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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별을 좋아한다. 특히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을
좋아한다. 어찌 나 뿐일까.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밤하늘을 아
름답게 수놓는 별들을 좋아할 것이다. 후기 인상파 화가 빈센
트 반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있
을까? 그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고흐의 ‘별이 빛
나는 밤’을 보면 한동안 눈을 뗄 수 없을 것이다.

얼마 전 중국 알리바바그룹 창업자인 마윈도 별들을 예찬했
다. 20세기가 ‘번쩍이는 달의 시대’였다면, 미래는 ‘반짝이는 별
들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별이 빛나는 밤(1889년) _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20세기가 달과 같은 거물급 기업인들의 역할이 중요했던 시

이어야 한다. 수많은 학생들이 모두 하나 밖에 없는 해나 달이

대였다면, 21세기는 수많은 젊은 창업자들이 주도하는 시대가

되려고 할 때 학교교육의 불행은 시작된다. 하나의 기준에 따

될 것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라 한 줄 세우기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별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다. 해나 달은 하나뿐인 반면, 별

인간은 존재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인류가 역사

은 그 수가 무한에 가깝다. 은하에 있는 별의 수만도 1,000억

를 통해 학습한 귀중한 교훈이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자신

개에서 2,000억 개에 이른다. 우주에는 은하의 수가 은하 속의

만의 꿈과 끼가 있다. 학생들이 저마다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

별 수만큼 많다. 우주에 떠 있는 별의 수는 사막의 모래알만큼

일구어 나갈 때 배움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참된 자아를 실

이나 많다는 얘기다.

현할 수 있다. 하나뿐인 해나 달을 향해 무한 경쟁으로 치달을
것이 아니라 저마다 자신만의 별을 찾아 꿈과 끼를 키우는 교

별을 많다는 이유만으로 좋아할 수 있을까? 별은 그 수가 많

육을 실현하는 것은 성인인 우리의 몫이다.

을 뿐 아니라 각기 다르다. 자신만의 색깔과 밝기를 갖는다. 위
치와 거리도 다 다르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밤하늘을 쳐다
보며 자신의 별을 찾는다.

교육정책 전문지 「교육개발」이 소중하고 보배로운 우리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우주에 하나 밖에 없는 독창적이고 아름다

별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특이성, 유일성(singularity)을 지닌

우며 역동적인 별로, 그리하여 총체적으로는 우주를 황홀하게

채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황홀한 광경을 연출해 낸다.

수놓는 아름다운 별무리가 되도록 교육 환경과 시스템을 개선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 보여주듯…

하고 바꾸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육은 학생들에게 해나 달이 되라고 가르치기보다 자신만

김재춘

의 특이성과 유일성을 지닌 별이 되라고 가르치는 존재 지향적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Educational Development 2016 SPRING |

5

파워인터뷰

6

| 교육개발

2016 봄

POWER INTERVIEW

“자유학기제 3월부터 전면 실시…
수업 및 평가방법 혁신, 다양한 진로체험처 확보, 		
자유학기와 일반학기 연계 등을 통해 학교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것”
“대학 구조개혁법의 조속한 제정 노력과 함께
대학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 거쳐
2주기 구조개혁 평가 진행할 계획”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3월부터 모든 중학교에

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격연수 콘텐츠를 보급하고 교

서 실시되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수업 및 평가방법을 혁신

사연구회를 운영(640개)하여 학교수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

하고, 다양한 진로체험처를 확보하며, 자유학기와 일반학기와의

가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확보,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실시, 찾

연계 등을 통해 자유학기제를 학교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아가는 진로체험버스 운영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진로체험활동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연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학교(80개교)와 자유학기 수업·평가 혁신 연구학교(20개교),

이준식 장관은 또, 고교 졸업생들이 취업 후에도 원할 때 언제든

고등학교 진로교육집중학기제(37개교)를 운영하고, 상반기 중에

지 공부할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 평생교육 단과대학 등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양식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기능

다양한 후진학 제도를 마련하여 언제든 원할 때 시·공간이나

을 개선하여 학부모에게 자녀의 자유학기활동 내용을 제공할 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질 높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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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춘 원장 : 취임하신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 연설에서 “항상 멀리 내다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조타수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소감이 어
떠십니까.

이준식 장관 : 취임 직후부터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많은 전
문가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도 듣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
습니다. 오래 대학에 몸 담으면서 교육문제에 익숙하다고 생각했
지만, 장관으로서 바라보니 학교 안에서 지낼 때는 몰랐던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현안이 산적해 있음을 느낍니다. 복잡한 현안들

취임 연설에서
“항상 멀리 내다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조타수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
서 답을 찾고자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흔들림 없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조정에 임할 때 교육정책이 국민에게 신뢰받고 뿌
리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조타수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백 년을 내다보는 비전을 가
지고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앞으로도 현장과의 긴밀
한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무엇보다 ‘학생 중심’

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는 대학 구조개혁의 추진과 관련, “2, 3주기의 안정적, 지속적 구
조개혁을 위한 대학 구조개혁법의 조속한 제정 노력과 함께 대학

김재춘 원장 : 취임하신 첫날부터 지금까지 연일 6대 교육개혁

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2주기 구조개혁 평가를 진행하는

과제 현장 점검에 나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둘

등 차질 없이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보신 소감과 6대 교육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어
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지난 2월 29일(월) 서울시 종로
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정부 서울청사 장관 접견실에서 이준식

이준식 장관 : 어떤 정책도 중앙정부 혼자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취임 두 달을 앞둔 소감과 현 정

겠지만, 특히 교육정책은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면서도 국민

부 주요 교육 정책 및 현안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안, 한국교육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교육청-교육지원청-일선학

개발원에 대한 당부 등을 들었다.

교로 이어지는 현장에서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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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방문지였던 ‘시화공업

어 있습니다. ‘꿈, 끼, 행복교육’의 핵심정책인 자유학기제, 앞으

고등학교’를 예로 들자면, 교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기계를 직접

로의 추진 일정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루어 보는 등의 현장중심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만족, 교사
들의 열정, 학부모의 고졸취업에 대한 지지, 그리고 기업의 적극적

이준식 장관 : 2013년부터 시범 운영한 결과, 학교 구성원들의

인 참여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학습 병행’이 성공적으로 이

만족도가 높아지고 진로탐색 등 꿈·끼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학교현장-학부모-

기반이 크게 확충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수업 및

기업이 ‘우수한 기능인력 양성’이라는 정부의 취지를 공감하고 같

평가방법을 혁신하고, 다양한 진로체험처를 확보하며, 자유학기

은 목표를 향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교 현

와 일반학기와의 연계 등을 통해 자유학기제를 학교현장에 성공

장과 교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이며, 정부와 동반

적으로 안착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자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

과정 연구학교 80개교, 자유학기 수업·평가 혁신 연구학교 20

책을 보완해 나가고, 일선에서 노력하는 분들을 충분히 지원하여

개교, 고등학교 진로교육집중학기제 시범학교 37개교 등을 운영

개혁과제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
장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
령께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듯이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소
용이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인 만큼, 정책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정책을 어떻게 쉽게 이용
할 수 있는지를 적극 홍보해서 좋은 정책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

복잡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흔들림 없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조정에
임할 때 교육정책이 국민에게 신뢰받고 뿌리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재춘 원장 : 3월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
시됩니다. 새 학기 시작 전 현장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
하고, 실습·토론 중심의 수업모형의 확산을 위해 연구·선도학
교 100개교를 운영하며, 생활기록부 기록방식과 교육행정정보시
스템(NEIS) 기능도 개편하는 등 자유학기제가 학교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이와 함께 고교 1학년 1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 실시하는 ‘진
로교육집중학기제’를 37개교에서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예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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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예정이며,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실시 결과에 따라 진로

우선 배정하는 등 농산어촌 학교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

정보·진로체험 및 진로멘토링을 제공하고, 원하는 학생에게 직

유학기제를 통해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제공하기

업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 상반기 중에 학교생활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2월

기록부 관련 양식 및 NEIS 기능의 개선을 통해 학부모에게 자녀

29일 서울 강남구를 시작으로 학부모님들과 함께 자유학기제에

의 자유학기활동 내용을 자세히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전국적으로 20회의 토크 콘서

수업혁신을 위해 원격연수 콘텐츠 보급, 교사연구회 운영(640

트를 진행합니다.

개), 신규 운영학교(653개교)와 선도학교 1:1 연계·컨설팅 등 현
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진로체험활동을 지원

김재춘 원장 :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를 차질 없이 제작해 학

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원격영

교에 보급하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서, 역사교과서 제

상 진로멘토링을 실시하며, 찾아가는 진로체험버스를 전체 농산

작과 관련,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를

어촌 중학교(1,228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우수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 미래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대한민국에 자긍심을 갖
도록 하고,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편찬기준이 마련되었고 집필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정부의 방침에 대해 말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 해법을 두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의 주장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씀해 주십시오. 친일독재 미화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한 해소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준식 장관 : 2017년 3월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교과서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해 11월까지 집필을 완료하고 전문기관 감수, 전문가 검토, 교사
검토, 웹 전시 등 현장 검토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검증을 거
칠 예정입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의 취지와 내용을 충실히 구현하고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
과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서술 시 모든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 등 헌법적
가치에 근거하여 서술하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친일·독재 미화’
등의 내용은 있을 수 없으며,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충실히 서술할 예정입니다. 우리 역사에 대해 균형적 시각

10

| 교육개발

2016 봄

POWER INTERVIEW

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통일에 대비해 올바
른 국가관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술할 것입니다.

김재춘 원장 : 일부 시·도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
기로 해 보육대란의 급한 불은 꺼졌지만 근본 해법을 두고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의 주장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
다.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준식 장관 : 누리과정은 2012년 도입 당시부터, 관련 법령에
의거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부담해 오던 사업으로, 교부금으로

교육청에서는 가용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도교육청 예산편성 내역 검

조속히 누리과정 소요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 결과,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있으며(목적

교육감과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예비비,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

누리과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 시설비 등 세출항목을 조정하면 누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정 예산편성 가능),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가용 재원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여 조속히 누리과정 소요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

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현장

다. 다만,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소

중심의 직업교육으로 꿈을 실현해 나가도록 학교와 기업이 협

하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교육청에는 국고 목

력하는 고졸취업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파악됩니

적예비비를 조기 지원하였고,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

다. 이를 통해 고교졸업 후 곧바로 취업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해 지자체 전입금 등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

언제든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감과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요. 추진 계획과 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누리과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준식 장관 : 고교 졸업생들이 취업 후에도 원할 때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 평생교육 단과대학 등 다양

김재춘 원장 : 정부는 최근 선취업·후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 후진학 제도를 마련하여(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교육, 사내대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을 활

학, 전공심화과정, 학점은행제 등) 언제든 원할 때 시·공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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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도 9월 학기 모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재춘 원장 :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올해부터 국어 A·B형이 통합
되고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되며 수학도 출제범위가 달라집니다.
3월부터는 ‘대학진학정보포털’이 개통돼 지원 가능 대학과 학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등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 무엇이
바뀌었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준식 장관 : 올해 수능부터 학생·학부모의 혼선을 유발한 수
준별 수능(A·B형)이 폐지되고, 한국사 영역 응시가 필수화되며,

정부가 우리나라의 교육경험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학 출제범위가 일부 조정됩니다.

필요로 하는 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는 등

그동안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 수능 출제’라는 원칙을 지속적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으로 강조해 왔으며, 올해 수능도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한국교육 국제화의 성과와 앞으로의

학생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한다는 원칙을 유

계획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할 것입니다. 3월부터 맞춤형 ‘대학진학정보 포털(adiga.go.kr)’
을 개통하여 학생 스스로 적성에 맞는 학과 및 대학을 탐색하고
전형정보를 비교·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어서, 대입정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질 높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체

보포털 및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공교육 내 진학상담체제를 통한

제를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진학정보 취득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을 선정하여 시범·운영할 계획(8개교 내외)입니다. 일반학생과
함께 수업하는 방식에서 전환하여, 후진학자 전담 별도반을 신

김재춘 원장 : 지난해 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설·운영하도록 권장하여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수업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부터 학교성과급 폐지, 교원다면평가비

수를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하여 집중이수가 가능하도록 하

율 상향, 담임교사수당 인상 등 교사관련제도가 개선되어 선생

며, 직장에서 학교까지 이동해야 하는 거리적 제약을 해소시켜

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고, 교

주기 위해 학교 밖 시설에서도 수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

사들의 사기도 어느 정도 진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다. 아울러, 직장에 다니는 등 시간적 제약이 많은 성인학습자들

인 내용과 계획을 소개해 주십시오.

을 위해 9월 학기 모집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는
학점인정과정 및 비학위과정을 먼저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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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교육환경과 학생특성이 변

육은 높아진 국가위상에 걸맞게, 교육을 통해 세계 각국과 소통

화함에 따라 교사들의 수업운영과 학생지도 부담이 늘어나게 되

하며 각 국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작년 5월 UNESCO

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교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현실을 안타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2015) 한국 개최를 계

깝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교사존중 풍토

기로 한국발 국제교육 의제로 부상한 세계시민교육(Global

가 약화되면서 과거에 비해 교사들의 자존감이 떨어진 상황입니

Citizenship Education. 인류 보편적 가치인 세계 평화, 인권, 문

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 사기

화 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

진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를 예방

을 양성하는 교육)의 국내외 확산에 적극 노력하고, 국제사회의

하고, 사안발생 시 피해 교원·학교장·학생·학부모에 대한 조

한국교육 발전경험 공유 요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우수교원

치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겠습니

해외진출의 양적·질적 확대(2015년 예산 8억 원, 파견규모 20

다. 교사들이 각 교직 생애단계에 맞게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명 → 2016년 예산 59억 원, 파견규모 300명) 및 양자·다자간

길을 열어 드리고, 교육활동 외 부차적인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미담
사례를 언론에 널리 홍보하여, 스승존중 풍토를 조성하겠습니
다.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사기진
작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발 국제교육 의제로 부상한 세계시민교육의
국내외 확산에 적극 노력하고, 국제사회의 한국교육
발전경험 공유 요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우수교원 해외진출의 양적·질적 확대 및 양자·다자 간

김재춘 원장 : 정부가 세계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세계시민교육

교육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한중일 동아시아 교육공동체를 만들며
우리나라의 교육경험을 필요로 하는 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추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국교육 국제화의 성
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준식 장관 : 지난 1월 30일에는 동아시아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1회 한중일 교육장관회의를 한국
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회의는 제안부터 최종
합의문 조율까지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회의로, 교육을 통한
한중일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2016년 한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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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 유학생 유치 등

활성화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상세한 대학 구조개혁의 로

을 통해 외국 대학과의 교류를 촉진하고,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

드맵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준식 장관 : 취업은 반등하는 추세이나, 대학과 사회의 인력
김재춘 원장 : 새해 업무보고에서, 사회수요에 맞춰 대학체제를

미스매치로 청년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등(청년고용률:

개편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강도

2014년 10월 40.6% → 2015년 10월 41.7% 전체 고용률 60.9%.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대학구

인력수급 전망 2014년∼2024년 인문·사회분야 31.8만 명 초과

조개혁법 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2주기 구조개혁 평가계

공급, 공학 등 21.9만 명 초과수요) 대학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

획을 수립하며 프라임 사업을 통해 공학과 의약 분야 정원을 늘

습니다. 사회 변화와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등 실질적으로 변화

리고 포스트-링크 사업계획도 상반기 중에 마련해 산학협력을

된 대학의 모습을 확인하는 2016년이 되도록 교육개혁에 힘쓰
고자 합니다. 각 대학이 인력수급 전망과 대학별 특성에 따라 인
문학 등 소양교육 강화, 학문 간 융·복합 등 학사구조 개편에

정부는 올해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나설 수 있도록 프라임(PRIME)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2016년

사업 등 다양한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2,012억 원), 포스트-링크(POST-LINC) 사업계획을 상반기 중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 마련하여 산학협력 기반을 서비스·문화콘텐츠 분야로 확산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추진계획과 향후 전망에 대해

하며, 실질적인 창업·취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입

말씀해 주십시오.

니다. 아울러 2, 3주기의 안정적, 지속적 구조개혁을 위한 대학
구조개혁법의 조속한 제정 노력과 함께 대학사회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2주기 구조개혁 평가방안을 마련, 진행하는 등 차
질 없이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재춘 원장 :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열린 사립대학 총장과의 간
담회에서 대학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구조
개혁과 교육혁신의 주체는 대학”이라며 대학이 교육개혁과 부
패척결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학개혁
이 성공하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
는 일부 대학의 비리로 전체 대학의 자부심이 상처받지 않도록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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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추진 중인 사학비리 척결과 관련해 사립대학들의 자정노력
을 촉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이나 복
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준식 장관 : 사립대학은 전체 고등교육의 70% 이상을 차지하
고 있으며, 각 대학마다 건학이념과 교육관을 토대로 사회가 필
요로 하는 인재 양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대
학의 역할이 미래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사학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되, 대학총장 및 법인
이사장의 비리나 부정부패 발생 시 엄단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
독을 강화하여,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높여 나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학

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결과 비리가 적발된 대학은 신규

재정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반영하고, 기 지원 재정지원사업은 연차평

향후에 신설 또는 재편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을

가에 반영하여 지원금액을 감액하며, 대학구조개혁 평가 반영

중심으로 자율공모방식 추진, 대학자율유형 확대,

및 행·재정 제재를 강화하고, 비리가 발생한 대학은 즉시 감사

평가지표 간소화 등을 우선 검토할 계획입니다.

를 투입하여 조기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춘 원장 : 정부는 올해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PRIME) 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CORE) 사업, 평생교육 단과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간 추진해

대학 지원사업, 여성 공학인재 양성사업 등 다양한 대학 재정지

온 사업 취지와 목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개편으로 인한

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학들도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

대학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향후에 신설 또는 재편이 예정되어

받아 정책방향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재

있는 사업(여성 공학인재 양성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

정지원사업의 추진계획과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업 등)을 중심으로 자율공모방식 추진, 대학자율유형 확대, 평가
지표 간소화 등을 우선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준식 장관 : 현재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특정한 목적달성을 강
조하다 보니, 지원유형, 지표, 평가방식 등이 대학의 건학이념과

김재춘 원장 : 2011년을 기준으로 국내 대학의 등록금 총 규모인

전통 및 특성을 충분히 살리는 데 제약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

14조 원의 절반인 7조 원을 정부재원 장학금과 대학 자체의 노력

니다. 향후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학 재정

(등록금 동결·인하, 교·내외 장학금 확충)으로 마련하여 소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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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장관님 나름의 교육관이랄까

성과와 현장에 미친 영향, 향후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철학이 있다면
이준식 장관 : 작년에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 원) 대비 7조 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3.9조 원, 대학 3.1조 원)을 마련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
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50% 경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Ⅰ·Ⅱ유형)
과 교내·외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받

성적 위주의 경쟁보다는 민주시민으로서

고 있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은 등록금에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국·공립은 119.8%, 사립은 89.9%를 장학금으로 지원받고 있습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도

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학생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교육의 기회를 가지는 데 차별이 없도록

과 일반휴학률은 감소한 반면 학업시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

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지론입니다.

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의 정책기조를 유
지하면서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 체감도 제고를 위해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재춘 원장 : 장관님 나름의 교육관이랄까 교육철학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식 장관 : 우리나라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고, 원
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한 유일한 나라입
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면서, 자본도, 자원도 부족한 우리나라
가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끌어 냈다는 데 대해 자부심
을 느낍니다.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큰 차원의 역할도 중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개개인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력
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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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교육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인재를 길러, 새로운 시대를 선도

PROFILE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아울러, 성
적 위주의 경쟁보다는 민주시민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
는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어떤 환경에 있
는 사람도 교육의 기회를 가지는 데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지론입니다. 앞으로 교육부 장관으로서 모든 국민
들에게 교육기회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
울이겠습니다.

김재춘 원장 :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한 바람이나 당부, 제안이 있
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식
이준식 장관 : 한국교육개발원은 1972년에 설립된 이래 지난 44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년간 교육입국을 지원하는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습니다. 교육정책 전 분야에 걸쳐 정책대안을 제시
해 왔고, 명실상부한 교육정책 연구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
였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한 분 한 분의

1952년, 부산 출생.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동 대학원에서 기계공학 석사와 미국 UC버
클리 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로렌스
버클리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1985년 9월부터 2016

노력과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그동

년 1월까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와 기계항공공

안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였듯이 앞으로도 미래사회에 대

학부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2011년에는 서울대학교 연구처장

응하는 교육의제를 발굴하고 창안하는 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및 산학협력단장, 2012년에는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을 지냈

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외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2009~2011),
광주과학기술원 비상임이사(2012~2016.1),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감사(2013~2016.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공과
대학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2014.6~2016.1), 국가과학기술자
문회의 창조경제분과 의장(2014.11~2016.1) 등을 역임하였다.
올해 1월부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받아 재임 중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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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과 전망

글

•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교육부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고, 미래를 여는 창
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16년 업무계획을 확정하였다.

과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통해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
로 나아가는 기틀을 갖추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자유학기제,
일·학습 병행 확산 등 주요 과제를 포함하는 교육개혁을 추

박근혜 정부 3년 간, 교육부는 학생들이 과도한 입시경쟁
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고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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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여 교육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매진해 왔다.

SPECIAL REPORT

구체적으로 먼저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는 ‘자유학기제’의

뿐만 아니라 국가재원 장학금 3.9조 원과 대학 자체노력

시행과 함께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

3.1조 원으로 전체 등록금 규모 14조 원의 절반인 7조 원을

별법」, 「진로교육법」,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고, 창의·융

마련하여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을 완성하였다. 2015년 신

합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2015 교육과정을 확정하는 등 교

청자 중 고소득자를 제외한 수혜가능 학생 134.6만 명 중

육개혁을 뒷받침하는 공교육제도의 틀을 만들었다.

86.4%(116.3만 명)가 지원받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은 국
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특히, 자유학기제는 학교수업의 혁신과 새로운 학교문화

있어 등록금 부담 경감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자유학기제가 이루어지는 중
학교 1학년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과 1인당 사교육비가 모두

박근혜 정부 4년차에 들어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변화와 정책

시행 전보다 감소하는 등 학교교육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고,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6대 교육개혁 과제를 비롯한

학교폭력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성공적 완수를 도모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끊임없
이 현장과 소통하여 내실을 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꾸준히 지원하고, NCS 기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다.

반 교육과정 개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등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다져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높

Ⅰ.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아지고 있으며(2015년, 46.6%),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
심을 환기함으로써 학벌·스펙이 아닌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
의 초석을 다졌다.

먼저, 올해는 자유학기제를 모든 중학교에 시행하는 해인 만
큼, 신학기 시작 전에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완료한다. 또한 진로체험 버스와 원격영상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선제적으
로 대비하기 위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을 통한 대학의 자발
적 정원감축을 유도하여 1주기 정원감축 목표를 상회한 총 4만
7,000명 수준의 대학의 정원감축 계획을 확정하였다.

또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인력수요에 맞춰 대학교육도
변화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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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시행하여 체험·실천적인 인성
교육을 통해 학생의 인성역량 함양을 지원하며, 범람하는 매
체 정보를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인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1학생 1스포츠
활동과 학교 예술교육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올바른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
실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개발할 계획이다. 집필단계별로
진로멘토링을 전체 농산어촌 중학교 1,228개교로 확대하고, 우

내외부 검토를 통해 편향성 없는 교과서를 제작하고, 현장 교

수한 진로체험처를 농산어촌 학교에 우선 배정하여 지역 간 체

원의 시각에서 교과서를 검토하도록 하여 학교현장의 적합성

험처 격차를 최대한 줄여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도 제고할 방침이다.

자 한다. 그리고 프로젝트·토론 중심의 다양한 자유학기제 수
업모형과 활동 등의 성과가 한 학기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교육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일반학기로 확산할 계획이다.

일반고에서는 특정 교과를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교과중점
학교와 소수심화선택과목을 중점 운영하는 교육과정거점학
교를 확대하는 한편,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작년에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
도록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고, 교사의 수업과 평가

을 강화하여 일반고 학생들도 적성과 수준에 맞는 질 높은 교
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역량을 강화하여,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질 높은 수업이 이루
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현장의 최고 전문가인 교원이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정업무 부담은 경감하고, 전문성 함양은 지원하며,

2018년부터 필수화되는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의 기반
을 마련하기 위해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특색있는 교육모델이

‘자율연수 휴직제’를 도입하여 자기개발과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
해 게임기반,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수학 클리

Ⅱ.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

닉, 멘토링 제도를 확대하여 수학 포기 학생을 획기적으로 줄
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실생활 중심의 영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평가 방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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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학이 스스로 부응하여 혁신할 수

능인력 양성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증가하는

있도록 대학 구조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한 양적 정원감

고졸취업자 등 재직자들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학업을 계속할

축과 동시에, 공학 등 인력부족 분야로 4년간 2만 명의 정원

수 있도록 후진학자를 위한 대학의 전담학과를 확대하고, 시

을 조정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사회맞춤형 학과 학생 규

간, 공간,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모를 1만 5,000명 수준으로 늘려, 인력양성의 질적 미스매치

나갈 예정이다.

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대학생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창
업·취업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300개 창업 유망팀을 육

Ⅲ.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

성하여 대학의 창업교육이 실제 일자리 기회 확대로 이어지
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초학문 기반이 흔들리지 않

유아교육 단계에서는 먼저, 그간 유치원들이 개별적으로 학생

도록 인문학의 발전을 위해 대학이 자체 인문학 발전계획을

을 모집하면서 발생한 과열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별로 원

수립하여 기초학문으로서의 인문학과 인문기반 융·복합 교

아모집 방식을 정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

육모델을 함께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성을 조속히 완료하여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출발선 단계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1~2학년 위주로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올해 모든 마이
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적용되는 NCS 기반 교육과정이 잘 정

운영해 온 초등 돌봄교실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해
6학년까지 확대하여 초등돌봄 서비스를 완성할 계획이다.

