가려던 일본이 막부
시대를 종결하고 전국에 통일된 교육시스템을 통해 얻고자 한

(東京大)가 국립으로 설립된 후 사립대학들도 생겨나기 시작해
지금은 총 570여 개의 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것은 향후 국가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였다.
<표 1> 에도막부 시대의 교육기관
학문소

고급 무사를 위한 막부 직할학교로 막부 말기에는 유학(儒學) 외에도
서양학문까지 가르침

이와 같이 일본과는 고등교육기관 수의 차이도 있지만, 1년에
3개 학기로 진행되고 있는 운영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4월
에 시작하여 7월까지 운영되는 1학기와 4-5주에 이르는 여름방

번교

봉건제하에서 각 지방을 다스렸던 영주가 자신의 영지[=번(藩)]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했던 공립학교로, 초기에는 무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후기에 오면서 서민들도 교육받을 수 있게 됨

서당

농민,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했던 민간의 서민 교육기관으로, 읽고 쓰는
것과 간단한 계산교육을 통해 초급수준의 보통교육을 지향함

3월까지 3학기가 운영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우리처럼 2학

막부나 번의 지배를 받지 않는 민간의 교육기관으로, 무사, 서민 등
출신계급을 따지지 않고 교사와 학생이 1:1 관계로 교육함. 막부 말기에는
정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남

기제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3학기제를 선택하

사숙

학 후 9월에서 12월까지 2학기, 약 2주간의 겨울방학 후 1월에서

고 있다.

1) 일본의 현은 행정구역상 우리나라의 광역시 또는 도 단위에 해당된다.
2) 일본은 1도(都-도쿄도), 1도(道-북해도), 2부(府-오사카부, 교토부), 43현(縣)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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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본의 3학기 운영방식
봄
방
학
4월

여름
방학

1학기

5월

6월

7월

8월

겨울
방학

2학기

9월

10월

11월

12월

3학기

1월

2월

봄
방
학
3월

1945년 일본의 연합국에 의한 무조건 항복이후 한국인들은 일
본 내 생활 안정과 자녀 교육을 위해 조선학교를 설립했으나, 일
본정부는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를 해방인민(외국인)인 동시에
일본국민이라는 이중규정을 적용하였다. 즉 외국인으로서 등록

잊을 수 없는 슬픔, 간토대지진을 간직한 가나가와현

을 강제하면서 일본국민으로 간주해 조선학교 폐쇄명령을 통해
자녀들을 일본학교에 취학할 것을 강요한 것이다. 1952년 샌프

1923년 9월 1일, 간토지역에 강도 7.9의 대지진이 일어났다.
1910년 한일 강제합방(경술국치) 이후 일본의 대도시를 중심으
로 이주한 한국인 노동자들도 이날 지진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하지만, 지진보다 더 끔찍한 악몽이 기다리고 있었
다. 혼란의 와중에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 “조선인
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와 같은 유언비어를 통해 일본의

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일본이 독립국으로서 지위를 가질 때
까지 재일 한국인은 외국인으로 간주되면서 일본학교를 다녀야
하는 이중 고충을 겪어 왔다. 또 외국인 등록증명서를 항시 소지
하고 증명서 기한 연장 시마다 지문날인을 강요받는 등 범죄자
취급을 받아왔다. 2000년 지문날인은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재
일 한국인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청년회, 재향군인회 등이 조직한 자경(自警)단이 조선인들을 학
살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량학살의 배경에는 조선인들에 대한

동포 마음을 보듬는 가나가와한국종합교육원

멸시와 저임금으로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것에 대한 반발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패망 전까지 계속된 징용과 강제
노동 그리고 어린 소녀들을 위안부로 이용한 전쟁범죄 행위 이
전에 일본은 조선인들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가나가와현은 일본의 수도 ‘도쿄’와 인접해 있으면서 산과 강,
바다를 보유한 일본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으로 도
쿄, 남쪽은 사가미만, 동쪽은 도쿄만, 서쪽은 야마나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중심부는 가나가와를 관통하는 사가미강이 흐
른다. 기후가 온화할 뿐만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지닌 유적지가
많아 일본 내 1일 관광객 수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또한 기
계, 석유, 전기, 화학, 철강 등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학공업단지
가 위치해 있어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곳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젊은이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곳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현재 유학생 1,500여 명을 포함해 약 3만 2천여 명의 우리 동
포가 살고 있는 가나가와현과 시즈오카현, 야마나시현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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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교육생이 참여하고 있는 이들 강좌를 통해 상당수는 여기
서 익힌 실력을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뽐내기도 한다. 작년
11월 29일 실시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편
견”이란 제목으로 출전한 고교생 히라노 리리카 양(16세)은 “한
국어를 배우기 전까지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 중 하나였다. 하지
만,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부터 한국은 나에게 마법의 지팡이처
럼 내 삶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 아직 자유롭게
한국어를 사용할 순 없지만, 조금씩 배워나가 서울에 있는 대학
으로 진학하고 싶다” 고 말했다. 재일동포 3세 김유귀 씨(48세)
도 “아버님과 친구 분들께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가나가와한국종합교육원은 1963년 설립

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잘 말하고 싶었는데 교육원에서 매주 한국

되었다.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보이지 않는 아픔을 가슴 한켠

어를 배우고 한국어 말하기 대회 참여과정을 통해 더욱 열심히 공

에 품고 있는 동포들의 한을 풀어주고자 마음을 보듬는 일을 최

부하는 기회가 되어 아주 좋았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단기간에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권기원 원장의 말은 앞으로 해외교육원이

한국어 실력이 늘진 않겠지만, 끊기지 않고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나가야 할 방향이다. 가나가와한국종합교육원은 2004년부터 우

면 재외동포 가족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욕심

리 동포들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까지 한국역사를 중심으로 한

내지 않고 조금씩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재외교육기관
으로는 이례적으로 대통령표창을 받기도 했다.

포기할 수 없는 일. 현지학교 한국어 보급

지난 2013년 개원 50주년 행사를 통해 교육원은 새로운 반세

최근 독도문제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반성 없는 태도 등

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오래된 나이만큼이나 동포들의 한

으로 국제적 지탄을 받고 있으면서도 교과서에 왜곡된 내용을

국어 실력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재일 교포 2·3

기술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일부 일본 정치인들의 행태가 한일관

세들의 한국어 능력은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계를 어둡게 하고 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권기원 원장은 동포들이 우리말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국어 강좌에 힘을 쏟아 왔다. 민단 요코하마지

일본의 교과서 제도는 검정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

부, 민단 가와사키지부, 민단 남부지부 등 민단 각 지부 교실 활

미에서 국가가 관여하는 검정제라 할 수 있다. 즉 문부과학성의

성화는 물론 민단 청년회 어린이교실 지원 등을 통해 동포사회

의견이 반영된 검정제로 중학교는 4년 주기로 고등학교는 출판

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미취학 어린이에서부터 성인까지 다

사별로 매년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출판사로부터 제출받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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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를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합격여부를
판단하는데, 문부과학성 내에 교과서 편수관이 많은 부분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는 심사 후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합격판단을 보류하고 출판사에 수정의견을 통지하여 그 반영여
부에 따라 합격/불합격을 결정하므로 출판사로선 위원회 의견
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참고로 일본의 역사교과서
검정기준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처럼 검정기준에서는 이웃 국가를 배려하도록 명시하고 있
으면서도 독도나 센카쿠 열도 등 영토와 관련된 부분에서 일본
의 영유권을 명확히 기술하도록 문부과학성의 의견이 제시되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것을 보면 진실을 넘어 국가이익에 집중하고 있는 듯하다. 이
러한 이유로 일본 내에서 한국어 교육과 보급은 고난의 연속이

‘노력의 열차를 타면 반드시 성공의 역에서 내린다’

지만, 권 원장은 “어렵고 힘들기에 더 보람차고 의미 있는 일이

이는 권기원 원장의 책상 앞에 있는 좌우명이다. 70년대 중학

지 않느냐”고 말하며 ‘시즈오카 인터내셔날에어리조토대학’, ‘국

교 재학시절 교내좌우명대회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이후 지

제 고토바학원외국어전문학교’ 등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곳

금까지 항상 가슴에 품어온 문구라고 한다. 최선을 다하면 반드

에는 천릿길을 마다않고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하늘이 돕는다고 확신한다는 권 원장은 매일 아침 이 좌우명

또 한국어 교과서를 포함하여 아동 도서, 달력, 지도, 한복 등 한

을 보면서 한국어 보급을 포함하여 한국에 대한 홍보도 최선을

국과 관련된 지원품을 한 아름 안고 가기에 그들의 마음도 조금

다하자고 다짐한다고 했다. 주어진 일을 넘어 항상 새롭고 창의

씩 변화되는 것을 느낀다고 했다. 권 원장은 대학뿐만 아니라 차

적인 업무를 추구하기에 현지 지역 축제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

세대 일본을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도 친한국 의식을 심어주기

가할 뿐만 아니라, 교육원 홈페이지도 한국어판과 일본어판 안

위해 토카이대학 부속 혼다기념유치원, 하야마메이쇼유치원 등

내를 제작하여 링크시켜 놓는 등 세심한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에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기념품과 학습물품을 가지고 간다고

이 없다.

했다.
<표 3> 일본의 역사교과서 검정기준
•미확정이거나 시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기술하지 말 것
•인근 아시아 국가와 관련된 현대사 관련 사항은 국제이해와 국제협력 차원에서
배려할 것
•저작물이나 사료 등을 인용할 때는 평가가 나온 것이나, 신뢰도가 높은 것을

이제 봄이다. 꽃샘추위가 벗었던 무거운 외투를 생각나게 할
때도 있지만, 물오른 산수유 꽃망울을 보노라면 따뜻한 봄임에
틀림없다. 가나가와현 요코하마항의 개항을 통해 일본이 근대국
가로 나갔듯이 가나가와한국종합교육원의 역할을 통해 한일 관

사용할 것
•일본 역사의 연대기 중 중요한 것은 원호(元號) 및 서력(西曆)을 병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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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전망

5.31 교육개혁 20년, 한국교육의 오늘과 내일

ISSUE & PROSPECT

5.31 교육개혁 20년,
한국교육의 오늘과 내일

글

•
하연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Ⅰ. 서론

이 자신의 교육정책의 근간으로, 또 가장 중요한 준거의 틀로 받
아들여 왔다. 그런 의미에서 문민정부 교육개혁방안은 지난 20년

흔히 5.31 교육개혁으로 불리는 문민정부 교육개혁방안(’95~

간 한국교육의 중심축이었다고 볼 수 있다.

’97)은 한국교육의 ‘패러다임적 변화’를 가져온 획기적 성과물로
서, 이후 역대 정권들이 그 이념적 성격이나 정책지향과 관계없

5.31 교육개혁은 정책연구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소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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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교육개혁 20년, 한국교육의 오늘과 내일

다. 우리나라의 정책 중 5.31 교육개혁처럼 과거 정책에 대한 치

열린 교육체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

밀하고 포괄적인 평가 위에서 새로운 정책방안이 설계된 예는

을 수 있는 체제’를 의미하며, 이는 모든 국민의 자아실현을 극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민주화 이후 정권 교체와 더불어 이전

대화할 수 있는 교육복지국가의 건설을 의미한다. 여기서 열림

정부 정책과의 단절이 일상화된 우리나라 풍토에서 정책의 기본

의 대상은 교육시기, 교육장소는 물론 교육기관 간, 교육기간

방향과 내용이 이후 정부에서 큰 변화 없이 계승된 매우 드문 예

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평생교육, 첨단통

이기 때문이다.

신기술을 통한 공간의 극복, 학점은행제와 시간제 등록, 전·
편입학, 최소전공학점제, 다전공과 복합학문, 일반계, 실업계

5.31 교육개혁방안이 발표된 지 올해로 꼭 20년이 된다. 이 글

와 특수목적 고등학교 간의 전학 등과 더불어 장애인, 도서벽

은 5.31 교육개혁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 후, 미래교육정

지 및 농·어촌 학생에게도 교육기회가 활짝 열린다. 따라서

책의 방향을 제안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열린 교육체제는 당연히 평생학습사회를 포함하며, 실제로 양
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Ⅱ. 5.31 교육개혁의 주요 내용

수요자 중심교육은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교육체제를 수요자
내지 학습자 위주로 바꾸자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학교와 교원

김영삼 정부 초기의 <신교육 구상>과 이후 수차례 발표된 교

들의 입장과 편의에 따라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결정해 왔으

육개혁안들을 꿰뚫고 있는 기본적 틀은 1) 열린 교육체제, 2) 수

나, 이제 학생의 능력과 이해정도, 학생과 부모의 욕구와 바람,

요자 중심교육, 3) 교육의 자율성, 4) 다양화와 특성화, 5) 정보

그리고 사회적 수요를 고려하여 정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화라고 할 수 있다.

학교 급의 입학과정과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선택권이 크게 신장
되었다. 중·고등학교의 학생선발에서 선복수지원, 후추첨방식
을 도입한 것이나, 대학입학 전형과정에서 복수지망, 전·편입
학 기회 확대, 수준별 교육과정의 확대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교육의 자율성은 기존의 과도한 교육규제에 대한 반체제적 의
미를 갖는다. 지나치게 중앙집권적, 위계적이고, 규제적인 교육
운용체제를 보다 분권적, 민주적, 자율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의
미이다. 이에 따라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구성, 교육규제를 대
폭 줄이고, 학교운영위원회제도를 통해 단위학교를 자치공동체
로 만들려는 노력이 전개되었다. 자율화는 교육현장의 자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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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믿음과 결부된다. 이밖에 학교장 및
교사 초빙제, 대학입학 전형 자율화, 입학정원 및 학사관리 자율
화 등의 조치가 이러한 맥락에서 창안된 것이다.

