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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도서회원’이라면

귀하는 이미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입니다

1972년 8월에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우리의 전통과 현실에 맞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어 내고,

앞선 교육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며,

국가교육의 어젠다에 대한 선도적 대안을 제시해 온

세계 수준의 교육정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분야의 연구성과와 사업활동의

폭넓은 보급과 활용을 위하여

1987년부터 ‘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EDI가 발간하는 최신 연구보고서와 정보자료들을 받아보시는 순간,

귀하는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KEDI 도서회원’으로 함께 하십시오.

▣  회원 자격 및 특전

(1) 회원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주어집니다.

(2)  우리 원에서 계간으로 발간하는 『교육개발』(연 4회)과  

 『한국교육』(연 4회)을 보내 드립니다.

(3) 기관회원 : 기본연구보고서를 우송해 드립니다.

▣ 가입방법 : 가입신청서와 함께 회비 납부

▣ 연 회 비 : 1계좌당  개인회원 120,000원

                  기관회원 200,000원

▣ 입금계좌 :  296-13-00262-4(하나은행)

       예금주 : 한국교육개발원

▣ 문 의 처 :  지식정보화실  Tel : 02)3460-0407

 E-mail : book@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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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정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센터 소장

현장르포 

프로젝트 씨앗으로 창의인성교육의 꽃을 피우다 – 경북 울릉 저동초등학교

김두한 경북매일신문 기자

‘삶을 위한 학교’ 공간의 변화가 교육을 바꾼다 – 광주 선운중학교

이순이 월간 행복한교육 기자

독서의 기적을 이루다 – 강원 홍천여자고등학교

장은수 출판평론가·순천향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초빙교수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미래의 고전’ 만든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박상훈 아주경제 기자

교육통계 FOCUS

통계로 본 우리나라 대졸자의 취업현황

황정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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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 ‘다르게 되기’ 교육을 하면 인공지능(AI)이 두렵지 않다 

| 교육개발 2016 여름4

‘다르게 되기’ 교육을 하면 

인공지능(AI )이 두렵지 않다 

얼마 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이 있었다.

이세돌이 이기리라는 기대와 달리 

알파고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자

인공지능(AI)에 대한 우려가 넘쳐났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세미나가 잇따라 열리고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개혁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알파고나 인공지능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 사회가 교육력이 왕성하고

교육의 참된 가치가 우리 사회를 풍성하게 채운다면 말이다.

나에겐 두 딸이 있다. 

큰 딸은 합리적이고 이지적이며, 

작은 딸은 애교가 많고 감정표현이 풍부하다. 

나는 두 딸을 좋아한다.  

두 딸이 지닌 같은 점 때문이 아니라 

다른 점 때문에 더욱 좋아한다. 

큰 딸은 작은 딸로 대체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며, 

작은 딸 역시 큰 딸이 대신할 수 없는 

특이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어찌 내 딸들 뿐이겠는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대체될 수 없는 자신만의 특이성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겠는가? 

삶의 행로나 경험, 감성이나 심리, 성격뿐 아니라   

지문이나 홍채 같은 신체 각 부분까지 

특이성이나 개별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지문이나 홍채 인식 같은 생체인증도 가능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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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교육은 ‘같게 되기’ 활동으로 오해된 적이 있었다.

공장의 대량생산방식의 높은 생산성에 고무되어 

학교도 공장처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학생은 원자재로, 교사는 작업반장으로, 

학교는 공장으로 간주되었다. 

원자재인 학생은 언제나 대체가능한 존재였다.

특이성이나 개별성 대신에 학생이라는 일반성만이 존재했다.  

그러나 교육은 ‘같게 되기’보다는 

‘다르게 되기’를 추구하는 활동이다.

학생은 대체가능한 존재라기보다는

자신만의 지문과 홍채를 지닌, 특이성과 개별성의 존재이다.

학생의 특이성과 개별성을 존중하며 키워 나가는 교육, 

그것이 ‘다르게 되기’ 교육이다.