착되도록 지원과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학일체형 도
제학교를 2017년까지 203개교, 참여 기업을 2,500개로 늘리

그동안 3월에만 신청 가능하던 교육비를 상시 신청이 가능하

고, 원하는 특성화고는 모두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도제교육

도록 하고, 특히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하

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현장

여 저소득층 학생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심의 직업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비중을 늘리고, 고졸취업
활성화에 따른 후진학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10년 간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약 210만 명의 고졸인력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이에 대비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체 고교 정
원을 감축하더라도 직업계고 학생 수는 현재 규모(33만 명)
로 유지하여 2022년까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비중을
현재의 19%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우수한 고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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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과 전망

탈북학생·다문화학생 및 장애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Ⅳ.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

도 강화된다. 탈북학생의 심리·정서치유 1:1 멘토링을 확대해
사회적응력 및 학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문화 유치원과 예

재난위험시설을 정밀점검하고, 100년이 지나도 학교건물

비학교 확대를 통해 공교육체제 적응을 지원하며, 특수학급도

이 튼튼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다. 또한 노후도가 심한 화장실과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쾌
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중단학생은 다시 학업에 복귀할 수 있
도록 지원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인 학업중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교가 병원, 질병관리본부와 정보공

단 숙려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시·도별로 프로그램 참

유를 통해 질병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신

여에 격차를 보이고 있어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시·

종 감염병에 대비한 모의 정기훈련도 연 1회 이상 실시할 계

도에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내 대안교

획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 모두 매학기 안

실 운영을 늘리고, 공립 대안학교를 신설 운영하여 어떤 어려움

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안전의

에 있는 학생도 공교육체제 속에서 끌어 안고 함께 갈 방침이다.

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할 예
정이다.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서는 학력취득 뿐만 아니라, 취업-복
지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학적정보를 학교밖지원

최근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근절을

센터와 공유하여, 학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통합지원

위해서도, 아동학대 초기 신속대응, 재학대 방지 등을 포함한

이 이루어지도록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확대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나갈 계획이다.

매월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 현황에
대해서도 수시로 조사하여 아동의 안전확인이 책임있게 이루
어지는 데 만전을 기울일 예정이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어울림 프로그램, 가족치유 캠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시범학교
도 50개교에서 올해 10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을 내실화하고, 자살예방을
위해 생명존중교육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정환경 등
으로 인한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해 돌봄기능이 강화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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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Wee센터를 확대·구축할 예정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급식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보공개 정
도를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반영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며, 직
장을 다니는 학부모가 마음 놓고 학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
록 ‘학부모 학교참여 휴(공)가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Ⅴ.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교육
Ⅵ. 마치며
지난해 5월 한국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을 계기로 한국
발 국제의제로 부상한 세계시민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

지속할 예정이다. 국내 교육환경에 맞춘 학교급별 교육자료

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啐啄同時). 학생의 잠재된 꿈과 끼

를 개발하고, 개발도상국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개도

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학교

국 내 세계시민교육 전문가를 육성할 방침이다.

와 사회, 정부가 모두 합심하여 도와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지역사회와 학교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학생 한 사람 한

한국의 교육경험을 보다 많은 국가와 공유하기 위해 기존
에 예비 현직교원으로 한정되었던 ‘교원해외진출사업’을 교·

사람에게 꼭 필요한 교육정책이 현장에 안착되어 행복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대생 퇴직교원까지로 확대하고 대상국도 다양화할 계획이
다. 우수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는 한편, 우리 대학의 교육
과정을 수출하여, 개도국 학생이 우리의 우수한 교육시스템
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월 30일에는 한·일·중 교육장관회의가 최초
로 개최되었다. 이를 계기로 가까운 3국의 미래 세대들이 상
호 간의 이해를 증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협력을 공고
히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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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교육청, 올해 어떤 정책 펼치나

17개 시·도 교육청,
올해 어떤 정책 펼치나

글

•
한만중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연구위원

겨울의 긴 터널을 벗어난 교정에는 봄의 전령사가 꽃망울

하는 해이다. 올해 펼쳐질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을 터트리고, 아이들은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다. 시·도교
육청도 2016년 새 학년에 펼쳐질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념이 없다. 올해는 2014년 6월 선거에서 선출된 민선 2기
교육감들이 취임 2주년을 맞아 본격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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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과 고등학교
진로교육집중학기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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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 중에 우선 주목해야 할 정책으로는 자유학기제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등 4가

를 들 수 있다.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온 자유학기제가

지 영역으로 된 기재양식이 신설된다. 자유학기제 전면화를

2016년에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된다. 교육부도 대통

계기로 우리 교육이 입시중심 교육과 교사중심의 강의식 수

령 업무보고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과 고등학교 1학년

업에서 벗어나 삶을 일구어 가는 학생활동중심의 교육으로

진로교육집중학기제 시범 운영을 중점 과제로 제시한 바 있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집중적인 진로체험기
간을 운영하고,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제도로 출발하였

Ⅱ. 인성교육 제도화 원년

으나 시범 운영과정에서 교육과정과 수업의 혁신으로 목표를
확장하여 왔다. 교육부는 올해 프로젝트, 토론·참여 중심의

인성교육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올해는 인성교육

자기주도적 자유학기제 수업모형을 확산하기 위해 연구·선

이 제도화되어 실시되는 원년이다. 교육부는 ‘인성교육 5개

도학교를 100개교 운영한다. 충남도교육청이 자유학기제 실

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학교 급별 인성교육 지도 자료를 개

시를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등 교육청마다 자유학기제 전

발·보급하는 등 학교교육을 인성교육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면 실시를 계기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제도로 발전시

방침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인성교육 시행계획으로 인성역량

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1 서울형 자유학

을 함양하기 위해 울산 12덕목 생활화, 학교 교육활동을 인성

기제, 중2 혁신 자유학년제, 중3 미니 자유학기제로 전 학년

친화적으로 개선, 체험과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활성화, 교원

에 거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 인성교육역량 제고 및 지원, 가정·학교·사회의 연계체
제 구축, 시민의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 등 6개 중점과제를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고등학교 단계로 확장시키려는 시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들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

학교생활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중에서 인성교육과

는 고교 자유학년제를 표방한 오디세이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오디세이학교는 교과와 비교과 활동으로 1년 과정의 자유학
년제 위탁교육을 마치고 원적교에 복귀할 때 2학년으로 진급
할 수 있는 학력이수 인정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도
2016년부터 고등학교 단계에서 1학년 1학기에 진로교육을 집
중 실시하는 ‘진로교육집중학기제’를 시범 운영(37개교)한다.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이 기간의 활동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유학기 활동’을 진로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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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40분 이후로, 고등학교의 경우 등교시간을 8시 20분 이후로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아이 좋아 경남교육’
선포식을 개최했다. ‘아이 좋아 경남교육’은 학생중심 교육으
로, ‘아이’가 좋아하고 현장중심 교육으로 행복한 나(I)를 만들
어 가며, 지원중심 교육으로 즐거운 감탄사 ‘아이 좋아’가 울려
퍼지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경남교육을 펼쳐 나간다는
의미이다. 2016년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1학년 온돌교실 설치
관련 있는 내용을 체계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사업도 이러한 취지가 잘 반영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인문소양교육을 통한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00

서울시교육청이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로 명명하였던 학

권의 인문학책을 읽고 100번 토론한 결과로 책을 만든다는

생자치 활성화 사업은 각 시·도마다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

100-100-1 프로젝트와 연계하고 인성연극 드라마교육을 중

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학생회실 설치를 지원(중·고등학교

점적으로 추진한다. ‘따뜻한 삶을 함께하는 인성교육 실천 3

대상: 50개교 - 교당 400만 원)하고 학생회의 예산·편성 운

운동’으로 ‘미소 친절 운동, 내가 먼저 양보하기 운동, 사랑 나

영권 보장 차원에서 자치활동시간 확보(초·중 10시간, 고 17

눔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시간 권장)와 표준기본 운영비 1% 이상 편성을 권장하고 있다.

Ⅲ. ‘학생중심 교육정책’ 본격 추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 5월 4일 국회에서 어린이
놀이헌장을 선포한 바 있다. 올해에는 어린이 놀이헌장이 선

2016년에는 ‘학생중심 교육정책’ 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양

포된 지 1주년을 맞이하여 어린이의 놀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상이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한 9시 등교는 ‘학생중심 교육정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도교육청 10대 공동정책이 실현될

책’의 전환점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행 초기에 많

수 있도록 점검하고 확산하기 위한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이

은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2015 교육

다. 선포 1주년인 2016년 5월 4일 대전 한밭수목원광장에서

여론조사’ 결과에서 찬성(초 75.3%, 중 64.6%, 고 57.3%)이 압

개최될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 한마당’에서는 다양한 바깥놀

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 인천, 광주 교육청 등으로 확산

이를 시연하는 행사가 열리고, 인근에서는 전국 초등학교 교

되어온 9시 등교는 2016년에는 전북도교육청에서도 실시한다.

장 300명이 참여하는 학교장 원탁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어

‘아침이 행복한 학교’라는 이름으로 초·중학교는 등교시간을 8

린이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과 교실 등을 놀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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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재구조화하는 일환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중간놀이시

남의 초·중·고교 829개교의 10%를 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간 확보를 위해 블록타임으로 중간놀이시간 20∼30분 확보

강원도교육청의 행복더하기학교, 경남도교육청의 행복맞이학

를 권장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형 놀이정책 ‘친구

교, 인천시교육청의 행복배움학교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어온

야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놀이시간 보장과 놀이공간 확

혁신학교가 2016년 3월 2일 현재 1,006개교에 이르게 되었다.

보, 놀이경험 제공, 놀이 지원에 나서고 있다.

혁신학교가 전국적으로 전체 학교의 10%를 넘게 되면서 교육
청 단위에서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여 학교교육의

Ⅳ. 현장활동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신뢰를 회복하자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내실화하고 일반학교
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학교가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나가는 것은 기본적인 과제이자 책무이다.

416개교의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올

2016년 각 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해 관내 대부분의 학교에서 혁신교육이 실시되도록 추진하

있는 것은 교육을 현장활동 중심으로 바꾸어 학교혁신을 이

고 있다. 혁신학교를 확산하기 위해 혁신학교 네트워크를 운

루어 내겠다는 것이다.

영하던 것을 넘어서서 혁신학교의 기본원리를 채택한 학교를
혁신공감학교로 지정하여 2015년에 1,720개교를 운영하였고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역점과제로 무지개학교의 확산을 제
시하고 있다. 무지개학교(85개교)와 자율무지개학교(20개교)

2016년에는 사실상 공·사립 관계없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
시될 예정이다.

를 지정·운영하고, 학교 간 지역별, 급별 및 학부모 네트워크
를 구축하며, 거점학교 중심의 공동연수와 정보공유를 해 나

혁신학교의 비율이 높은 전북, 서울 교육청 등에서도 혁신

가는 것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학교와 학교혁신을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학

핵심역량을 키워주면서 동시에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혁신
을 지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배움 중심의 무지개학교를
확산시키고 창의성과 인성을 키워주는 독서·토론 수업을 활
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무지개학교를 거점으로 학교혁신
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무지개학교는 2012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기 시작한 혁신학교를 모태로 한 전남형 혁
신학교라 할 수 있다. 존중과 협력의 학교문화 형성, 교육과정
중심의 지원체제 구축, 역량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모토로 하는 무지개학교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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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후발주자인 인천, 충북, 충남 교육청 등도 혁신학교를

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단위에 ‘전문적 학습공동체

파일러트 학교로 운영하고 일반학교로 확산시키는 정책을 실

구축’이 주요한 추진전략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간 교육부와 교

시하고 있다. 일례로 인천시교육청은 행복배움학교의 시범운

육청에서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문서 축소와

영 및 성과제고를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회복이 이루어

교육행정사 등 보조인력을 확충하는 사업과 함께 학교 조직을

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도 2015년에 운영해온

행정 중심에서 교육활동 중심으로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

명품 예비학교를 2016년에는 명품학교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

다. 하지만 학생참여 중심의 수업모델 등 수업혁신과 교육과정

다. 창의·융합 교육과정 운영, 학생활동중심 수업 전개, 민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가 전문성 함양을

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교수·학습중심 행정 구현을 모토로

위한 시·공간을 확보하고 집단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

하고 있다. 도심공동화 지역과 과밀학급 인근 학교를 대상으

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동료교사들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로 하는 자율재능학교는 외국어·예술·체육 영역을 특화시

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

켜 찾아오는 강소학교를 만듦으로써 과밀학교 문제를 해결하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실

겠다는 전략이다. 구미 봉곡초등학교를 창조학교로 지정하여

제화하기 위해 직무연수 학점화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의 60시

대구교대 학교교육연구소와 함께 미래학교의 모델을 계발하

간 의무연수를 학교단위의 학습공동체 운영과 연계한다는 것

는 거점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이다. 이 사업은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 중심
의 학교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신규 사업이다. 교육청은 “단위

Ⅴ.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학교의 수업방법의 혁신과 자발적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이번
사업이 교원들의 협업역량을 신장시켜 충북교육의 변화를 주
도적으로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6년에는 이러한 학교혁신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갈 교

Ⅵ. ‘모두가 행복한 질 높은 교육’
‘모두가 행복한 질 높은 교육’은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기
본적인 교육목표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양극화로 인해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가 거세지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2016년에 교복지원사업을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한부모가정)까지 확대하고, 체
육복과 수학여행 무상 지원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도 학교 통합버스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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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규모 공립 병설 유치원의 현장 체험학습에 통학버스를
무상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복지의 확
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확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2015년에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으로 이관되
면서 학교운영지원비가 삭감되고, 교원복지비가 줄어드는 등
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2016년에도 누리과정 문제가 벽
두부터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 여파는 학교현장
에서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과
정에서 인건비가 삭감되었고 올해도 대부분의 교육청이 학교
운영비를 줄이는 등 내핍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

위해 군림하고 지시하는 교육청에서 현장을 바탕으로 지원하

산이 4조 원을 넘어서면서 2012년 4조 5,875억 원이었던 교

는 교육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들도 확산되고 있다. 충

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은 2016년에는 2조 2,542억 원으로

남도교육청이 지원청과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줄어들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생애 초기 출발점에서의 평

방식에서 탈피하여 각 학교 교육계획 담당자들에게 교육사업

등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누리과정과 유보통합이 초·중등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중심의 행정을 펴고자 하는 사업

교육 부실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있는 것이다. 총선이 실시되는 올해는 반드시 근본적인 해법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실이 있는 경기교육정보연구원
의 현관문을 들어설 때마다 ‘학생중심 교육, 현장중심 연구’라
는 슬로건을 마주하게 된다. 2016년에는 17개 시·도교육청마

Ⅶ.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행정과
선제적 교육비리 예방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행정과 선제적으로 교육비리를 예방

다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모든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
복교육이라는 같은 목표가 실현되기를 간곡히 기원한다.

[참고문헌]

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확산되고 있다. 감사관 제도를 개혁하

•강원도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 [2016년 주요 업무계획]

고 시민 감사관 제도를 확대하는 교육청이 늘고 있다. 사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실무협의회 자료

학교 교원 충원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립학교 신
규교사 충원 공립 중등임용시험 위탁 및 법인 간 공동전형’이
광주, 서울 등의 교육청에서 실시되고 있다. 현장중심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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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예상되는 주요 교육정책 관련
법률안의 쟁점 및 처리 전망

글

•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Ⅰ. 들어가며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시기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월 19일에 실시된 대통령 업무보고(교육부, 고용노동부, 보

2016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3주년을 맞이하

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협업보고)를 통해 ‘사회맞춤형 인력양

였다. 올해는 4년차를 맞이하여 지난 3년간 정부가 추진했던

성 및 일·학습 병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월 28일에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를 중간점검하고 후속과제를 확인하여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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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2016년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5월 29

03

•초등돌봄 서비스 질 제고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지속 추진
•학업중단자 법부처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일에 제20대 국회가 개원하게 된다. 정부가 교육분야 국정과
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안 처리를 위

04

한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제19대 국

해야 할 것이다.

05

•누리과정 현장 안착
•소외 계층 교육 지원 확대
•국가장학금 및 든든학자금 제도 개선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
•학교폭력 및 자살 예방
•학교급별 맞춤형 학부모 교육

회의 남은 임기와 새롭게 출범하는 제20대 국회의 의사일정
을 고려하여 국회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학교 감염병 대책 마련
•아동 학대 발생 근절
•질 높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

한국 교육, 세계를 선도하겠습니다.
•세계시민교육 확산
•교사 해외진출 활성화

•동아시아 교육공동체 구축
•고등교육 국제화

[그림 1] 2016년 교육부 5대 핵심전략

이 글에서는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에 제시된 교육부의
2016년 정책 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교육정책
에 관련된 법률안의 쟁점 및 처리 전망을 분석 및 제시하였다.

Ⅱ.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의 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

Ⅲ. 2016년에 예상되는 주요 교육정책
관련 법률안의 처리 전망
앞에서 설명한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에 제시된 5대 핵심
전략의 세부 과제 중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그에 관한 주요 내
용과 입법 쟁점 및 처리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의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2016년 교육분야 중점 과제의 주요 내용과 입법 쟁점 분석

먼저, 비전은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
2016년 중점 과제 및 주요 내용

로 정부 출범이후 동일하다.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목표로
는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 창의적 인재를 원하는 사회’를 제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인성·체육·예술 교육 강화
•일반고 역량 강화

02

- 중학교(3,204개교) 전면 시행

- 지역 간 진로체험처 격차 해소

5대 핵심 전략 및 그에 따른 중점과제는 [그림 1]과 같다.
01

1.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 단위학교 지원체계 강화

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
•완성도 높은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
•교원 사기 진작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지속 추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활성화
•대학생 창업·취업 지원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 개편
•평생교육단과대학개설등선취업·후진학지원확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개편

교육단계

초ㆍ중등
교육

- 교실수업 혁신, 평가방식 개
선, 일반학기로 확산 등
2.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 및 완성도 높은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
- 창의ㆍ융합형 미래인재 육성
을 위한 교육과정 현장 안착
- 수업 연계 과정 평가, 학생부
기록방식 개선
- SW교육 및 수학교육 강화, 영
어교육 내실화 등

교사관
정립과
교사신분의
존중

입법 쟁점 및 처리 전망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학기제
시행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나, 전면
도입을 위한 「초ㆍ중등 교육과정」 개
정에 미흡하다는 주장 있음
- 지역

간 격차 발생, 자유학기제 이후
학기와의 연계 부족, 사교육 유발 방
지대책 미흡 등에 대한 논란 예상

- 「2015

개정 교육과정」 의 취지가 명확
하지 않고 현장에 안착하기에 준비기
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관한 법률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
(법률안) 제기 및 추가 제안 예상
- 교과서 관련 대통령령 및 고시의 내
용을 법률로 직접 규율하자는 취지의
법률안 제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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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역사를 포함한 국
정교과서 발행ㆍ공급
- 검인정교과서 2018년 2월 발
행ㆍ공급

3. 인성ㆍ체육ㆍ예술교육 강화
- 인성교육

강화
- 1학생

1스포츠 활동 적극 지
원·도덕성 함양을 위한 인성
교육 중심 수업 강화

- 국가에게

대학 구조개혁 권한을 부여하
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입법적 검토
가 필요하고, 제안된 법률안들이 교육
부 장관에게 구조개혁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도록 제안되었다는 주장도 있음

- 국정교과서 견본이 발표될 2016년 하
반기부터 발행 과정 및 내용 등을 둘
러싸고 상당한 논란 예상

초ㆍ중등
교육

- 2015년 1월 20일에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각각 7월과 12월에 제정되어 시행됨

- 정부는

강한 추진 의지를표명하고 있
으나, 제19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동법 시행규칙이 시행일인 7월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12월에야 제정된 것
에서 볼 수 있듯이, 법 시행 이후 상
당한 논란이 예상됨

- 정부는

위에서 제시한 문제 등에 대
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그에 따
른 구조개혁 방향을 국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률안 제안 가능성 있음

- 제20대

국회의 원구성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관련 법률안이 다시 제안
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1월 26일에 「학교체육 진흥
법」 제정
- 2016년 3월 28일 시행예정인 「국민체
육진흥법」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
교체육에서도 선수체육과 스포츠클
럽의 조화로운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2016.2.3)되었
고, 8월 4일에 시행 예정임

4. 교권 보호 등 교원 사기 진작
- 행정업무 경감, 담임수당 인
상, 교원평가 안착 등
- 「 교 육 공 무 원 법 」 을 개 정
(2016.1.27)하여 자율연수 휴직
제(10년 이상, 무급) 도입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
강화

5. 차질 없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

- 2016년 상반기 중에 ｢대학구
조개혁법｣ 제정 추진
- 2016년 하반기에 2주기 평가
계획 마련
- 대학 구조개혁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등 후속조치 추진
- 한계대학의 자발적 기능전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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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
교육

- 법률 개정의 의미는 상당하나,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모호, 교
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
부족, 예방을 위한 사전적 대책 미흡,
피해교원 치유 비용의 부담 주체 등
에 대한 논란 예상
- 제19대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인 6건
의 제정 법률안이 제20대 국회에도
다시 제안될 것으로 예상됨

- 제19대

국회에는 교부율을 내국세의
22% 또는 22.7% 등으로 상향하여 누
리과정 무상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법률안, 특별
교부금의 비율을 2-3%로 줄이고 보
통교부금의 비율을 늘리는 법률안 등
이 제안됨
6. 누리과정의 현장 안착 및 지
방교육재정 효율화 지속 추진
- 시ㆍ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
산 편성 조기 완료, 미 협조
시ㆍ도교육청에 대한 2017년
교부금 불이익 조치
- 시 ㆍ 도 교 육 청 예 산 ㆍ 조
직ㆍ인력 등에 대한 효율화
강화

교육
재정ㆍ유아
교육 및
보육

- 국가와

시ㆍ도교육청의 상호 존중 아
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와 효율화
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 제19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심의
될 지는 미지수이나, 제20대 국회에
도 다시 제안될 것으로 예상됨

- 제19대 국회에 ｢대학 구조개혁에 관
한 법률안｣(안홍준 의원 등 13인,
2015.10.23),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
에 관한 법률안｣(김희정 의원 등 20인,
2014.4.30),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민병주
의원 등 10인, 2012.7.27) 등 3건의 법
률안이 제안되어 계류 중임

- 누리과정

무상지원과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 등 주요한 무상교육 정책
에 대해 국가 수준의 중장기 무상교
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범위 안
에서 시ㆍ도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입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됨
- 그러나

대학 구조개혁 정책 추진과정
에서 부실ㆍ비리 사학의 책임과 국가
의 설립인가 및 관리 소홀 책임이 공
존하나, 제안된 법률안들은 이에 대
해 명료하게 분석 및 제시하지 못하
였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교육

행ㆍ재정 효율화에 대한 국
가의 직접개입 방식 확대는 지방교육
자치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7.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초ㆍ중등
교육

- 정부가

제시한 처우개선 방안은 일부
구성원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 수준이
고, 전체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
기됨
- 제19대

국회에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유기홍 의원
등 40인)이 제안(2012.10.23)되었고,
국회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중임

SPECIAL REPORT

- 무기계약직 전환, 직종 단순
화, 전보 활성화 유도 등

- 현장 밀착형 학원비 부담 경
감 정책 추진

-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규제 완
화를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
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
법) 개정 추진(2016년 상반기)

초ㆍ중등
교육 및
고등교육

- 근거리 평생학습 활성화, 대
학부설 평생교육원 이용 활성
화, 취약계층 평생학습 지원,
문해교육 지원 확대 등

- 제19대

국회의 남은 임기 및 제20대
국회에도 계속 검토 및 제안될 것으
로 예상됨

야 국정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제19대 국회에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선행교육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법률
안(정부, 2015.8.11)이 제출됨
- 정부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공존하고, 국회교문위 법안심사소위
에서 심사 중임
- 제19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심의
및 처리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나,
자유학기제 전면실시 및 사교육비 증
감에 대한 논란 등을 고려하여 제20대
국회에서 다시 제안될 가능성이 있으
며, 2016년 중에 처리될 가능성도 있음

9.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 국가 및 시ㆍ도의 온라인 평
생학습 망을 연계하고 콘텐츠
확대

학기제 및 일·학습 병행제, 지방교육재정 개혁 등 6대 교육

- 2014년 9월 법 제정 및 시행 당시부
터 법률의 실효성과 부작용(사교육
조장 우려), 학교유형에 따른 선행학
습 개념 차이 발생 우려 등의 부작용
에 대한 논쟁이 예상되었음

8. 사교육 부담 경감

- 대학입시

과정 등에서 선행학
습 사교육 수요 완화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향(제3의 직렬 신설,
정규직 채용 확대, 다른 비정규직과
의 형평성 등), 교육공무직의 개념과
범위, 막대한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
해 논란 중임

평생
교육

개혁 추진에 매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고 자체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출범 4년차를 맞아 교육분

교육현장과 국회에는 교육부의 자체평가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도 있으나, 평가 결과의 근거가 불확실하다거나 교육정책
추진 시 사전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기간 등이 충분하지 않
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의
추진에 대해서는 교육의 내재적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부여
된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 교육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행사되는 것에 대해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제19대 국회의 남은 임기와 새로 출범하는 제20대 국회에
서는 이미 제출된 법률안과 새롭게 제출되는 법률안을 대상

- 제19대 국회에는 수십 건의 「평생교
육법」개정 법률안이 제안됨

으로 치열한 논쟁과 타협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 평생교육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국
회의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는 교육정책에 대한 법률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

- 제20대 국회에서도 많은 법률안이
제안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교육감과 지자체장 간의 연
계ㆍ협력 방안에 대한 논란의 가능
성이 있고, 이에 관한 입법방안이 제
기될 가능성이 있음

는 상황을 주목하고, 주요 교육정책의 추진 및 관련 법률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 및 실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야간 및 국민
사이에서 대립과 갈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다 선
제적·적극적으로 보고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해와 협력

Ⅳ. 나가며

을 구하는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남은 제19대 국회와
새로 출범하는 제20대 국회도 교육과 국민행복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2016년에 예상되는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주요
내용과 관련 법률안의 쟁점 및 처리 전망을 분석하였다. 교육

관점과 그에 따른 방법은 다르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하는 데
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는 지난 3년간의 정책에 대해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여
교육현장에 실제 적용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3년차에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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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국의 교육재정
운용 현황과 시사점

글

•
김민희
대구대학교 교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

주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의 기초이며, 다른 권리

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

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교육제도를

소 1991.2.11. 90헌가27. 판례집 3,18).