교육개혁이 겨냥했던 주요한 방향은 기존의 획일적 교육을 특
성화·다양화하자는 것이다. 획일성은 창의적 교육환경을 만드
는데 가장 큰 적이며, 참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성화·
다양화가 불가피하다는 새 인식이 패러다임의 중요한 대목이다.
그것은 또한 교육소비자와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와 바람에 부
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길이기도 하다. 그간 우리 대학은 한결같

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정보화를 위해 정부는 ‘멀티미디어지원

이 거대화만 추구하며, 엇비슷한 학과구성과 천편일률적인 교

센터’, ‘첨단학술정보센터’를 만들고, 원격교육지원체제를 구축했

육과정을 답습하였고, 이 가운데 경쟁력의 상실을 감수해야 했

으며, 민간차원의 ‘교육정보화 공동체운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다. 그러나 이제 작고 알찬 대학, 특성화된 전공, 다양한 프로그
램이 요구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크게 일었던 ‘열
린 교육’ 운동도 바로 획일적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에 대한 대안

Ⅲ. 교육정책의 미래 방향

적 시도이다. 이른바 ‘여러 줄 세우기’ 운동도 같은 맥락이다. 여
태껏 모든 학생을 주요 과목 중심으로 평가하여 한 줄로 세우고,

1. 교육정책 기본 방향의 재조정 : 경쟁과 상생의 조화

서열화하여 왔으나, 이제 이들을 다양한 특성과 자질에 따라 여
러 줄로 세우고, 이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잠재적 가능성을 고르

5.31 교육개혁에서 제시한 정부의 역할은 ‘권위’관계에 기초해

게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새로 도입한 학교생활기록부도 교과목

서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교육이 ‘열린 교육’, ‘자율과 경쟁’이 살

뿐만 아니라 특별활동, 봉사활동 등 비교과목도 중시하며, 학생

아 숨 쉬는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둘러싼 제도적 환

들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

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교육영역에서

다. 이밖에 대안학교 등 특성화 고등학교의 확대, 단설 전문대학

도 시장 기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원 설치 등 숱한 과제가 시행되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

교육의 정보화 역시 새 패러다임의 중요한 요소이다. 학교현

그러나 5.31 교육개혁 이후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정부의

장의 정보화를 위해서는 컴퓨터의 보급, 실효성 있는 컴퓨터 교

역할은 교육영역에서 시장 기제의 활성화라는 초기 역할에서 벗

육, 그리고 교육 및 학습용 소프트웨어라는 삼박자가 함께 만나

어나 교육영역에서 시장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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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교육개혁 20년, 한국교육의 오늘과 내일

하고 극복하는 역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교육에 있어서

로 교육정책의 초점이 공식 교육의 내용과 산업계의 수요를 어

시장 기제의 활성화는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가 아니라 이미 지

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두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배적인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교육정책
의 방향은 시장 기제의 활성화라는 트렌드 순응적인 정책이 아

그런데 기업의 수요 변화가 학생 입장에서의 공급 변화로 연

니라 교육의 시장화·상업화·개인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결되기 위해서는 개별 학생을 둘러싼 유인 구조가 변화하지 않

측면을 치유하는 방향, 즉 트렌드 역행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과 복지제도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는 교육복지 기능의 확대, 초·중

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교육정책이 고용정책, 복지정책, 그

등 교육 단계에서 경쟁의 논리보다는 공공성과 형평성의 강조,

리고 산업정책과 긴밀한 연계 하에 설계되고 집행되어야 하는

인성교육의 강화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이유이다. 그리고 교육정책-고용정책-복지정책-산업정책을
긴밀하게 연계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책 영역에서의 전략적·조

2. 교육정책의 전략적·조정적 기능 강화
5.31 교육개혁이 ‘열린 교육체제’, ‘평생학습 사회’를 지향한 이

정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3. 고등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유는 세계화, 정보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에서 지속적인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정

5.31 교육개혁에 있어서 고등교육 개혁의 기본 방향은 대학의

책이 더 이상 학교 울타리 안에서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내용

자율 신장, 수요자 중심 교육,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대학평

설계에만 매몰되어 있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가와 재정지원의 연계 강화 등이었다고 할 수 있다. 5.31 교육개

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 교육은 여전히 학교

혁 이후 지난 20년 간 우리 대학들은 수요자 중심 교육, 대학의

울타리 안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구성, 사회의 다른 분야와 절

자율 신장,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를 통한 대학 경쟁력 제

연된 교육정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

고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

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리 대학들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교육의 과잉팽창에 따른 축
소지향의 구조개혁,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세계적 중

사회의 다른 분야와의 연관성 속에서 교육정책이 구상되고 설

심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대학을 둘러싼 지위경쟁 문제를 해소

계되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의 실용성 강화 필요

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교육중심대학 육성 등의 과제를 여전히

성에서 찾을 수 있다.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산업현장

안고 있다.

에 직접 응용 가능한 지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우리 교육에 대해 갖는 가장 큰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 즉 구조개혁, 대학 경쟁력 강화,

불만이 교육의 현장 적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

지위경쟁의 완화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은 바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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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초·중등 교육의
개혁방안은 전체적인 시각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가운데서 추
진되어야 하는 정책과제들이다.

5.31 교육개혁이 추구한 ‘자율과 경쟁’이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한
치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교육비 경
감과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벌주의와 승자독식
의 특성화와 다양화라고 할 것이다. 교육당국의 역할은 이러한

구조를 약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학부모

특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설계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와 학생의 의식개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학부

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이 대학들의 특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

모와 학생이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유인 구

향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관된 대학 특성화

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 내적으로는 작지만 강한 교육

정책의 기조 하에 상시적인 대학 질 관리 체제가 제도화되어야

중심대학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소수 명문대를 정점으로 한 서열

할 것이다.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학부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폭 넓은 교양
교육과 함께 교육내용이 질 높은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특성화

4. 지위경쟁 완화를 통한 교육의 정상화

된 교육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이유이다.

문민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은 네 차례에 걸쳐 발표되었는데,
제3차 혹은 제4차 교육개혁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은 해결 방안

교육 외적으로는 대학교육이 갖는 프리미엄을 약화시킬 수 있

을 찾기 쉽지 않은 영역에 속한 과제들이었다. 이러한 과제 중

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명문대를 가기 위한 방편으로

대표적인 과제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

이루어지는 사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위경쟁에서 패배했을 때 감

지 어려움으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초·중등 교육개혁 방안들

수해야 하는 상대적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공부 전쟁에서

과 뚜렷이 분리되어 제안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리야 말로

지더라도 ‘미생’으로 전락하지 않을 고용정책과 사회정책이 뒷받

이후 전개되는 초·중등 교육개혁 방안들이 소기의 성과를 올리

침된다면 지위경쟁의 강도는 훨씬 약해질 것이다. 또한 전문계 고

지 못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비 문

교, 전문대-중소기업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명문대 졸업자들에

제는 다른 초·중등 교육정책들과 병렬적으로 놓고 분리해서 접

비해 삶의 질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면, 지위경쟁 나아가 우리나라

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사교육비 문제는 초·중등 교육뿐

의 사교육 열풍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비 경

만 아니라 전체 교육시스템이 갖는 모순과 질곡이 응축되어 나

감, 공교육 정상화가 경제민주화와 연결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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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교육개혁 20년, 한국교육의 오늘과 내일

사회경제 정책들과 거의 완전하게 분리된 상태에서 교육정책이

5. 평생·직업교육의 강화

입안되고 집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관찰일 것이다.
그 결과 직업교육정책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결코

5.31 교육개혁에서 평생학습사회를 강조한 이유는 지식정보

놀랄 일이 아니다.

화 사회의 도래로 지식의 생명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지속적
으로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습과 교육

우리나라에서 직업교육의 상대적 위축과 사교육의 팽창은 동

이 학령기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생애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

전의 양면과 같은 현상이다. 승자독식 경쟁(winner-takes-all

져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즉,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

competition)이 이루어지는 한 사교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른 산업구조와 고용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 고용능력

직업교육이 위축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

(sustainable employability)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노동주

사회에서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전문계 고교-

체가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계속적인 능력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전문대-중소기업의 경로를 밟더라도 개별 노동자가 고용과 소

된다는 것이다.

득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교육정책, 산업정책,
고용정책이 연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5.31 교육개혁에서 평생학습사회, 열린 교육을 강조한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교육

6.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교육정책이 인적자
원개발정책, 고용정책, 산업정책 등과 긴밀하게 연계된 상태에

한국교육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5.31 교육

서 입안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문민

개혁의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5.31 교육개혁이 권위주

정부 이후에 평생·직업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면서, 다른

의적 자율화와 정부의 미시적 개입의 지속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율화, 분권화, 열린 교육을 위한 제도적 전제조
건의 구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5.31 교육개혁은 중앙집권화, 획일화되어 있던 교육시스템을
분권화, 다양화, 자율화시키겠다는 시도였다. 그러나 중앙집권
화 된 상태에서의 자율화와 교육체제가 상향식(bottom-up) 방
식으로 형성된 국가에서의 자율화는 역사발전 경로에서 중대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상향식
방식으로 교육체제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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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성화되는 협력적 거버넌스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

7. 미래 지향적 교육재정 시스템의 구축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투자의 패턴은 ‘다이아몬드’형이었다
고 할 수 있다. 처음과 끝을 이루는 유아교육부문과 고등교육부
문 그리고 평생·직업교육부문이 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상대적으로 작았던 반면, 초·중등교육에 교육투자가 집중되
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처럼 ‘다이아몬드’형 교육투자 패턴이 나
타난 근본적인 원인은 초·중등교육만을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
분권화된 교육체계의 조정(coordination)의 문제이다. 이 상태에

로 설정하고 나머지 영역은 민간이 책임질 영역으로 설정한 것

서는 중앙의 역할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율적인 교육

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누리과정을 비롯

시스템이 유지된다. 그러나 중앙집권화 된 상태에서의 자율화는

한 유아교육 단계에 대한 투자 증대, ‘반값 등록금 논쟁’에서 비

국가권력을 벗어나 자율화를 이끌 수 있는 주체, 더 중요하게는

롯된 고등교육단계에 대한 투자 증대, 그리고 평생·직업교육의

자율화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정력을 갖춘 중

중요성 증가는 모두 지금까지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어 왔던 세

간조직(intermediate organizations)의 등장이 필수적이다. 그러

가지 영역에서 정부 역할의 확대를 요구하는 변화라고 할 수 있

나 오랜 중앙집권적 제도적 틀 속에서는 제도를 구성하는 하위

다.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의

요소들 간 조정을 이끌 수 있는 자생적 중간조직의 발달이 매우

공교육화, 등록금 부담 완화 등의 정치·사회적 측면에서도 이

어렵다. 또한 중간조직의 발달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

세 영역에 대한 재정투자는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다.

므로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자율적 체제로의 전환은 이상적인 모
델로 삼았던 분권화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적·권
위주의적 자율화로 귀결되기 일쑤이다.

국가의 후퇴(the retreat of the state)는 자율적 조정능력을
지닌 중간조직의 성장을 필요로 하며, 민주적 의사결정은 조정
적 담론과 소통적 담론의 활성화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자율적
조정능력을 지닌 중간조직의 성장을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렵
다면, 정부의 정책결정방식이 사회적 이해관계자의 조정적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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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서울교대 교수

Ⅰ. 서론 : 인성교육진흥법 통과의 의미

는 인성교육을 위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과 자
각의 결과였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은 역대정부가 기존에 표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인성교육진흥법’

방하던 창의성 우선의 교육기조를 인성에 방점을 두도록 유도한

이 통과되었다. 이는 인성교육을 법제화해야 할 만큼 우리사회

다는 상징성과 함께, 법적 토대를 통해 인성교육 정책의 항존성

에 인성의 기본가치가 무너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이제

을 담보하게 되었다는 실체적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보다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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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첫째,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20여 년간 지속되어
온 교육패러다임을 인성교육으로 전환시키고, 둘째, 교원의 교
육활동에 대한 정체성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더 큰 의
의가 있다.

돌이켜 볼 때, 20년 전 5.31 교육개혁은 교육을 둘러싼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학교 및 교원 등을 교육공급자로
규정짓고 그들 간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는 교육사적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다.

였고,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해 수월성을 높
이고자 하였다. 교육부문에서 시장기제가 활성화되는 환경을 조
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왔고, 이후 20년 동안 수요자중심 교
육이 우리 교육의 거대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그 과정에서 괄
목할 만한 교육의 양적 성장을 이뤄냈지만, 한편으로 직업선택
의 수단으로서의 교육, 소모적 경쟁교육에 치중하면서 인성교
육은 교육적 당위성만 되풀이될 뿐 교육현장에서 사라지게 되었
다. 1949년 제정된 교육법 이래 현행의 교육기본법에 이르기까
지 내세우고 있는 ‘인격적 완성’에 대한 교육목표와 교육이념은
사라진지 오래고, 우리 교육에는 점수따기 경쟁과 입시준비교육
만 남아 있다는 뼈아픈 비판이 이어져 왔다. 그런 과정에서 교육
을 영리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사교육은 그 규모와 폭을 지속적
으로 넓혀 나가면서 학교교육의 본질적 교육활동을 더욱 위축시
켜 왔다.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의 또 다른 의의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
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
되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오랜 기간 교육에서의 시장원리
가 강조되면서, 교원은 소위 교육이라는 상품을 파는 공급자이
자 서비스 종사자로 치부되어 왔다. 이 가운데 교원의 이미지는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을 완성된 인간으로 이끌어가는 ‘스승’의
모습에서 범속화(凡俗化)된 ‘지식 전달자’로 추락하였고, 종래에
는 학원 강사와 비교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교직의 전문성
보다는 민주성과 책무성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사회적 인식 변화
가 진전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은 인성교육 등 학생을 훈육하
는 적극적인 역할보다는 기계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소극적 역
할을 강요받는 환경에 봉착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상은 인
격적 완성과 사회화를 위해 학생 스스로 연단(鍊丹)하고 극기(克
己)하는 과정과 개인의 욕구를 억제하는 경험을 통해 교육적 가

이런 시점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은, 지난 20여 년간 계

치를 체득하게 하는 수업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나 늘 입시위주 교육 등에 밀려 홀대 받아
왔던 인성교육이 기지개를 펼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그간의 우리 교육의 부정적인
면을 치유하고 극복하면서, ‘인성교육’으로 한국 교육패러다임의

이런 관점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은 오랜 수요자중심 교
육에 경도되면서 왜곡되어온 학교교육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방향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원이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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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또 단순 지식 전달자 및 학업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이 한 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였으나,

성취의 조력자에 국한된 역할이 아닌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적

필자가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정부차원의 대책이 ‘미

극적인 개입과 역할을 기할 수 있는 당위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정부 주도의 단속(斷續)적·대증
(對症)적 접근방식으로는 학교폭력 문제의 근원을 해소하기 어
렵다는 판단 하에 종합적·예방적 대책으로 가정-사회-학교가

Ⅱ.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의 과정

공동으로 책임의식을 갖는 인성교육 실천운동의 필요성을 절감
하였다. 이는 지난 20여 년간 인성교육이 강조되어 왔으나 그 당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인성교육범국
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 등 민간의 노력으로부터 정책의제가

위성의 인식 수준에 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책적 수단
과 국민적 운동이 없었다는 반성적 성찰의 결과이기도 했다.

형성·확산되고, 이를 정치권이 법률제정으로 화답한 것이라는
점에서 여타 일반적인 법률제정과는 차별화되는 의미가 있다.

인실련의 출범으로 시민사회의 핵심주체들이 저마다 추구하

또한 법률 도입의 논의에서 제정에 이르기 까지의 과정은 비교

는 고유목적사업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범사회적 연대를 통한 인

적 짧은 기간에 이뤄졌는데, 이는 민간운동이 광범위하게 확산

성교육 실천운동의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후 인실련은 300여

되면서 인성교육 실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그 어느 때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면서, 인성이 실력이자 대한민국 교육의

보다 빨리 이뤄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가치라는 신념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인실련은 지난 2012년 7월 24일, 한국교총의 주도로 160여 개

주력해 왔다. 그리고 2013년 2월에는 국회에서 인성교육실천포

기관 및 단체가 뜻을 같이하면서 결성됐다. 한국교총이 인실련

럼이 구성되면서, 인성교육의 항존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창립을 주도하게 된 것은 2012년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학교폭

기반으로서 법률제정이 이뤄졌다. 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가

력에 못 이겨 결국 자살에 까지 이르게 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있다.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올바른 시행령의 제정에

이 사건으로 총리실 산하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출범하여 7개

정부의 정책적 대안과 책무성을 보여줄 차례이다.