알파고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에 

기계와 경쟁하기보다는 기계와 공존해야 한다. 

기계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기계에게 맡기고,

인간은 인간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인간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창의성이다. 

특히 예술가는 매번 새로움을 찾아내고자 치열하게 고뇌한다. 

다빈치의 모나리자도,

모네의 수련도, 

천경자의 미인도나 이중섭의 소도,

이전에 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작품이었기에 의미가 있다.

이들을 모방한 모나리자나 수련, 미인도나 소에게는  

예술작품이라는 명칭을 부여할 수 없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교육은 ‘다르게 되기’ 교육이다.

저마다의 특이성과 개별성을 길러 주려는 

지극히 인간적인 활동이 바로 교육이다. 

특이성, 개별성, 창의성은 

인공지능(AI)이 결코 이해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다.

학생의 특이성과 개별성을 기반 삼아  

‘다르게 되기’ 배움을 거쳐

창의성을 활짝 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의 참된 가치이자 논리다.

이런 교육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 차고 넘쳐날 때

학생은 진정한 기쁨과 참된 행복감을 경험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취 또한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될 것이다.  

진정한 교육은 

특이성, 개별성, 창의성을 이해하거나 흉내내지 못하는 

인공지능(AI)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교육개발」이 

우리 사회에서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실현하고자 

‘다르게 되기’ 교육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 재 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클로드 모네(Claude Monet)의 수련 연작. 여러분은 동일한 수련을 보는가 

서로 다른 수련을 보는가? 수련 연작에서 동일한 수련을 보는 자보다 다른 

수련 즉 수련간의 차이 또는 차이생성을 보려는 자가 보다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 



파워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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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향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제주대학교 총장

“20대 국회에서는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대학구조개혁법안을 그

대로 상정하기보다는 수정·보완 요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으며, 20대 국회에서 새로 제안할 구조개혁법안은 한국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를 포함한 협의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많은 대

학과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이어야 합니다.”

허향진 대교협 회장은 20대 국회에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대

학구조개혁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허향진 회장은 또,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관련, “무엇보다 우

선되어야 할 것은 재정 지원에 따른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이겠지만, 동시에 대학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대학의 여건 및 

발전 방향에 따라 지출하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

해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대입전형이 고교 교육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과도한 대입경쟁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

으며, 이로 인해 교육기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고, 고교 교육과

정의 충실도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대학교육 기회의 고른 

배분을 위한 전형을 운영하고, 사교육 유발요인을 최소화하는 전

형을 설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20대 국회에서 새로 제안할 대학구조개혁법안은   

대학과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이어야”

“ 대학은 고교 교육과정 충실도 중심으로 학생 선발하고 

사교육 유발요인 최소화하는 전형 설계해 과도한 대입 

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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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지난 5월 31일(화) 서울시 중구 소

공로에 위치한 플라자호텔 비즈니스센터에서 허향진 대교협 회

장(제주대학교 총장)을 만나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대학의 

현안 및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대안과 해법,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제언 등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눴다. 

김재춘 원장 : 대학 구조개혁, 재정확충 등 현안이 적지 않은 시기에 

대교협 회장을 맡아 책임이 무거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임 두 달째

를 맞고 있는데, 그간의 소감과 앞으로 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허향진 회장 : 대학 구조개혁과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대학재정

이 어려워진 시점에 대교협 회장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짧

은 임기 동안 모든 이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걱정도 됩니

다. 회원 대학 간 설립 유형과 소재지 등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이를 잘 조율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기

관과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

고 싶습니다.   

김재춘 원장 : 취임사에서 “대학의 위기를 대학협의체 본연의 역

할을 강화해 극복하겠다”고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

학 위기에 대한 현실 진단과 역할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허향진 회장 : 급속히 변화하는 대학환경 속에서 대학 간의 이해

관계가 서로 대립되고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에 있어서도 갈

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새 틀을 짤 수 있도록 

대학의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우리 대교협의 역할은 개별 대학이 

추진할 수 없는 사안들을 대학 총장들의 지혜와 총의를 모아 정부

와 국회 등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되게 하는 것이 주임무입니다.  