통해 충분히 실현될 때 비로소 국민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되어,

34

| 교육개발

2016 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주요국에서도 이와 같은 교육적

WORLD EDUCATION

권리의 보장과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제도

서도 교육재정의 규모를 알려 주는 확보 영역과 어떠한 교육

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재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활동에 배분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는 OECD

우리나라 교육이 광복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 역시 교육재

교육지표(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4)에 제시된

정을 꾸준히 확보하고 투자해 왔기 때문이다. 각 국가에서 어

국가별 자료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교육재정 확보 및 지출 현

느 정도의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교육 활동과 제도 운영에 투자

황을 제시한 후, 주요국의 교육재정 확보 및 지출 현황을 비

하는지의 정도에 따라 교육의 질과 교육 받을 권리의 보장 정

교 분석하고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도가 달라지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세계경제 위기 등
의 환경변화에 따라 교육재정 확보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

Ⅰ.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교육비
확보 및 지출 현황

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1. GDP 대비 공교육비 현황

교육재정이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및 공공단체
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 배분, 지출, 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
동’(윤정일 외, 2013; 반상진 외, 2014)으로 알려져 있다. 따

OECD에서는 한 국가의 총재정 대비 교육기관에 대한 지

라서 교육재정의 운용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확보, 배분, 지

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표준적인 지표로

출, 평가 등의 영역별로 그 정도를 살펴 보아야 하며, 그 중에

GDP 대비 공교육비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교육기관에 대

[그림 1] 전체 교육단계별·연도별 GDP 대비 공교육비(2000, 2008, 2011)

Slovak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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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gary1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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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n Federation1

Czech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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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onia

Switzerland1

Austria

Australia

Brazil1

Slovenia

France

OECD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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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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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정부부담 공교육비만 포함함(스위스는 고등교육단계만 해당, 노르웨이는 초·중등 및 중등 후 비고등교육만 해당, 러시아는 2000년 자료만 있음).
국가는 2011년 교육기관의 정부부담 및 민간부담 공교육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함.
출처: OECD. 표 B2.2, 부록 3 참조(www.oecd.org/edu/eag.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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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교육비 수준은 해당 국가의 학령인구 규모, 취학률, 교

OECD 회원국의 총 GDP 대비 6.1%가 교육에 투입되고 있다

사의 급여수준, 수업의 조직 및 전달 방식 등의 영향을 받는

면, 이 중 4분의 3(총합된 GDP의 5.3%) 정도가 전체 교육단

다.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은 평균적으로

계를 위한 정부 재원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00년 5.4%, 2008년 5.8%, 2011년도에는 6.1%를 보이고

2014). 모든 OECD 회원국에서 정부재원은 공교육비의 주

있어 2000년(▲)에 비해 2011년(□)까지 다소 상승해 온 것

요 재원이 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최소 62%(칠레)에서 최대

으로 나타나고 있다(OECD, 2014). [그림 1]에 제시된 자료에

98%(핀란드)까지이다. 민간재원 비중은 고등교육 단계에서

의하면 2011년도에 전체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

높게 나타나는데, 칠레, 한국, 미국 등은 1.7~1.9% 사이에서

중이 6% 이상 높은 국가들은 덴마크, 벨기에 등 주로 유럽국

GDP 대비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민간부담 비용의 비율이 가

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뉴질랜드, 한국, 미국, 캐나다 등도 포

장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OECD, 2014).

함되어 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세계경제 위기로 인해

2. OECD 국가의 공교육비 지출 현황

GDP 증가를 고려할 때 2008~2009년도에 비해 2009~2011
년도 까지는 정부부담 공교육비의 증가가 GDP의 증가를 따

확보된 교육재정은 다양한 교육활동에 지출된다. 총 공

라가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GDP 대비 교육기관별 정부부담

교육비는 초·중등 및 중등 후 비고등교육 단계와 고등교

공교육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4).

육 단계 전체에서 평균 90% 이상이 경상비로 지출되고 있다
(OECD, 2014). 경상비는 교사 및 비교사의 급여, 학교건물

GDP 대비 공교육비의 총규모는 정부재원 및 민간재원으

유지관리, 학생급식 또는 학교건물 및 기타 설비 대여 등을

로 확보된다. 교육기관에 대한 공교육비 증가는 사회 전체의

포함하는데, 이 중에서도 교직원(교사 및 기타 직원)의 급여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평균적으로

로 지출되는 경상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등교육 단
계에서는 일부 다른 교육단계와 비교하여 시설과 설비, 연구
개발 관련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4).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OECD 회원국들이 지출한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보면 9,487달러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OECD 2014). 이러한 지출현황을 교육기관 내 수업에 직접적
으로 연관된 모든 비용 즉 교사 임금, 학교건물 신축 및 유지,
교수자료, 도서, 학교 행정관리에 대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교육핵심 서비스(core service)와 기숙사비, 통학비, 급식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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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교육기관별 및 서비스 유형별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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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가 서비스(ancillary services)로 구분해 보면, OECD 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역학교구에 분산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

가들은 평균적으로 초·중등 및 중등 후 비고등교육 단계에서

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주정부와 지역학교구는 학생들의 교육

교육기관별 학생 1인당 총 공교육비의 94%를(약 $8,297) 핵심

활동에 대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연방정

교육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부의 경우 소득세(income tax), 주정부는 판매세(sales tax), 지
역학교구는 재산세(property tax)가 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이다.

Ⅱ. OECD 주요국의 교육재정 확보 방법
및 지출 동향

학교에 대한 지원은 지역학교구가 45%, 주정부가 45%, 연방정
부가 10% 정도를 부담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원 부담구조로 인해 주별-지역학교구별 학생 1인당 교육비

앞에서는 OECD 교육통계자료(2014)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교육재정 확보 및 지출 경향을 살펴 보았다. 여기서는 미국과

지출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평등화 지원금 등을 통해 빈부에 따
른 교육의 질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 등 주요국 교육재정 운용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국가별
재원확보 방안 및 지출 동향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둘째, 캐나다의 경우에는 GDP의 약 8% 정도가 교육예산
이며, 학교교육비는 주로 주정부 세입으로 충당된다. 주정부

먼저, 미국의 교육은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연방정부가 아니

별로 약간 다른 방식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있는데, 일부 주에

라 주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따라서 교육재정에 대한 역할이

서는 대학을 제외한 전체 학교교육 재원을 주정부 세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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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6%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학
전 교육은 지자체가 43.5%, 직업교육이나 계속교육의 경우
에는 민간부담이 각각 41.5%, 37.0%로 높게 나타나 교육단
계별로 부담주체별 부담비율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영국은 국가 전체 예산에서 약 12%를 교육 분야에
지출하고 있다. 영국 교육부는 2012년 학교재정체계를 공평
하고, 간단하며, 일관성 있고 투명한 교육재정 운영을 목적
으로 개편하였다. 특히 재정이 가장 많이 필요한 학교와 학
충당하는 반면, 다른 주에서는 주정부 세입과 교육위원회의

생에게 전달하는 체계로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영국 중앙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기도 한다. 각급 교육위원회에서는 약

정부는 연간 예산이 확정되면 각 지방정부에 필요한 교육재

20~25%의 교육예산에 해당하는 자체 수익을 창출하여 운용

원을 분배하고 있는데, 이후 지방정부가 교육예산을 지역과

하고 있는데, 자체수익 중 가장 큰 것은 교육재산세(교육위원

학교의 실정에 맞게 편성하고 지급하는 재량권을 지니고 있

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입)이며, 외국인학

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받는 학교전용기금은 총

생 등록금, 개별사업 및 투자수익, 민간단체 지원금 등도 포

금액의 약 40.4%이며, 지방정부는 이외에 지방세(council

함된다.

tax)를 징수하여 교육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세의 재원
은 2014~2015년의 경우 전체 재정의 약 24.3%를 차지하고

셋째, 독일에서는 공동세, 연방정부세금, 주정부세금, 지
자체 세금 및 관세 등의 세입을 통해 전체 세금수입을 거두고

있으며,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교육비 지출 비율은 46(중
앙):54(지방) 정도이다.

있는데, 이 중에서 법인세 및 소득세로 구성되는 공동세 비율
이 전체 세금수입의 약 71%를 차지하여 가장 큰 수입원이라

다섯째, 프랑스는 GDP 대비 6.8%(2013년 기준)를 교육비로

고 할 수 있다. 2012년의 경우 이러한 총 세금수입은 연방정

지출하고 있다. 교육재정을 위한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

부 42.7%, 주정부 39.4%, 지자체 13.5%, 유럽연합 4.4%의

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국세와 지방세로 이루어진 국가 혹은

비율로 분배되었으며, 그 중에서 약 9.7% 정도가 학교, 대학,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교육예산이 배분되고 있다. 국가 지출

연구, 학문, 개발 분야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부문

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22.8%(초·중등교육

에 대한 교육재정 분담비율은 연방, 주, 지자체, 민간, 외국자

16.2%, 고등교육 6.6%), 2014년 27%(초·중등교육 16%, 고등

본 등으로 매우 다양한데,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주정부

교육 11%) 정도로 나타났다. 교육재원 부담 주체별로 보면 중앙

가 79.4%로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고 지자체가 13.6%, 연방

정부가 57.3%로 가장 많고, 지방자치단체 24.5%, 민간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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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8.4%, 가정 7.5%) 정도로 부담하고 있는데, 학교 급별로 부

는 교육비 비중이 대체적으로 높다. 대부분의 교육비는 초·

담비율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초등교육은 중앙정부

중등교육을 포함한 기초교육에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었으

51.6%, 지방정부 40.3%로 비슷하지만,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며,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 및 교육 핵심서비스 지출이 높았

중앙정부 부담비율이 60% 이상으로 매우 높다. 평생/기타교육

던 반면, 고등교육이나 평생/계속교육 등에 대해서는 민간부

부문은 정부의 국가 예산보다는 기업과 개인의 부담이 높다.

담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특징을 중심으로 각 국가별 교육재
정 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쟁점 및 향후 교육재정 운용

여섯째, 핀란드는 유럽국가 중에서도 국가예산 중 교육비

상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출이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에 속한다. 핀란드에서는 전
체 교육재정의 35.9% 정도가 1~9학년을 위한 기초교육에 지

첫째, 전체 국가재정 중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지만 지속적

출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기초교육을 제공할 법정의무를

으로 교육재정이 확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08년 세계

가지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

경제 위기를 기점으로 정부부담 공교육비의 증가가 GDP의 증

다. 지방정부는 스스로 마련한 재원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가를 따라가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GDP 대비 교육기관별 정

간 재정격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앙정부 이전금을 받고

부부담 공교육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있다. 중앙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상황에 따라 초

지원금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정부 이전금이 감축되면서 지

기 비용의 25%~70%, 운영비용의 45%~60%를 보조하고 있

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충당해야 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정부이전금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있다. 동시에 지방정부는 기초교육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

비 부담비율이 57:43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는 부담을 더욱 많이 지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가에서는 새로운 교육재정 확보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Ⅲ. OECD 주요국 교육재정 운용 쟁점
및 시사점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교원급여 동결, 에너지 절감 등

앞에서 OECD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운용현황과 미
국을 포함한 6개 주요국의 교육재정 확보 및 지출 동향 등을
살펴 보았다.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 OECD 주요국의 교육비
비중은 GDP 대비 및 전체 국가예산 중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비 부담의 주체는 중앙(연방)정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개인 혹은 기업) 등으로 매
우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방정부에서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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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quacy)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최준렬, 2014;
Clune, 1994; Downes et al, 2008; 김민희, 2015b). 지역별
학생당 교육비 격차를 줄이면서, 학생의 특성별 교육과정 운
영에 따른 적절한 교육비 산출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부담주체별로 교육재정 부담비율에 대한 재고가 필
요하다. 대체적으로 정부부담 지출이 높지만 교육단계별로
지출비중은 각기 달리 나타나고 있으며, 부담주체별 비율도
국가별로 모두 다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중앙정
의 비용절감 노력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우명숙 외, 2011).

부보다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하고, 지방정부 권한이 강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주요국에서는 교육 핵심서비스에

곳은 자체적인 세입 및 추가적 재원 조달과 운용 권한을 확보

대한 투자를 줄이지 않고 있으며, 이 점을 교육재정 확보 및

하고 있다. 기초교육 및 초·중등교육은 정부부담 비율이 높

지출의 주요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김민희, 2015a).

지만 평생교육, 직업교육, 계속교육 등은 민간부담이 높은데,
특히 고등교육의 경우 유럽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간

둘째, 한정된 교육재정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

부담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세계적으로 영유아 보

쟁도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워싱턴주 대법원에서는 주

육기관의 질 향상, 평생교육 확대,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사회

정부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적 비용 부담 요구 등 추가적으로 재정지출 영역이 계속 늘어

벌금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다. 주정부가 제공하는 교육

날 전망이어서 부담주체 간 부담 비율에 대한 권한조정이 필

서비스에서 교사월급이 불충분하고, 학급당 학생 수가 과다

요하게 될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이전

하며, 교육시설 유지를 위한 자본금 확충 실패 등이 교육의

제도, 국세와 지방세 간 조정, 지방정부의 교육재정 확보 권

질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테네시주에서는 교육재정 부족

한 확대, 민간부담 비율 조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의 노력으로

으로 교육기회 불평등과 학업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교육감

이어져야 한다.

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한국교육
개발원 2014). 영국에서는 학생 수가 적은 학교, 성취도가 낮

넷째, 교육적 책무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과

은 학교에 재원을 차등지원하면서 오히려 우수한 학생과 학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교육적 책무성 노력이 주정부 차

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원의 학업성취도 향상 프로그램 실시, 학교장 및 전문가의 학

러한 논쟁은 지금까지 형평성(equity)에 초점을 맞추었던 교

교재원 배분 참여 및 의견제시에 따른 재원 배분 투명성 제고

육재정 배분방식이 학생당 적정 교육비를 의미하는 적정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국가 예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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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성과’에 기반을 둔 예산편
성제도를 채택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적 책무성 강화 노력은 결국 지방과 학교 수준에서
보다 목표지향적인 교육재정 운용체계로의 전환을 이끌어 나
가기 위한 역량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수준, 지
역수준, 그리고 학교수준에서 교육재정 운용역량 개발을 위
한 교육과 훈련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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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의 비율이 20.1%에 달해 조사 참여국 중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참여국 응답 평균인 9.5%의 두 배

2013년에 OECD 주관으로 실시된 ‘교수-학습 국제조사

가 넘으며, 특히, ‘다시 직업을 택한다면 교사가 되고 싶지 않

(TALIS 2013)’에서 조사 참여국 중학교 교사 10만 5,000여

다’는 한국 교사의 비율도 36.6%로 조사 참여국 응답 평균인

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하는 한국 교

22.4%보다 높았다(OEC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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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다양하게 찾을 수 있을 수 있으나, 그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교권 보호 관련 법령과

중 최근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권의 침해가 가장 큰

그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는 일

원인일 수 있을 것이다. 교권 침해는 교사들이 교사로서 자신

은 앞으로 우리나라 교원들의 권리와 권위를 보다 확고히 확보

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저하시키는

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동시에 전문가이면서 직업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직업 만족도
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교권의 개념을 살펴보면, 교권은 교사의 권리(權利) 또는

Ⅱ. 영국
1. 관련 법령

교사의 권위(權威)를 의미하거나 둘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김
종철, 1989). 그러므로 교권에는 교육자로서 교사의 권리, 전

영국의 경우, 신체적 체벌을 제외한 교권은 법령에 근거하여

문직 종사자로서 교사의 권리, 교사가 아닌 인간으로서 기본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영국 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

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교육부가

권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1).

집계한 교권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까
지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2만 9,541건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사의 권리 또는 권위가 매
우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법 88조 - “학교장은 소속 교사의 교권 행사를 전적으
로 지원하고 책임을 갖는다.”
교육법 89조 - “교사는 학생의 부절적한 행동을 볼 경우 훈
육적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학교장은 훈육적 처벌을 행사하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5년 말 이천의 모 고등학교에서 학
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교권 침해가 또 다시 교육

는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
교육법 90조 - “교내외 활동에서 교육활동 방해 행위, 교복

적 쟁점이 되면서 2012년 입법 예고 후 통과되지 못하고 있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015년 12월 31일에 통과되어 올해 1월에 시행되고 있다는 것
이다. 개정안에서는 교권 침해 사항에 대한 즉각적 보고 및 적
극적 대응,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재발 방지 대책 포함, 피해
교원의 상담 등 치유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제 교권 보호의 첫 발을 조심스럽게 내딛고 있다. 주
요 선진국들은 우리와 달리 일찍부터 교권을 법적·제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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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교육부는 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
례를 좌시하지 않으며 교권을 위한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
히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장에게 방과 후에 남기, 정학, 퇴학
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며 교권 보호를 위한 학생 훈육에 중
심을 둔 정책을 발표하였다.

교권 보호의 목적은 학생들이 학습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을 구축하는 것이며, 각종 법에 근거하여 신체적 체벌을 제외
하고 학생들을 훈육할 권한을 교사에게 부여하고 교사 책임
착용 문제, 학교 운영에 차질을 주는 행위, 또래 학생 및 학교

하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시간에는 학교 내외 구분 없이 학

방문객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

생 훈육에 대한 권한이 교사에게 부여되고 있다.

위 등의 행동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교육법 91조 - “교사가 훈육적 처벌을 내릴 경우 학교는 교

더불어 학생에 대한 훈육적 처벌만 강조하기보다는 학생의

사의 전문적 결정을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칼, 무기,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요소를 학교 경영 사항에 반영하도록

술, 마약, 절도품, 담배, 불꽃놀이, 성인잡지 등과 같은 금지

권고하고 있다. 권고 사항은 훈육 방침의 일관적 적용, 강력

물품은 학생의 동의 없이 압수할 수 있다. 학생에게 방과 후

한 학교 리더십, 교실 관리, 좋은 행동 형성을 위한 지도 전략

남도록 하는 벌을 내릴 경우는 학생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며,

과 방법, 교직원 능력 향상, 학부모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연

학생 스스로 방과 후 남도록 하는 사유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

락 및 협조 체제 구축, 학생의 변화 관리 관심 등이다.

어야 한다. 방과 후 남도록 하는 처분은 학부모에게 공지해야
하며, 학생의 안전 귀가에 대하여 학부모와 논의해야 한다.”

영국 교사·강사연합(ATL)의 노조 차원의 교권 침해 대응

교육법 93조 - “훈육적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교사의 수업

방침은 다음과 같다.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는 학생에게

활동을 따르지 않거나 교내외 학교 활동 운영을 방해하는 아

근신 처분 후 경찰에 연락을 취하며 학생이 근신 후 학교 복

동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또한 학교장에게 정학 및

귀 시 피해 교사와 대면을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가해

퇴학 결정권을 보장하여 교사 혹은 또래에게 신체적 위협을

자가 외부 침입자 또는 학부모일 경우 즉각 경찰에 연락하며

가하는 학생에게 학교장은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정학, 퇴

법적 서면 경고를 보낸다. 교사가 폭력으로부터 상해 발생 시

학 처벌을 내릴 수 있다.”

학교장 책임 하에 치료를 받게 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
다. 더불어 교사가 폭력에 대한 자기방어가 필요할 경우 자기

2. 교권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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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캐나다
1. 관련 법령

전화로 괴롭힘을 받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당한 사례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
703호를 활용하고 있다. 정책 703호는 ‘긍정적 학습환경에 관

캐나다는 교육법 13조와 22조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상호

한 조항’으로서 교권보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책 703호

존중의 측면을 강조함과 동시에 교권 보호의 정책적 실행의

의 내용은 “모든 사람은 가치 있으며,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은 안전하고 질서정연하며 괴롭힘 없이 존중 받는 환경에

교육법 13조 - “학부모는 자녀에 관한 문제에 관해 상의할 때

서 학습할 수 있는 있는 권리가 있다”이다(홍신기, 2014).

학교 측의 관계자와 합리적으로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하며 자녀
의 교육에 대해 함께 지도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또한 교사

정책 703호에서는 괴롭힘, 협박, 폭력, 차별, 악의적 선전,

와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예절을 지키며 학생에 관해 상담

공공 소유물 절도,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을 금지하고

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있는데, 이러한 행동 역시 교원에게도 적용하여 교권을 보호

교육법 22조 - “학교 영역 내에서 위협하거나 모욕적인 언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 703호에서 제시한 교권

행을 하는 사람과 규칙과 훈육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법은 학생으로부터 보호와 학부모나

게 징계를 줄 수 있다.”

외부인으로부터 보호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와 더불어 형법과 인권법의 내용이 교원의 보호를 위한 법

먼저 학생으로부터 보호방안으로 학교가 교육계획, 규칙,

령의 참고와 근거 자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Department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장, 교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확실하

of Justice, 2012; Department of Justice, 2004).

게 전달해야 한다. 학생이 교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2. 교권보호 사례 - New Brunswick주
New Brunswick주 교권보호방안의 목적은 교사들이 부당
한 행동을 당하는 사례가 있음을 널리 인식시키고 법령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부당한 행동의 유형으로는 ‘학
부모가 교실에서 고함을 치는 경우’, ‘교사가 공개적으로 모욕
감을 받는 경우’, ‘교사 개인의 소유물이 손상되는 경우’, ‘밀
치거나 신체적 접촉을 통해 불쾌감을 받는 경우’, ‘반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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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규정이 미비하다. 즉, 일본의 교육법은 교권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교원과 관련된 조항인 9조와 10
조를 통해 교권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9조에서는 “법
률에 정하는 학교 교원은 자신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
고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쓰며, 그 직책 수행에 힘써야 한
다”라고 제시하여 전문적이고 숭고한 사명감을 갖춘 교사관을
정립하여 교원 스스로의 권위를 지켜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10조에서는 “교원에 대해서는 그 사명과 직책의 중요
성에 비추어 그 신분은 존중되고, 대우의 적정을 기하는 동시
때 교원을 위한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학교에

에, 양성과 연수의 충실화를 도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교

서 교원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개인 상담

원의 지위와 신분을 보호하고 있다(法務省, 2013).

및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학생에게 권고한다. 문제 행동의 학
생이 개선 여지가 없을 경우, 아동복지부에 위탁 추천서를 보

2. 교권보호 사례

내 대안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일본은 학부모의 이기적인 요구가 교육현장에 장애가 되며
그리고 학부모 및 외부인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는 가장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즉, 아침식사 제공, 자기

기본적인 방안은 학부모나 외부인의 교육활동 방해를 원칙적

아이만을 위한 전용 교사 요구 등 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

으로 불허하는 것이다. 사안 발생 즉시 학교분쟁위원회 소집

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의 교육을

후 처분 결정을 내린다. 학부모 또는 외부인이 긍정적 학습환

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교권이 침해 받자 교권보호를 위한 정

경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경우, 경찰의 협조를 통해 건물 밖

신건강대책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

으로 내 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Public Legal Education

째, 자신이 스스로 정신건강을 회복하려는 셀프케어(자기관

and Information Service of New Brunswick, 2005).

리, 스트레스 해소, 정신과 상담 등), 둘째, 교사의 조직적 활
동에서 필요한 라인케어(교직원 상황파악과 조기대응, 교무

Ⅳ. 일본

분장 등의 소집단 케어, 직급 등에 대한 지원, 학부모 관련 문
제 지원 등), 셋째, 직장환경의 정비(업무축소 및 효율화, 상

1. 관련 법령

담체제 활용 장려, 정기상담), 넷째, 복직을 위한 구체적 프로
그램을 3단계로 나누어 제공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

일본은 다른 주요국과는 달리 직접적인 교권보호를 위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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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 기관 및 변호사회의 특별위원회가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이 공격을 당하여 중상을 입게 된 데 대하여 과실을 이유로

있다(노기호, 2011).

교육감을 제소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교사보호법에 근거하여
미주리주 대법원은 교사보호법상의 면책규정은 교사뿐 아니

Ⅴ. 미국

라 교육행정가도 학교를 위한 행위나 부작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의 교사보호법은

1. 관련 법령

교사가 귀찮은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교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적용범위가 교육활동에 관계된 많은 구성원으로 규

미국의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 TPA)은 2001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종근, 2015).

년 1월 8일 발효되었다. 법의 취지는 교사 대상 소송으로 인한
교사들의 위축된 분위기를 해소하고 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
는 폭행 상황에서 교사들을 보호하며 그들에게 안전한 교육환

이상 주요국의 교권보호 관련 법령과 사례 특징을 요약하
면 [표 1]과 같다.