Ⅲ. 인성교육 정착을 위한 시행령의 방향
2012년 7월 24일 출범한 인실련이 정확히 3주년이 되는 금년
7월 21일에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된다. 그 때까지 법률의 실
효성을 담보하고 인성교육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행
령을 제대로 만들고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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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시행령 제정에 특히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정부가 인성
교육이 이뤄지는 가시적인 과정과 결과물에 치중하면서, 학교현
장과 괴리되고 또다시 교원이 객체가 되는 제도적 방향에 함몰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과거 숱한 교육정책들이 그 취지에 맡는 지원책을 제시하기보
다는 관성적으로 학교와 교원의 변화에만 의존해 추진하는 가운
데 교원의 피로감을 누적시키면서 실패해 왔다. 지금도 마찬가
지다. 시행령이 ‘학생’이 아니라 인성교육의 시행 주체인 ‘교원’을

근 들어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아졌

대상화해서 연수 등의 교육과 성과평가 등에 주안점을 둔다면

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일류대학에 가고

과거의 실패사례를 답습할 뿐이다. “학교와 교원은 따르라”라는

일류직장을 가지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는 도식적 결과주의와 뿌

강요된 방식의 정책으로는 단기적·표상적·형식적인 변화를

리 깊은 학벌주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다. 따라서 단순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정책의 시행주체인 교원의 마음이 담긴

히 정부의 정책적 수단만으로는 인성교육의 확산과 정착은 한계

능동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일례로 인성관련 위

를 가질 수밖에 없다.

원회의 학교 설치, 교원에 대한 의무연수 등의 강제적 정책은 학
교에 또 다른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인성교육 진흥에

필자는 인성교육의 확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순환 구조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을 확산시킬 것이다. 시행령은 인성교육을

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과정

위한 교원들의 헌신과 열정, 자발성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

과 같이, 민간이 인성교육 확산을 주도하면서 이러한 노력에 대

까에 주안점을 두고, 교원이 자기성찰을 통한 자발적 전문성 촉

한 지원을 정부와 정치권이 법과 제도로서 뒷받침하고, 이것이

진과 의지 배양, 인성실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에 초점을

다시 민간운동의 확산으로 환입되는 구조를 꾀하자는 것이다.

맞추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학교뿐만이 아니라, 가정 및 사회 각 부문
이 인성교육의 당위성과 실천활동에 대한 인식이 확장될 수 있

다음으로 시행령은 종래의 관(官) 주도형 정책이 아닌 민(民) 주

을 것이다. 일례로 한국교총은 인성교육 정착의 출발점으로 과

도형 정책으로서 인성교육 실현방안이 설계되고, 이에 대한 지

거의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에 대비되는 말하자면 학사모일체

원체계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지난 2월 6일 인성교육

(學師母一體) 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인성교육에 있어 교사

진흥법 제정을 주도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과거와 달리 관이 나

와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생을 사이

서서 일이 되는 시대가 아니므로 시민운동·국민운동을 통해 인

에 두고 교사와 어머니가 하나 되어 노력하면서 인성교육의 착

성교육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최

근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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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통과의 의미와 과제

마지막으로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행령 제정과정에 충
분한 여론 수렴과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2월 27일 인성교
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첫 토론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여
러 우려들이 제기되었다. 앞으로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의 과정
이 형식적·절차적 과정의 통과의례가 아니라, 이러한 우려들
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실질적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
편으로 이러한 시행령 제정과정을 통해 인성교육에 대한 붐업
(boom-up)을 일으켜 대국민·대사회적 공감대를 다시 한 번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성교육 정착은 교육부문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국가발전의 첩경이라는
절실한 인식을 확산시킬 계기로 만드는 것이다.

인성교육에 대한 재조명은 유독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움직임
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93년 전국 규모의 인성교육기관
을 설립하여 인성교육을 교육의 중핵가치로 가르치고 있다. 독
일의 경우도 극단적 인종차별주의와 국가사회주의의 함정에 빠

Ⅳ. 인성교육의 글로벌 패러다임 확장

져 전범국가로 내려앉은 과거의 경험을 철저히 반성하며 사회적
인성을 교육의 최우선 목적으로 두고 있다. 싱가포르와 캐나다

다가오는 5월, 유네스코가 주최하는 ‘2015 세계교육포럼(World

는 인성·시민교육을 정규교과에서 가르치고 있고, 이외에도 프

Education Forum 2015)’이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은 개

랑스의 공화국(共和國)으로서 국가시민교육의 가치 강조와 핀란

최국으로서 인성교육의 확장된 핵심덕목으로 볼 수 있는 ‘세계시

드의 범교과 인성교육 등 여러 국가에서 인성을 교육의 핵심가

민교육’을 의제로 제안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금년 5월은 1995년

치로 가르치고 있다.

김영삼정부가 발표한 5.31 교육개혁의 20주년이 되는 달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발맞추어 민간단체로서 한국교총과 인실

필자 역시 지난 2월 중순, 미국 교육부 및 교원단체(NEA 및

련은 같은 달 ‘2015 인성교육국제포럼(International Forum on

AFT), 인성교육연맹(CEP, Character Education Partnership),

Character Education)’을 개최하면서, 5.31 교육개혁의 공과를

월드뱅크(Worldbank) 등 교육 관련단체, 초·중등학교 및 대학

평가하고 인성교육으로의 범국가적 교육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교를 방문하면서 인성교육이 학교현장에 어떻게 스며들고 작동

움직임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에 대한 독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필자가 방문한 학교 중 버지니아 페

립적 법제를 구축한 국가로서, 각국의 인성교육의 동향과 사례

어펙스 카운티의 공립학교인 ‘콜빈 런(Colvin Run)’ 초등학교에

를 공유하면서 국내 인성교육의 저변 확대와 인성교육의 글로벌

서는 인성교육의 5가지 가치(열정, 정직, 책임, 존중, 용기)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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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고 있었다. 학교의 모든 시설물과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
에게 인성을 기술(Skill)이 아닌 삶(Life)으로서 체화시키고 있는
등 지식으로서의 인성이 아닌 실천으로서의 인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에 큰 시사를 얻었다.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2014), 인문학 진흥과 문화융성을 통한 한국적 인성 정립 방안,
인실련 창립 2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정창우 외(2013), 학교급별 인성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교육부.
정창우(2014),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인성회복방안-위기의 한국사회 인성에서
길을 찾는다,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세미나.
천세영 외(2012), 인성교육 비전 수립 및 실천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현주 외(2013),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방안 연구(Ⅰ), 한국교육개발원.
권형진, 인터뷰-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교육정책. 교수신문, 2015.1.19.

Ⅴ. 결 론

김기중, 인터뷰-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사회성·애국심도 인성에 포함,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줘야, 서울신문, 2015.1.20.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해외교육동향(http://edpolicy.kedi.re.kr/)

인성교육을 위한 법률이 제정될 만큼 인성교육의 당위성과 필
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여전히 인성교
육이 우리 사회에 기반을 든든히 뿌리내리기 위한 과정은 지난
(至難)할 것이다. 오랜 기간 인성을 강조해 왔지만 실제로는 상
대적 지위경쟁과 교육의 수단적 가치에만 집중했던 우리 사회의
허상을 일거에 벗어던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여타 정책에 비
해 긴 타임래그(time lag)를 가지는 교육정책의 특성을 고려하
여, 교육계, 지역사회 및 학부모, 정부 및 정치권 등 각계각층이
합심하여 우리사회에 인성교육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차근
차근 한걸음씩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희망적인 것은 인성
교육진흥법 제정이라는 힘든 첫걸음은 이미 내딛었다는 것이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참고문헌]
교육부 창의인재정책관(2013), 인성교육 강화 기본계획, 교육부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2015), 학교 인성교육 구현을 위한 국가수준의 방향 탐색,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학술세미나 자료집,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서정화 외(2013)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기능 수행 방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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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제주·강원교육청의 성과와 전망

글

•
홍성해

유일환

황은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강원교육청 장학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Ⅰ. 들어가며

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2014년에 자유학기제를 도내 모든 중학교
에 전면 시행하였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앞서 가는 데는 많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남들보다 한발 앞서

은 용기와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했을 것이다. 또한 전 교사의

준비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사와

자유학기제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동의, 학생과 학부모의 지지

학생, 학부모들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의 17개 시·

와 참여, 지역사회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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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교원연수를 통해

얘기냐고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우려들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이끌어 냈

떠안고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을 감행하였다.

다.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유학기제 운영결과 학교생활에
행복감을 느끼는 학생의 비율은 자유학기제 시행 전 75%에서

자유학기제의 올바른 취지 이해와 더불어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시행 후 81.8%로 증가하였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행복

위한 연수과정 등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나름대로 분

감을 느끼는 교사의 비율도 자유학기제 시행 전 76.3%에서 시행

주하게 준비하였다. 위기를 기회 삼아, 교사로서의 자존심을 건

후 83.1%로 학생과 동일한 증가폭을 보였다.

교육에 대한 반성과 잠재되었던 열망으로 앞으로 교육이 가야할
방향임을 깨닫고 있었기에, 함께하면 더 멀리, 더 오래 갈 수 있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유학기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음으로 하여 제주의 자유학기제는 2014년 전면시행에 이르렀다.

2015년에는 제주뿐만 아니라 대구, 광주, 세종, 강원, 경북교육
청 소속 학교들이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 글에서
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의 운영성과를 살펴
보고, 2015년 전면 시행에 들어간 강원도교육청의 자유학기제
운영성과 및 향후 전망과 과제 등을 진단해 본다.

2. 꿈그릴 樂 제주 자유학기제로
아이들은 자극하는 대로 반응하고 성장한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자극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며 바
로 이것이 자유학기제의 핵심 취지인 것이다.

Ⅱ.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유학기제:
꿈 그리기는 행복 맛보기 연습시간
1. 2014 제주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참 섣부른 결정이라고 하였다.

로 고

의 미
•꿈을 그려내는 즐거움(행복)
•꿈을 그려내는 Luck(행운, 음차)
•꿈을 그려내고자 함
(*제주 방언 ‘-락’은 ‘-하기, -하자’라는
의지형 어미)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자유’라는 이름에서부터 시험을 보지 않는 학기라는 것은 성

꿈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꿈그릴 樂 제주 자유학

적지상주의에 입시경쟁으로 일관해 온 우리 교육의 흐름에서는

기제’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 기쁨

체험이라는 단어와 맞물려 ‘노는 학기’로 인식되면서 정부가 바

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다양한

뀌면 금세 없어질 ‘한시적인 정책’이 아니냐고 하였다. 평가를 없

체험활동의 길을 열어 줌으로써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

앤 수업이 가능하겠느냐, 학력저하로 인해 사교육이 폭증할 것

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라고 하였다. 체험처가 다양하지 못한 도서지역인데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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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 100년의 기틀을
만드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기

든 중학교 평균 2명)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그 결과 자유학
기제 기간에 행복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도 43%나 되고 있다.

틀을 만드는 길에 늘 도민들 및 교육가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 교과연구 분위기 확산의 의미로 ‘행복한 수업나눔 교
2014년 2학기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즈음하여 지난 8월 18

사동아리제’를 공모한 결과 21개팀 195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

일 이석문 교육감의 자유학기제 담화문 발표가 기폭제 역할을

였는데, 실생활에서 찾는 발명교실 17차시 교수·학습 과정안을

하면서 자유학기제는 모든 학교에서 실제 활동으로 드러나기 시

개발하기도 하는 등 ‘함께한다면 수업방법의 변화는 어렵지 않

작하였다. 모든 교원들이 긍정적인 자세로 운영에 많은 고민을

다’며 새로운 수업방법의 개선을 위한 교사동아리 구성의 힘을

하면서 이루어낸 것이다.

보여주고 있다.

3. 교실수업에 아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다

‘ㄷ’자형 자리배치를 통해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학습한다는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핵심성취기준을 바탕으로 교육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도의 지역적 여건과 2013년 연

정 재구성과 교과융합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였

구학교 운영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학생참여·활동 중심의 교실

다. 특히 효돈중의 ‘내 고장 알기를 통한 자존감 회복’이라는 주

수업 개선을 최우선 방침으로 두었다. 이를 위해 교육청 차원에

제 하에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을 접목시킨 교과 간 융합프로젝트

서는 거꾸로 교실, 배움의 공동체, 행복수업 등 다양한 학생참여

수업은 각 교과시간을 통해 지역에 대해 학습한 후 교과체험의

형 수업 연수 등을 지원하였다. 특히 ‘행복한 아이들을 위한 행

날을 운영하여 그 자체로 인성교육, 환경교육, 진로교육을 모두

복한 교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으로 서울대학교 행

망라한 그야말로 멀티교육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이다.

복연구센터에서 진행하는 행복수업 연수를 단계적으로 지원(모
평가가 없는 자유학기제인 만큼 스스로 계획하며 점검할 수
있도록 자기성찰평가가 필수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는 「생각 한 줌 마음 한 꼭지 꿈그림 공책」이라는 워크북을 제작
하여 변용·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운 내용의 단순한 기록
이 아니라 자신이 수업에 참여한 모습을, 체험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자신의 모습 그리기를, 자신만의 책 길 만들
어 가기 등을 간단하고 다양하게 기록해 두는 과정을 통해 ‘나’라
는 존재가 자신의 삶에 주체이고 주인이라는 자기존중감을 키우
게 하였다. 또한 자기를 내세우는 하나의 방향이며 이력으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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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학생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발
대식을 KBS제주방송총국에서 개최하였다. 장소 제공뿐만 아니
라 아나운서 진행, 기자의 직업체험 강연 및 영상 기술원들의 방
송 제작과정 체험 등으로 구성한 행사 운영은 자유학기제 활성
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어 학
교 홈페이지에 자신의 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소개ㆍ홍보하는 등 기자체험으로 학생들은 자긍
심을 고양하는 계기를 가지게 됐다.

중앙기관 연계 협력체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10.29. MOU 체
래의 진로 설정에 밑바탕이 되게 하는 것이다.