김재춘 원장 : 미래 국제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른 한국사회의 변

화 모습을 예측하고 고등교육이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해야 한다는 생각을 최근 피력하신 바 있는데, 대교협 차원의 대

안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대교협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파워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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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두 달째를 맞고 있는데, 

그간의 소감과 앞으로 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허향진 회장 :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우수인력 양

성을 통해 생산성을 혁신하지 못하면 더 이상의 경제성장과 국

가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이와 함께 대학의 위

기 상황도 심화되리라고 봅니다. 이같은 시점에서는 전체 대학이 

공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방안 모색을 통해 대학 특성에 따라 발

전유형을 선택하여 발전전략을 수립·실천하는 공생적 고등교육 

발전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대학발전 생태계 조성

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미래 고등교육을 위

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 진단

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회원 대학들이 위기를 극복해 나

갈 수 있도록 고등교육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정책연구를 강화하

고 그 결과를 분석자료로 개발·제공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

한 대학 간 네트워크가 연계되도록 대교협 내 고등교육연구소를 

중심으로 정책자문위원회, 현안별 TF 등을 통해 현황을 분석하고 

자료를 개발하여 정책건의 활동을 적극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또

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구분 없이 적극적인 의견수렴 기능

을 강화하고,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평가 질 관리 시스템

을 개선하며, 한국 대학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세계화를 위한 국

제협력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춘 원장 : 대학 구조개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되지 않았고, 구조개혁 방식에 관한 논의

도 활발합니다. 법안 통과가 시급하고 구조개혁도 내실 있게 추

진되어야 하는데,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회장님의 생각과 제언을 

듣고 싶습니다.

허향진 회장 : 19대 국회에서 구조개혁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앞

으로는 폐기된 구조개혁법안을 그대로 상정하기보다는 수정·보

완 요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대 국

회에서 새로 제안할 구조개혁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교협

과 전문대교협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대학 의

견수렴 절차를 거쳐 많은 대학과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구조개혁법안이 

제정된 후에, 그에 근거한 평가결과 활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평가지표에 대한 대학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도록 공청회 및 설명회,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공개 

POWER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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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대학 간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이를 잘 조율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기관과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파워인터뷰

등에 대한 원칙과 일정을 대학사회와 협의하고, 확정된 평가편람

의 공개시기가 1주기보다는 앞당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평가

지표와 평가기준에서 대학의 소재 지역, 설립 유형, 규모, 특성 등

이 반영되지 않아 평가로 인한 대학교육의 획일화가 우려되고 특

성화를 추진하는 데 저해되는 요소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이 시급합니다. 또한 평가방법, 평가위원 선정, 평가일정 등 평가

운영에 있어서 1주기에 나타난 문제들을 개선해야 하고, 평가결과

를 신뢰할 수 있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강화하는 방안을 마

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재춘 원장 : 대학 구조개혁과 함께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CORE)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ACE)사업, 산

학협력 선도대학(LINC)사업, 대학특성화(CK)사업,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형태

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고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정

리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울러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 

교육-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해결되고 대학교육이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등 성과를 거두려면 정부와 대학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허향진 회장 : 정부가 고등교육 투자를 위해 OECD 평균인 GDP 

1.1% 수준까지 재정을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2015년에 0.7% 수준

에 그쳤습니다. 여기에서 학생복지 성격인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다면 0.47%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대학등록금 동결 

및 인하로 대학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표방하는 

경쟁중심의 재정지원으로 인해 대학들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고, 대학 간 경쟁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습

니다. 또한, 대학들이 정부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사업들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대학의 발전방향을 변경하게 되어 

재정지원사업이 오히려 대학 고유의 발전 목표와 방향을 저해하

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대

학의 자생력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재정지원사업은 다양한 차

원에서 대학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되어야 합

니다. 재정지원에 따른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해야겠지만, 동시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대학 여건 및 발전방향에 따라 지출하며 자생