경을 제공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는 데 있다. 특히 법의 범

[표 1] 주요국 교권보호 주요 내용

위가 교사, 교장뿐만 아니라 강사, 경영자, 교육위원회의 개별
국가

영국

캐나다

일본

미국

관련 법령

교육법
88조~93조

교육법 13조
교육법 22조
정책 703

교육법 9조
교육법 10조

교사보호법

목적 및
취지

학습에
몰두하는
학습환경
구축

긍정적
학습환경
조성과
교권을 위한
인식 개선

교사관
정립과
교사신분의
존중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

특징

지속적
사전예방교육
및 훈육에
대한 권리와
권한을
교사에게
부여

대상별,
사안별
대응을 위한
구체적
단계와 내용
준비

교사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법적 소송에
대비한
지원과
학교위원회를
통한 예방적
조치

구성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교권보호 사례
미국은 학교의 선택권과 관련된 갈등으로 인한 교권 침해
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적 해결을 통한 노력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고, 이미 사법적 판단이 정교하게 판
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충돌이 일어나
지 않는다. 이와 함께 일반인(주민)이 학교위원회의 참여를
통해 교원의 교권보호를 예방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노

Ⅵ. 시사점

기호, 2011).
교사보호법 적용 범위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교사를 포함

학교교육에 있어 교사의 중요성의 강조는 너무나도 당연한

한 교육관계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이 되었다. 그 누구도 교육에서 교사의 중요성을 의심하지

2011년 미주리주에서는 한 학부모가 정신병력과 범죄전과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교사가 교육자로서의 권리와 권위뿐만

알려진 학생을 공립학교에의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자기 아들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권위조차 위협받고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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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셋째, 교권의 보호는 교사의 권리와 권위의 보호를 넘어 학
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 인
식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자로서, 전문가로서, 그리고 인간으
로서 교사의 권리와 권위를 보호하는 것이 교권보호의 목적
이다. 그러나 그 기저에는 교권보호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제공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
교육계 안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
라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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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교사가 자신의 권리와 권위를 적극
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교원침해 상황의 재발을 적극
적으로 막기 위해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사의 강력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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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시사점

글

•
박삼철
단국대학교 교수

Ⅰ. 들어가며

이론에서는 학생들의 이성 계발을 위해 학교 밖 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인류의 핵심적인 문화유산을 담고 있는 주

현대 교육이론의 가장 진보적인 논의 중의 하나는 학생들

지주의 교과를 인내를 가지고 학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의 교육 상황과 생활 상태를 일치시킬 때 학생들은 행복해지

러나 존 듀이 이후의 새로운 교육 물결은 학생들의 수업현장

며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교육

이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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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고등학교 교육 정책의 핵심은 중등학교를 재설계하여
STEM교육을 혁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즉, 고등학교에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교육을 혁신하여 학생들이 실제 직업생활에서 활용되고 있
는 지식과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White
House Office, 2014). 미국의 STEM 혁신 고등학교의 사례
에 나타난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 경향을 교육의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상황과 서로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교육내용의 변화: STEM 교육의 강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부터 1억 5,000만 달러
를 투자하여 고등학교를 재설계하려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

미국에서 STEM 교육의 강조는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냉

의 핵심적인 내용은 학생들의 학습활동과 실제 세계(real-

전시대인 1957년 구소련의 스프튜닉 우주선 발사에 따른 미

world)를 연결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학

국 과학교육의 강화 운동에 따라 초기의 STEM 교육이 강조

생들이 실제 상황적 맥락에서 학습할 때 더 유의미한 학습이

되었다. 최근에는 PISA 등과 같은 국제 학력비교 검사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학교와 산업현장을

미국의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

오가며 배우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도를 도입하여 2016

적을 받음에 따라 STEM 교육의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

년에 60개교를 운영하며, 2017년에는 203개로 대폭 확대할

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STEM 교육 강화를 통해 미국의 국

계획이라고 한다(교육부, 2016년 업무계획). 이처럼 최근의

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관련 분야의 노동자를 양성하고자 하

국내외 학교교육 변화의 큰 흐름은 학교 안에 머물러 있던 교

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White House Office, 2014). 미래

육제도(교육적 상황)를 학교 밖과 연계, 확대하고자 하는 것

의 무한경쟁과 기술혁명의 시대에서 STEM 교육의 수월성은

이다. 본 고에서는 최근 미국과 호주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교육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고
등학교 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미국의 고등학교 교육 변화 동향

2. 교육주체의 변화: 산업체 등 전문가의 전략적 활용
STEM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한 가지 중요한 전략적 선택
은 STEM 교육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교육주체를 확대하려

2014년 3월에 발표한 오바마 행정부의 교육정책에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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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즉, 전통적인 학교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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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학교 내의 교실에서 전통적으로 구분된 교과목을 지도

은 대표적인 학습네트워크 구축 사례이다. MC2(Metropolitan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방식은 학생들에게 ‘왜 이러한 공부

Cleveland Consortium) STEM 고등학교는 Cleveland 학교

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를 갖도록 하곤 한다. 학생들은

구가 설립 주체가 되고, GE Lighting과 지역 대학 등이 컨

전통적인 교과의 실제적 의미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

소시엄을 구축하여 2008년에 설립한 공립학교이다. 이 학교

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학교교육의 변화 전략

는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4개 학년 약 300여 명의 학생들

은 전통적인 교사집단 이외에 산업체와 대학, 박물관 등의 전

을 대상으로 STEM 교육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을 제공하

문 인사들을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다. 학생들은

고 있다. 학생들은 학년별로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관의 캠퍼

이들을 통해 실제 직업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식과 기술

스에서 학습을 하게 된다. 즉, 1학년은 Cleveland 시내에 위치

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the Great Lakes Science Center에서, 2학년은 General
Electric(GE) Lighting 캠퍼스에서 회사의 기술자들과 학습을

3. 학습장소의 확대: 교실과 학교 밖의 실제 세계를
연결하는 교육

하며, 3학년과 4학년은 Cleveland 학교구 건물에 마련된 캠
퍼스에서 각각 학습을 한다. 이처럼 협력기관에서의 효과적인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교육구와 학교, 유관 기관들 간의

STEM 혁신 고등학교의 학습공간은 학교 울타리를 뛰어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 때문일 것이다.

넘어 학교 밖의 실제 직업 현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학생들
은 교사들과 함께 교실에서 학습할 뿐 아니라 학교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산업체 등에 출석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5. 학습방법의 변화: 교과의 벽을 허무는 켑스톤
프로젝트 학습법

가들로부터 산업현장의 생생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한다. 예
를 들어, 1학년은 정해진 기간 동안 학교 출석 대신에 희망하

미국 STEM 혁신 고등학교 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학습방법

는 산업체에 출석하여 학습을 하게 된다. MC2 STEM High

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즉, 교과 간의 벽을 허무는 교과 통

School의 경우 1학년 학생들은 1년에 4일을 NASA에 출석하
여 학습활동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방과 후 학습
을 위해 NASA 직원들과 함께 학습할 시간을 갖기도 한다.

4. 협력기관과의 관계 강화: 학교와 협력기관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Cleveland시 학교구에서 설립한 MC2 STEM High School

Educational Development 2016 SPRING |

51

세계의 교육

세계의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와 시사점

[표 1] 일반 학교와 STEM 혁신 고등학교의 교육 특징

합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캡스톤 프로젝트

일반 학교

구분

STEM 혁신 고등학교

전통적 교과

가. 강조되는 교육내용

STEM 교과

학교 교사

나. 수업 담당자

학교 교사 + 학교 밖
전문가

주로 학교 내

다. 학습 장소

학교 + 학교 밖

수동적 지원 관계

라. 학교와 협력기관의 관계

적극적 동반자 관계

전통적 교과중심 학습

마. 학습 방법

교과통합의 캡스톤
프로젝트

Ⅲ. 호주의 고등학교 교육 변화 동향

(capstone projects) 학습방법이다. 캡스톤 프로젝트는 학생들
st

이 전통적인 교과 중심의 학습활동을 벗어나 교과 통합적 접근

호주에서 강조되고 있는 21세기 기술(21 century Skills)

을 통해 실제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의 영역은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문제해결

설계되어 있다. 학생들은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전

력과 협력적으로 학습을 수행하는 능력 등이다. 호주의 고등

적인 문제들을 친구들과 협동으로 해결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

학교도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다

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능력도 발전시킬 수 있다.

양한 교육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호주의 몇 가지 학교교육

MC2 STEM 고등학교에서의 캡스톤 프로젝트는 10주 단위

변화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의 주제들은
실제 생활과 관련된 STEM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 외에
도 주 정부에서 요구하는 모든 교과내용들을 포함하도록 고

1. 교실과 실제 세계를 연결하는 프로그램(Connected
Classroom Program)

안되었다. 각각의 캡스톤 프로젝트의 구성은 하나의 대주제
를 중심으로 하위의 토픽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토픽

호주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21세기 기술을 학습하도록 하는

들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교과내용을 포함한 학습단위들로

중요한 학습방법의 사례는 연결(Connection) 프로그램을 활

구성되어 있다.

성화하는 것이다(NSW DEC, 2012). 연결 프로그램이란 교실
마다 설치된 화상회의(video-conferencing) 장비를 통해 교

이상과 같은 미국의 STEM 혁신 고등학교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표 1]과 같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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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교실 밖의 실제 세계를 연결하여 학생들이 실제로 세상
의 생생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WORLD EDUCATION

각 학교에 설치된 화상회의 장비를 활용한 Connection 프

호주 직업교육 정책의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일반계 고

로그램은 대체로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나는 교실과

등학교의 11학년과 12학년 학생들도 직업교육 과정을 선택하

교실을 연결하여 학생들이 상호 토론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전체 고등학교 과정

하는 방식이다. 즉,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타 지역이

학생들의 약 3분의 1이 직업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고

나 다른 나라의 교실을 연결하여 학생들이 공동으로 학습할

등학교 과정에서 이수한 직업교육의 결과는 대학입학을 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경우는 화상회의 장치를

한 성적 산출에 반영된다. 즉, 호주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개발

활용하여 공간적·시간적으로 학교에 접근하기 어려운 산업

한 자동차, 건설, 비즈니스, 전기, IT 등 12개의 산업 관련 직

체나 박물관 등의 전문가를 연결하여 직접적인 실생활 혹은

업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결과는 정규 학업성취 기록에 포함

직업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

되어 대학입학을 위한 점수산출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또

식이다.

한 고등학교 과정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습득한 기
술은 호주자격기준(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2. 프로젝트 중심의 과제물 수행평가 강화

AQF)에 적합할 경우 국가 자격증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상급의 직업교육과정에 진학할 경우 상위 자격을 취

호주의 고등학교에서도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이 강조되고

득하기 위한 학점으로 인정된다.

있다. 예를 들어, 호주의 대학 입학 전형자료로 활용되는 고교
내신 성적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2학년

Ⅳ.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에 주는 시사점

의 1년 동안 수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결과이다. 이처럼
호주의 고등학생들에게 프로젝트 학습은 매우 중요한 학습

미국 국가정보원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화와 무한경쟁

과제이다. 호주의 고등학생들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유형

의 사회에서 가장 큰 혜택은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

에는 창의적 글쓰기, 비판적 글쓰기, 실험과 필드워크(field
work) 등의 모든 수행영역이 포함된다. 완성된 프로젝트의
평가는 엄격한 평가 절차와 기준에 근거하여 교사들이 평가
한다. 담당교사들은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최종 결과물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생의 순수 노력
의 결과인지를 확인한 후에 성취표준에 비추어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3. 일반계 고등학생의 직업교육과정 선택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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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선택할 경우 직업기술 교과목을 이
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교실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교육의 확대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한계는 학생들의 학습상황이 교실 내
에 국한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더
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제 세상에서 적용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NIC, 2005).

되고 활용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체험적으로 학습하는 것

지식과 기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불확실성의 미래사회에

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호주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상황을 학

서 과학기술의 개발 및 활용 능력은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 확

교 울타리를 넘어 학교 밖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에 필수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한국에서도 다양한 인턴 프로그램이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과 호주는 물론 한국에서도 고등학교 단계에서 STEM 교육을

직·간접적인 경험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보다 적극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글에서 살펴 본 미국과 호

적으로 학교 밖의 세상을 학습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다

주 등의 고등학교 교육 변화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양한 방법들을 구안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3. 협력기관의 교육적 위상 제고를 통한 전략적
1. 일반계 고등학생들도 직업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동반자 관계 구축

방안 검토
미국의 STEM 네트워크 구축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학교
호주에서는 일반계 고등학생들도 직업기술 교과목을 선택하

와 교육청, 산업체들이 교육적 책무성을 가진 전략적 동반자

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학습결과를 대학입시에 반

관계를 구축하여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

영하고 있다. 주지주의 교과학습을 통한 지식학습의 유용성뿐 아

에는 학교에 교육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니라 직업기술 교과 학습도 다양한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문

있다. 지역사회의 기관들과 학교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상

제해결력, 실용적 지식과 기술 습득 등의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호 책무성을 가지고 학생지도를 한다면 다양한 분야의 생생

있다. 또한 직업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소

한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

질을 개발하거나 장래의 희망을 설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반

에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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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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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예술로 사람을 키우는 나라,
이탈리아

글

•
김윤기
경기 소사고등학교 교장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Abraham H. Maslow)는 욕구 5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문제보다는 실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

단계 설에서 인간은 가장 기본적이고 생리적인 욕구를 먼저 추

지만 의식주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또 과거에는 생존을 위

구하며, 자아실현이라는 마지막 단계는 하위욕구들의 충족을

해 먹고 입었다면 현대로 올수록 실존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

바탕으로 실현된다고 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의식주를 비롯한

다. 한 끼 먹어 치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생리적 기본요소에 우선적 관심을 가진다는 말이다. 지금이야

자 한다. 문화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 잡아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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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여주듯 최근 ‘먹방’이 인기다. 국내외 유명음식에서

다. 수도 로마는 옛 로마제국의 수도였으며, 수 세기동안 서

부터 동남아와 아프리카 음식까지 처음 보는 음식들이 우리

구문명의 정치적 중심지로 르네상스 탄생의 배경이 되기도

입맛에 맞게 소개되고 있다. 한식에 익숙한 우리 입맛도 점차

한다. 그 결과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

세계화되어 가는 중이다. 벌써 우리 입맛에 익숙한 외국음식

(586곳 중 35개소)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문화재라고

1)

도 꽤 있다. 그 중 하나가 피자(pizza)다. 이탈리아의 대표적

할 만큼 전국 곳곳에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또 문화재 보존

음식 중의 하나인 피자는 우리의 부침개를 밀어내고 청소년

에도 신경을 써서 국가의 문화유산 보호 의무를 헌법 9조에

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외에도 우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재를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 치

리가 즐겨 먹던 국수와 같은 면 종류지만 국물 없이 샐러드와

부하지 않는 이탈리아이기에 최근에는 유네스코와 손잡고 분

치즈, 토마토 등으로 맛을 낸 파스타도 이탈리아 음식이다.

쟁지역의 문화재 파괴와 약탈방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

중식과 일식이 오랜 시간을 거쳐 우리의 입맛에 익숙해졌다

다. 예술경찰 30명과 고고학자, 문화재 복원 전문가, 예술사

면, 피자나 파스타 같은 이탈리아 음식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30명 등 60명으로 구성된 대응 팀을 이슬람국가(IS) 무장세

우리 청소년을 비롯하여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왔다.

력의 중요 문화재 파괴를 막는 임무에 파견한 것이다. 이슬람
국가 극단주의자들이 문화청소라는 명분으로 타 문화재를 약

이탈리아하면 떠오르는 것은 우리와 같은 반도국가라는 사

탈하고 파괴하는 것을 막고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 보존하고

실과 로마, 패션의 나라 그리고 오페라 등 문화강국이라는 것

자 함이다. 이처럼 문화재를 비롯해 각 분야에 다양성을 중시

이다. 이처럼 약 6,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탈리아가 음식

여기는 것은 오랜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 즉 나와 다름을 인

을 비롯하여 건축과 음악, 미술, 디자인, 문학, 영화 등에 있

정하는 이탈리아의 전통은 로마시대부터 내려오고 있다. 로

어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

마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 대륙을 정복할 할 수 있었던 것

를 중시 여기는 정책과 관련이 깊다. 14~15세기 유럽 르네상

도 로마가 단일민족에 의한 단일국가라기보다 이탈리아라는

스의 출발점으로, 지금도 오페라를 비롯하여 현대미술, 영화,
디자인, 영화, 작곡 등에서 서양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이탈리
아 힘의 원천을 알아본다.

문화재의 나라,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티레니아해와 리구리아해를 접하는 반도국가
1) 피
 자(pizza)라는 말의 유래는 확실치 않으나 ‘납작하게 눌러진’ 또는 ‘동그랗고 납작한 빵’
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피타(pitta)라는 설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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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공간 안에서 수많은 지방색과 종교적, 문화적 요인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의

이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를 억지로 하나의 틀에

영위에서부터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까지 복지에 대한 개인

집어넣기보다 그 고유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탈리

적 입장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아 달력에 이교도 신을 위한 달을 인정한다든지, 한 주의 요

복지’냐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가치관의 문제다.

일을 가리키는 말에도 다양한 신들로 나타내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탈리아는 우리보다 먼저 복지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탈리아 복지시스템의 특징으로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함께

월요일(루네디, Lunedi)은 달의 날, 화요일(마르테디, Martedi)은 마르스의 날,
수요일(메르콜레디, Mercoledi)은 헤라클레스의 날, 목요일(조베디, Giovedi)은

고비용/저효율성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는 사회적 약

주피터의 날, 금요일(베네르디, Venerdi)은 비너스의 날와 같은 그리스

자가 아님에도 수혜를 받는 이가 많다는 시스템 문제를 안고 있

로마 신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식일인 토요일(사바토, Sabato)은 유대교

는 것이다. 이탈리아가 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시하는 부문은 연

신을 위한 날이고, 주일인 일요일은 도메니카(Domenica, 도미누스의 날)로
기독교식이다.

금과 의료 분야다. 이탈리아의 사회복지 예산의 60%가 연금에,
24%가 의료 분야에 그리고 생계 지원 및 보조에 8.1%가 사용되

이와 같이 나와 다름에 대해 포용하는 전통은 오늘날 이탈리
아 제품과 예술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토대가 되었다.

최고의 복지 - 교육

고 있다. 이처럼 연금부분에 과도하게 치중된 복지정책은 고령
화 사회에 진입한 이탈리아로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탈리아를 여행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여름 휴
가철에는 상점을 비롯하여 주요 서비스시설이 문을 닫아 불

대부분의 나라가 후진국일 때는 성장중심 정책을 선호하다

편하다는 점이다. 심지어 음료를 사기조차 힘들다고 한다. 그

가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지에 더

것은 다른 사람이 놀 때 나도 함께 논다는 사고방식이 오랫동
안 이탈리아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순전히 개인적 삶을 고려
한다면 누구나 동등하고 균등하게 휴가와 휴식을 취할 수 있
다는 것은 사회적 수준에서 복지가 잘 되어 있으며, 제도적으
로 보장되어 있다는 측면이기도 하다.

연금이나 의료가 복지의 기초라고 한다면 교육은 복지정책
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부모의 재산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
나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
기 때문이다. 이에 모든 학생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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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도록 이탈리아 국립대학의 수업료는 부모나 학생의
소득등급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고
령화와 저출산으로 노동 없는 복지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인식 확산과 함께 연금제도를 비롯하여 의료 등에서 복지제
도가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2008년 이후 교육부 장관 젤
미니(Gelmini)의 이름을 딴 ‘젤미니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국립대학 시스템의 개편과 초등학교 교사 수의 축소
를 핵심으로 한다.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국립대학
을 사립대학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을
24시간에서 일반 노동자 수준인 35~40시간으로 연장하고

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급당 3명이던 교사 수를 한 명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안전망의

유치원 미술교육의 특징은 아이들이 미술인지 놀이인지 구

균열과 해체를 가속화시키며 고등교육의 기회 박탈을 가져온

분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해 준다는 점이다.

다는 비판적 평가와 동시에 공교육 체제의 경쟁시스템 도입

사람얼굴이나 인체를 비율에 맞게 그리도록 가르치기보다

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절감된 국가 교육예산으로 교육 전반

정해진 틀 없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선긋기 등을 하도록 유도

에 질을 향상시킨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고 있다. 또 드로잉의 도구도 연필이든 크레파스든 수채화
붓이든 구분을 두지 않고 있으며, 도화지에 그리든 신문지에

교육이 개인 경쟁력의 원천이자 국가 경쟁력의 바탕이라는

그리든 천에 그리든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인정해 준다. 미

사실을 인정한다면 공교육시스템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중요

술적 기법을 익히기보다 미술에 대한 즐거움을 먼저 가지도

하다. 여러 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 이탈리아 공

록 하는 것이다. 이는 생떽쥐베리가 어린왕자에서 “자라나는

교육시스템의 경쟁력은 무엇보다 창의력과 독창성 강조에서

아이들이 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나무를 손질하는 법이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탈리아 교육에선 미술교육

나 제도법과 같은 세부적 기술을 가르치기보다 바다에 대한

을 강조한다. “전통을 살리되 현대적 감정을 입혀라” 1950년 말

그리움을 갖도록 하라”는 말과 같다. 드로잉을 통해 무한한

부터 이탈리아가 미술교육에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내건 구

상상력을 키우고 미술을 통해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

호다. 기본적으로 미술교육과 인간관계를 연결시킬 뿐만 아

을 즐기면 언젠가는 자신만의 커다란 배를 만들 것으로 믿기

니라 조형, 건축, 문예, 음악 등과도 연결시키고자 시도하였

때문이다.

다. 학교교육과 더불어 베니스의 비엔나전은 1억 만 리라 이
상의 상금을 수여하는 등 엄청난 투자로 미술의 나라, 공예산

초등학교로 올라가면 되도록 많은 건축물과 미술품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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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3세부터 아실로(asilo) 혹은 스쿠올라 마테르나(scuola
materna)로 알려진 공립 혹은 사립 유치원에 갈 수 있다. 약
90%가 유치원에 다닌다.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스쿠올레 마테르나(scuola
materna)는 대부분 주 5~6일 간 아이들을 돌봐준다. 공립
어린이집은 국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고 규정
이 엄격하다. 사립 어린이집의 경우 등록과 입학에 100유로,
매월 150~200유로를 부담해야 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록 하여 입체적인 감동을 느껴보도록 하고 있다. 미술관에 전

철저한 위생관리를 받는 식단을 제공받는 등 고품질의 서비

시된 그림뿐만 아니라 교회건물의 문양이나 벽이나 천장에

스를 받을 수 있다.

그려진 그림을 보고 공간과 시간 속에서 그림의 역할까지 스
스로 느끼도록 유도한다. 건축의 아름다움과 함께 기능을 이

초등학교는 5년제로 보통 만 6세에서 10세까지 다니며, 이

해하고 시대적 상황과 지리적 환경 속에서 왜 그렇게 지어졌

탈리아어, 수학, 역사, 과학 등을 그림과 음악을 통해 배운다.

는지를 알아가면서 미술이 손끝 기술에서 벗어나 사물의 본

하루 4시간만 수업이 진행되므로 스포츠나 종교 교육 같은

질과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활동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처럼 이탈리아에서 미술교육은 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게
취급되기에 미술전공으로 나아가지 않더라도 개성 넘치는 패
션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이탈리아인을 쉽게 볼 수 있다.

· 고전연구: 라틴어, 그리스어, 역사, 철학 등 인문학을 교육하는 클라시
코(Classico), 클라시코와 비슷하지만 수학과 과학 교육이 보
태지는 시엔티피코(Scientifico), 우리의 외국어고등학교처럼
언어교육에 집중하는 린구이스티코(Linguistico), 초등교사가

교육제도

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마지스트랄레(Magistrale)가 있다.
· 기술교육: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스티투토 테크니코(Istituto
tecnico)는 산업을 기반으로 한 과정으로 회계사, 측량사, 농

이탈리아에서는 6세부터 18세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

학자, 기업가, 관광업 종사자, 항공 관제사 등으로 진출한다.

으며, 학교의 90%가 국·공립학교다. 학제는 초등학교 5년,

· 전문교육: 전자, 화학, 컴퓨터, 요식, 광고, 응용미술 등을 가르치며 직

중학교 3년, 고등학교 5년, 대학교 3~5년으로 9월에 학기
를 시작하여 6월에 종료된다. 주당 수업시수는 27시간에서

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을 가르친다.
· 예술교육: 미술, 건축, 디자인, 멀티미디어 등을 가르치는 아티스티코
(Atistico)로 우리의 예술고등학교와 유사하다.

30시간으로 우리나라보다 적다. 이 의무교육이 끝나면 그 중
20%는 취업을 준비한다. 6세부터 시작되는 의무교육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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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학생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대학에 지원한다. 밀라
노의 보코니(Bocconi)대학, 로마의 루이스(LUISS)대학과 일
부 의대처럼 최고수준의 대학을 제외하면 학비가 무료이고
등록에 제한이 없다. 학위취득은 최소 4년이며 최종시험을
언제 치를지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다. 1차 시험결과가 좋지
못하면 재시험이 가능하다. 대학의 학제는 기본적으로 3+2년
제로 운영되며 첫 3년은 제1단계 학사학위과정이고 다음 2년
은 제2단계 전문학사학위를 받는 과정이다.
[표 1] 이탈리아 대학제도

스쿠올라 메디아(scuola media)로 불리는 중학교는 3년
과정단위

과정명

대학 1과정
(Primo Ciclo)

3년 과정
(Laurea triennale)

제로 한 반에 보통 25명의 학생들로 구성되며 남녀공학이
다. 주요 과목으로는 이탈리아 문학, 역사, 지리, 수학과 외
국어를 배운다. 기술, 음악, 미술, 체육 등은 특별활동으로
간주된다. 고등학교(스쿠올라 베디아 수페리오레: scuola
2년 과정
(Laurea Specialistica)

media superiore)에 들어가려면 디플로마 디 리첸차 메디아
(Diploma di licenza media)라고 알려진 시험을 통과해야 한
다. 이때부터 학생들은 고전, 기술, 직업, 예술 등 4가지 학과

대학 2과정
(Secondo
Ciclo)

목 가운데 하나로 전공이 나뉘게 된다.