결)의 e-NIE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 매칭 14교, 한국산업인력
공단(10.30. MOU 체결)에서 숙련기술 체험 캠프 운영지원 매칭

4. 진로체험에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하다

4교, 한양대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시범사업 ‘All Tone’ 학교 지원
및 문화융성위원회 ‘문화가 있는 날’ 예술 공연 지원 매칭 등으로

도서지역으로 체험처가 많지 않다는 지리적·환경적 조건은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제주 진로체험의 한계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두 번째 추진 방
침으로 과도한 현장체험 활동 위주의 진로교육을 지양하여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내 진로체험 지원으로 NH농협은행 제주영

환경 인프라 활용 진로체험 활동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

업본부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개설하여

역사회 중심 지원체제 구축에 주력하였다. 직접 체험활동의 지

「New Hope! 청소년 금융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제주지

역적 편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원격화상 진로멘토링’

방법원 「법관 1학교 멘토링 프로그램」매칭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을 통해 서귀중앙여중의 과학동아리 수업은 숙명여대 교수가 멘

와의 MOU 체결(12.8.)을 통한 도청 산하 직속기관 진로체험 활

토로 출연하면서 학생들은 Tech DIY(Do it youself) 키트를 활용

성화, 넥슨컴퓨터박물관과의 MOU 체결(12.8.)을 통한 진로탐색

해 바느질 회로를 디자인하는 체험형 프로젝트 수업을 함께 한

운영 지원으로 앞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설정에 더욱 많은

다. 또한 스마트 기기를 수업활동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교사동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리 구성, 스마트 패드를 이용한 진로 연계 수업활동은 학교에
서 하는 진로교육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자유학기제 운영의 일환으로 모든

5.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선택이 시작되다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수요자

Educational Development 2015 SPRING |

77

정책과 현장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제주·강원교육청의 성과와 전망

중심의 다양한 선택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세 번째
추진 방침이다.
자유학기제의 근본 취지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꿈을
키워주고 끼를 찾아주자는 데 있다. 따라서 학교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 수요자 중심에 맞추어지면서 동아리활동ㆍ학생
선택프로그램 등 자율과정에서 특색운영의 묘미를 발휘할 수 있
게 되었다. 그 결과 지역 재능기부 활용 연계 문화예술동아리활
동의 활성화로 지역축제 및 위문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
조랑말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동아리, 전통문
화와 연계한 다양한 동아리 등이 구성되어 학교 나름대로의 특
색활동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음은 고무적이다. 크게는 오케스트

6. 자유학기제 운영 원년을 보내면서 다음을 준비하다

라 운영에서부터 서각, 당구, 교육마술, 전통놀이, 목공예, 꿈책
쓰기, 제주문화반 등 끼리끼리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 지역 기

‘지금, 자유학기제를 통해 행복을 맛보는 연습을 하고 있는 우

관과 연계한 화초재배, 텃밭 가꾸기, 조작체험 등 인성교육활동

리’라는 어느 교사의 표현은 자유학기제의 가장 핵심적인 성과

에 도움을 주는 동아리까지 훨씬 다양하고, 보다 실질적인 운영

를 대신해 주는 말이 아닌가 한다.

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들이다.

시험을 보지 않으니 우려하던 학력저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도 없고 또한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은 사교육에서는 어려운 교육

선택프로그램도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데,

활동인 까닭에 사실 자유학기제 운영의 성패를 논한다는 자체가

특히 아라중에서는 대규모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랑 놀자’

모순인 것이다. 다만 학교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체감한

등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 학기 동안 4개의 프로그램을 선

정도나 성과보고회를 통한 연구학교가 아닌 희망학교의 우수 사

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인성박물관, 방송댄스, 공연예

례, 또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분명 교육에

술, 영상미디어, 헬스보이, 인문학과의 만남, 유네스코 3관왕,

새로운 변화는 시작되었다.

한의학세계, 애니어그램, 컵타, 영화를 통한 타인과의 이해, 마
술, 동양철학, 아트두레반, 들꽃사랑반, 디베이트 토론반, 제주

‘공부도 삶을 살아가는 데 그저 한 가지 즐거운 일 중에 하나

의 지질 및 자연환경 탐구반 등 일반학기에는 없는 프로그램의

일 뿐’, ‘아이와 대화하는 주제가 달라졌다’는 학부모의 글에서,

개설로 학생들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김녕중의

‘학교에서 내가 할 일이 생겼다’, ‘자유학기제는 나에게 있어서

예술체육활동으로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연극 프로그램 운영 등

포스트잇으로 덧붙인 중요한 자료이다.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

은 자기 역할의 책임감을 함양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는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이다’라는 학생들의 반응에서, ‘무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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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학생의 변신, 말문을 트면서 질문이 많아졌다’, ‘평가만 바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강화>를 두었다. 이석문 교육감은 “제주

라보던 교사가 학생을 보게 되면서 학생들의 새로운 미래 생각,

자유학기제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

자유학기제로 학생과 교사가 더불어 성장하였다’는 교사의 표현

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겠다” 며 “‘덜

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다.

어내고 지원하는 행정’을 통해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수업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 해 운영으로 만족도를 운운하기보다는 문제점 논의

이를 위해 2015 제주교육청은 제주형 자율학교 혁신으로 ‘다 디

가 급선무이다. 지속적인 운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해결해

배움학교’도 운영하면서 존중과 참여의 학교문화 형성과 배움

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산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중심의 교육활동 실천으로 교육 주체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의 업무 경감, 진로탐색활동에 대한 제도

다. 배움의 공동체 연수 등으로 교원들의 학생참여 중심 수업을

적 시스템 구축 등이 난제이다.

유도하고 있으며 교원 학습연구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수업혁
신 교원동아리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정책의 전개

지난해 12월 8일 제주를 방문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은 자유학기제 운영 현장 간담회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우

에 따른 교원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모
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려되는 목소리에 대해 자유학기제 법제화, 예산 확보 등으로 자
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에 교육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히
면서 진로체험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을 당부한 바 있다.

Ⅲ.	강원도의 자유학기제:
수업과 평가의 변화에 날개를 달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2015년 제주교육은 교실입니
다’라는 기치 아래 10가지 역점사업의 하나로 <꿈그릴 樂 제주

1.	지리적 한계를 극복한 자유학기제 연구·희망학교
운영 성과
강원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미래사회의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역점 사업
중의 하나가 교수·학습의 다양화와 개별화이고 또 다른 하나가
성장과 배움의 평가 혁신이다. 교사가 자신만의 브랜드가 될 만
한 수업방법을 찾는 수업혁신과 평가혁신을 위해 노력해 온 것
이다.
자유학기제는 그 간의 강원도교육청이 노력해 온 수업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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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현장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제주·강원교육청의 성과와 전망

며 학교가 활력을 찾게 되었다. 선생님들이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2014년을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진 군이 2만
7천 명밖에 되지 않고 쓸모없는 산악이 대부분인 강원도에서
학생들의 진로체험은 늘 우려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연구학교
의 성과를 볼 때 학교는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진로교육을 진행
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런 4개 연
구학교의 성과는 자유학기제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이 자신감과
의 변화를 위한 노력에 날개를 달아 주었다. 수업과 평가를 위해

의욕을 갖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노력하던 학교에 자유학기제가 도입되자 학교와 학생, 교사가
눈에 띄게 변화하게 되었다. 이는 자유학기제가 보장해준 교사

2. 2015년 전면 시행을 통한 수업과 평가의 선진화

의 평가권 확보가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것이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행복한 학교를 구현하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2013년 자유학기제 연

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의 변

구학교 2교를 운영하였다. 두 학교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지

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

만, 태백의 함태중학교는 특히 수업혁신과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하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는 갖가지 교육정책에서 소외되어 왔

특징을 보였고, 양구중학교는 산촌의 열악한 환경 속에 걸맞은

으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과도기 정도로 인식해

진로교육을 실천하였다. 두 학교가 보여준 이런 특징들은 향후

왔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15년을 중학교 교육을 변화시

강원도교육청의 자유학기제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킬 원년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해왔다.

또, 2014년 연구학교인 횡성중학교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진로

그 핵심은 수업의 변화와 평가방법의 선진화이다. 수업을 학

교육에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사북중학교는 폐광지역 실정을 반

생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평가는 PISA 평가를 염두에 둔 선진형

영한 교육과정 운영에 장점을 보였다.

으로 진전시키자는 것이 강원도교육청의 계획이다. 중학교 교육

자유학기제를 통해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자연스럽

의 변화를 위한 청사진의 한 가운데 들어 있는 것이 자유학기제

게 수업혁신과 평가혁신을 가져왔다. 더 나아가 자유학기제의

이다. 연구학교와 희망학교의 성과로 미루어 볼 때 자유학기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학기의 수업과 평가를 바꾸려는 시

를 통해 공교육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5년 전면

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학생들의 표정이 밝아졌으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학생들에게는 진정으로 꿈 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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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주고, 교사에게 수업권과 평가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자유학기제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어려움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의 취지이다.

이 있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헤치고 나아가는 것
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강원도가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갖고 있
는 낙후된 산업시설 등 물적 인프라의 부족을 해결해야 하는 것

모든 교육정책이 그렇듯이 자유학기제의 성패 여부는 일선 교

이 강원도의 자유학기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사들의 자발적인 동참여부에 달려 있다. 교사들의 인식 제고와

엄밀히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없다. 설

자발성 유인을 위해 우리 교육청은 지속적인 연수를 계획하고

령 서울이라 하더라도 진로체험처를 확보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있다. 또한 교사공동체의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사학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강원도는 1년이 아니라 10년

습공동체 활성화를 역점사업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이 걸리더라도 서울과 같은 대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전혀 없
다. 따라서 열악하지만 현재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의 인프라를

2014년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학교에서는 중간, 기말고사 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중소 기업체를

실시로 인해 자연스럽게 다양한 평가방식이 시도되고 있고, 이

중심으로 한 교류회를 비롯하여 소상공인들의 도움으로 이를 어

런 평가와 연계하여 교과에 대한 수업혁신이 현장에서 자발적

느 정도 해결할 것이다. 또 이것으로도 부족한 것은 귀농인 등의

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사가 공동체로서 사고를 가지고 상호

교육기부를 받아 어느 정도 해결할 것이다.

협의가 함께 이루어지는 점에서 바람직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교육지원청 단위로

다. 또한 학교 실정을 바탕으로 학생 수요를 적극 반영한 학생

연합하여 공동 교육과정이나 공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동아리, 학생선택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학생들의 공교육에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단위의 자유학기제 지원단,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에도 2014년의
성과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수
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교육복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현장착근을 위해 매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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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의 글로벌 허브…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과 연구 지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글

•
임후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소장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수립하던 시대는 가고 정책추진의 성

진되어 온 국가사업 중의 하나였다. 교육통계 작성의 역사는

과에 대해서도 엄정한 평가가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 데이터

1963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1998년 한국교육개발원

(data) 또는 증거(evidence)에 기반을 둔 정책수립 및 정책성과

에로의 이관은 국가 교육통계 작성에 있어서 획기적 발전의 계

평가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반으로

기가 되었다. 조사내용이 크게 확충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사체

서 교육통계, 정확하게는 국가교육통계 작성은 오래전부터 추

제가 정비되었으며, 조사시스템이 구축되어 통계자료가 전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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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데이터 베이스)로 축적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국가교육

한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통계의 역사는 교육개발원 시대와 그 이전 시대로 크게 구분될
수 있고,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발전을 이룩했
다고 할 수 있다.

Ⅰ.	교육통계연구센터 주요 사업 및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

국가기본교육통계의 작성을 통해 교육통계 수집 및 분석의 전
문성을 키워온 교육통계연구센터는 200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

교육통계연구센터에서는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국가교육통계

자 취업통계조사, 2007년 평생교육통계조사, 평생학습 개인실

를 작성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교육기본통계조사만을 수행하였

태조사 등과 같은 영역으로 통계작성의 범위를 확장하고, 자료

으나, 2004년 취업통계, 2007년 평생교육통계, 평생학습 개인

의 수집에 머물지 않고 자료의 분석 및 서비스를 강화해 왔다.

실태조사가 추가되는 등 사업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그리하여 유치원부터 고등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까지 조사범

있다.

위가 확장되었고,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통계
정보를 국회, 정부 각 부처, 언론, 연구자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

교육통계서비스 시스템(http://kess.kedi.re.kr)

국제화에 따라 OECD, UNESCO, 월드뱅크 등과 같은 국제기구
에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국제비교정보 분석 및 서비스에도 적극

연구분석서비스

국제교육통계

참여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는 국내 교육
유초중등교육통계

고등교육통계

취업통계

평생통계

통계 작성 및 활용의 중심이고 국제적으로도 교육통계 작성 및
활용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현장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정책수립 및 성과평가가 엄

DATABASE

<그림 1> 교육통계연구센터 주요 사업

격해지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교육통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고, 필요한 교육통계정보를 필요한 때에 얼마나

교육기본통계, 취업통계, 평생교육통계는 통계청의 지정 및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것인가가 교육통계연구센터의 중요

승인을 받아 수행되는 정부 공식 통계이다. 교육기본통계는 지

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과거 교육

정통계로, 취업통계 및 평생통계는 일반통계로 승인되어 있다.

의 역사와 현재 이슈를 반영한 교육통계의 작성에 머물지 않고

일반통계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는 통계이며, 지정통계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사회·경제 기타 정책의 수

된다. 과거 통계자료가 말해 주는 것에 뿌리를 두되 미래사회

립 및 평가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

가 속삭이는 변화에 둔감하지 않고 변화를 예측하려는 노력 또

하는 통계를 말한다. 지정통계는 통계법상 자료제출명령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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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통계자료를 생산한다. 각종
교육기본
통계

•유초중등교육기관

On-line
•서비스 홈페이지

취업통계

기초통계
이슈통계
웹진 등

•고등교육기관
평생통계

•교육행정기관

•교육통계 앱
•교육통계 블로그

•평생교육기관

조사
협력

평생학습
개인실태
조사

국제교육
통계

교육재정
연구자료
조사

Off-line
•통계 간행물
서비스

교육통계연보
간추린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등

•포켓북
•맞춤형 서비스
KEDI
교육통계연구센터

조사기관

통계조사를 통해 생산된 통계자료는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으며, 이는 데이터 기반 국가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수립은 보다 현장친화
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통계자료는 또한 다양한
교육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서비스

연계·협력

둘째,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통계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통계
연구센터에서는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
이지(http://kess.kedi.re.kr), 교육통계서비스 어플리케이션(앱
스토어 및 구글플레이 마켓에서 다운로드 가능), 교육통계 블로
그 (http://blog.naver.com/kedi_cesi)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그림 2> 교육통계연구센터 사업 추진 체계

높이고 있다.

지조사권이 부여되어 있고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통계는 이러한 권한이 없
다. 그밖에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평생교육법 등에 근거하
여 통계조사가 이루어진다.

기초통계 제공을 위한 각종 자료집(교육통계연보, 간추린 교
육통계, 취업통계연보, 평생교육통계자료집 등)을 발간하고 있
으며, 다양한 분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OECD 교육지표,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등의 자료집도 발
간하고 있다. 교육통계연구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자료는 교육

Ⅱ. 교육통계연구센터의 주요 기능
교육통계연구센터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에 이르는 교

통계 서비스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서비스되고
있으며, 각종 이슈통계 및 교육통계 웹진 등도 온라인으로 서비
스하고 있다.

육기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과 같은 교육행정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유관기관들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

사용자가 좀 더 세부적이고 정형화되지 않은 자료의 서비스를
원할 경우 교육통계 서비스 콜센터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
공하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국회, 감사원, 교육부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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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 각 부처, 정보공시 등에 제공한 서비스 건수는 총 2,300

해 온 교육통계연구센터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에 당면해 있다.

여 건에 이른다.
첫째, 조사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각종 통계조사에서 일선 학
셋째, 교육통계 허브기능을 수행한다. 교육통계연구센터에서

교나 기관들의 조사부담에 대한 경감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행

는 조사단계부터 자료활용까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체제를

정 DB 등 빅데이터로의 활용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구축하고 있으며, 기관 간 업무협력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국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육통계연구센터는 조사체제를 변화 및

내 교육통계 분야의 허브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유초중등교육기관의 경우,

OECD, UIS 등 국제기구와의 각종 통계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

NEIS 연계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하반기조사를 정착하여 일선

나라 교육의 국제 신인도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기존

있다. 특히, 선진화된 교육통계시스템을 아시아지역에 널리 보

집계자료 조사방식에서 개별적인 세부자료를 조사하는 원자료

급하기 위한 아시아 교육통계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row data) 조사방식으로 조사체제가 전환됨에 따라 조사의 효
율화를 추구하고 있다. 평생교육통계의 경우, 지자체 및 시·도

넷째, 교육통계 활용 관련연구를 추진한다. 교육통계연구센터
에서는 연구와 사업간 선순환을 위한 교육통계 관련연구를 수행

평생교육진흥원과의 자료 연계 및 공유를 통해 중복조사를 방지
함으로써 각 기관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나가고 있다.

하고 있다. 2014년에는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지
방대학의 교육 실태 및 성과 분석」,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통계 분석연구」, 「KEDI 학생역량지수 조사 연구」,
「한중일 교육통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예술계열 취
업통계조사 개선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올해에는 「아시아
국가 교육지표 조사」, 「학과 분류체계 개선」 등의 연구를 진행하
고 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 교육통계의 체제를 선진화하고 통
계자료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Ⅲ.	교육통계연구센터의 과제 및 미래
비전
<그림 3> 교육통계 서비스 홈페이지 (http://kess.kedi.re.kr)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교육분야의 대표 통계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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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에 대한 역량 개발 및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전문인
력 확충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또한 필요하다. 나아가 충분한 역
량을 갖춘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안정화해줌으로써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연계 강화가 요구
되고 있다. 각 통계별로 유관기관과의 자료 공유나 연계가 다양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업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
거는 없는 실정이다. 각 기관 및 해당 담당자의 업무 협조도에
따라 좌우되는 현 상황에서는 조사부터 자료 활용까지의 프로세
스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체제를 공고
히 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
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 4> 교육통계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국가교육통계 생산 및 활용의 산실로서 교육통계연구센터는
둘째, 데이터 신뢰도 제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교육통계자료는 대학 감사 및 평가 등 각종 교육정책사업의 지
표를 산정하는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대학평가를 위
한 참고용 데이터로 활용되면서 조사절차 및 데이터 신뢰도 등
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 검증 프로세스를 좀 더 체
계화하여 검증을 강화하고 있고, 담당자 연수 강화, 시스템 정비
및 개선 등을 통한 신뢰도 제고 노력도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

당면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역사의 토대 위에 미래를
준비하고 도전할 필요가 있다. 반세기를 넘는 시간 속에서 교육
통계는 더 나아지고 더 넓어져 왔고,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
왔다. 미래 교육통계는 역사를 품을 때 더욱 강력해지고 더욱 풍
부해질 것이다. 교육통계에 역사를 더하는 작업은 이미 수년전
부터 추진되어 왔다. 책자형태로만 존재하고 있는 교육통계연
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었다. 최종 산출물로서 교육통계
연보의 전산화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시대에 따라 달라
져 온 조사의 기준과 장표의 변천 등에 대한 정보수집이 이루어

셋째, 전문적인 분석 서비스 요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
육통계연구센터 보유 자료의 양이 증가하고 활용 또한 늘어남에
따라 통계자료에 대해 전문적인 분석 서비스 요구도 꾸준히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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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아 시계열적 분석 및 활용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조사
지침 및 매뉴얼 등과 같은 자료의 추가 수집, 이들 자료를 보관
하고 관리할 교육통계 서고를 마련하며, 시계열 데이터 베이스

THE FRONT LINE

의 분석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998년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이관된 이래 15년간의 교육통계
작성 및 활용의 환경은 급속한 발전과 변화를 지속해 왔다. 앞으
로 그 변화의 속도와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화
의 지속적 확산과 발전은 빅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고 있
다. 다만,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행정 데이터를 교
육통계의 작성 기준과 지침에 맞추어 산출하는 것이 과제이다.
빅데이터의 활용은 교육통계 작성의 절차와 체제를 재구축하는
것을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통계 작성 소스(원천)의

구센터는 국내 교육통계를 선도하는 역할과 함께 국제 교육통계

변경, 조사 절차와 방법의 변경, 조사 및 연보 산출 시스템의 변

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경 등 교육통계 작성 및 활용의 전반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조사 실무자들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역량)의 변
화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는 지난 15년간 축적해 온
교육통계 작성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교육통계
허브로서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

글로벌화는 교육통계 작성 및 활용에도 그 영향이 적지 않았
고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지속될 것이다. 교육통계연구센터는

화된 인프라를 정비하고 전문적 인력을 확충하며, 미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간 OECD 회원국으로서 국제교육통계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유네스코나 UN 등과의 국제적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
다. 유네스코는 우리나라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의 수준을 관
련 체제들 간의 연계 활용이 시너지를 내는 단계에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가 이렇게 선진적 단계로 발전하게 된 것은 교육통계자료의 수
집 및 분석 체제가 중요한 기반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관심과 제도적 조정 하에 교육통계연구센터의 통계조
사에 대한 전문성 축적 및 발휘가 그 주요한 힘이었다는 것을 지
적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교육통계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지표 분석 연구도 추진한 바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의 교류협력을 주도하고 국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통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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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또 다시 열리는 교실… “150가지 꿈이 날개를 펼쳐요”

성남 장안초등학교

글

•
한혜림
소년한국일보 기자

“아래 층 교실이 음악학원이에요!”

있었다. 학교 안에서 ‘기타 연주’·‘미술’ 등의 수업을 받기 때문
에 서둘러 학원 버스를 타기 위해 뛸 필요가 없어 여유로움이 느

지난해 성남 장안초등학교에서 만난 3학년 이경서 양은 수업
이 모두 끝났음에도 복도 한편에서 친구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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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C) 코드에서 네 플랫을 옮기면 시샵마이너(C#m)인가?”

이나 수업방식을 보고 고를 수 있고, 성적도 올릴 수 있는데 싫
어할 이유가 없어요.”

잠시 후 방과 후 수업이 한창인 4학년 3반 교실에서 기타 삼
매경에 푹 빠진 경서 양과 동생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6학년 장

태경 양 말처럼 장안초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는 전교생의 마

민주 양을 다시 만났다. 2014년 교육부가 주최한 ‘제6회 방과 후

음을 잘 아는 듯 보인다. 그러니 3년 전 62개였던 수업이 2014년

학교 대상’의 최고상인 ‘대상’에 선정된 성남 장안초등학교(교장

모두 150여 개로 늘었고, 어린이 참가율도 101%에서 189%로 무

송근후)는 그야말로 오전에 학교, 오후엔 전교생 750명이 모두

려 88%나 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날 수업에 참가한 어린이들의

수강생으로 바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학원이었다.

적극적인 태도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었다.

불이 꺼지지 않는 학교
150여 개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마련

지난 학기 교내 학부모 7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
과, 2012년 47만 6200원이던 사교육비가 2014년 28만 300원
(41%)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점은 학부모의 신뢰까지 얻고

수강생 숫자뿐 아니라 프로그램 수도 150개로 단연 으뜸이다.

있음을 증명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을 다 갖춘 듯 수업의 종
류도 다양하다. 외국어·수학·언어·사회·과학·음악·스포
츠 등 그 영역만 모두 11개에 달할 정도이다. 그래서 장안초등학

“엄마의 꼼꼼한 눈으로 운영하면 이처럼 알찬 방과 후 학교를
만들 수 있지요.”

교는 불이 꺼질 틈이 없다.
장안초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운영 비결을 묻자 조미영 방과
“일요일 빼고 모두 학교에 나가요. 재미있는 수업이 넘쳐나거

후 부장 교사가 내놓은 대답이다.

든요.”

‘영어’·‘스케이트’·‘'서예’·‘첼로’ 등 8개 강좌에 참여하는 4학
년 이태경 양은 매일 2~3시간씩 수업을 듣고, 토요일에도 학교
에 나갈 정도로 재미 있다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취미는
몰라도 영어 등 학업 관련 수업은 솔직히 억지로 다니지 않느냐
는 질문에 태경 양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영어도 수준별로 6개의 강좌가 운영돼요. 아이들이 자기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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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끊임없는 협력

역 안의 다문화 가정 학부모가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중

사교육에 절대 밀리지 않는 방과 후 학교

국어 등을 가르치며 어린이들이 언어는 물론 나와는 다른 문화
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했다. 수업을 들은 어린이와 학

장안초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학교와 학부모, 그

부모들은 “우리 중국어 선생님은 결혼해서 한국에 사시는 거예

리고 지역사회와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활발하게

요. 우리와는 또 다른 중국의 생활을 들려주실 때 정말 재미있어

운영되고 있다. 방과 후 학교의 프로그램은 △사교육의 사각지

요.”, “아이와 함께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어요.

대에서 펼치는 ‘도시형 맞춤 방과 후 특기 적성 프로그램’ △지역

외국어는 아주 조금이라도 어릴 때 접하면 나중에 큰 힘이 되는

사회와 함께하는 ‘도시형 맞춤 주말 학교’ △교육수요자의 욕구

것 같아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토요일 오전 수업이라 부

를 반영한 ‘도시형 맞춤 돌봄 서비스’로 크게 나뉜다.

담도 없답니다.”라며 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초급, 중급, 심화 과정으로 세분화된 수준별 프로그램을 국
어·영어·수학 과목에서 운영하며 ‘방과 후 학교의 강사와 수
업 내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편견도 깼다. 장안초등학교
의 학부모 지원단은 직접 강사를 섭외하고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수업을 개설하도록 제안하는 등 활발히 활동을 하며 방과 후 학
교의 질을 높이고 있다. 학부모 지원단은 방과 후 학교 운영 과
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또 다른 학교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 이를 검토하고 모
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단에 속한 13명의 교과별
장안초등학교는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과 후 학

학부모 전문위원은 강좌 개설 제안, 강사 섭외 등을 하고, 무려

교가 사교육에 비해 강사와 수업 내용의 수준이 낮고, 체계적

91명에 이르는 학부모 모니터링단은 수시로 수업을 참관하고 평

이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율이 낮다’는 의견에 귀 기울

가한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SNS 밴드를 운영하고 강사카페 운

였다. 이에 장안초등학교는 어린이들이 학교 안에서 자연스레

영을 하며 쉬지 않고 소통한다. 2012년 어린이들의 방과 후 학교

자신들의 특기를 만들고 다양한 교과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족도는 77.6%, 학부모의 만족도는 78.4%였지만, 2014년 각각

확장코자 했다.

87%, 91.1%로 오르는 기적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를 위해 장안초등학교는 어린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

이 밖에 명지대학교 영재교육센터와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되

쉽게 접할 수 없는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지

는 STEAM 영재 과학, 실생활의 과학을 접목시킨 창의 과학,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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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토론, 어린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영어 뮤지컬 등
어린이들의 성적 향상은 물론 꿈과 소질,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
는 수준 높은 수업들이 수업을 마친 어린이들을 기다린다.

도시형 맞춤 주말 학교
배움의 즐거움 놓치지 않아야
토요일이나, 휴일에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들은 어
디로 가야 할까? 장안초등학교는 저소득층, 맞벌이 가족, 다문
화 가정 학생을 위한 다양한 토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만들
었다. 앞서 말한 다문화 가족이 지도하는 다민족 언어 수업을 비

도심 속 어린이들이 농사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강연과 공

롯해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도서관을 개방했다.

연, 전통문화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에듀팜과

수업이 모두 끝난 학교 안 도서관의 문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책

의 MOU도 눈길을 끈다. 어린이들은 자신만의 텃밭을 기르며 학

을 읽고 부족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다. 지역 안 어

교 안에서 배울 수 없는 교과서 밖 인성교육을 받으며 고운 심성

린이들뿐 아니라 청소년 및 성인들도 도서관에서 열리는 여러

과 감수성, 리더십 등을 깨닫는다. 더불어 학부모의 재능기부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 북카페에서는

열리는 탁구, 배트민턴, 밸리 댄스 등도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리본 공예, 인문학 독서 토론, 동화 구연 자격증반 등 색다른 수

얻고 있다. 모처럼 쉬는 주말, 늦잠을 자고 싶을 만도 하지만 토

업들이 마련된다.

요일 수업을 듣는 어린이들은 “주말을 보람차게 시작해 뿌듯하
다.”며 한목소리로 말한다.

지역사회에 자리한 다양한 공동체들의 상호협력관계(MOU)
체결도 한몫을 한다. 남동발전소 등 지역 안 기업 10곳과 MOU

돌봄교실의 확장

를 맺어 교내 도서관의 책과 오케스트라의 악기 구입 등의 지원

모두를 위한 돌봄서비스

을 받는다. 관악기 중심의 스트링 오케스트라 어린이 46명과 현
악기를 다루는 윈드 오케스트라 어린이 21명은 정기 연주회, 초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돌봄교실’, ‘맞벌이하는 부모님으

청 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 경험을 쌓으며 큰 꿈을 키워 간다. 기

로 방과 후 학원에 전전하는 어린이…….’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업은 어린 꿈나무들에게 영양분을 주고, 어린이들은 무럭무럭

현주소가 아닐까? 장안초등학교는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자라 맛있는 열매를 맺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연계하는 방안을 통해 새로운 ‘안전보육·특기계발형 돌봄모델’
을 제시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을 향한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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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또 다시 열리는 교실… “150가지 꿈이 날개를 펼쳐요” - 성남 장안초등학교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도움
이 컸다. 학부모 지원단의 쉴 새 없는 평가와 피드백은 학교가
스스로를 냉정하게 뒤돌아볼 수 있게 했다. 우수한 강사와 어디
서도 볼 수 없는 다양한 수업의 도입으로 수업의 질이 향상됨으
로써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도는 높아졌다.

수할 수 있는 방과 후 교육 활동을 탄탄하게 마련함으로써 학부
모들의 걱정은 덜고, 어린이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은 더했다.

여기에 지역사회의 협조는 어린이들이 학교를 평생학습의 장
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도
어린이들이 주요 교과목과 예체능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되었

1~4학년 희망 어린이들에게는 모두 4개의 교실을 제공함과

기 때문이다.

더불어 시립 도담 분당동 지역 아동 센터, 서현 청소년 수련관과
MOU를 체결해 프로그램과 시설을 공유하며 누구에게나 열려있
는 넉넉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늦은 저녁 혹은 토요일에
도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사라졌다.