고등학교는 대체로 5년제(14~18세)로 운영되며 첫 2년 과
정은 의무교육과정이다. 학년말 시험을 통해 3과목 이상 낙

한 대학입학자격시험인 마투리타(Maturita)를 치거나 기술

대학 3과정
(Terzo Ciclo)

는 약 100만 명의 학부생이 있으며, 이는 전체인구의 약 2%
에 해당된다. 대학에서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

학위명:라우레아
마지스트랄레(Laurea
Magistrale)
기간: 2년
학점: 120학점
자격: 라우레아 소지자
학위명: I급 마스터 디플롬
기간: 1년
학점: 60학점
자격: 라우레아 소지자

2급 마스터과정
(Master II)

학위명: II급 마스터 디플롬
기간: 1년
학점: 60학점
자격: 라우레아 마지스트랄레, I급
마스터 디플롬 소지자

Dottorato di Ricerca
과정

학위명: Dottore di Ricerca
기간: 3년
학점: 비학점제, 연구논문통과에
4~5년
자격: 라우레아 마지스트랄레, I급
마스터 디플롬 소지자

Corsi/Scuole di
Specializzazione 과정
(의학, 약학, 법학,
교육학 등의 전문분야)

학위명: Diploma di
Specializzazione
기간: 2~6년
학점: 전공에 따라 120~360학점
자격: 라우레아 마지스트랄레, I급
마스터 디플롬 소지자

자격증을 취득하며, 이 시험을 통과한 학생은 일반대학이나
과학기술전문대학에 들어갈 자격을 갖게 된다. 이탈리아에서

학위명: 라우레아(Laurea)
기간: 3년
학점: 180학점
자격: 고등학교 Diploma

1급 마스터과정
(Master I)

제하면 유급하게 되며, 졸업년도에 국가에서 주관하는 고등
학교 졸업자격시험을 실시한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와 유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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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원천 창의성 교육
미래사회는 창의성이 중요하다. 기업에서도 문학에서도 예
술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창의성은 원천기술처럼 좋은 평가를
받는다. 그렇다면 창의성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여러 이론이
있겠지만, 아름다움과 흉측함, 직선과 곡선, 익숙함과 어색함,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하여 선입견 없이 바라보는 시
각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이를 대변하듯 이탈리아 시칠리아섬
의 상징은 특이하게도 뱀을 머리에 인 메두사의 얼굴에 세 개
의 사람 다리가 주변을 감싸고 있다. 시칠리아가 비록 삼각형
으로 생겼다고 할지라도 두 다리의 인간이나 네 다리의 동물,
심지어 곤충까지 짝수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세 개의 사람 다리는 의외다. 또 흉측스런 뱀을 머리에 이고 눈
이 마주치면 돌로 변한다는 메두사를 상징물로 삼고 있다는 점
도 재미있다. 이런 것이 창의성이 아닐까. 이탈리아 교육처럼
우리 교육도 창의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천의 얼굴을 가진 이탈리아』, 김종법, 학민사.
•『세계를 읽다 이탈리아』, 레이먼드 플라워·알레산드로 팔라시 지음, 임영신 옮김,
도서출판 가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 야코프 부르크하르트 지음, 안인희 옮김, 푸른숲.
•주 이탈리아 대한민국대사관, http://ita.mofa.go.kr/korean/eu/ita/main/index.jsp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이탈리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6346&cid=46627&categoryId=46627.
•위키백과 - 이탈리아의 교육,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D%83%88%EB%A6%AC%EC%95%84%
EC%9D%98_%EA%B5%90%EC%9C%A1.
•이탈리아의 미술교육: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artjammy2009/754.
•이탈리아의 교육 개요 [네이버지식백과, 외교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87305&cid=43909&categoryId=4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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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하는 대학진학 수요…
대학,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 1)

글

•
정광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일찍이 미국의 존 듀이는 ‘사회가 변했는데 학교가 변하지

Ⅰ. 대학진학 수요의 변화와 유형별 특징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라는 말과 함께 시카고대학에서 그
유명한 실험학교를 시작하였다. 필자는 21세기 지금의 한국대
학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사회가 변하고 대학 구성원이
변하고 있는데 대학교육이 바뀌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최근 국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보면 다양한 구성층
1) 이
 글은 정광희 외(2014)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방안 연구’의
내용을 기초로 재구성,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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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비전통적인 경로

구성된다. 다만 이들은 진학 경로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방식

로 진학한 경우, 다른 구성원과는 차별화된 경험과 배경을 가

이지만 내용면에서는 이전의 전통적 진학자들과는 다른 수요

지고 있어서 이들 수요에 맞는 교육이 필요해지고 있다. 대학

를 갖는다. 이는 고교생 중 70~80%가 진학할 정도로 고등교

구성원의 변화는 입학사정관전형 등 전형방식과 관련하는 것

육이 보편화되었고, 이들을 둘러싼 교육환경과 배경요인들의

이기도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대학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수

변화가 이들의 진학 목적이나 동기, 학력, 관심 등에 광범위

요와 연결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이전과 다른 경로로 대학에

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진학하는 수요자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들에 대해
대학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경력 연계형’진학에서 ‘경력’이란 고교 졸업 후 사회로 진
출하여 경험한 ‘직업’ 경력을 말한다. 이 유형의 해당자는 주

정광희 외(2014) 연구에 따르면 현재 대학진학 수요자의 유

로 직장인으로,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이른

형은 진학경로의 방식과 경험에 따라 ‘고교-대학 직선형’, ‘경

바 선취업 후진학자이다. 이들은 졸업 후에 취업한다는 점에

력 연계형’, ‘학사 연계형’, ‘국가 연계형(글로벌 연계형)’으로

서는 동일하지만, 취업의 이유, 진학의 이유는 다양하다. 고

구분된다. 각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 졸업 후 취업을 하는 이유 중에는 자신의 진로계획이나 관
심이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학력부족으로 대학진학에 실패

먼저, ‘고교-대학 직선형’진학은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

해서, 진학하고 싶지만 가정·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정부 정

하는 전통적인 유형으로, 대부분의 대학 구성원은 이 유형에

책을 따르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서 등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

속한다. 이들은 진학 시 주로 고교에서의 경험이나 학습 성

한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와 배경을 가진 이들이 일정 기간이

과를 가지고 진학하며, 현역의 고교 졸업자(재수생 포함)들

지난 후진학하게 되는 것이어서 학력수준이나 경제적 능력이

이 중심이 된다. 따라서 연령층은 18세 전후의 대학 학령기로

열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회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와 실제경험이 풍부하고, 진학목적이나 의욕과 열정이 절실
하고 강한 경우가 많다. 정리하면 이 수요층은 대학교육을 성
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출발점에서부터 보충학습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직장인인 경우, 시간
적, 지리적 제한 조건을 갖는다는 것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한
편, 이들의 유용한 조건도 고려되어야 한다. 예컨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세계나 사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활력 요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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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연계형’진학은 전문대학,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과
정을 졸업한 사람이 분야나 대학을 달리하면서 다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한 사람들이 개별적인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다른 유형의 고
등교육기관(전문대학, 일반대학,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
학 등)이나 다른 관심분야로 재입학하는 진학 유형이다. 학위
를 가지고 진학한다는 점에서 ‘학위 연계형’진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수요층은 진학 목적에 따라 3가지 부류로 구분된
다. 즉 1. 학력상승형, 2. 재충전형, 3. 자기개발·성장형이
그것이다. ‘학력상승형’진학 수요는 2년제 전문대학에서 4년

‘국가 연계형’진학은 외국 국적자가 자국에서 받은 교육 경

제 일반대학으로 편입하거나, 비명문대에서 명문대로 재입학

험과 성과를 가지고 국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말한다. 엄밀

하는 경우이다. 편입을 통한 교육 연장이나 이른바 학력 세탁

하게는 앞의 3가지 유형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의 수요를 포함한다. 이 부류는 학력중심적인 우리 사회 특성

최근 대학 내 그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글로벌 사회에서 갖는

상, 가장 강력하고, 넓은 잠재층을 형성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의미도 크다는 점에서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한 것이다. 2000년

우리 사회의 학력중심적 특징을 더욱 강화하는 부정적 영향

대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유학생의 증가는 글로벌화가 진

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수요에 대해서는 한편으

전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지만, 드라마, 음악 등을 중심으로

로는 필요한 교육적 대응을, 다른 한편으로는 학력에 대한 인

한 한류의 영향, 그리고 대학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들의 유학

식 전환과 사회구조적 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두

생 유치 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번째 부류인 ‘재충전형’진학 수요는 변화된 산업사회에 필요

이처럼 유학생 증가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만

한 새로운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을 습득함으로써 취

큼 이들의 유학 목적은 학위 취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컨

업이나 직업 전환의 목적을 포함한다. 이 수요층에게는 미래

대 한국어 공부, 한국문화 체험, 취업 등을 들 수 있다. 이 수

적 전망의 전문지식과 기술, 능력 등 실용적 성과를 보장하는

요층에 대해 대학은 개인에 따라 유학의 목적과 동기가 다르

교육체제가 필요하다. 세 번째 ‘자기개발형’ 혹은 ‘자기성장형’

며, 학업능력 외에 한국어능력에서도 커다란 편차를 가지고

진학 수요는 실용성보다는 자기 개발이나 성장을 목적으로

있다는 점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다. 고등평생학습사회에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다
양한 목적, 경험, 연령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고등평
생학습기관으로서의 체제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학진학의 4가지 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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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학진학 수요의 4가지 유형

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졸업 후 취업에 대한 지도를 원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에 따라 요구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진학 경로

차별적
입학요건

고교대학
직선형

고교→대학

고교에서의 학습
성과와 활동 경험

경력 연계형

고교→취업→대학

취업 경력

- 직장인, 사회인

학사 연계형

대학(전문대 포함)
(취업)→대학

학사 경력

- 대졸자, 사회인
(학력상승, 재충전,
자기개발 등 목적)
- 20대 ~ 중·장·노년

진학 유형

전
통
형

비
전
통
형

국가 연계형
(글로벌형)

외국 교육제도
→국내 대학

수요자

- 현역고졸자
(재수생 포함)
- 18세 전후 학령기

자국 내 교육 성과 - 전통형 + 비전통형

부족한 학력 보충, 동기유발, 현재 학업 수준과 변화 정도에
대한 주기적 확인, 진로지도, 장학금 지원 등 개별적인 교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전통적 진학 수요자들은 대학교육의 시스템과 운
영이 전통적 진학 수요자 위주로 되어 있음에 대한 문제, 특
히 그로 인한 불이익과 소외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는 경력
연계형과 학사 연계형 진학자들에게서 좀 더 강하게 나타났

출처: 정광희 외(2014)의 내용 일부 수정

다. 교육과정 면에서도 이들은 좀 더 실용적 교과 운영을 요
구하였다.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도입된 재직자 전형에 대해

Ⅱ. 진학 유형별로 본 학생들의 요구

서는 호의적이었지만 조건의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이해, 배려, 경제적 지원, 취

실제 다양한 진학 경로를 거쳐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실

업과의 연계 등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재직

제 경험하고 있는 대학 교육은 그들의 수요와 부합하고 있는

자의 경우, 동액의 등록금을 내면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 부당

것일까? 정광희 외(2014) 연구에서는 진학 유형별로 각각 2

성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강사가 대부분인 교수진,

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을 실시한 바 있는

제한된 교과목과 강의시간 등 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은 물론,

2)

데 그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통적인 진학자, 즉, 고교-대학 직선형 진학자들은
개인의 진학 목적, 의욕, 관심, 학력 편차 등이 커지고 있음에
도 대학의 교육시스템이 대학과 교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
는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초학력 증진 및 동기유
발프로그램 운영, 학업 수준에 대한 주기적 정보 제공, 교수
로부터의 피드백 등 개별적 차원의 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은 반면, 강의중심의 교육에 대해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
2) 이하 내용은 정광희 외(2014)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
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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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성원, 주간 학생 위주의 대학 운영 시스템에 대한 개
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가 연계형, 즉 유학생들은 국가별, 문화별, 진학 목적별
로 다른 조건에 대한 배려가 크게 부족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유학생의 경우, 교육과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학사 및 학적 관
리, 장학금, 생활지원 등 매우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이들의 말을 들어 보면 유학 오기 전부터 입학정보 습득의 어
려움에서부터 시작하여 비자, 생활정착, 그리고 학적관리 등
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유학 오기 전
의 기대와 실제 간에 차이가 너무 커서 때로는 실망하고 분노

(Peterson, & Dill, 1997). 이들이 제시한 고등교육 유형별 수

하고 절망하기도 했다는 유학생도 있다. 학생과 상호작용하

요 내용이다.

지 않는 교수 일방의 강의 진행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는데,
이는 수업방식의 문제 외에도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에
게는 특히 수업의 어려움으로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2] 고등교육 유형 변화에 따른 수요와 요구 변화

고등교육 유형

진학 경로

차별적 입학요건

수요자

엘리트 고등교육

전통적인
고등교육 기관
(4년제 대학 등)

전통적인 학생
(고등학교 졸업자)

엘리트의
품성·인성 함양

대중적 고등교육

새로운 2년제
고등교육기관 등장
(지역사회 대학)

비전통적 학생의
증가

전문 기술·지식
전수

보편적 고등교육

영리 추구형
대학의 증가

기존학생, 비전통적
학생(성인, 시간제
학생의 증가)

실용적 지식에 대한
요구 증가

고등교육 지식
산업화

정보통신 회사 등
일반기업의 진출과
교육훈련기관의
증가

기존의 고객,
직장인, 일반성인

학습자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이 외에도 학비, 생활비 등 경제적인 어려움, 한국학생들과의
교류기회가 부족한 점, 진로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또한 유학생의 유학 목적과 관심에 따
라 전공지식, 한국어, 취업 등에 대한 보다 집중된 교육과 지
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Ⅲ. 진학수요 다양화 시대에 대학이
해야 할 일들

출처: Peterson, & Dill(1997); Brennan(2004)의 내용을 재구성. 정광희 외. 2014 재인용

Peterson, & Dill은 고등교육을 유형화하면서 Martin
Trow(1976)와 John Brennan(2004)이 제시한 고등교육

Peterson, & Dill의 관점에서 보면 선취업 후진학자, 직장인

발전의 3가지 국면에 더하여 고등교육이 상용화, 일상화

이나 성인 학생 등 비전통적인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

되는 시기를 상정하고, 이를 고등교육 지식 산업화(Post-

회는 보편적 고등교육과 고등교육 지식산업화 유형의 단계로

secondary Knowledge Industry) 단계로 분류한 바 있다

분류된다. 다만 유형별 수요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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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요구가 대학교육에서 충분히 대응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

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진학 수요자가 어디에서든 쉽게

라는 점에서 향후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접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학은 진학수요 다양화 시대에 맞는 이른바
‘진학 수요자 맞춤형 교육’체제로 대변신을 해야 할 시점에 있

둘째, 맞춤형을 위한 유연하고 개방된 교육과정 운영 시스

다. 여기서 ‘학습자’ 대신 ‘진학 수요자’라고 한 것은 대학에는

템을 갖추어야 한다. 대학 구성원이 다양한 학력수준, 경험

소수자인 비전통적 진학 수요도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

배경, 진학 목적을 가지고 있고, 대학이 이에 대응해야 한다

해서이며 선발에서부터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물론, 이

는 것은 이들의 진학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

들의 성과를 보장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것임

기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적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

을 주지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대학이 진학 수요 맞춤

미한다. 특히 교육과정의 운영 부분에서 혁신적인 개선이 필

형 교육을 위해 할 일은 무엇인가? 선발, 교육, 성과(졸업)의

요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전 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대학이 개선해야 할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진학 초기에 학력 수준에 따라 보충과 심화교육 프로그
램이나 동기 유발·강화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

첫째, 우선 진학 수요자 중심의 선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

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 이는 대학의 운영 체제를 평생학습체제로 재구조화 한다
는 의미를 포함한다. 고등교육 보편화 사회에서는 기존의 학

2.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에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

생 수요 층 외에도 시간제 학생, 직장인, 일반 성인, 외국인

템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대학 중심, 학과나 전

등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원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공 중심, 혹은 교수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

개방된 선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은 실제로 작동되

하는 것에서 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되며, 신설, 증설, 폐
지도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이론과 실제 융합의 방향으
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과의 교
류를 활성화하도록 한다. 이는 전통적인 학생의 학업 효
과는 물론, 직장인, 사회인 대학 구성원의 학업 적응에
도 도움이 될 것이며, 최근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대
학교육과 노동시장과의 미스매치 문제를 풀어가는 단서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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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의 교과목 선택 폭을 확대하고 전공, 학과 간에 장
벽 없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좀 더 혁신적
으로는 입학 후 전공이나 학과의 자유 선택, 혹은 변경
이 가능한 학사운영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는 이미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도입하고 있고 국내 일
부 대학이 시도하고 있는 운영방식으로, 다양화된 진학
수요를 입학시점에서만이 아니라 교육의 과정 속에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 교수·학습의 방법 개선과 이

들의 평등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

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과학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

재 많은 대학의 운영시스템은 전통적 진학자를 중심으로 설계

도록 한다. 다양한 진학 수요자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다양

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취업자, 학위를 가진 대학 재입학

한 관심과 수준, 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자, 외국인 유학생 등과 같은 소수의 비전통적인 진학 수요자

ICT 기술을 활용하여 강의실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내외의 어

들은 대학의 전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기 쉽다. 예

디서나, 언제든지,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스마트교

를 들면 성인 학습자의 경우, 학습준비도가 낮은 편이므로 보

육 환경의 구축을 포함한다.

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과 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동기
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

넷째,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에 대한 학습분석

으로 편입한 학생들에게는 부족하기 쉬운 교양교육(특히 글쓰

(Learning Analytics)을 통해 학습성과를 조기에 예측하고 선

기)을 보다 강화하고 기초과목에 대한 교육을 추가할 필요가

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학습분석 기반의 교육서비스

있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직장인에 대해서는 강좌시간(야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한다. 이는 전통적인

간, 주말), 장소(원격강의, 이동교육 등) 등을 유연화 하는 교

진학 수요자에게나 비전통적 진학 수요자에게나 맞춤형 교육

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유학생의 경우, 정착지원에서부터

을 위해 필요한 교육서비스이다. 중간성과를 주기적으로 확인

학업, 생활, 취업 등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며, 목적에

하게 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지원하고, 이러한 과정을

따라 전공, 한국어, 취업 등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

통해 학습성과의 보장은 물론, 맞춤형 진로지도로 유기적인

영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비전통적 진학자들이 쉽게

연결을 도모할 수 있다.

접근하기 어려운 대학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동아리활동
같은 대학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

다섯째, 비전통적 진학 수요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이

거나 제도적인 장애를 허물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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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대학 구성원으로서 비전통적 진학자들이 가지고

로만 구분하고, 졸업 후에는 졸업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있는 ‘다름’에 대한 인식과 접근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다. 이는 단지 비전통적 진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이 글에서 다룬 직업인, 재진학자, 유학생 등 비전통적 진학

다양한 형태의 휴학생이 늘어나면서 구성원 내에서 소외되는

자들의 ‘다름’은 한편으로는 교육적 배려와 지원을 필요로 하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학번 등 대학 운영 시스템에 대한

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교수·학습과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정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활력적 요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 방향의 관점이 균형적으로 접근된다
면 비전통적 진학자들은 좀 더 안정적으로 학업과 생활에 적
응할 수 있을 것이고, 소속감과 자존감을 가진 대학 구성원으
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입학 시점 중심의 운영을 졸업 시점 중심으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 비전통적 진학자들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대
학 구성원의 연령층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편입생들
의 경우는 3학년으로 진입하게 되므로 시스템적으로 일반학
생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데 이러한 구별은 대학 재학 중만
이 아니라 졸업 후에도 대학의 일원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족쇄가 될 수 있다. 이는 대학의 시스템 대부분
이 진입 시점, 혹은 전통적인 진학자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학번’이다.
입학년도로 표시되는 학번은 학생 구분의 기준으로 상용되고
있는데 비전통적 진학자들에게는 차별화 기제가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차별화는 재학 중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에도 지속되고 있어서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비전통
적 진학자들의 소속감을 상실하게 하고 소외감을 갖게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의 학사제도와 문화를 졸업시
점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재
학 중에는 학번을 의미 없는 숫자로 구성하여 학과와 학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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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정책실장

Ⅰ. 서론

대학과 사회 간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등 지속적
이고 꾸준한 대학 구조개혁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지난해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하여 2017학년도

대통령께서도 “교육분야에서는 올해 6대 교육개혁 과제를 반

까지 약 4만 명의 정원감축 분을 확보하는 등 나름의 성과도

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 올해는

있었다. 그러나 학령인구 급감 추세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대학 구조개혁을 충실히 이행해서 양적 과잉을 해소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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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 동안 6,000여 억 원을 투입하여 공학 등 인력부족
분야로 학과, 정원 조정, 융·복합 교육과정 확대, 창조경제혁
신센터와 연계한 교육과정·현장실습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
이다. 「산학협력 5개년 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정부대학-산업계 연계를 통한 인력양성, 기술개발, 취·창업 교육
활성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대
학의 인문역량을 창의인재 양성의 기반으로 육성하기 위해 코
학교육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어(CORE) 사업을 통해 올해 6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0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와 합동으로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국민행복 더하겠습니다”라

2. 사회 맞춤형 학과 확대

는 주제로 2016년 국민행복분야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하
에서는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및 일·학습 병행’이라는 주
제로 2016년 대학 구조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의 전체적인 체제 개편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대부분이 학과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학과 수준의 개편과 협업도 중요한 과제이다. 채용조건형 계

Ⅱ.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 개편

약학과, 주문식 교육 등의 학생 수를 지난해 약 5,000명에서
2017년 1만 5,000명 수준으로 끌어올려 청년 취업난 해소에

1. 대학체제 개편

적극 나설 계획이다.
권역별 대표 대학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교육과정, 인

기존의 정원 확대, 학과 증설, 종합대학 중심의 양적 성장

력수급에 대해 협의·조정하고 대학(공급)과 기업(수요)을

에서 벗어나,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고 사회적으로 대두되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는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학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

K-MOOC 등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시범운영하여 학

다. 1주기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위 대학의 학사·재정 구조

생-기업 간 채용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맞춤형 학과

등 개혁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함께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직

의 교육과정 개발단계부터 대학-기업 간 협의를 의무화하는

업교육기관 등으로 기능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조개혁법 제정을 위한 입법 노력과 함께 하반기 중에 지역
균형과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2주기 평가방안을 마련하는 등

3. 대학 창업 및 취업 교육 강화

정원감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프라임(PRIME) 사업을 통해 올해 2,012억 원을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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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프로그램 단위에서도 현장의 변화가 시작된다.

FOCUS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성화할 계획이다. 올해 300개를 추가 개발하는 등 전 분야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전국 182개 창업교육센터를 토대

NCS 학습모듈 개발을 완료하는 등 현장에 조속히 안착되도

로 우수 교육모델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1, 2학년 때부터

록 지원할 방침이다.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으로 편성하고 취업 컨설팅,
어학교육, 자격증 및 직무교육 등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다양
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NCS에 기반한 능력중심 채용 및 근무도 확대된다. 공공기관
의 NCS 기반 채용을 130개 기관에서 230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아울러 창업 동아리 활성화 및 우수 동아리에 대한 창업

등 일·학습 병행이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채용방식을

유망팀 선정·지원, 창업휴학·휴직제 등 창업 친화적 학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현장교사 육성, 해당 기업에 온라인

제도 구축, 창업 장학금 지원 확대 등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

학습관리시스템 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 지원기관 운영

는 지원을 강화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의하여 지역별

등 재직자의 일·학습 병행을 돕는 기반도 마련될 예정이다.

기업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이 원하는 취업교육 서
비스가 활성화될 예정이다.

Ⅲ. 일·학습 병행제 및 선취업·후진학 확산

2. 일·학습 병행 기반 직업교육 확대
직업기초역량과 현장실습 중심의 직업교육 확대도 병행하여
추진된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60교) 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1. NCS 중심으로 직업교육 개편

도출·확산하고 희망하는 모든 특성화고가 도제교육을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기 운영 중인 도제학교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즉 국가직무능
력표준을 통해 일-교육훈련-자격체계를 연계하여 사회적

(9개교) 학생들이 졸업 후 채용 약정된 기업에 안정적으로 취업
하도록 산업기능요원 지원 자격 등 혜택도 부여될 예정이다.

수요에 알맞는 교육이 이루어진다. 2016년부터 모든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에 NCS 기반 교육과정을 적용

전문대학 차원에서는 고교-전문대 통합교육(Uni-Tech) 지

할 계획이다. 2016년 신입생부터 NCS 학습모듈을 실무과목
교과서로 활용하고 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
원연수, 수업연구회, 학교 컨설팅, 실습교육 환경 개선 등 종
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문대학 단계에서도 NCS 기반 교육과정이 확대된다. 전
문대학 특성화 사업을 활용하여 대학 내 NCS 거점센터를 지
정하고 연수, 기업설명회, 우수 교육과정 발굴·보급 등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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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주문식 교육과정 시범사업, 현장 실습학기제 우수대학 지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으로 확대하고, 고 1학년 1학기에 진로교육

강화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모

을 집중 실시하는 ‘진로교육집중학기제’도 시범으로 도입될 예정

색된다. 이와 함께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 등의 절차를 마

이다. 자유학기제 체험자원 지도 보급, 우수 체험기관 인증제 등

련하여 실습시간 연장 제한(주 5시간), 보험가입 의무화, 최저임

보다 쉽고, 정확한 체험처 정보가 제공되고 농산어촌 전체 중학

금 지급 근거 확보 등 참여 학생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1,228개교)에 진로체험버스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이 지원되
는 등 체험학습이 강화될 예정이다. 인성교육, 학교 스포츠클럽

3.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등 체육교육, 오케스트라·연극·뮤지컬 등 예술교육 등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한 후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선취업 후진학’이 활성화된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비중을

Ⅴ. 결론

2015년 현재 19%에서 2022년에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산업분야별 고교-중앙 부처 간 연계 지원, 고졸 일자리 지속

2016년 업무 추진목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발굴을 통한 취업률 증대(2015년 46.6% → 2017년 50%) 등

벗어나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

양적, 질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탈바꿈하고

아울러 후진학자를 위한 대학 교육기회가 확대된다. 재학

자 하는데 있다. 지식과 경쟁보다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 화

연한·이수학점 등 제한 완화, 9월 입학 허용, 학교 밖 시설

려한 스펙보다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사회가 되도록 바꾸어

및 K-MOOC 등 수업 다양화, 든든 학자금 대출 지원 등 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간적, 공간적, 경제적 장애요인에서 탈피할 수 있는 대학체제
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90%는 현장에서 결정되는 만큼, 모
든 정책추진 과정에서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밀도 있
게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학사회와 공감대를 가지고

Ⅳ.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인재 육성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는 노력을 병행하고자 한다.

사회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부문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 결국 실업자로 신용불량

개혁도 중요하지만, 초·중등교육 단계부터 학생들이 필요로

자가 된다는 이른바 ‘청년실신’이라는 신조어가 고등교육의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각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단지 대학 졸업장을 받고 스펙

올해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며 프로젝트 수업,

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진정 원하는 교육을 받

실험·실습, 토론 등 다양한 내용으로 중학교 수업이 진행된다.