조 교사는 “한 달에 8만 원이면, 거의 레슨 수준으로 첼로·비
올라·오보에 같은 다양한 악기를 배울 수 있는 학교는 아마 장
안초등학교가 유일할 거예요. 지역 기관들의 도움 덕분에 가능
할 수 있었지요.”라고 자랑했다.

돌봄서비스와 어린이들의 창의·인성 체험활동도 엮었다. 어
린이들이 자신의 손으로 장래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작성
하게 하고, 이를 방과 후 다양한 수업과 연결 지어 자연스레 학
교에 남아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송근후 교장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방과 후 학교
가 활기를 띠니,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하루 종일 안전하고 재미
있게 머물 수 있게 됐어요.”라며 “학교에서 배운 다양한 교육 활
동이 우리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커다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이로 인해 장안초등학교 안 돌봄교실에 대한 인식은 ‘저소득
층을 위한 돌봄교실’에서 ‘모두를 위한 돌봄교실’로 변화했다. 또
2012년 1학급에 16명이던 돌봄교실은 2014년까지 모두 4학급
104명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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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함께 성장했어요!”…인성교육 ‘활짝’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글

•
한원경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교장

지난해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이하 ‘경북대사대부중’)

도 전국 최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교

는 ‘행복을 꿈꾸는 학교, 인성교육의 중심에 서다.’라는 주제로 인

육부가 공모한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도 이름을 올려

성교육 우수 모델학교로 꼽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서울대 행

2014년 한 해에만 ‘전국대회 3관왕’이라는 영광을 안았다.

복연구센터가 행복수업을 도입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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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함께 성장했어요!”…인성교육 ‘활짝’ -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도대체 경북대사대부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이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과가 가능한 것일까? 아마도 경북대사대부중은 전국에서 최
초로 행복을 교내 모든 교육활동의 전면에 내세운 학교일 것이

학교에서 행복을 만나다

다. 행복을 만난 학교에서 ‘행복’이야기를 어떻게 만들고 풀어 가
는지, ‘행복’을 통해 학교와 학생들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
알아보자.

우리 학교가 행복을 만나게 된 것은 3년 전이다. 2012년에 부
임한 임한 한원경 교장이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와 함께 대한민국
행복수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행복덕목’을 교실 속으로 끌어들

왜? 행복인가

였다. 한원경 교장은 말한다.
“많은 분들이 미래의 행복을 위해 교육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지금까지의 인성교육은 대개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성을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

가르쳐 왔으며 주로 기본생활습관 정착이나 예절교육 차원에서

하는 아이들은 미래에도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전시성, 행사성 위주로 이루어졌다. 창의성과 바른 인성을 함양

행복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교실수업에서 이뤄

한 학생을 기르고자 하는 학교교육의 도달점은 결국 행복한 개

져야 합니다. 학교의 본질적인 수업이 변하지 않으면 학교의 변

인과 사회를 만드는 데 있으며, 이는 교과수업을 통해 꾸준히 교

화도, 학생의 변화도 일궈낼 수 없습니다.”

육할 때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행복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기
술을 학습하고 실천하는 행복역량교육으로 학생들은 긍정적 정

행복학교를 선언하다

서를 기르고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학교에서는 행복덕목을 중심에 두고 교

우리 학교는 2013년부터 제2의 개교를 한다는 심정으로 학생,

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즐겁고 의미 있는 성장을 할

학부모, 교원 모두가 행복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
는 능력을 배우고, 의미 있는 성장을 하는 학교’라는 행복학교의
비전을 만들었다.

행복학교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행복권 보장’, ‘성장 지원’,
‘자발성 존중’, ‘지역성 존중’이라는 4대 철학도 만들고, 학생의 입
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함께
성장했어요!’라는 미션을 만들었다. 또한 비전의 실천을 위해 5
가지 추진전략도 만들고 행복교육부, 수업지원부를 신설하면서
행복학교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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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학교
비전

철학
•행복권 보장
•성장지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의미있는 성장을 하는 학교

미션
•자발성 존중
•지역성 존중

오늘 우리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함께 성장했어요!

추진전략
행복지수

행복덕목

수업

제고를 위한

중심의

전문가로서의

행복수업

교육과정

교원 재조직

소통과 협력의

배움의

교육공동체

공동체 실현

구성

<그림 1>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의 행복학교 비전

움의 공동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실의 책상도 ‘ㄷ’자로 배

수업을 바꿔 학교를 변화시키다

치하여 소통과 협력 중심의 수업환경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행
복덕목 프로젝트 수업은 학년별, 교과별 성취기준 및 학사일정

우리 학교에서 추진하는 ‘행복수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을 분석하여 동일 학년이 비슷한 시기에 하나의 행복덕목을 중
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생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하

첫 번째는 행복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행복교과서』를 활용하

고, 과정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인성

는 수업이다.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든 행복교과서 수업은 전교생

과 행복능력을 기르면서, 각 교과 고유의 성취기준에 있는 사고

을 대상으로 “○○야, 행복해지는 법을 배워 행복한 삶을 살아

능력도 함께 기르도록 하여, 여느 학교에서 2~3개 과목을 융합,

라.”는 교장선생님의 자필 격려글을 담은 행복교과서를 배부하

통합한 교육과정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이 교과서로 1학년은 창의적 체험활동,
2·3학년은 진로와 직업 시간을 활용하여 전교생이 1주일에 1시

행복 나눔 1·2·5 운동으로 행복근육을 키우다

간씩 행복수업을 진행한다. 또한 수업의 결과물을 중앙현관 및
각 학급에 상시 게시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공유하고 행복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잘 길들여진 습관처럼 감사를 통한 행복경험도 연습이 필요
하다. 부단히 노력해야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꾸준한 감사쓰기
는 긍정적인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작업이라 여겨 ‘행복 나눔

두 번째는 전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관점 바꾸기, 감사하기, 비

1·2·5 운동’을 전개하였다.

교하지 않기 등의 9가지 행복덕목 중심으로 재구성한 후, 교실
속에서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가 참여하는 ‘배

‘행복 나눔 1·2·5 운동’이란 매일 1가지 이상 착한 일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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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년별 행복덕목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현황
학년

행복 덕목

대주제

지도시기

통합 교과

관계 돈독히 하기

나, 너, 우리

3.5~3.25

국, 수, 영, 도, 체, 음, 과, 미, 일

감사하기

땡큐, 에브리원

4.28~5.25

미, 국, 체, 음, 도, 사, 영

목표 세우기

네꿈을 찾아봐

9.21~10.10

영, 기, 사, 수, 체, 도, 과, 국, 미

관점 바꾸기

입장 바꿔 생각해봐

10.20~11.30

국, 미, 수, 체, 도, 영, 과, 기, 일

비교하지 않기

난 소중하니까

3.10~4.25

도, 국, 체, 가, 역, 미, 수

1

비고

학년공통

1일 1선행, 한 달에 2권 이상의 독서를 하는 1달 2권 독서, 매일

을 보냈다. 전체 교원의 100%가 서울대에서 진행하는 행복기초

5가지 이상의 감사문장을 쓰는 1일 5감사쓰기를 실천하는 운동

연수에 참여하였고 행복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중심으로 심화연

이다.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자체 제작한 ‘행복 플래너’를 배부하

수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배우기 위

고 교사들은 매일 매일의 감사내용을 학생들이 기록하도록 지도

해 일본에 있는 학교를 탐방하는 일에서부터 행복덕목별로 교육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감사일기에 대해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

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해 학년말이면 2박3일의 연수에 전교원이

끼지 않고 있다.

참여하여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을 짜는 일에도 함께 했다. 학기
중에도 수업개선을 위한 연수활동에 전교원이 참여하였으며, 매

교사들의 고군분투는 현재 진행형

주 목요일 ‘수업 아카데미의 날’에는 정기적으로 공개수업과 협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의 힘은 곧 교사의 힘이며,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3년 동안 선생님들은

행복덕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수업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 고군분투의 시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교과서 성취기준과 행복덕목의 관련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하고, 이것을 다른 교과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많은 협의과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전에는 교과연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도, ‘그래서 어떻다는 것인가?’라는 목마름에
시달려야 했다면, 행복덕목을 중심으로 한 교과연구들은 교육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의미 있는 목표에 접근한다는 성취감과 안도
감을 안겨 주었다. 행복덕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수
업하면서 교사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협업문화가 형성되고, 학
생들의 수업만족도가 높아지면서 경북대사대부중의 교사들은
힘든 가운데 보람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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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수업 아카데미의 날’ 일정표와 운영방법

이런 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

담임시간

08:20~08:30

1 교 시

08:30~09:15

2 교 시

09:25~10:10

3 교 시

10:20~11:05

4 교 시

11:15~12:00

5 교 시

12:10~12:55

중

12:55~13:30

우리 아이들. 그 덕에 학부모인 나도 감사쓰기를 통해 생활 속에

14:30~17:30

서 잊고 살았던 소중하고 행복한 것들을 찾아가는 것은 보물찾

식

수업 아카데미의 날 운영

구나’라는 생각을 매 수업시간마다 했다. - 1학년 학생 허○○

자신에게 행복이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고 감사쓰기를 통
해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키우며, 활기를 되찾은

기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 3학년 학부모 배○○
일정

대상

내용

특징

첫째 주

교과
연구회

•교과별 11개 협의회 구성
•교과별 수업협의회
연 7회, 회당 43명 참여

둘째 주

학년
연구회

•학년별 수업공개(26명)
•학년 수업 협의
연 9회, 회당 43명 참여

같은 학년의 타교과 교사들이
같은 대상을 관찰하고 연구함

셋째 주

전체
연구회

•전체 수업 공개(대외 공개)연 9
회 9명, 외부 전문위원 컨설팅
•수업공개 후 협의회

인근지역 교원 대상
공개수업으로 수업지원(매회
30~40명)

넷째 주

전체
연수회

•교육과정, 수업 관련 연수
•교사 개인연구(학교현장실습생
지도, 배움 중심 수업설계 등)

학생심리, 행동특성 전반에 대한
수업전문가, 교수 특강

교과별 협의회를 통해 학습지
개발

행복을 가르친다고 모든 학생이 100% 행복하다고 장담할 수
는 없지만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중요한 요소로 여기
고 이를 위해 조금씩 노력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 행복교
육이 교사 자신도 행복하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는다.
- 국어과 교사 박○○

행복 가득한 학교를 꿈꾸며
긍정은 긍정을 낳고, 행복은 행복을 전파시켜 나간다. 행복교
육이 결국은 교사 자신도 행복하게 만드는 소중한 일임을 깨닫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생님들, 햇살 가득한 교실에서 서로 소통하
고 협력하며 행복감을 충전해 가는 학생들, 이처럼 아름다운 동행
속에 경북대사대부중의 행복교육은 오늘도 ‘현재진행형’이다.

평소 ‘나에게는 행복이 언제 올까?’, ‘왜 나에게는 행복이 없을
까?’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행복수업을 하며 행복은 멀지 않은
곳,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행복수업을 하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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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교실제로 전국서 ‘주목’… 명문대 진학으로 성과 드러나

삼천포고등학교

글

•
이웅재
경남일보 기자

경남 사천시 벌용동에 자리 잡고 있는 삼천포고등학교(이하

라는 좋은 교육을 실현하는 수범사례로 소개되면서 전국 학교들

‘삼천포고’)가 운영하고 있는 교과교실제가 지방 고등학교 중의

의 탐방이 줄을 잇고 있다. 삼천포고는 교과교실제 시행 5년 만

명문대 진학의 수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에 우수자원 확보가 양질의 교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
과 함께 전국과학탐구대회와 각종 박람회 발표 등 외부 인지도 상

인구 12만 중소도시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고, 학생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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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학교 공모 대회' 교육부장관상 수상은 백미다. 교육부가 주최

타났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극소수 학생의 서울대 진학을 위해

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2014년 전국 교과교실제 우수

전 학생이 희생하는 시스템(선택과목)이었다. 학교는 일정 수준

학교 공모 대회'는 교과교실제 우수사례 정보공유 및 확산을 통한

이상 학생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과교실제 도입으로 왜곡된

내실 있는 교과교실제 운영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전국 선진형

교육현장을 탈피했다. 특정인 서울대 진학이 아닌 일정수준 이상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61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다수학생들의 '인 서울(In Seoul)'로 궤도를 수정한 것이다.

삼천포고 교과교실제는 수준별 수업이 가능한 선진형 모델로

삼천포고 대입 전략 수정의 배경에는 대입전형의 다양성이 있

전 과목에 걸쳐 블록타임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목을 중심

다. 성적과 스펙으로 대별되는 대입전형에서 스펙쌓기에 보다

으로 교과 프로그램이 구성되면서 전문화와 특성화가 가능해졌

유리한 교과교실제에 해답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선택은 주

다. 수업과 관련된 자료들을 총체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효했다.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삼천포고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할 수 있게 되면서 교사지도의 전문화와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

상을 담은 학생부는 수시모집과 입학사정관제도 선발에서 두각

등 학습효과도 동반 상승했다.

을 나타냈다. 다양한 교육활동의 내용을 풍부하게 기록하는 학
생부가 큰 효력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삼천포고 교과교실제 운영성과는 명문대 진학률 향상으로 나
타났다. 올해 삼천포고 명문대 진학 현황은 '사천시 명문대 진학
지원 기준'에서 관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륙·비상·착륙·안착 등 다양한 교과교실제 모델 적용
교과별 다양한 특색 프로그램 운영

2010년 9월부터 본격 운영

삼천포고는 2010학년도 2학기부터 교과교실제 선진형을 운

학생 눈높이 맞춘 운영시스템으로 성과 극대화
삼천포고는 우리나라가 교과교실제를 운영키로 한 2009년부
터 준비에 들어가 지난 2010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
작했다. 1학년 적응단계, 2학년 본 단계, 3학년 마무리 등 학생
눈높이에 맞춘 운영시스템으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
했다.

2009년 당시 삼천포고는 SWOT 분석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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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했다. 교실 9개실을 증축하고, 당시로서는 선진화 기자재였

고취 등 긍정적인 면이 부각됐다.

던 빔프로젝터와 유리칠판 등을 도입했다. 또한 ‘선진형 교과교

또한 각 교과별 다양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국어과의

실제 다양한 특색프로그램-이륙’, ‘생각 키우기-비상’, ‘행동 가

‘무학년제 진로테마 체험학습’, 영어과의 ‘English Presentation

꾸기-착륙’, ‘도전과 개척정신 기르기-안착’이라는 비전으로 다

대회’, 수학과의 ‘수준별 수학공식 스프링 노트 제작’, 사회과의

양한 교과교실제 모델을 개발해 적용했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집 자체 개발’, 과학과의 ‘창의·인성 종합

2013년 수학·영어 교과에서 행정학급 6개 반을 10개의 수준별

학술제’, 예·체능교과의 ‘2+2 상생협동학습’ 등이 있다.

학급으로 확대 운영, 학생들의 수준을 현미경처럼 세분화했다.