고 행복할 수 있는 ‘행복교육’으로 신조어가 변화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 예술·체육 등 자유학기제의 핵심 활동을 일반학기의

2016년 한 해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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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과제와 전망

글

•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Ⅰ. 자유학기제는 학교혁신을 위한
지렛대

꿈과 재능을 키우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학교혁신을 위한 지렛대 역
할을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가 시범운영 된 지 3년 차인 2015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모든 중학교로 확대된다. 자유학

년에 전체 중학교의 80%에 해당하는 학교들에서 운영되고, 대

기제는 학생 참여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 자신의

구, 광주, 강원, 경북, 제주, 세종시 6개 시·도교육청에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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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당겨 전면 확대가 실시된 것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높은 기대

과보다는 학교의 효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반면에 희망학

를 보여주고 있다(최상덕, 2015). 자유학기제의 예상보다 빠른

교는 일반 학교들 가운데 자원한 학교들이기 때문에 희망학

확산은 무엇보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학교들의 긍정적 성과

교의 성과는 학교의 효과보다는 프로그램의 효과라고 볼 수

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학력저

있다. 특히 2015년 2학기에 운영한 희망학교가 전체 중학교

하 또는 사교육 증가 우려, 도·농간 체험인프라 격차로 인한

의 75%가 넘는다는 점에서 희망학교 관련 조사 결과는 중요

교육격차 심화 가능성, 교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수업 부

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희망학교의 조사 결과에 초점을 두고

실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2016년

그 의미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의 학

자유학기제의 전면 도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자

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주요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

유학기제의 목적과 운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이

음과 같다. [표 1]은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학생의 교육과정 및

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한 것이다.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2015년 자유학기제의 운영 성과
와 시사점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자유학기제의 성공

[표 1] 2015년 2학기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학생의 교육과정 및 수업 만족도 비교

적 안착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학교

3.88

4.03

희망학교

3.77

3.91

연구학교

3.92

4.11

희망학교

3.81

4.00

연구학교

3.68

3.91

희망학교

3.55

3.77

연구학교

3.83

4.02

희망학교

3.74

3.92

교육과정

Ⅱ. 2015년 2학기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를 통해 본 성과와 시사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는 지난 3년
간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매

수업방법
교육과정 및
수업

진로탐색
활동

평가방법

학기 사전 및 사후 자유학기제 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
다. 매 학기 조사 결과는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한 학교를

표에서 보듯이, 자유학기 동안 희망학교 학생들의 교육과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데 활용되었다. 특

정, 수업방법, 진로탐색활동, 평가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히 2015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학교 수는 3년차 연

0.14, 0.19, 0.22, 0.18씩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학교

구학교 42개교와 1~2년차 희망학교 2,437개교를 합해 총

학생들의 만족도 향상인 0.15, 0.19, 0.23, 0.19와 거의 비슷

2,479개교로 전체 중학교의 77%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 조사

한 수준이다. 학생들은 자유학기 동안 경험한 수업 개선과 진

결과는 전면 확대를 대비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최상덕

로탐색활동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

외, 2016). 연구학교는 대체로 우수학교들 가운데 선정하는

는 교사 대상 조사 결과와도 일관된다. 교사들은 수업 개선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과가 높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효

위해 교과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생 참여 수업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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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지필고사를 대신한 과정중심 평가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

가장 많이 향상된 것은 학생들이 참여 수업과 자유학기 활동

난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가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제공하

을 통해 능동적 학습 태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

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진로탐색활동에 대해 매

에서 의미가 크다.

우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부모 대상 조사 결과에서도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생활 태도 및 교우 관계 변화 등에

[표 3]은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학생의 교사 및 교우와의 관
계를 비교한 것이다.

대해 긍정적이며,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자유학기 동안 수업 혁신과 진로체험을

[표 3] 2015년 2학기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학생의 교사 및 교우와의 관계 비교

포함한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경험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가 상당정도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력저하 또는 사교육 증가 우려를 불식시키기

연구학교

3.81

3.95

희망학교

3.77

3.90

연구학교

4.11

4.20

희망학교

4.07

4.14

교사관계
학교 구성원 간
관계
교우관계

위해서는 이러한 수업 혁신이 자유학기제의 핵심임을 보다 강
조할 필요가 있다.
[표 2]는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학생의 수업참여를 비교한

표에서 보듯이, 희망학교 학생들은 교사와의 관계 및 교우와
의 관계가 각각 0.13, 0.07씩 향상된 것으로 응답하였다. 연

것이다.

구학교의 향상도 0.14, 0.09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표 2] 2015년 2학기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학생의 수업참여 비교

자기주도학습
학생의 수업
참여

학습동기 및
흥미
학습몰입

연구학교

3.65

3.88

희망학교

3.56

3.78

연구학교

3.83

3.99

희망학교

3.75

3.90

연구학교

3.93

4.09

희망학교

3.86

4.01

다. 교우 관계의 향상도가 앞서 언급한 다른 영역에 비해 상
대적으로 낮지만 이는 사전 점수 자체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4]는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학생의 교육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표 4]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학생의 교육결과 비교

표에서 보듯이, 희망학교 학생들은 자유학기 동안 자기주
도학습, 학습동기 및 흥미, 학습몰입에 있어서 각각 0.22,
0.15, 0.15씩 향상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연구학교의 향

교육결과

3.94

4.12

희망학교

3.84

3.99

연구학교

3.88

4.07

희망학교

3.78

3.96

연구학교

3.77

3.97

희망학교

3.68

3.88

미래지향적 역량

상도 0.23, 0.16, 0.16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학생 참여 수
업이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학습동기 및 흥미, 학습몰입을 높

연구학교
진로탐색 역량

자기 효능감

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자기주도학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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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확대되었다. 그 과정에서 자유학기제의 지속성을 담보하
기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대한 요청이 컸으며, 2015년에
자유학기제 운영의 법·제도적 토대가 다음과 같이 마련되
었다(최상덕, 2015). 첫째, 2015년 9월에 자유학기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되었다. 시행령 44조 3항에 “중학교의 장은 ... 학기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자유학기제 운영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시행령 48조의 2에 “중학교의 장은 자유
학기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탐색 등 다
표에서 보듯이, 희망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탐색 역량,

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활동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자유학기

미래지향적 역량, 자기 효능감이 각각 0.15, 0.18, 0.20씩 향

제 운영 방향을 명시하였다. 자유학기제의 도입 초기부터 학

상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연구학교의 향상도 0.18, 0.19,

교 현장에서는 정책적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점에서

0.20과 비슷한 수준이다. 학생 참여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

자유학기제의 운영을 시행령에 명시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

이 학생의 진로탐색 역량, 미래지향적 역량, 자기 효능감을 높

다. 둘째, 새로 도입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학기제

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미래지향적 역

운영이 반영되었다.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학생 참

량은 ‘새롭게 생각하는 힘’, ‘친구들과 협동하는 능력’, ‘친구들

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미래 핵심역량을 키울

을 배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적용이 요청되

학생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갈수록 중요해

기 때문이다. 셋째, 「진로교육법」의 제정으로 진로체험 인프

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 스스로 효능감이 많이

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공공기관의

향상된 것으로 인식한 것은 앞에서 자기주도학습이 크게 향상

진로체험 기회 제공이 의무화됨으로써 학교가 체험처를 확

된 것으로 응답한 것과 일관된다고 할 수 있다.

보하는 데 공공기관의 협력을 구하기가 용이해졌다. 학교들
이 특히 다양한 진로체험처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Ⅲ.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토대 마련
자유학기제를 3년간 시범 운영하는 동안 학교 현장의 적
극적인 참여와 긍정적 반응, 시·도교육청 및 지역사회의 체
계적 협력과 지원 때문에 자유학기제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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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물론 지역사
회 기관들의 참여와 협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

Ⅳ.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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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6년에 자유학기제를 모든 중학교로 확대하기
위해 2015년 11월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이하 시행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학기 동안 교사들의 효능감이
향상된 것이 이를 잘 나타내 준다(최상덕 외, 2016).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였다(교육부, 2015). 이 발표가 늦춰
진 것은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에 필요한 정부 예산을 포함

둘째, 진로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

하고자 한 것으로, 마침내 학교당 평균 2,000만 원 내외의 예

기 위한 학습생태계의 형성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관심 갖는

산을 2016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체험인

께 2016년 예산이 확보되었다. 그럼에도 향후 자유학기제가

프라의 구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들이 글로벌 사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과제

회의 시민으로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꼭 필

들이 남아 있다. 이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에서 제시

요한 지식, 실행능력, 인성을 포함한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하

한 자유학기제의 운영 방향과 주요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한

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학습생태계의 형성이

과제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요청된다(최상덕 외, 2014). 또한 여전히 체험 인프라의 미비
로 인해 진로체험의 부실 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첫째, 자유학기제 운영의 핵심 방향인 학생 참여형 수업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함

점에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으로써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와 연구의 기회
가 주어져야 한다. 시행 계획에 의하면 교과는 학생 참여 수

셋째, 자유학기 활동의 지원과 함께 자유학기제의 확대를

업으로 운영하고 지필식 총괄평가 대신 과정 중심 평가를 실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참여와

시하며, 자유학기 활동은 170시간 이상 편성해야 한다(교육

협력이 요청된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학

부, 2015). 시범 운영 경험을 통해 볼 때, 이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 수업방법, 평가방법을 포함한 수업 전반의 혁신과 함
께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의 제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교사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의 발휘가 요청된다(최상덕
외, 2015a). 교사들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때 효능감이
높아지고 만족도 또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김갑성 외,
2011). 자유학기제로 인해 담당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수업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경험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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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과제와 전망

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최상덕, 2014). 또한 21세기형 학력을
초·중·고 공교육을 통해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수업방
법, 평가방법의 혁신이 서로 연계될 뿐만 아니라 대입제도 개
선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부(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김갑성 외(2011).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1주기 TALIS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부모들이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자유
학기제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학부모
지원단은 체험활동 지원은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최상덕 외, 2015b).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의 주체이
며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 자유학기제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
고 참여할 수 있는 역할과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행계획에 의하면, 2016년부터 자유학기와 일반학
기를 연계하기 위한 연구학교가 운영된다는 점에서 자유학
기가 더 이상 특별한 예외 학기가 아닌 학교 혁신을 위한 지
렛대 역할을 수행하는 선도적 학기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학기제를 토대로 그 성과를 초·중·고
공교육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중·장기적 추진 전략과 계
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교과 성
적 위주의 협소한 학력관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꿈과 끼를
키우는 역량과 미래 핵심역량을 포괄하는 21세기형 학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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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정책연구’ 최전선을 가다

THE FRONT LINE

교육정책의 성공적인 현장착근을 지원하는
소통·공유·협력 네트워크의 산실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센터

글

•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센터 소장

Ⅰ. 네트워크사회로의 진화와
교육정책네트워크

용어가 그 자리를 대신해가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지식기반
사회’가 다소 정적이며 폐쇄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네트워크사회’
는 보다 동적이며 개방적인 의미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한 동안 현재의 우리 사회를 가장 잘 대변하는 용어 중 하나가

사실, 자체 재생산을 거듭하는 지식·정보가 바탕이 되는 ‘지

‘지식기반사회’였다면, 최근에는 점차적으로 ‘네트워크사회’라는

식기반사회’라고 하더라도 그 사회가 갖는 자원의 유한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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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센터

며, 나아가서는 학생·학부모, 교원 등 정책대상 집단은 물론
국민 모두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교육정책의 현
장 착근과 공교육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시·도교육
청-교육유관기관 등의 협력체제인 교육정책네트워크를 효율
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서

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네트워크 허브로서 ‘교육정책

는 필연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사회·체제와의 교류 및

네트워크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개방체

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 사업의 추진 경과, 사업

제임을 전제로 하는 것과도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것이다.

의 필요성 및 주요 기능·역할, 미래 비전 및 향후 과제 등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국가·사회의 한 하위체제를 이루는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교육 분야도 그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리
고 그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의 하위체

Ⅱ.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사업의
추진 경과

제 간에 그리고 외부 환경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끊임없이 상
호 소통하고 공유·협력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 사업은 2002년 교육행정 및 교육

우선, 교육 분야 특히 교육정책 분야의 하위 체제 간에 네

연구 기관간의 연계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교육연구개

트워크가 올바로 작동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앙과 지방

발 연계체제’(ER&D Network)라는 이름의 교육부 특별교부

의 교육정책당국간, 교육정책의 연구-입안-실행 주체간에

금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부

소통·공유·협력 체계가 요청된다. 관련 기관간 중요 이슈

장관-교육연구기관장 교육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등의 협

를 공유하고, 교육 의제 발굴·형성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교

의체들이 조직·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교육정책포럼, 교육

육 연구·개발과 교육정책의 수립 및 이의 집행과정에서 현

정책 분야별 통계자료집, 이슈페이퍼 등이 발간되었다. 또한,

장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관기관간 교류 및 협력 네트워

자체 발간자료는 물론 유관기관의 산출물들을 함께 공유·제

크 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

공하기 위한 홈페이지인 ‘교육정책정보센터(www.edpolicy.

를 기반으로 교육체제 밖의 정치·경제·사회 등의 체제와

net)’가 구축·운영되었다. 특히, ‘교육정책정보센터’는 2004년

또 다른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체제

11월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에 의해 공공기관 교육·학

즉, 교육정책을 둘러싼 네트워크의 구축·운영을 통해 일차

술 분야 품질 우수 DB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적으로는 교육정책의 성공적인 현장 착근을 도모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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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에는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 운영규정(교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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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원부훈령 제697호)이 제정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선정하는 국가정책

유관연구기관간의 인적교류, 공동연구, 정보공유를 위한 협

기여도평가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력체제’로서의 기능을 법적으로 부여받았으며, 이를 통해 정

이상의 과정을 거쳐 구축된 현행의 교육정책네트워크는 교

책품질을 제고하고 연구기관들 간 기능적 연계를 통한 Think

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관련 기관 간의 인적교류, 공동연

Tank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 훈령에

구,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제이다(교육부훈령 제79호 제2

기반하여 2007년 1월에는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 운영센터’

조). 즉, 인적교류, 공동연구, 정보공유, 정책지원활동 등을

가 한국교육개발원 내에 공식적으로 설치되게 되었다.

통해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과 공교육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연구기관 등의 협력체제로서 구

네트워크는 참여주체들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에 의

축된 네트워크 시스템이 교육정책네트워크이다.

해 끊임없이 확장되고 새롭게 재구성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
다. 교육정책네트워크 또한 그 활동이 지속됨에 따라 교육
과 학습의 출발이자 교육정책이 구현되는 시·도교육청과 학

지역
시·도
교육청

행정
네트워크

중앙
교육부

교, 지역사회 등의 참여로 점차 영역이 확대되어 왔다. 2007
년 교육부-연구기관-시·도교육청 협의회 개최를 시작으로
2008년 ER&D Network 지역 싱크탱크와 지방자치단체 담
교류
인적

중앙과 지역간 연계·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
쳐, 2009년 하반기에 시·도교육청 참여를 공식화하였다. 특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정보공유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히, 2010년부터는 기존의 교육부 재원과 별도로 시·도교육
청 분담금을 제도화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기하였으며, 교육

한국교육
개발원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센터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연구
네트워크
국가
평생교육
진흥원

한국과학
창의재단 등
기타
유관기관

한국교육
방송공사

정책
지원

연구
공통

당자 간담회, 시·도교육청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정책
발굴

교직
단체

학교

교육
네트워크
기타사회
기관

학부모
단체

부훈령 개정(2010.06.30.)을 통해 사업의 명칭을 현재의 ‘교
육정책네트워크’로 개정하였다.

[그림 1] 교육정책네트워크 개념도

이후 교육부와 유관기관 등 중앙 주도의 네트워크에서 벗

특히, 교육정책네트워크는 행정네트워크(교육부, 시·도교

어나 시·도교육청이 실질적인 참여자로 거듭나기 위한 지속

육청)와 연구네트워크(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적인 변화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평생교육진

2013년도에는 중앙정부의 재원이 기존의 민간보조금에서 교

흥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교육네트워

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의 출연금으로 전환되었으며, 그해

크(학교,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기타 사회단체 등)의 3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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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정책연구’ 최전선을 가다

교육정책의 성공적인 현장착근을 지원하는 소통·공유·협력 네트워크의 산실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센터

으로 구성되는 바, 이 3차원의 네트워크가 상호 연계되어 성

셋째는 교육정책관련자들 간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통한 정

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정책네트

책대상 집단의 신뢰 제고 및 교육정책의 성공적인 정착 도모

워크연구센터’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다. 즉, 다차원·다채널의 의사소통을 통한 교육정책의 합
리성 및 신뢰성 제고 필요 그리고, 교육정책 수요자인 학생·

Ⅲ.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사업의
필요성 및 주요 기능·역할

학부모, 교원에게 국내외 교육동향 등 교육정책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이해도 증진의 필요
성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사업의 필요성은 다시금 다음의 세
가지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교육부 훈령인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규정’
은 교육정책네트워크의 기능으로 다음의 7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첫째가 중앙-지방 간, 정책 연구-입안-실행 주체 간 협력 및
조율 필요성 증대이다. 즉, 전반적인 국가·사회의자율화 기조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제도 시행에 따른 교육자치 기조의 확산으

1.교육정책협의회, 교육정책연구협의회 및 교육개혁현장
지원단 운영

로 지역교육행정의 역량 강화와 함께 교육부-시·도교육청-

2.주요 현안 정책에 관한 협동연구 수행 및 심층 토론

유관기관 간 정책조율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

3.교육개혁정책의 현장착근 및 개선 지원

다. 아울러 교육청과 학교에서의 정책추진 및 집행과정을 적극

4.정책현안 적기 발굴 및 지원

지원하여 주요 교육정책들이 교육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5.교육부-시·도교육청-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체제 공동 운영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네트워크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6.교육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7.기타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둘째는 교육 이슈에의 신속한 대응 필요성 증대이다. 지역,
국가, 세계적(Local-National-Global) 수준에서의 최신 교

이에 센터에서는 위와 같은 기능 규정을 토대로 ‘정책발굴’,

육동향 및 성공사례 등 교육정보에 대한 적시 확보 및 공유에

‘정책·현장 지원’, ‘공동연구’, ‘정보공유’의 4가지 영역으로 범

대한 요구가 커짐과 동시에 이 노력이 각 기관별로 수행되는

주화하여 아래 그림과 같은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것이 아니라 역량과 노하우를 갖춘 대표기관이 정보를 체계
적으로 수집하여 전문적으로 분석과정을 거쳐 공유해 줄 것
이 요청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응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교

Ⅳ.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센터의

미래 비전 및 향후 과제

육정책의 복잡·다기화로 인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
육연구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연구·분석의 필요
성도 중요한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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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 사업은 2002년 처음으로 시작된 이
래 벌써 14년째를 맞는 장수 사업이다.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

THE FRONT LINE

참여기관

주관기관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센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유관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추진사업
정책발굴

교육정책협의회

교육정책연구협의회

정책·현장지원

행복교육현장토론회

교육정책 컨설팅

학교현장자문단

행복교육모니터링

공동연구

교육현장지원연구

정보공유

교육정책포럼

메일진
해외교육동향

국내외 현안보고서

홈페이지 운영

[그림 2] 교육정책네트워크 추진체제 및 주요 사업

센터의 모체인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 운영센터’가 한국교육

센터에게는 하나의 계기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개발원에 처음으로 설치된 것도 벌써 10년 전의 일이다. 그러
나 아직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현재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센터는 “교육정책네트워
크를 통해 국가 교육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갖고, ‘국가

사실, 그동안의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 사업이 3대 네트워

교육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연구·교육 협

크 중 행정네트워크와 연구네트워크에 초점이 주어지고, 현

력망’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미션과 비

장의 학교를 중심축으로 하는 교육네트워크의 운영에는 다소

전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올해 사업의 기본방향을 ‘중앙과 현

소홀했었다. 이는 제한된 재원과 인력을 갖고 운영하다 보니

장의 소통에 기초한 교육정책 체제 구축’, ‘교육공동체 간 신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리고 점차 커지는 단위 학교

뢰와 협력을 통한 연대의식 고취’, ‘교육정책의 원활한 현장착

들의 자율성도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사업이 현장과 연계되

근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현장의 교육개선을 위한 수요자

는 데 어려운 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맞춤형 교육정보 제공’으로 잡고 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와 보다 긴밀한 협력 체제 구

그러나,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정책네트워크는 미완일

축을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는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사업’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김재춘 원장님의 취임과 함

병행하고 있다. 그만큼 학교현장에 다가가겠다는 의지를 밝

께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센터가 기존의 기획처, 교육정책연구

힌 것이다. 학교현장을 중심축으로 하는 교육네트워크와의 실

본부 등이 아닌 교육현장지원연구본부로 처음 자리를 옮겼다.

질적 연계를 통해 교육정책의 성공적인 현장착근을 지원하는

이는 ‘교육정책네트워크 사업의 현장성 및 효율성 제고’ 그리고

참된 소통·공유·협력 네트워크의 산실이 되겠다는 다짐, 우

‘사업 및 성과물의 현장 확산’을 지속적인 과제로 안고 있었던

리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센터 구성원 모두의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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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신문으로 세상 읽고, 영어로 글로벌 의식 키우는 학교 - 경기 의정부 부용초등학교

신문으로 세상 읽고, 영어로 글로벌 의식
키우는 학교 - 경기 의정부 부용초등학교

글

•
문일요
소년한국일보 기자

“이 기사 읽어봤어? 오늘은 이걸로 할 거야.”

생각을 적어 내려갔다. 그런 다음 결과물을 교실 뒤편의 ‘재

아침 9시, 2학년 교실. 등교한 어린이들이 책상에 신문을

미있는 신문 마당’ 게시판에 붙였다.

펼쳐 놓고 꼼꼼히 읽기 시작한다. 각자 흥미 있는 기사를 읽
은 뒤 친구와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어린이들은 김혜주 선생

부용초등학교(교장 박영배)의 자랑인 신문활용교육(NIE)

님의 안내에 따라 자신만의 신문 스크랩 노트에 기사에 대한

활동 모습이다. 같은 시간, 다른 학급에서도 비슷한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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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AGE

활발히 이뤄졌다. 이처럼 NIE가 학교생활에서 뿌리 내리게
된 건 ‘신문이 제2의 교과서’라는 학교의 판단에서다. 부용초
등에서는 지난 3년간 NIE 효과를 알리기 위해 교사 대상의
NIE 연수가 실시됐다.
박영배 교장은 “어린이에게 필요한 창의성과 생각하는 힘,
민주시민의식 등은 신문을 통해 기를 수 있다”고 말한다.

‘신문을 펴고 세상을 만난다.’… 전교생 NIE 활동
아침마다 이뤄지는 NIE 교육의 결과물은 학기당 1회씩 개

잉글리시 마켓 활성화로 영어를 친숙하게

최되는 ‘NIE DA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함
께 해결하는 신문활동’(3학년), ‘환경오염 해결’(5학년), ‘신문

부용초등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바로 영어교육. 2개 학

광고 속으로 떠나는 여행’(6학년) 등 학년별로 서로 다른 주제

급이 동시에 수업할 수 있는 영어체험실(본관 4층)과 ‘부용 잉

를 놓고 진행됐다. 그만큼 신문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글리시 마켓(Buyong English Market)’이 대표적이다.

주제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시대에도 신문이 ‘살아
있는 교과서’로 평가받는 이유다.

특히 잉글리시 마켓은 3~6학년 어린이들이 영어로 물건을
사고 팔며 영어실력을 키우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매달
마지막 주 점심시간에 문을 여는 이 시장은 생활영어를 사용

NIE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인 뉴욕타임즈가
80여 년 전 신문을 교실에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국내에는
한국언론연구원(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994년 고등학교 교
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면서 첫 선을 보였다.

하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제공한다. 여기에서 현금은 사용되
지 않는다. 수업시간에 받은 칭찬 스탬프가 돈을 대신한다.
마켓이 열리는 날엔 6학년 또래 도우미 5명이 주문을 받고
물건을 내어 주는 봉사활동에 나선다. 6학년 방유진 양은 “수
업시간에 익힌 생활영어 표현으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저절

부용초등 교사들도 어린이들이 신문으로 세상을 읽고, 이
를 통해 논리적 사고력 향상은 물론 글쓰기 능력까지 키울 수

로 복습을 하게 돼요. 그 덕분에 외국인과의 대화에 두려움이
없어졌어요”라고 말했다.

있다고 믿고 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되는 NIE는

다양한 영어체험 기회를 통해 자신감을 북돋워 주는 프로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 종합적인 학습 능력을

그램은 또 있다. 3~6학년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영어말하기

크게 높여 준다.

대회도 그중 하나다. 영어동아리 회원들도 ‘부용 한마당 어울
림 축제’ 때 학년마다 영어연극을 발표하며 영어에 대한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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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과 자신감을 높인다. 여름·겨울 방학에는 영어 체험 캠프

다. 이를테면 1학년은 4D 프레임, 2학년은 교과와 연계한 인

가 열린다. 이렇듯 독특한 영어프로그램이 365일 쉴 새 없이

형극 관람, 6학년은 영화를 통한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는

이어지면서 어린이들의 영어기초 강화를 돕는다.

것이다. 이 밖에 수영과 빙상 등 계절별 스포츠활동으로 건강
한 몸과 마음을 다져 주는 것도 부용초등을 행복한 학교로 만

1인 1악기와 교육연극으로 감성 ‘쑥쑥!’

들어 주는 비결의 하나로 손꼽힌다.

신문과 영어 교육이 지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면, 하루 종

최정자 교감 선생님은 “예절교육은 어느덧 부용의 인기 프

일 음악소리가 멈추지 않는 ‘1인 1악기’ 활동이 문화·예술 교

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도 이러한 인성교육 프로그

육을 책임진다.

램을 더 많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색 교육으로 1인 1악기 활동을 꾸준히 펼쳐 온 덕에 부
용초등 어린이들은 모두가 악기와 친숙하다. 1학년은 리듬악

우리는 알콩달콩 친구 사이…우정 키우는 또래 상담

기, 2학년 실로폰, 3학년 리코더, 4학년 오카리나, 5학년 단
소, 6학년 사물놀이 등 학년마다 중점 악기를 하나씩 정해 연

경기도 교육청 지정 혁신학교(2013~2016년)인 부용초등

주실력을 쌓고 있는 것. 이 수업은 창의적 체험 활동과 교과

은 인성교육 강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도 노력을 기울이

시간에 이뤄진다.

고 있다. 이를 집약해 보여주는 게 ‘솔리언 또래 상담자’(솔

1~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연극은 1인 1악기와 맞

또) 제도다.

물려 돌아가는 또 다른 문화·예술 교육이다. 어린이들은 연

현재 활동 중인 어린이는 5~6학년 20여 명. 이들은 본격적

극을 통해 익힌 자기표현 능력과 발표 실력을 학예회 때 맘껏

인 활동에 앞서 김현주 상담사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이후 사

뽐낸다. 학년별로 창의적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색다르

소한 일로 친구 사이가 멀어졌거나 생각지 않은 말로 상처를
주게 된 친구들과의 상담을 통해 왕따와 폭력 없는 학교 만들
기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사과 편지 쓰기, 포토 존에서 우정의 인증
샷 날리기 등으로 짜여진 ‘솔또와 함께하는 마음뜰 마음벗 상
담실 애플 데이(Apple Day)’ 행사를 진행해 어린이들은 물론
학부모들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었다.
김현주 상담사는 “재미있는 이벤트를 통해 어린이들이 사
과와 화해, 용서, 감사의 의미를 깨닫고 우정도 더 돈독해지
는 걸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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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로 우리의 ‘꿈과 끼’ 찾아 가오!
- 대전 가오중학교

글

•
한남희
굿모닝충청 기자

대전 가오중학교(교장 김문구)는 꿈과 끼, 행복, 역량을 키
워주는 자유학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자유학기제가

‘GA-oh! 3채널 자유학기평가연구회’와
‘새 수업 프로젝터즈 수업동아리’

추구하는 인간상은 어떠한 미래상황에서도 원하는 대안을 선
택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자유인이다. 이를 교실수업
에서 구현하기 위해 학생중심의 참여형 수업을 강조한다.

대전 가오중은 교사 학습공동체인 ‘GA-Oh! 3채널 자유학
기평가연구회’와 ‘새 수업 프로젝터즈 수업동아리’ 활동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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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교실수업 개선 및 교과교육과정 재구성, 평가개선의 전문

체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냄으로써 꿈을 실현하는데 더

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연구회는 교육과정-교수·학습-평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 연계의 교과교육과정 전문성을 이끄는 3채널 자유학기 평
가 설계를 중점과제로 하여 역량평가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POP꿈 슬로건 디자인, 드림콜라주, 사회적 기업 C.I.P, 타

있다. 교수·학습 부문에서 ‘거꾸로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관

이포츄레이트(꿈을 담은 타이포그래피 자화상), 나의 꿈 발표

심과 열의로 캠프 및 연수 등에도 10여 명의 교사가 참여했으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진로체험은 항공기 조

며 배움중심 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방

종사, 우수 숙련기능인 등 학교여건을 고려한 찾아오는 진로

법을 적용 중이다. 이를 대외 수업공개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체험 프로그램과 중간고사기간을 활용한 학교 밖 진로체험으

자료를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거꾸로 수

로 이뤄졌다.

업 및 교육과정 연수 등 재구성 교실수업 개선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30여 회의 연수 및 컨설팅을 받았다.

주제선택 프로그램은 교과 연계 프로그램으로 교과과정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 자유학기 인문사회 및

학교 여건과 특색을 살린 진로탐색활동과

탐구에 즐거운 글쓰기, NIE 미디어, GAO 꿈꾸는 수학, trip

주제선택 프로그램

가이드, 세계문화 탐구, 사회탐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대전 가오중의 자유학기활동은 학교 여건과 특색을 살린
진로탐색활동과 주제선택 프로그램 혼합모형이다.
이 학교의 진로탐색은 한 마디로 ‘예술중심 진로탐색활동’
이다. 자신의 꿈과 비전, 구체적인 목표 등을 시각적으로 구

특히 GAO 꿈꾸는 수학 프로그램은 체험중심의 수학활동
으로 대학 관련학과 탐방활동 및 찾아오는 특강, 대외 수업공
개, 대전수학체험 한마당에 참가해 부스 운영 동상을 수상하
기도 했다.

예술체육활동으로는 톤차임, 사물놀이, 오카리나, 클래식
기타, 미디어 아트, 테마파크 디자인, Free Scooping, 함께하
는 뉴~스포츠, GDF 요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클래식
기타와 사물놀이는 음악경연대회 금상을 받았다. 미술분야의
미디어 아트는 이화여대 미디어 아트 사업단의 지원으로 애니
메이션 등을 제작해 교내 전시회에서 ‘학교 가는 길’이라는 주
제로 미디어 아트 전시실을 별도로 마련해 시선을 끌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 어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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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전 가오중학교 자유학기제
1. 참여 및 활동 중심의 교실수업 선도로 역량[Competence] 배양
가. 교과 내 및 교과 연계의 교과교육과정 재구성 실천
나. 학생 참여형 수업,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 전개
다. 자유학기 평가계획 수립
라.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학습공동체 구축 및 연수 활성화
마. 자유학기제 이해 및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 연수 및 워크숍 활성화
바. 타 학교 연수 및 컨설팅으로 교실수업 개선의 선도적 역할 수행 및 자료
공유
2. 자유학기 활동을 통한 꿈·끼[Dream] 탐색 및 행복한 학교생활[Happy] 지원
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자유학기 교양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 월요일
나. 예술중심 진로교육 [예술 연계 진로탐색 프로그램] – 화요일(학급별 요일
순환)
다. 꿈과 끼를 키우는 선택적 프로그램 [체험중심의 진로교육] - 특정일 및
중간고사기간
라.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끌어내는 선택적 프로그램 [예술·체육 활동]
- 수요일
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생중심의 프로그램 [교과 연계 주제선택 활동]
- 목요일
바. 담임선생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인문진로독서] - 금요일
3. 중간·기말고사 기간 학생중심의 자유학기활동
가. 중간고사 – [가오★별 Book-Dream 페스티벌], 어울림 프로그램, 전일제
교내외 진로체험(조향사 외 7종), 문화예술체험(뮤지컬 관람) 및 렉처
콘서트
나. 기말고사 – 나의 꿈 발표대회, UCC 발표회, 합창경연대회, 뉴~스포츠
올림픽, 자유학기 산출물 전시회, 본교 자유학기제 운영성과 홍보자료
발간 및 배부

소감과 독서활동을 그림, 사진, 글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
성한 학생 개개인의 ‘꿈·끼 찾아 GAO-Dream 성찰저널’을
비롯해 옛 선비들이 독서할 때 사용했던 서산(書算)을 창의적
으로 제작한 개별 작품, 팀 프로젝트 활동으로 나온 테마파크
디자인 모형뿐만 아니라 평소 거꾸로 수업의 활동 결과물 등
도 전시돼 있어 1년의 교육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자유학기를 주관하고 있는 김미정 연구부장은 “자유학기제
는 일회적인 이벤트성의 화려한 교육활동이 돼서는 안 되며,
일반학기와 마찬가지로 단위학교 현장에 적합하게 안정적으
로 정착이 돼야 한다”며 “전면 시행되는 올해부터는 시행착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의사소통, 감정조절, 갈등해결 등의 모

를 개선·보완해 가오교육 가족이 만족하는 최적화된 자유학

듈을 전문 강사와 교사의 팀티칭으로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

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으로 진행한다.

‘꿈·끼 찾아 GAO-Story 전시회’
대전 가오중은 지난해 12월 자유학기활동의 결실을 모은
‘꿈·끼 찾아 GAO-Story 전시회’를 열었다. 자유학기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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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경
베리타스알파 기자

전통 명문 서울고가 정시에 매몰된 강남권 고교의 한계를 떨

고, 양재고와 동일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 서울고는 꾸준히 서

쳐내고 ‘수시체제 강호’로 자리를 굳혔다. 서울고의 2016학년도

울대 수시실적을 내온 사실이다. 서울대 수시등록자 기준으로,

서울대 수시 최초 합격자 수는 11명. 선발을 실시하는 자율학교

서울고는 2013학년도 10명, 2014학년도 9명, 2015학년도 11명

인 한일고(공주) 공주사대부고를 제외하곤, 선발권 없는 일반고

으로 3년 간 30명의 실적이다. 선발권 없는 일반고 입장에서 괄

가운데 전국 톱의 실적이다. 11명의 서울고 실적은 인근 경기여

목할 만한 실적이다. 오히려 2016학년도 서울대 11명의 수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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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합격인원이 아쉬울 정도다. 학교 측의 적극적인 이해 구하기
를 통해 서울고 학부모들 역시 수시체제의 중요성을 인지, 호응
하고 있다는 사실에 서울고의 향후 실적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2016학년도 수시 최초 실적, 사실상 전국 일반고 ‘톱’
서울고가 낸 2016학년도 서울대 수시 최초 합격인원은 11명
이다. 서울대 수시는 100%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정시 수능에서

을 이수하는 과중이수반을 2개 반, 3학년에서 1개 반씩 운영

의 학생 개인 능력보다는 학교차원의 경쟁력이 입증되는 대표

하고 있다. 1학년은 105명, 2학년 147명, 3학년 145명이 교육

적 근거로 자리한다. 서울대가 80% 가량을 수시로 선발함에 따

을 받고 있다”며 “올해 서울대 수시 최초 합격 11명 중 자연계

라 상위권 고교를 중심으로 수시체제 확립은 불가피한 상황이

6명이 모두 과학중점반 학생들이다. 이런 사실로 볼 때, 과학

다. 아직 교육특구 일반고와 지방 학교를 중심으로 수능 중심의

중점반 운영은 서울고가 대학입시에서 실적을 내는 데 매우

정시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울고가 선보인 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빠른 체제전환은 학교 경쟁력의 바로미터로 삼을 만하다.
대표적인 강남권 교육특구 학교로서, 학부모들의 이해 역
2016학년도 서울대 수시 최초 합격자 11명은 각 치의예 1명,

시 수시체제를 굳히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심 교감 역시 공감

기계항공 1명, 전기정보 1명, 원자핵공 2명, 조선해양 1명, 경

하며, 서울고 학부모들의 협조상황을 전했다. “2010년 과학

제 1명, 정치외교 1명, 사회학 1명, 자유전공 1명, 지리학 1명이

중점과정을 운영하면서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각

다.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없이 일반전형으로만 11명이다.

종 교육활동 등이 수시모집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심중섭 서울고 교감은 서울고의 수시체제에 대해 “자연계의

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고, 지금은 대부분의 학부모

과학중점과정 운영, 인문계의 인문영재학급 운영을 기본으로 다

들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

양한 체험활동, 교육대토론, 영어토론, 독서토론, 과학토론 등

고 있다. 실제 좋은 입시 결과로 인해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

토론대회, 소그룹 탐구발표, R&E 발표, 자율동아리 발표, 독서

한 신뢰가 매우 높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진행하

골든벨 등 발표대회, 각종 수학, 과학, 인문 경시대회”를 들었다.

는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입시전략과 관련, 서울고의 노력 또한 괄목할 만하다. 심 교

서울고는 과학중점운영학교로, 이를 통한 수시체제 기반

감이 입시전략팀장으로 자리하고 있는 서울고 입시전략팀은

마련도 특징 중 하나다. 서울고 과학중점반은 1~3학년 각 3

각 학년 부장으로 구성, 모든 입시전략을 수립하고 새로 도입

개 반 등 총 9개 반으로 운영된다. 심 교감은 “과학중점과정

한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며, 개별적인 학생관리 등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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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상위권 대학 입학처를 방문, 서울고

다. 때문에 입학 당시에 좀 부족하더라고 3년 동안 좋은 교육과

를 알리고 정보를 교환하는 데도 입시전략팀의 역할이 크다.

정과 교육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많은 학생들이 성장하는 데 어
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 이미 이런 사실을 중학교 학부모들이

올해 서울대 수시 최초 합격 실적은 '전국 일반고 톱'의 결

잘 알고 있어서 입학상담을 많이 요청해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임에도 서울고 입장에선 약간 아쉬운 측면이 있다. 심 교감
은 “서울대 의대에 2명이 지원했으나 모두 불합격했고, 상위

이어 “현재의 과학중점, 인문영재학급, 그리고 각종 교육활

권 학생 중 3명 가량이 아쉽게 불합격했다”며 “서울고 학생들

동의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이나 학부모들의 기대수준이 매우 높아 위험을 무릅쓰고 지

예정이다. 대학 입학처와도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나 학생들은 학교와

며 “과고, 외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 등을 뛰어넘는 입시결과

협의한 학과를 지원하지만, 일부에서 상향 지원한 결과로 보

를 내는 것은 물론, 인성교육 측면에서도 명문 일반고가 되도

인다”고 전했다.

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고는 선발권이 없는 일반고의 한계를 전통과 실적으로 극

선호도 높은 정상급 과학중점학교 운영

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명문고를 중심으로 자사고로 전환했지
만, 사립이 아닌 서울고는 일반고로 자리하고 있다. 심 교감은

서울고는 비평준화 시절 경기고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룬

“처음 서울권 광역단위 자사고가 생겨날 때는 영향을 받을 것으

전통의 명문이다. 50대의 국내 유력인사 가운데 경기 아니면

로 생각했으나 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물론 자사고가 생겨서

서울 출신이다. 1946년 서대문 옆 경희궁 터에서 시작한 역

예전에 비해 상위권 학생들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고

사도 역사이거니와 1974년 평준화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고

는 입학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그 역량을 키워 나가는 학교

가 서울대의 본교’라는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였다. 평준화 이
후 명성과 실적이 과거의 영광에 묻혔지만, 강남구 개발과 함
께 1980년 지금의 서초구로 터전을 옮긴 이후 ‘막강 동문’이
라는 최대 우군을 뒷배로 부활을 준비해 왔다. 서울고가 부활
의 전기를 잡은 것은 2010학년,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일부
반영한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면서다. ‘공립 일반고로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하는’ 서울고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서울대의 수시중심 체제와 맞물려 실적을 내기 시작한다.

서울고의 강점 중 하나는 과학고 부럽지 않은 정상급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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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학교(이하 과중학교)의 운영이다. 서울고 과학중점학교
를 이끄는 수학/과학 교사의 절반 가량이 과고/영재학교 출
신이다. 서울과고에서 근무했던 한 교사는 “교사들의 경쟁력
만 놓고 봤을 때 서울고 과학중점학교는 수도권 과고에도 뒤
지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서울고의 과학중점학교가 다른 학
교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동문 자원을 활용한 수준 높은 R&E
프로그램과 국제학술 교류다.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은 1학년 때 주제 중심의 소그룹 탐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3~4명이 한 팀이 돼 4월부터 5개월
동안 담당교사와 공동연구를 한다. 2학년이 되면 R&E 프로

동 동아리 29개 등 총 81개가 활동 중이다. 다른 학교에서 찾

젝트를 진행한다. R&E 진행에선 동문들의 역할이 크다. 과

아보기 힘든 눈에 띄는 동아리는 모의주식투자반, 스포츠클

거부터 자연계열에 강한 면모를 보였던 서울고 동문 중에는

라이밍반, 실탄사격반, 스킨스쿠버반, 중국문화탐구반, 과학

교수나 연구자들이 많다. 1,000만 원을 호가는 이들 교수/연

융합반, 예술당구반 등이 있다. 실내 스포츠클라이밍 시설은

구자들의 지도를 서울고 학생들은 무료로 받는다. 서울고 관

동문의 지원으로 설치했다.

계자는 “선배들은 ‘재능기부’의 차원에서 후배들을 위해 무료
봉사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막강한 파워 동문

2012년부터 운영해온 인문사회영재반은 운영기간이 짧음에

대다수 남자들에게 고교 동문은 친목 이상의 의미는 없다.

도 불구하고 지난해 뜻밖의 큰 성과를 거뒀다. 2013학년 인문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단어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 하지만

영재반 학생 중 5명이 서울대 수시에 합격한 것. 인문영재반은

서울고는 예외다. 서울고 졸업생과 재학생들에게 동문은 생생

각 학급 담임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을 거친다.

한 단어다. 서울고는 장학금부터 동아리활동, R&E, 해외탐방,

다양한 인문사회분야의 독서와 탐구 견학활동이 특징이다.

멘토링 특강까지 동문의 관심과 지원이 막강하다. 일례로 교내
행사로 논술토론대회를 개최하면 학생과 동문 학부모가 강당

체육수업 및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한 ‘1인 1종목’도 적극 권

을 꽉 메운다. 동문이 조성한 기금이 120억 원 가량으로 매년 4억

장한다. 토요 스포츠데이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자에 한해 1

원을 학교에 지원한다. 이 가운데 1억 5,000만 원은 학생들의

교시가 시작되기 전 아침건강달리기도 함께한다. 교내 체육

장학금으로 쓰인다. 비평준화 동문들이 평준화 이후 후배들을

대회와는 별도로 교내마라톤대회도 개최한다. 동아리는 상설

인정하지 않는 일부 명문고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동아리 43개, 준상설동아리 6개, 특기생동아리 3개, 계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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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계각층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워 동문의
존재는 서울고 학생들의 자긍심 함양에 큰 축을 담당한다. 이종
각 대한제분 회장(3회), 원로배우 이순재(5회), 피죤 창업주 이
윤재 회장(5회), 윤세영 SBS 회장(7회), 허정섭 한일시멘트 명예
회장(10회), 소설가 최인호(16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20회),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20회), 강호문 삼성모바일디스플레
이 사장(20회), 김인수 삼성탈레스 사장(21회),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22회), 황영기 전 KB금융그룹 회장(23회), 정몽원 한라그
룹 회장(26회), 우석형 신도리코 회장(26회), 황우진 푸르덴셜생
명 사장(27회), 이현승 SK증권 사장(36회), 총각네야채가게 이
영석 대표(40회), 야구선수 안치홍(61회) 등이 대표적인 동문이
다. 정·재계는 물론 국내 굴지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 총수 가
운데서도 서울고 출신을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고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서울고 비전 2046’ 프로젝트
를 제시한 바 있다. ‘하나로! 프로젝트’는 풍부한 동문 인력풀
을 활용한 멘토-멘티 결연과 선배 초청 명품강연을 골자로
한다. 선·후배를 하나로 묶어 서울고 가족을 이루자는 의미
다. ‘세계로! 프로젝트’는 국제결연을 강화해 글로벌 리더 양
성을 목표로 한다. ‘미래로! 프로젝트’는 방과 후 영재학급, 교
육대토론대회, 과학탐구 체험학습 등 특색 있는 교육을 통해
지식정보화 사회를 이끌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자는 내용이
다. 2046년은 아직 멀지만 서울고가 꿈꾸는 미래는 이미 진
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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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특성화 전략으로 글로벌 인재 키운다”
- 단국대학교

글

•
이원지
대학저널 기자

죽전캠퍼스 IT와 CT, 천안캠퍼스 BT와

다. 단국대가 일궈낸 70여 년의 성과들을 점검해 보니 그 발전속

외국어 특성화가 대학발전의 핵심

도가 예사롭지 않다.

광복 후 최초의 4년제 사립대학으로 시작한 단국대학교. 시작

단국대에는 유독 최초, 최대, 최고가 많다. 먼저 단국대는

부터 남달랐던 단국대는 오는 2017년이면 설립 70주년을 맞는

1947년 세워진, 광복 이후 설립된 대학 중 최초의 4년제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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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진 건물로, 유학생들에게 더 나은 면학여건을 마련하기 위
해 건립됐다. 국제관은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로 국제학부와 국
제교류 관련 부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 및 편의시설
이 다양하게 입주돼 있다.

단국대에는 작은 지구촌 대학이 형성돼 있다. 바로 이곳 국
제관에서다. 500여 명의 외국인들이 유학생, 교환학생, 어학원
생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단국대에서 전공 공부와 한국어를
배우고 재학생들과 교류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대학이다. 1978년에는 대학교육의 지평을 넓히고자 국내 최

최근 단국대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제화를 더

초로 제2캠퍼스를 천안에 설립했다. 2007년에는 서울캠퍼스

욱 강화하고 있다. 단국대는 현재 전 세계 45개국 286개 대

를 죽전으로 이전하며 양 캠퍼스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분

학 및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이에 단국대 학생들에게

야의 인프라를 구축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에 최초

는 교환학생, 교비연수, 해외 인턴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로 3년 연속 전국 1위에 선정되었으며, 2008년에는 30여 년

통해 외국에서 견문을 넓히고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간 편집한 세계 최대 규모 한자사전인 ‘한한대사전’을 완간해

가 주어진다. 교환학생을 통해 세계 수준의 지식과 기술, 외

이목을 끌기도 했다.

국어 능력, 다문화 적응능력을 가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방학기간을 이용해 교비연수를 떠나기도 하며 해외 인

2014년에는 기존 본·분교 체제의 대학에서 캠퍼스 체제의 대
학으로 제2의 창학을 알렸다. 각 캠퍼스별 특성화를 강화해 단국

턴십을 통해 외국어 회화 능력을 키우고 다국적 외국인과 함
께 소통하는 법도 배운다.

대의 위상을 더욱 돈독히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에 따라 죽전
캠퍼스는 IT와 CT, 천안캠퍼스는 BT와 외국어 특성화를 대학발

교내에서 즐기는 어학연수 ‘DKU ISS’

전의 핵심으로 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제화와 특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단국대는 재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 교
내에서 어학연수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구상했다. 바로

캠퍼스 내에 형성된 작은 지구촌

DKU ISS(International Summer School·단국국제여름학
교)다. DKU ISS는 여름방학 중 외국 대학생들이 단국대에서

단국대의 국제화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죽전캠퍼스

국제 계절학기를 수강하고 단국대 재학생들과 어울리며 한국

의 국제관이다. 국제관은 단국대 죽전캠퍼스에서 가장 최근에

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2009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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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외국 대학생 및 단국대 재학생 1,000여 명이 참

곳으로 합치는 외형적 통합이 아니었다. 죽전과 천안, 2개의 캠

여할 정도로 대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모아 대학 내 국제 프로

퍼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천안캠퍼스의 법적 지위를 ‘분교’에

그램 우수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서 ‘본교’로 격상하고 캠퍼스별 특성화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DKU ISS’는 ‘IKLCP(Intensiv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Program)’, ‘국제 계절학기(Academic Program)’, ‘글로

대학 특성화 정책에 따라 죽전캠퍼스는 IT와 CT, 천안캠퍼

벌 빌리지(Global Village)’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스는 BT와 외국어에 특성화를 시작했다. 특성화를 중심으로

‘IKLCP(Intensiv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Program)’

대학의 역량을 집중해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

이에 따라 단국대 죽전캠퍼스는 IT(정보통신)·CT(문화콘텐

은 한류 열풍 덕분에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권 학생

츠) 학문분야 특성화를 골자로 문(文)·사(史)·철(哲)에 바탕

들에게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단국대는 3주 동안 집중

을 둔 인문사회분야와 IT소프트웨어, 응용공학, 도시환경건

적으로 오전에는 한국어를 교육하고 오후에는 도예체험, 한국

축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분당, 판교, 광교 등 첨단 IT

무용 수업 등을 통해 한국문화를 익히도록 돕고 있다.

인프라 및 관련 연구 인력이 밀집한 곳에 위치한 죽전캠퍼스
는 공학계열 전 학과가 공학교육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세계

국제 계절학기(Academic Program)는 동아시아학, 법학, 인문

적인 문화콘텐츠 생산을 위해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을 만들

사회학 등의 수업을 단국대 및 해외 자매대학 교수진이 영어로

었고, 미국 LA에 단국글로벌 영상콘텐츠 연구소를 설립했다.

수업을 하는 강의다. ‘DKU ISS’에 참여하는 외국 대학생과 단국
대생 모두 수강할 수 있어 수업을 통해 다국적 학생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국제적 감각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글로벌 빌리지(Global Village)’는 외국 대학생 한 명과 단

천안캠퍼스는 BT(생명과학)·외국어 특성화를 통해 차세대
를 선도할 의·치학, 약학, 나노 및 생명과학 분야를 중점 지원
한다. 학문 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외국어 분

국대생 3~4명을 소그룹으로 구성, 외국어 교육 및 문화교류
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단국대 학생들은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 자신이 배우고 싶은 언어를 선택해 원어
민 학생과 공부한다.

캠퍼스별 특성화 강화한 ‘통합’
한때 단국대는 캠퍼스 통합으로 대학가의 화두로 떠오른 적
이 있었다. 단국대의 캠퍼스 통합은 단순히 2개의 캠퍼스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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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실용적 교육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한다.

교환학생, 해외 유명 교수 초청 강연, 글로벌 기업 인턴십 등 각

특히 천안캠퍼스는 단국대학교병원과 치과대학병원을 운

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제학부는 학생들의 글로벌 능력

영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 대덕연구단지 등 BT 관련 연구기

을 길러주기 위해 전공과목을 100% 영어강의로 진행한다. 대개

관과 협력한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에서 3년째 전국 최

25명 안팎의 학생이 수업을 듣는 국제경영학 전공 강의실에는

고 점수를 획득했으며 세계 최고의 메디바이오 산학협력 클

외국인 학생이 10명 또는 그 이상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외국

러스터를 구축했다.

인 학생의 국적은 미국,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페루, 중국, 싱
가포르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 중에는 정규 학생도 있지만 정원

주목! 단국대의 특성화학과

외 학생, 교환학생도 있다. 국제처가 해외 홍보와 네트워크를
강화한 이후 국제학부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교환학생은 매 학

단국대는 최근 국제학부 국제경영학 전공, 국제학부 모바

기 20~25명으로 늘었다.

일시스템 전공, 해병대군사학과 등을 특성화학과로 선정했
다. 국제화, 특성화 전략의 기반이 되는 이 세 학과를 통해 제
2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다국적 기업, 금융기관, 국제기구, 외교 분야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국제경영학 전공은 입학 후 경영학개론, 기초경제학,
경영수학, 심리학, 비즈니스통계 등의 과목을 수강하며 경영학

·국제적 감각과 안목 지닌 경영인과 공학도 배출: 국제경영학 전공

전공에 필요한 기반을 다진다. 또 필수과목으로 개설한 비즈니
스영어, 영어 프레젠테이션 스킬 등을 통해 영어회화 능력도 기

단국대 국제학부의 목표는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지닌 경영

를 수 있다. 전공 선택 과목은 2학년 2학기부터 배운다. 전략경

인과 공학도를 배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국대는 해외 자매

영, 국제사회와 리더십, 세계지역연구, 국제경영학전공세미나,

대학에서 공동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또

국제관계, 국제재무, 국제마케팅 등의 과목을 통해 국제경영학
관련 이론과 실제를 심층적으로 공부한다. 4학년 때는 국내와
해외 인턴십, 산업체 현장실습으로 실무경험을 쌓는다.

국제경영학 전공은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
국대에서 2년간 공부하고 미국 서던오리건대에서 2년간 수강하
는 ‘2+2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두 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
다. 신입생들은 수능 국어(B), 수학(A), 영어 중 영어 포함 2개
합 2등급 이내면 입학금, 4년 수업료 및 생활관비 전액의 혜택
을 받는다. 수능 국어(B), 수학(A), 영어 중 영어 포함 2개 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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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이내면 입학금, 4년 수업료 50%를 감면받게 된다.