‘문천관’ 교과교실제 전진기지 역할 톡톡히 해내
‘제2문천관’ 운영, 성과의 폭 넓힐 계획
삼천포고 교과교실제 운영의 전진기지이자 첨병은 ‘문천관’이
맡았다. 문천관은 전국 모의고사 성적과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각 학년마다 14명씩 전체 42명으로 구성, 국·영·수 교사가 담
임을 맡아 운영하는 특수반 성격을 띠고 있다.

주요 과목 교사가 담임을 맡아 야간자율학습 등의 프로그램으
로 밀착 지도하자 외부(학원) 학습의 필요성이 사라졌다. 전 학
년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깊어진 유대감은 상호 지도가 가
2014학년도에는 학년별, 교과별 다양한 형태의 수준별 이동

능한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했다. 상위권과 중·하위권 등 4명

수업 모델을 개발·적용했다. 1학년은 2+1, 2학년 인문과정 국

의 학생들이 그룹 지도하는 ‘2+2 상생협동학습’ 동아리는 가르

어과는 3+2, 자연과정은 3+1, 3학년은 3+1의 형태로 획일적인

치면서 배운다는 말과 같이 동반성장 모델의 대표적 사례다.

수준별 이동수업이 아닌 학생의 요구와 교과의 특성을 충분히
주요 과목 지도교사의 24시간 밀착교육과 선·후배 간 정보

반영했다.

공유와 진로상담 등 선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면서 문천관은 자타
삼천포고는 수준별 이동수업의 운영과 함께 평가에도 수준별

공인 삼천포고 수월성 교육의 맨 앞자리에 섰다.

문항을 개발해 실제 시험에 반영했다. 국·영·수 등 주요 과목
에서 같은 문제를 상·중·하 수준으로 출제하여 학생들이 자신

문천관의 성과에 고무된 학교는 최근 ‘제2문천관’ 운영에 들어

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도록 했고, 그 결과 성취감과 학습의욕

갔다. 교과교실제에서 비롯된 성과의 폭을 넓히겠다는 야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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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으로 출범해 2개월째 접어들었다. 이는 ‘인 서울’ 전략의 폭

선배들과 재학생의 만남, 멘토-멘티 현장에서 한 말이다.

을 지방 명문대까지 확장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며, 성적 중심
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대입전형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이날 서울과 지방 국립대 등에 진학한 선배 졸업생들은 ‘가고
싶은 대학 가는 공부 방법’, ‘경쟁관계 타지학생들의 학구열’, ‘재
수 경험’, ‘해야 할 때 하지 않아 눈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경

삼천포고 교과교실제의 성과가 서울교육문화회관 박람회 등

험’ 등을 가감 없이 전했다. 현장을 지켜보던 정 교장은 “아낌없

주요 홍보 부스 운영으로 소개되면서 학계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이 베푸는 선후배간 두터운 정리가 삼천포고의 또 다른 자산”이

받고 있다. 특히, 2013년 전국 청소년 과학탐구대회에서 대상을

라며 “이를 토대로 명문을 지향하는 삼천포고의 전통이 세워질

거둔 것은 압권이다. 인문계 고교가 과학고 등 쟁쟁한 경쟁 상대

것”이라고 강조했다.

를 물리치고 경남대표로 전국 과학대회 본선에 진출한 것만도
대단한데, 이에 더해 대상까지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 교장은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에서 명
문대 진학률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 교과교실제라는 지론을 폈

삼천포고 교과교실제의 잇단 성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면

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 학생부,

서 전국 학교 관계자들의 탐방도 줄을 잇고 있다. 제주도에서 경

다양한 활동을 수반하는 교과교실제의 풍성한 기록이 현행 대입

기도 파주까지 전국 200여 개의 학교에서 운영사례를 탐구하기

선발제도에서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위해 방문하고 있다.
또한 정 교장은 앞으로의 입시제도는 입학사정관제 약화 등
나열식 스펙이 아닌 스토리가 있는 스펙을 중시함과 아울러 수
능의 비중이 클 것이란 분석과 함께 학생 스스로 창의적인 교
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교과교실제 운영이 정착단계에 들어선 만
큼 이제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수업 전
명상과 감사일기 작성 등 매사에 감사하고 양보하며 배려하는

인터뷰 : 정호영 교장
“교과교실제 정착단계…이젠 인성교육에 초점”

인성교육을 강화해 인간미가 넘쳐나는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 잘 자랐지요. 1인당 3회 이상 무대에 세워 면접
에 대비하다 보니 떨지 않고 할 말 조리 있게 다 합니다.”
정호영 교장이 2월 24일 '설송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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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 인재 양성 통한 ‘비상의 꿈’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글

•
양지원
한국대학신문 기자

2015년, NCS 교육과정 31개 학과 확대 운영

반 직무 분석·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해 그 성과를 인정받
고 있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총장 정영선)는 지난 2013년 6월 교육
부가 발표한 Ⅱ유형 복합분야 특성화 전문대학에 선정된 후

지난 1940년 충남 간호원 양성소로 출발한 이 대학은 설립자

NCS(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

혜천 이병익 박사의 경천·위국·애인 창학 이념 하에 산업사회

102

| 교육개발

2015 봄

REPORTAGE

<표 1> 2015학년도 NCS 운영 학과

발전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이론을 교수, 학습하고 재능을 연마
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번호

학과/전공

NCS 직무

1

뷰티디자인계열(헤어디인전공)

헤어미용

2

뷰티디자인계열(메이크업·
네일전공)

메이크업, 네일미용

3

패션·슈즈디자인과

패션기획, 패션디자인, 패턴, VMD

4

피부보건계열(피부관리전공)

피부미용, 마케팅 전락계획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인 △창의적 교육역량

5

피부보건계열(
코리아나세레니끄전공)

피부미용, 마케팅 전락계획

강화 △NCS 기반 교육인프라 구축 △웰니스산업 맞춤형 교육

6

세무회계과

회계감사, 자금, 세무

7

컴퓨터공학&그래픽과

IT 시스템 관리, 게임콘텐츠 제작

8

도시건설과

공간정보 구축

9

도시환경조경과

조경시공, 조경관리

10

의료기기과

의료기기 관리, 의료기기연구개발,
의료기기품질관리, 의료기기인허가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5년에 걸친 특성화사업 기간 동안 웰니스산업의 현장맞춤형

△수요자 중심 취·창업 활성화 등에 주력하고 있다.

대학은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 개선까지 포괄

11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

병원행정, 병원안내, 보건교육

12

식품조리계열(푸드스타일링전공)

한식·복어조리, 양식조리, 소믈리에

영 단계별 계획을 크게 △준비기(2014년) △도입기(2015년) △

13

식품조리계열(조리전공)

한식·복어조리, 양식조리, 소믈리에

정착기(2016~2018년) △활성기(2019년 이후)로 구분해 구체적

14

컴퓨터정보&스마트폰과

응용S/W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IT 기획

15

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 소화시설 점검

16

호텔외식관광계열(
외식음료창업전공)

소믈리에, 바리스타, 바텐더

17

광고홍보디자인과

광고컨텐츠, PR광고, 비주얼머천다이징

18

실내건축디자인과

환경디자인, 실내디자인

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NCS 기반 교육과정 운

인 실행계획을 진행 중이다. 또 매년 교과목 운영을 검토, 보완
하고 3년 주기로 교육정책이나 산업 트렌드를 분석하는 등 끊임
없이 개선점을 찾고 있다.

19

샵마스터마케팅과

마케팅 전략기획, 의류유통관리

2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

지난 2013년에 NCS 기반 교육과정을 개편했고 작년엔 △간호

21

의료정보과

병원행정, 보건교육, 사무행정, 의무기록

학부 △뷰티디자인계열(헤어디자인, 메이크업·네일 전공) △패

22

간호학부

임상간호

23

물류유통경영과

물류관리, 유통관리, 생산관리

24

스포츠건강관리과

일반인 스포츠지도, 건강운동 관리

전공) △세무회계과 △컴퓨터공학&그래픽과 △도시건설과 △

25

호텔외식관광계열(호텔관광전공)

객실관리, 부대시설관리, 연회관리,
국내여행안내, 국외여행안내

도시환경조경과 △의료기기과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 △식품

26

금융부동산행정과

부동산중개, 자산관리, 사무행정

션·슈즈디자인과 △피부보건계열(피부관리, 코리아나세레니끄

조리계열(푸드스타일링, 조리전공) △컴퓨터정보&스마트폰과
△소방안전관리과 △호텔외식관광계열(외식음료창업전공) △광

27

경찰경호과

경호, 보안, 경찰

28

아동보육과

보육, 사회복지

29

임상병리과

임상병리

고홍보디자인과 △실내건축디자인과 △샵마스터마케팅과 △사

30

식품영양과

지역사회위생관리, 한식·복어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회복지과 △의료정보과 등 22개 학과 및 전공을 대상으로 이 교

31

물리치료과

물리치료

육과정을 운영했다.

올해에는 간호학부를 비롯한 31개 학과에 확대 운영하고 있으
며, 오는 2018년까지 전 학과가 NCS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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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해 취업률 82%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했다. 이후 현장 전문가들로 대거 구성된 교육과정개발위원회가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등을 고려해 교과목을 도출해 냈다.

산업체와 공동 직무분석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전면 개편·운영

그런가 하면 대학은 NCS 기반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직
무능력 및 직업기초능력의 진단도구를 개발했다. 학생들의 직무

대전과학기술대학교는 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 이후 학생들
의 직무수행능력을 중요시해 취업의 ‘양’보다는 ‘질’을 우선 시하

능력과 직업기초능력을 진단한 후 그 결과를 성취도평가와 차별
화된 교육과정 개발에 활용 중이다.

고 있다.
또한 DST 직무교육 자체인증을 실시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
현장실습 학기제와 대학자체 평가인증인 DST 직무교육 인증
을 통해 학생들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

연계도입 계획을 통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학생들
이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는 경쟁력 있는 실무 인재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
체와 공동으로 NCS 기반 직무를 분석하고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했다.

전문대 한계 넘는 ‘웰니스산업 현장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의 요람’

이 대학은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국가·지역 산업체의 산

지난해 취업률 71%를 기록한 대전과학기술대학교는 학생 스

업환경 변화조사 △인력수요 유형과 전망 및 요구분석 △졸업

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생 진출현황 △재학생의 직무선호도 조사 및 분석 등으로 직무

입학에서 취업까지 NCS 연계 취업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웰니스

분야를 선정한 후 핵심 직무 선정을 통한 인력 양성 유형을 선정

산업 및 기술발굴 수요 지향성 인력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활성
화에 필요한 Job Navigation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수요 중심의
인력 양성 강화사업으로 기업탐방 지원, 캡스톤 디자인 지원, 산
업체 직무 체험, 산학 멘토링 프로그램, 졸업 작품전 및 전시회
등을 운영하고, 현장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상시 공개
채용 한마당 프로그램, 특성화 취업반 운영, 특성화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진로 및 직업탐색에 필요한 인·
적성검사, 진로포트폴리오, 취업캠프, 취업설명회, Job-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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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 등을 운영했다. 또한 취업역량 강화사업으로 맞춤형 직
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사제동행 멘토링, S-OJT Coaching 운

교육여건,
교육시설,
기자재 개선
지원,
운영규정
지침지원

팅, 취업 명사 특강, 웰니스 희망오작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천품성’ 프로그램 통한 봉사정신 함양과

N
C
S
지
원
센
터

NCS 기반
직무능력
성취도 평가
지원

실하고 창의적인 직업인 양성을 위해 다양한 인성 함양 프로그

학생 직무능력
성취도 위원회

직무능력
성취도
평가도구
개발

기초학습
능력
향상지원

교수학습
지원센터

NCS
직무능력
교육
학생 직무능력
성취도
관리시스템

교과목
PROFILE

교육과정
운영평가

학생
포트폴리오

학생경력관리
시스템

NCS 직무능력
인증 심의

학과별
NCS 위원회

산업체 연계 평가

NCS
직무능력
완성도평가

NCS 기반
직무능력
인증지원

인성 발달 활동 실습
대전과학기술대학교는 올바른 직업관과 도덕정신을 지닌 성

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

NCS 기반
교육과정개발
운영지원

영 등을 했으며, 취업성공을 위해 취업상담 클리닉, 모의 리크루

제도를 운영하는 등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교육과정심의위원회

NCS 기반
교육지원,
시행계획
수립

NCS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DST 직무교육 인증
국가기술자격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일학습병행제
도입

국가기술자격제도 연계 도입

DST
교육인증원

DST
교육인증원

<그림 1> NCS 기반 교육과정 평가

램을 운영 중이다. 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험 중심 인성 교
육 프로그램들로 예절을 비롯한 5개 항목을 교육한다.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기초교과목과 전공교과목에도 적극 활
용하고 있다. 대학은 교육과정의 핵심을 산업체 직무와 수요를

대학은 인성교육 교과목인 ‘혜천품성’을 개발해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올해부터 이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교양
필수로 편성, 인성 체험 기숙사캠프와 맞춤식으로 운영하고 있

반영한 순발력 있는 전환이 가능한 교육과정에 있다고 판단한
다. 때문에 기존에 운영해 오던 교육과정을 NCS 및 산업체 수요
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으로 대체했다.

다. 인성교육의 세부 내용은 △아름다운 인성(공경, 성실, 배려,
감사, 정직)과 △품위 있는 예절(인사예절, 이미지 메이킹, 언어
예절, 흡연과 음주, 전화예절, 네티켓, 직장예절)로 나뉜다.

이 대학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NCS 실무교육 기자재 확충
및 교직원 역량 강화에 주력해 ‘세계로 뻗어 가는 100년의 꿈’을
위한 새로운 비상과 도약을 준비 중이다.

소그룹 형태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인성교육과 체험 중심의
다차원적 인성교육 및 봉사·인성 함양 활동 실습 프로그램들은
기숙사 캠프와 함께 활용되며 집중적인 방식의 인성교육으로 진
행되고 있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는 기업이 원하는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NCS 기반 교육과정을 지식·기술·태도 교육 뿐 아니라 특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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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통일교육 현황

글

•
엄문영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연구위원

Ⅰ. 들어가며

는 통일에 대한 비용이나 오래된 분단체제로 인한 정치·경제·
사회·문화에 걸친 남북한의 이질성을 근거로 통일에 대한 우려

박근혜 정부의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슬로건에서도 알 수 있

를 표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초·중·고등학교의 통일교육

듯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이슈의 중

은 미래 세대의 통일과 안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통

심을 차지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통일에 대한 장밋빛 전망보다

일비용을 절감하고, 남북한의 이질성을 사전에 극복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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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초·중등교

<표 1> 학교 급별 연간 통일교육 시수 현황(2013년 기준)

육에서의 통일교육 현황을 교직원과 학생별로 분석하도록 한다.