·국제적 감각을 지닌 IT 엔지니어 양성: 모바일시스템공학 전공

2011학년도에 신설된 죽전캠퍼스 모바일시스템공학 전공
은 공학계열 학과지만 ‘공과대학’이 아닌 ‘국제학부’ 소속이다.
전임교원은 전공수업을 100% 영어강의로 진행하고 경영학
과목이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다. 단국대가 국제적 감각을 지
닌 IT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융·복합
특성화학과이기 때문이다. 재학생들은 경영학개론 수업을 수

학 시 특정 기준(정시 기준, 수능 수학(B), 영어 합 4등급 이

강하고 동일학부에 편제된 국제경영학 전공을 복수전공/부전

내)을 충족한 학생들에게는 4년 전액 장학금 및 기숙사비가

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제공된다.

단국대는 기존의 전기전자공학, 컴퓨터공학 학문에서 모

·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해병대 장교 육성 학과: 해병대군사학과

바일시스템공학에 특화할 수 있는 과목을 선별해 별도의 공
학분야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또한 기존 학과에는 없는 신규

천안캠퍼스에 있는 해병대군사학과는 2013년 국내 최초이자

과목(모바일프로그래밍, 모바일프로세서, 모바일시스템특론

유일한 해병대 장교 육성 학과로 설립됐다. 해병대군사학과는

등)을 개설해 최신기술 및 동향을 선도하고 있다.

해병대 정신의 핵심인 조국에 대한 충성심, 강인한 체력과 정신

한 학년 정원이 30명으로 제한돼 있어 국내 극소수 연구중
심대학 수준의 실험·실습이 이뤄진다. 고사양 전자/제어 기

력, 명예와 도덕성을 바탕으로 군사분야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소유한 21세기의 첨단 엘리트 해병대 장교를 육성하고 있다.

자재(오실로스코프, 함수 발생기 등)를 이용해 소수 정예(1~2
인 1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일부 실험수업의 경우 미국 오
레곤주립대와 동일한 커리큘럼과 실험용 키트로 수업한다.

해병대군사학과는 투철한 안보관과 리더십을 겸비하고 건
전한 시민의식을 갖춘 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군사학개론, 군사사상, 군사전략 등 군사학 및 안

현재 외국계 기업인 한국 IBM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체결해

보 관련 이론 교육과 국방정책, 국제관계 등의 전문지식을 전

매학기 학생들이 인턴십을 수행한다. 인턴을 수료한 학생 상

수하고 21세기 공동 안보체제 하의 다국적군 및 연합작전을

당수를 한국 IBM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고려한 대테러, 대외협상 등의 전공 심화과목을 가르친다. 리

다. 모바일시스템공학 전공은 단국대의 대표 학과인 만큼 입

더십 등의 기초교양을 배양해 학생들이 제반 안보 및 사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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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특성화 전략으로 글로벌 인재 키운다”- 단국대학교

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를 정립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폭넓은 전문성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복수전
공을 의무화해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이론 및 실무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전공에서 요구하는 일정 학점을 이수
하면 군사학 학사와 병행해 복수전공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는 학생들이 어느 조직에서나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해병대군사학과 학생들
은 해병대 임관 후에는 해병대의 역할과 임무를 구현하고 전
역 후에는 리더십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와 국가, 더 나
아가서는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
로 성장하게 된다. 입학생들은 등록금 전액 군장학금을 지급
(수능 반영과목 등급 평균 5등급 미만(1.00~4.99등급))받게
되며 졸업 후에는 해병대 장교(소위) 임관(7년 의무복무) / 의
무복무 후 장기복무 가능 / 의무복무 후 군사 및 안보 전문가
활동 또는 기업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단국대는 매일 변화와 발전을 동시에 이뤄 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개교 70주
년이 되는 2017년에 국내 또는 아시아권에 머물러 있는 대학
이 아니라 세계 속의 대학으로 발전하겠다는 단국대. 대학가
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단국대는 이미 최고의 경쟁력을 갖
춘 대학임이 자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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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황정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연구위원

Ⅰ. 들어가며

래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
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경제협력개발

최근 국제화·정보화와 더불어 객관적 데이터 기반 정

기구(OECD)에서는 1988년 이후 국제교육지표사업(INES:

책 수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국

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s)을 추진해 오고 있고, 그

제비교지표는 객관적으로 각 국의 교육현황을 이해하고 미

산출물인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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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OECD 교육지표로 본 한국교육

년 전 자료(2014년 기준)가 포함되었다.
OECD 교육지표는 크게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 교
육에 투자된 재정 및 인적자원, 교육에의 접근·참여 및 발
3)

달, 학습환경 및 학교조직 등 4개의 장(chapter) 으로 구성되
어 있다. 본 호에서는 OECD 교육지표 각 장의 대표적인 지
표들의 현황과 추이 분석을 통해 한국교육의 현 위치와 시사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
indicators, 이하 EAG)를 1992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1)

OECD 교육지표 (이하 EAG)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

1.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이수율과 성인의 학력 이동성

되는 국제비교지표의 하나로, 각국의 교육정책 및 시스템 전
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근거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림 1]에서 우리나라 청년층(25~34세)의 고등학교 이수
율(98%) 및 고등교육 이수율(68%)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년층(55~64세)의 경우, 고등학

OECD는 지난 11월 24일 2015년 OECD 교육지표(EAG

교 이수율은 54%, 고등교육 이수율은 17%로 각각 OECD 평

2015)를 발간하고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균(66%, 25%)보다 낮아 세대 간 격차를 보여 주었다. 또한

OECD 교육지표는 46개국(OECD 회원국 34개국, 비회원국

25~34세 성인의 학력 수준을 그들의 부모와 비교하여 학력

2)

12개국)에 대한 2012~2014 년 조사결과이다. 특히, 2015년

을 통한 세대 간 상향 이동성을 나타내는 성인의 학력 이동성

판에서는 개정된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2011)를 적용하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education) 지표에서도 우

여, 일부 유아교육단계와 고등교육단계에서 기존보다 더 세

리나라는 부모보다 고학력인 청년층의 비율이 61%로, OECD

분화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처음으로 일부 지표에 1

평균(32%)보다 약 2배가 높아 최고수준이었다. 부모보다 고

1) O
 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는 OECD가 1988년부터 추진한 교육지표사업(INES: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의 주요 산출물로서 1992년 최초 출간하였음.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OECD 교육지표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한국자료를 수록해 오고 있음.
2) 기준년도는 지표에 따라 상이함.
3) 각
 장의 구성은 2가지 차원 즉, 교육체제를 구성하는 요소들(교육과 학습 참여자, 교육환경, 교육제공자, 전체 교육체제)과 교육체제 구성요소를 배치하는 요소들(선행조건 및 제약조건, 정책
적 수단 및 맥락, 그 결과 발생하는 성과)의 조합에 따른 것임. 이에 더해 각각의 항목들은 정책적 쟁점(교육성과와 교육여건의 질, 교육성과의 평등과 교육적 기회의 균등, 자원관리의 적절
성, 효과성, 효율성)과 시간에 따라 교육체제 발달의 역동적 측면을 파악하게 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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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 청년층 중 대부분은 고등교육을 이수(47%)하였고, 일

2. 성인인구(25~64세)의 고용률과 실업률

부만 고등학교(14%)를 이수하였다. 동일 학력인 비율(35%)과
부모보다 저학력인 비율(3%) 모두 OECD 평균(52%,16%)보
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학력이 높을 수록 고용률이 높고, 여성보다 남성
의 고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2010년 대비 2014년 우

[그림 1]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이수율(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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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인인구의 실업률은 3.1%로 OECD 평균(7.3%)
보다 두 배 이상 낮았고, 모든 단계에서 OECD 평균보다 낮

주 1) 고등교육은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석·박사과정 포함
2) 이수율 = (해당 연령의 해당 학력 소지 인구수/해당 연령의 전체 인구수)*100

았다. 남녀 실업률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는데, 특히 여

출처: OECD(2015). Education at a Glance

성 실업률(3.0%)은 OECD 평균(7.6%)보다 약 2.5배 낮았다.

[그림 2] 25~34세 성인의 학력 이동성(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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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교육단계별 성인인구의 고용률(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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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고등교육은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석·박사과정 포함
2) 이수율 = (해당 연령의 해당 학력 소지 인구수/해당 연령의 전체 인구수)*100
출처: OECD(2015). Education at a Glance

총계

주 1) 고용률 = {취업자 수/(경제활동+비경제활동 인구)}*100
2) 전체 교육단계는 초등교육 미만부터 대학원(석·박사)까지 모두 포함
3) 한국의 ‘대학’ 자료에는 대학원(석·박사) 자료가 포함
출처: OECD(2015). Education at a G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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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교육단계별 성인인구의 실업률(2014)
한국

[그림 5]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구성(2012)
OECD 평균

한국

8.0
7.0
6.0
5.0
4.0
3.0
2.0
1.0
0.0

10.0
8.0
6.0
4.0
2.0
0
총계

남

여

총계

고등학교

남

여

총계

전문대학

남

여

대학

총계

남

정부
부담

계

여

전체 교육단계

민감
부담

정부
부담

계

초등교육~고등교육

민감
부담

OECD 평균

정부
부담

계

초·중등교육

민감
부담

고등교육

한국

3.3

3.5

3.1

3.3

3.3

3.4

3.1

2.9

3.4

3.1

3.2

3.0

한국

6.7

4.7

2.0

3.7

3.2

0.5

2.3

0.8

1.5

OECD 평균

7.5

7.0

8.4

5.1

4.5

5.5

5.6

5.5

5.9

7.3

7.1

7.6

OECD 평균

5.3

4.7

0.7

3.7

3.5

0.2

1.5

1.2

0.4

주 1) 전체 교육단계는 초등교육 미만부터 대학원(석·박사)까지 모두 포함
2) 실업률 = (실업자 수/{(취업자 수+실업자 수)}) * 100
3) 우리나라 ‘대학’ 자료에는 대학원(석·박사) 자료 포함

주 1) 2012년도 GDP는 1,377조 원임.
2) GDP 대비 공교육비 산출식=(정부부담 금액+민간부담 금액)/GDP*100
3) ‘초등교육~고등교육’ 항목에는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중 행정기관
지출분 포함
출처: OECD(2015). Education at a Glance

Ⅲ. 교육에 투자된 재정 및 인적자원

•정부부담 = {(정부에서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총액+학생·가계
지원금+민간이전금)/GDP}*100

1.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민간부담 = {(민간부담금(등록금 등)+기타 민간
교육부담금(학교법인 등)-정부의 민간이전금)/GDP}*100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6.7%)은 OECD 평
균(5.3%)보다 1.4%p 높고, 교육단계별로는 초·중등교육

[표 1]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구성(2011, 2012)
(단위: 개교, 명)

3.7%, 고등교육 2.3%로 OECD 평균(초·중등 3.7%, 고등
1.5%)과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7%로 OECD 평균(4.7%)과 동

초·중등교육
구분

일한 수준이며,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2.0%로 OECD

정부부담

고등교육

민간부담

정부부담

민간부담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평균(0.7%)보다 높았다. 그러나 전년 대비 민간부담 공교육

한국

3.4

3.2

0.8

0.5

0.7

0.8

1.9

1.5

비 비율의 경우, 초·중등교육은 0.3%p(0.8%→0.5%), 고등

OECD 평균

3.6

3.5

0.3

0.2

1.1

1.2

0.5

0.4

교육은 0.4%p(1.9%→1.5%) 각각 하락하였고, 특히, 고등교
육분야의 정부부담 비율은 전년 대비 0.1%p(0.7%→0.8%)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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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1년 GDP 1,235조 원, 2012년 GDP 1,377조 원
출처: OECD(2015). Education at a Glance,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 OECD
교육지표 2014.

FOCUS

교육 입학생 수를 해당 연령의 전체 인구 수로 나누고, 각각

Ⅳ. 교육에의 접근·참여 및 발달

의 연령별 입학률을 모두 더한 값으로 산출하는 ‘순 입학률’을

1. 외국인 학생 비율

사용한다. 우리나라 2013년 기준 전문대학의 입학률은 34%
로 OECD 평균(18%)보다 크게 높았으며, 대학교와 석사과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의 비율은 국제화를 가늠하는

정 입학률은 55%, 14%로 OECD 평균(57%, 22%)보다 각각

지표로 많이 활용되어 왔다.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

2%p, 8%p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사과정 입학률은

고 있는 외국인 학생 비율은 2%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3.3%로 OECD 평균인 2.5%보다 0.8%p 높았다.

OECD 평균 외국인 학생 비율(9%)보다 낮았다. 교육 단계별
[표 3] 고등교육 입학률(2013)

로는 전문대학(n)과 대학교(1%)보다 대학원 석사(6%) 및 박

(단위 : %)

사 과정(8%)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
았다. 약 10년 전인 2005년에 비해서는 외국인 학생 비율이

구분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약 4배로 증가하여, OECD 평균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지만,

한국

34

55

14

3.3

여전히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해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

OECD 평균

18

57

22

2.5

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순 입학률 = (해당 연령별 고등교육 입학자 수/해당 연령별 인구)*100

※전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비율:(한국)2005년 0.5%→2012년 2%,(OECD
평균) 2005년 7.6%→2012년 9%

출처: OECD(2015). Education at a Glance

Ⅴ. 학습환경 및 학교조직
[표 2] 고등교육기관 재학 외국인 학생 비율(2013)
(단위 : %)
구분

전체
고등교육

전문대학

한국

2

OECD 평균

9

1.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학교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n

1

6

8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교육여건을 나타내

5

6

14

24

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0년 이후로 학령

주: n은 0에 가깝거나 무시할 만한 수치임.
출처: OECD(2015). Education at a Glance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에 힘
입어 우리나라 초·중등 학교 급에서의 학급당 학생 수와 교
사 1인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그림 6]에서 초

2. 고등교육 입학률

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그간 꾸준히 감소하여 2013년 현
재 24.0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OECD 평균(21.2)명보다 2.8

OECD 교육지표에서 고등교육 입학률은 해당 연령의 고등

명 많은 수준이다. 중학교의 경우 2013년 현재 학급당 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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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교사 1인당 학생 수 추이(2000~2013년)

가 32.8명까지 감소하였음에도 여전히 OECD 평균(23.6명)

(단위: 명)

보다 9.2명이 많아 개선의 여지가 초등학교보다 더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경우([그림 7] 참조) 2000

40.0

년 이래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모두 지속적인 감

30.0

소추세를 보여 왔으며, 2013년 현재 초등학교는 17.3명, 중학

한국

OECD 평균

2012년

2013년

20.0
10.0

교 17.5명, 고등학교 15.1명으로 OECD 평균(15.2명, 13.4명,

0.0
2000년

13.3명)보다 각각 2.1명, 4.1명, 1.8명 많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중학교의 경우 OECD 평균과 차이가 가장 컸다.

2010년

2011년

초등학교
한국

32.1

28.0

21.1

19.6

18.4

17.3

OECD 평균

17.7

16.7

15.9

15.4

15.3

15.2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40.0

[그림 6] 학급당 학생 수 추이(2000~2013년)

한국

2005년

(단위: 명)

30.0

OECD 평균

20.0

40.0
10.0
30.0
0.0
20.0

중학교

10.0
0.0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초등학교
한국

36.5

32.6

27.5

26.3

25.2

24.0

OECD 평균

21.9

21.5

21.2

21.2

21.3

21.2

한국

21.5

20.8

19.7

18.8

18.1

17.5

OECD 평균

15.0

13.7

13.7

13.3

13.5

13.4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한국

20.9

16.0

16.5

15.8

15.4

15.1

OECD 평균

13.9

13.0

13.8

13.9

13.8

13.3

40.0
30.0
20.0

40.0

10.0

30.0

0.0

20.0
10.0

고등학교

0.0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중학교
한국

38.5

35.7

34.7

34.0

33.4

32.8

OECD 평균

23.6

24.1

23.4

23.3

23.5

23.6

주 1) OECD 교육지표의 학급당 학생 수는 재적 학생 수/학급 수로 각 교육단계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은 제외됨.
2) 연도는 자료의 기준년도로 EAG 발간년도와는 상이함.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각 년도

108

| 교육개발

2016 봄

주 1) OECD

교육지표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수업이 주된 업무인 교원만을 포함
하여 작성하며, 산출식은 재적 학생 수/교원 수(교장, 교감, 전문상담, 사서,
보건, 영양교사를 제외, 휴직 및 기간제 교원 포함)*100임.
2) 연도는 자료의 기준년도로 EAG 발간년도와는 상이함.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각 년도

FOCUS

Ⅵ. 나오며
지금까지 2015 OECD 교육지표의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 교육의 현 위치와 시사점을 살펴 보았다. 우리나라의 교육
은 그동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
러나 2015 OECD 교육지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영역들이 있다. 교육지표를 구성하는 4개의 장별로
살펴보면,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에서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
육에 투자된 재정 및 인적자원, 교육에의 접근· 참여 및 발달,
학습환경 및 학교조직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에 있어서 민간
부담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OECD 국가들에 비해 정부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 수 비율에서 보여주
는 것과 같이 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교육의 외적 성장과 더불어 학급당 학생 수, 교
사 1인당 학생 수와 같은 교육여건의 확충을 위한 노력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참고문헌]
•교육부(2015). 2015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2015년 11월 24일자).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2;2007;2012,2013,2014). OECD 교육지표.
•OECD(2015). Education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OECD,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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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소식

제10차 자유학기제 포럼 개최

110

제1회 방송통신중학교 졸업식 개최

2월 4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21층

2월 13일(토)부터 2월 14일(일)까지 이틀간 교육부와

스카이홀에서 ‘자유학기제를 위한 학부모지원단 활성화

우리 원은 대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등 3개교

방안’ 이라는 주제로 제10차 자유학기제 포럼이 개최되

에서 ‘방송통신중학교 제1회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방송

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우리 원이 주관한 이날 포럼에

통신중학교(이하 방송중)는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지 못

서는 먼저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한 성인과 학업중단 청소년 등에게 학력취득의 기회를

소장이 학부모지원단의 필요성 및 역할 등에 대해 주제

주기 위해 2013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공립 중학교로,

발표를 하였다. 이어 허은숙 교사(경기 신길중학교), 전

온라인 및 출석수업으로 운영된다. 연도별 개교 현황을

상은 학부모(서울 연희중학교), 이기호 교사(강원 사북

보면 2013년 2개교(대구고, 광주북성중), 2014년 4개교

중학교) 등이 학부모지원단의 운영사례에 대해 소개하였

(대전봉명중, 수원제일중, 호원중, 경원중), 2015년 6개

다. 이후 김정용 교사(경남 거창여자중학교), 백봉기 교

교(서울 아현중, 남춘천중, 원주중, 강릉중, 전라중, 진

사(충남 금산중학교), 김민 센터장(충남 아산진로지원체

주중) 등이 개교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졸업식을 통해

험센터), 최상록 센터장(수원청소년희망등대센터), 홍현

총 201명의 학생이 뜻깊은 졸업장을 받게 되었으며, 이

미 학부모(경기 신길중학교)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학

중 50∼70대 늦깎이 학생이 145명(72%)으로 나타나 방

부모지원단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

송중이 고령자들의 배움의 기회 제공에 크게 기여했음을

진하였다. 자유학기제가 취지와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

알 수 있다. 특히, 졸업생 중에는 80세 최고령 할아버지,

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

정신지체 3급인 청소년 학생 등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 중요하며 특히 학부모 정책에 대한 신뢰와 학교 교육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여 귀감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2016년 새 학

이 되었다. 교육부는 중학교 학력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기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포럼에서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2016년 3월에 8개교를

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학부모지원단의 역

추가로 개교하여, 지속적으로 방송중을 확대해 나가고

할과 활동을 심도있게 조명하고 학부모지원단의 운영성

있다. 또한, 다양한 연령의 학생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과를 공유함으로써 학부모지원단이 확대·발전될 수 있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인성·진로교육, 체험활동 등

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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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KEDI 교육시설 포럼 개최

KEDIㆍ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자유학기제 성공적 추진 위한 MOU 체결

2월 23일(화) 오후 2시 우리 원과 (사)미래교육환경학

3월 2일(수) 오전 11시 원내 제2회의실에서 우리 원과

회(공동대표 류호섭, 박영숙)가 연세대 세브란스빌딩 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소장 김진형)가 자유학기

회의실에서 ‘한·일 학교건축의 장수명화를 위한 유지관

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

리 및 재생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26차 KEDI 교육시설 포

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럼을 개최하였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학교, 관련 학

구현을 위해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으로, 소프트웨어의 융

계 및 업계 관계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합 및 확산을 통한 산업과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정책개

이 날 포럼은 조진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

발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다. 이 같은 기관의 전문성을

센터 소장의 인사말과 김관영 교육부 교육시설과 사무관

살려 자유학기제 인프라 지원을 위한 자유학기 SW멘토

의 축사로 시작하였다. 이어 김수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SW진로특강, SW중심사회 소개 및 체험) 프로그램

선임연구위원이 ‘장수명 학교건축을 위한 설계기술 방안’,

을 제공하고 있다. 자유학기 SW멘토스는 중학교 자유학

이상준 일본 관동학원대학 교수가 ‘일본 학교건축물의 노

기제 연계 SW교육을 지원하고 국내 SW교육의 기부문

후도 및 운영 유지관리 현황’, 아오키 시게루 일본 동경수

화 형성을 위해 75개 기업, 단체 및 협회, 대학, 학회, 유

도대학 교수가 ‘공공건축물의 재생 - 리파이닝에 의한 학

관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SW교육기부 그룹이다. 한국

교시설의 장수명화’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하였다.

교육개발원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업무협약 체결을

질의응답 시간에는 류호섭 (사)미래교육환경학회 공동대

통해 기관 간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효율적인 협력방

표의 진행으로 학교시설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계

안 공유 및 교육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

및 유지관리 방안을 놓고 발표자와 참석자들 간에 활발한

다. 또한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해 참여 학생의 진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로 26회를 맞이한 ‘KEDI

직업체험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한국교

교육시설 포럼’은 앞으로도 정부나 유관기관과의 학문적

육개발원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와

교류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교육시설 관련 주요 이

더불어 한국마사회 등과도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

슈들과 관련된 정책과제들을 보다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

정이며, 지속적으로 실무협의회 및 협업기관 포럼 등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통해 협업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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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현 정부가 지향하는 창조경제와 함께, 교육에서도 창

실시는 초·중등 간
교육

연계
를 통해 행복한 교육
혁신이 될 수 있도록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참여가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교 간
진로체험 활동기간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원
기관의 조
정이 있어야, 자유학기
제 운영의 혼선이 없을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조교육, 창의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 같
습니다. 주요국이 문화예술교육의 사례를 통해 창의성
교육에 신경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도 문화예
술과 학교교육, 창의성교육을 연계해야 할 시점이 아
닌가 생각합니다.

김진아(경북 경산)

조남아(전북 부안)
이전부터 궁금했던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관계 및 비교를 통해 영국
영국의 역사, 우리나라와의
유익하였지만, 그것을 통
의 교육현황 등을 알 수 있어
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실
한 시사점이나 개성존중교육
있습니다.
려 있지 않아 아쉬움이 조금

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알 수 있어서 유익하였습니다.
이것이 실제 교육현장에도 잘 적용되고, 그에 따라 우리
학생들도 교과적 지식을 포함한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대호(경기 남양주)

성지용(서울 관악)

UNESCO 사무총장의 특별기고와 OECD 교육국장의 파
워인터뷰,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주제로 한 글을 통
해 다양한 국가의 정책방향, 국외 저명인사의 생각 등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지호(충남 서산)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대학의 역할’은 대학의 구조개
혁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실
제 직무와 그 능력, 대학 구조개혁에서 소외되고 있는 대
학에서의 순수학문과 관련된 전공과 학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후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백지훈(전남 광양)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여전히 사교육이 부담스럽고,
많은 부분을 학교교육이 담당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새롭게 바뀌는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조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 1년을 넘었다고 하는

능력과 더불어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능력을 포함한다

데 아직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느끼기 힘듭니다. 앞으

는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수준의 학업

로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취도 평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인지적 능력들을 어

서영아(경기 안양)

사에서 기존의 전통적 평가 부분인 문해, 수학 및 과학

떻게 다루고 있는지 비교하는 내용이 앞으로 더 다루어
지길 바랍니다.

김지자(서울 도봉)
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가르쳐야 하는지 늘 고민하며, 반성하고 있
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장르포 지면은 실제 학교현
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보고 참고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서현(강원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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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가 요즘 큰 이슈이고,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 되는 만큼, 거기서 중요한 여러 진로교
육체험 활동과 이를 제공하는 기관을 소개하는 지면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윤기훈(인천 송도)

독

자

엽

서

보내는 사람
성명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전화번호

발송 유효기간
2016. 1. 19 ~ 2016. 12. 31

주소

서울서초우체국
승인 제 10113-41270호

2016 SPRING

교육개발 2016년 봄호

e-mail

받는 사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담당자 앞
0

6

7

6

2

 과  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교육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Q2. 

 은 교육자로서 교사의 권리, 전문직 종사자로서 교사의 권리, 교사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까지 포
학생들의

함하고 있다.
Q3. 한
 국교육개발원

            는 “교육정책네트워크를 통해

국가 교육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갖고, ‘국가 교육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연구·교육 협력망’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 소중한 의견을 주시거나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는 채택·추첨 등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교육개발 2016년 봄호

Q1. 2 016년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는 수업개선과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전반에서

2016 SPRING

읽고 퀴즈에 정답을 맞혀 주세요.

  「교육개발」 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  「교육개발」 을

  보내주신 의견은 「교육개발」 제작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읽고… 「교육개발」에 바란다!

    이번 호에 가장 재밌고 유익했던 기사나 「교육개발」에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

▒  「교육개발」을

KEDI 홈페이지(국문)
http://kedi.re.kr

KEDI 홈페이지(영문)
http://eng.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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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교실제연구・지원센터
http://scmc.kedi.re.kr

교원양성기관평가센터
http:///necte.kedi.re.kr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http://www.edu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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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

대학평가본부
http://uce.kedi.re.kr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http://www.afterschoo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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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교과서박물관
http://www.textlib.net

영재연구센터
http://gifted.kedi.re.kr

인성교육정보센터
http://insung.kedi.re.kr

인터넷 통일학교
http://tongil.moe.go.kr

자유학기제
http://freesem.moe.go.kr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http://www.hub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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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건강정보센터
http://schoolhealth.kr

한국교육종단연구
http://kels.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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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교육정보센터
http://oecd.kedi.re.kr

Wee 프로젝트
http://www.we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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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창의성과 인성을 기르는 교육,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교육,
나눔과 배려,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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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역량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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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