2013년 통일교육 시수(한 학급당 평균)
교과활동

초등학교

Ⅱ. 대상별 통일교육 이수 및 시수 현황
중학교

우리나라의 통일교육 현황은 별도의 통계DB로 관리되고 있지
는 않다. 시·도별로 매년 통일교육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제출하
고 이 자료를 수작업으로 종합해야 실태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가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총계

전국

9.0

3.9

13.0

시지역

12.7

3.9

16.7

도지역

5.8

3.9

9.7

전국

9.4

2.9

12.3

시지역

13.0

3.1

16.1

도지역

6.1

2.8

8.9

전국

4.8

2.7

7.4

시지역

5.9

3.2

9.1

도지역

3.7

2.2

5.9

출처: 시·도별 2014년 통일교육 계획 및 2013년 실적 보고자료

장 최근 자료인 시·도별 2013년 통일교육 실적을 바탕으로 교원

※ 주: 시·도교육청 관내 초·중·고 각 10개교씩 샘플링(통일부 연구시범학교

을 포함한 교직원의 통일교육 이수와 학교 급별 학생 대상 통일

및 보훈처 연구학교 제외)한 결과이며, 통일교육 시수는 교육 총 시간이 아닌 평균
시간을 의미함

교육 시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교직원의 통일교육 이수

교직원의 통일교육과정은 시지역과 도지역에서 차이를 보였는
데, 구체적으로 시지역의 경우에는 기타 과정(41.4%)과 통일교육

먼저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교직원 통일교육 이수자는 총

원 사이버교육과정(30.0%)이, 도지역의 경우에는 통일교육원 초

17,544명이었다. 이는 2013년 교육통계연보 기준 초·중·고등

청교육과정(69.3%)을 통해 이수하는 교직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학교 교원 수 279,344명 중 약 6.3%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교

나타났다. 각각의 과정별로 살펴보면 통일교육원 초청교육과정

직원에 대한 통일교육은 학생들에게 실시하게 될 통일교육에 대

은 도지역 교직원이 대부분을 차지(92.7%)하고 있고, 이는 나머

한 수준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

지 교육과정에서도 그 비율의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 도지역 교직

성이 인정된다. <표 1>에 의하면, 총 4개의 과정으로 교직원 통

원 이수자들의 비중이 시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국 기준 이수자수는 통일교육원

는 전체 교직원 통일교육 이수자의 81.3%가 도지역 교직원으로

초청교육과정이 가장 많은 60.8%(10,668명)의 비중을 차지하는

구성되어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지역별 교육연수원에서 이루어지
는 기타 과정, 통일교육원 사이버교육과정, 교총 위탁교육과정

2. 학교 급별 학생 대상 통일교육 시수

순이었다.
2013년 기준으로 학교 급별 연간 통일교육 시수 현황은 다음
1) 교직원 수와 교원 수는 그 포함범위가 다르므로 엄밀히 교원 수만을 기준으로 통일교육
이수자 비율을 산정한다면 제시된 6.3%보다는 낮은 비율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의 <표 2>와 같다. 아래의 수치는 학교 급별·지역별 통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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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시수가 아닌 학급당 평균 시수를 시·도별 학교 급별 샘플링

간 통일교육 연간 시수의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활

을 통해 산출한 것이다. 따라서 전수조사 결과가 아니므로 그 해

동별로 보면 시지역이 도지역 학교들에 비해 교과활동에 통일교

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육 과정을 더 많이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학교 급에서 시지역 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 시수가 도
지역 학생들의 시수를 상회하고 있고, 전국 기준으로 고등학교

Ⅲ. 나오며

통일교육에 대한 학급당 평균시수가 가장 적은 것(연간 7.4 시수)
으로 나타났다. 초·중학교의 경우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는

이상에서 2013년 기준 우리나라 통일교육의 실적 현황을 교직

데, 전국 기준 연간 학급당 평균 13시수와 12.3시수가 시행되고

원과 학교 급별 학생 기준으로 분석해 보았다. 본고를 통해 우선

있다. 교육과정 편성 기준에 따라 통일교육의 연간 시수를 분석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통일교육의 중요성에 비해 그 현황

하면 모든 학교 급에서 통일교육을 교과활동에 편성하고 시행하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DB화되어 축적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와 고

이는 향후 최우선적으로 교육부와 통일부의 협력 속에서 해결이

등학교는 교과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에의 편성 비율이 약 2:1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준이고, 중학교는 3:1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통일교육 현황 상의 특징은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통일교육의 연간 학급당 평균 시수를 비

통일교육 비대칭 현상이다. 교직원의 경우는 도지역에서 이수자

교하면 시지역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도지역에 비해 평

가 시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으나, 학교 급별 학생 대상 통일교육

균적으로 2배 정도의 수업시수를 더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평균 수업시수는 시지역이 도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났다. 다만, 고등학교에서는 초·중학교에 비해 시지역과 도지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부분이긴 하나, 도지

<표 2> 교직원 통일교육 이수자 현황(2013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통일교육원 초청교육과정

전국

통일교육원
사이버교육과정

기타 과정
(교육연수원 등)

교총 위탁교육과정

10,668(60.8)

2,025(11.5)

603(3.4)

4,248(24.2)

17,544(100)

시지역

784(23.9)
(7.3)

986(30.0)
(48.7)

156(4.7)
(25.9)

1,361(41.4)
(32.0)

3,287(100)
(18.7)

도지역

9,884(69.3)
(92.7)

1,039(7.3)
(51.3)

447(3.1)
(74.1)

2,887(20.2)
(68.0)

14,257(100)
(81.3)

10,668
(100)

2,025
(100)

603
(100)

4,248
(100)

17,544(100)
(100)

시‧도 합계

출처: 시·도별 2014년 통일교육 계획 및 2013년 실적 보고자료
※ 주: 우측 ( )는 과정 합계에 대한 각 과정별 비율이며 하단 ( )는 각 과정 내 시·도지역별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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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교직원에 대한 통일교육 이수 결과를 학교 현장에서 온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다. 끝으로,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과정
으로 통일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실적 파악이
필요하며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여 통일교육의 이수자를 효율적
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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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소식

제7차 자유학기제 포럼 개최

KEDI 홈페이지, 3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획득

3월 12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21층 국제회의
실에서 ‘자유학기제! 학부모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제7차 자유

한국교육개발원 대표 홈페이지가 미래창조과학부 공식 지정 품

학기제 포럼’을 개최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생

질 인증기관으로부터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웹

활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사회에 필요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란 국가표준지침에 따라 인증하는 웹 접

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수업방식을 토론, 실험·실습, 프로

근성 품질마크로, 웹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장애 유무에 관

젝트 수행 등 학생 참여 중심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자율과정 프

계없이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우수 사이

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직·간접적인 체험활동을 촉진하는 제도

트에만 부여하는 마크로 한국교육개발원은 2013년부터 기관 홈

이다. 또한 지식과 경쟁 중심 교육을 자기주도 창의학습 및 미래지

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수준을 진

향적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하여 행복한 학습문화 조

단, 개선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 인

성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정책이다. 교육부가 주최

증마크를 획득, 유지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는 한

하고 한국교육개발원과 인천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포

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심사기준으로 1단계 서류심

럼에는 2014년 연구학교(10개교) 학부모(17명)와 희망학교(15개교)

사, 2단계 전문가심사(준수항목 22개 모두 95% 이상을 준수),

학부모(15명)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그 동안의 자유학기제 포럼이

3단계 사용자심사(시각장애인과 상시지체 장애인 4명을 선정,

자유학기제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현장교사 중심으로 진행되었

당사자가 직접 심사)에서 모든 심사항목을 100% 준수하여 매우

다면, 이번 포럼은 자유학기제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학생

우수한 사이트로 평가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앞으로도 일반

의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자유학기제의 정책과 방향에 대해 자유

사용자는 물론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도 웹 사이트

롭게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녀들이 경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웹 표준,

험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생각과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이후 자녀

웹 접근성 강화를 통해 사용자의 편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끊

의 변화 및 자유학기제 발전을 위한 제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임없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6년 전면 시행을 앞둔 자유학기제 정책을 학부모들
의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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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과
자유학기제 협업체제 구축 MOU 체결

2015년도 신설 방송통신중학교
개교 및 입학식 개최

3월 4일 에너지관리공단(KEMCO, 이사장 변종립)과 학생들의

3월 7일(토) 강원도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를 시작으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교육인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추

로 2015년에 신설되는 방송중학교 6개교의 개교 및 입학식을 개

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자

최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가 지

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현재까

원하는 방송통신중학교(이하 ‘방송중’)는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지

지 총 19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에너지

못한 성인과 학업중단 청소년 등에게 학력취득 기회를 주기 위해

관리공단과의 업무협약으로 총 20개 공공기관이 한국교육개발

2013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공립 중학교로, 온라인 및 출석수업

원과 함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교육인 자유학기제의

위주로 운영한다. 신설 6개교에는 약 650명이 입학하였으며, 이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업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 체

중 50∼80대 늦깎이 학생이 90%에 달해 방송중이 고령자들의 자

결을 계기로, 에너지관리공단은 자유학기제 인프라 지원을 위

아실현뿐만 아니라 배움의 기회제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해 녹색에너지 체험관 관람(전국 4개 지역), 에너지 진로체험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입학하는 학생 중에는 부부 및 초등학교 동

형 교육프로그램 ‘에너지투모로우’ 운영, 에너지테마 자유학기

창이 동시에 합격하거나, 88세 최고령 할아버지, 베트남 이주여성

제 선택프로그램 ‘에너지프로젝트 1331’ 운영 등 에너지 및 기

등이 제2의 배움의 기회를 얻게 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서울

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업

아현중의 청소년 전문반에는 16명의 10대 청소년이 입학하여 중단

무협약을 통해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인적·물적 자원

된 학업을 계속 이어 나가고, 인성·진로교육 및 체험활동 등 다

의 지원을 통해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유기적인 협

양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향후 한국교육개발원과

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앞으로 중

교육부는 중학교 학력 미 취득자 385만여 명에게 학력취득 기회를

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등과도

제공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방송중을 계속해서 확대

추가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기관장협의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방송중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자유학기제 협업체계 네트워크를 더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인성·진로교

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육,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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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이슈와 전망’, ‘포커스
’

‘교육통계 FOCUS’에 실린 ‘고등교육기관 전공 계열별,

의 흐름 속에서 어떤

취업별 추이 및 현황’과 같은 데이터는 통계를 좋아하는

등에서 한국의 교육
이 세계 교육
위상을 갖고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
지 알 수 있어 매우
유익했어요. 국내 교육
문제나 이슈
의 단견을 넘어 보다
폭넓고 글로벌한 시각
을 갖도록 하
는 주제들을 많이 다루
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임성재 (인천 연수구)

사람으로서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
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기준을 어떤 형식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통계는 달라지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통계는 무의미해지는 것이므로 그 부분은 빼고 말하자
면, 이러한 주제의 통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말 요긴
한 것입니다. 다만 이 통계를 통하여 볼 수 있는 취업률
이 높지 않다는 점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경제가 좋아져

교육계의 신선한 소식들이 가득 실려 있네요. 2015년 대

서 너도 나도 취업이 잘 되는 날을 기대하며, 그러한 통

학교육이나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9시 등교, 방학분산

계 또한 같이 기대해 봅니다.

장 철 (인천 계양구)

제 등의 교육현안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 좋은 정보
가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5
년에도 파이팅 해주세요!

이은결 (경북 포항시)
대학이 취업학원화 되지 않고, 중·고교가 입시학원화
되지 않도록 교육의 본질과 역할, 기능, 사명에 보다 충
실하고,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글로벌 창의인재

력 문제여
학부모 입장에서 항상 걱정되는 것이 학교폭
보았습
있게
서,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관심
근절 및 예방 프
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학교폭력
으로 학교폭
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보다 더 현실적
프로그램이
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
개발, 운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승영 (강원 양구군

를 길러내는 교육기관 및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좋은 교육제도를 많이 연구, 개발하여 ‘
교육개발’에 소개해 주시고, 정부와 국민에게도 다양한
교육정책과 비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교육개발’이 되
길 바랍니다.

오태수 (부산 연제구)

우선 좋은 책을 발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방송
통신중·고등학교의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방

책의 내용이 알차고 좋습니다
. 특히, 대학가는 물론 사
회적으로 향후 10여 년간
핫 이슈가 될 대학 구조개혁
추진 관련 기사가 의미 있고
유익하며 도움이 많이 되
었습니다.

서혜진 (경기 구리)

송통신대학교만 들어왔던 저에게 배움의 기회를 다시
주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
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곳곳에 더 개교한다고 하니 여
러 가지 이유로 학업을 마치지 못하신 분들께 큰 도움
이 될 것입니다.

안우전 (서울 중구)

자유학기제와 방학분산제, 방과후 학교 등 여러 가지 교
육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결국 효율적인 지식습득과
진로에 대한 목적의식 함양으로만 맞추어 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나이에 맞게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때 그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지식과 진로도 중
요하지만 자신의 몸과 마음도 건강하게 발달시킬 수 있
는 교육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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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웅 (서울 송파구)

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사
다 좋은 내용인데, 각 초·
지면이 특별히 매력적이네
례를 소개해 주는 현장르포
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
요. 앞으로의 교사수업 연구
습니다.

김영규 (서울 노원구)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시스템
https://hiedupport.kedi.re.kr

교과교실제연구·지원센터
http://scmc.kedi.re.kr

교원양성기관평가센터
https://necte.kedi.re.kr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EDUMAC)
http://edumac.kedi.re.kr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http://edpolicy.kedi.re.kr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

기관평가연구실
http://ceiec.kedi.re.kr

대학평가본부
http://uce.kedi.re.kr

방과후학교
https://www.afterschool.go.kr

방송통신중·고운영센터 포털시스템
http://openschool.kedi.re.kr

방송통신고등학교
http://www.cyber.hs.kr

방송통신중학교
http://www.cyber.ms.kr

사이버교과서박물관
http://www.textlib.net

영재교육연구센터
http://gifted.kedi.re.kr

인터넷 통일학교
http://tongil.mest.go.kr

자유학기제온라인정보시스템
https://freesem.moe.go.kr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https://www.hub4u.or.kr/hub/main.do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센터
http://stopbullying.kedi.re.kr

학생건강정보센터
https://schoolhealth.kedi.re.kr

한국교육종단연구
http://kels.kedi.re.kr

AskKEDI 전자도서관
http://askkedi.kedi.re.kr

OECD 교육정보센터
http://oecd.kedi.re.kr

Wee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 서비스
http://www.wee.go.kr

「교육개발」·「한국교육」 웹진
http://edzine.kedi.re.kr

2015년, 교육을 통해 희망을 키우고 꿈을 일구며 미래로 나아갑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지속가능한 발전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창의교육’,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지닌 품격 있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
한국교육개발원이 ‘희망의 새 시대로 가는 대한민국 교육’을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과 바른 교육제도를 만들어
정부와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가 효능감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해 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개발해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고
낯선 문제에 적극적으로 맞서며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국가와 세계,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무엇을 아는가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지향하며
저마다 꿈과 끼를 키우고,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수준을 성취하게 하며
존중과 배려, 책임감을 바탕으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길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초·중등교육의 창의·인성 교육, 미래사회 역량교육, 세계화 교육이 고등교육으로 이어져
대학이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를 육성하고 국가발전과 인류사회에 공헌할
세계적인 연구성과와 글로벌 인재를 배출해 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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