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별 

평가에 의한 차등지원 방식이 안고 있는 역기능을 해소하고, 고

등교육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트랙(Two-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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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지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고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정리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울러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 

성과를 거두려면 정부와 대학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학재정 배분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요건을 갖

춘 대학에게 일정 수준의 재정을 지원해 주는 총괄지원(Lump-

sum) 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별로 경쟁을 유도하는 

사업중심 지원방식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김재춘 원장 : 대학운영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재정입니다. 대

학의 경쟁력 제고와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재정 

확충이 시급하고도 긴요한데요, 이와 관련 대교협이 최근 정치권

에 대학재정 확충과 고등교육재정 GDP 1.1% 확보를 위한 고등교

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을 담고 있고 향후 계획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허향진 회장 : 우리의 국가재정 규모에 비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열악하고 미흡한 수준으로 OECD 평균에도 훨씬 못 미

치고 있는데,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록 고등교육 예산규모는 명목상으로 증가하였

다고는 하나, 이는 2010년 이후 국가장학금 지원규모를 증액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국립대학 운영 지원 및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고등교육 재정규모는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자의 

전환과 안정적 고등교육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고 본 것입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은 교육계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로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1.1%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즉, 고등교육재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고등교육 투자의 최소수준을 유지

하고, 나아가 재정 확보과정에서 국가재정 여건 변화나 정치적 

논리에 이끌리는 역기능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한, 이는 고등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대

학 등록금 인하를 위한 긍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고등교육 투자를 위해 OECD 평균인 GDP 1.1% 수준까

지 고등교육재정을 부담한다면, GDP 대비 민간투자 고등교육

재정 비율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수 있고, 이는 결국 학

생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

해서는 경쟁력 강화의 필수조건인 충분한 대학재정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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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대학의 자생력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요건을 갖춘 대학에게 일정 수준의 재정을 

지원해 주는 총괄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별로 경쟁을 유도하는 사업중심 

지원방식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포함해 대학재정 확충을 위해 

국회와 정부부처에 더욱 적극적인 협의와 협조를 요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재춘 원장 : 시간강사법 개정을 앞두고 대학-강사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되어 있는 개

선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당사자들의 이견이 좁혀

지지 않는 이유와 대교협 차원의 복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

십시오.

허향진 회장 :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는 16만 명의 입학정원을 감축시키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

고, 7년째 계속되고 있는 등록금 인하 및 동결 정책으로 인해 대

학의 재정은 한계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시간강사 전체

를 전임교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 대교협에서 실시한 몇 차례 의견조사에서

도 시간강사들의 요구사항은 대부분 강사법을 통한 법적 지위의 

확보보다는 강의료 인상, 강의기회 확대 등을 통한 처우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강사의 신

분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대학에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의견을 

모아서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학정원 감축을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반값 등록금 및 등록금 동

결 등으로 대학재정이 한계 상황에 도달해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학문 후속세대 양

성과 전문인력 지원, 고등교육 생태계 유지를 위해 강의료 인상

과 이를 위한 재정지원 등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시간강사 처우개

선을 위한 재정지원, 시간강사의 강의 및 연구지원을 위한 연수 

등의 행정지원 등 현실적인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한 대안이 고

려되어야 합니다.

김재춘 원장 : 대학교수들의 명강의를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수

강할 수 있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가 누적 방

파워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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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 정책위원회에 ‘대학발전을 위한 과제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 어떤 배경에서 그 같은 

건의문이 나왔고, 주요 내용과 향후 처리 전망 및 대응 

방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자수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K-MOOC에 참여

할 대학들을 신규 또는 재선정해 9월부터 모두 85개 강좌를 추가

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MOOC는 세계적인 석학들의 강의를 인터

넷을 통해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질의응답과 과제, 토론 등 쌍방향 

학습이 가능해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과 함께 교육 플

랫폼 및 교수방법 등 교육 소프트웨어의 변혁은 대학교육 현장에 

커다란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대학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허향진 회장 : K-MOOC는 현재 보편화 단계로 접어들 준비를 서

서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학부강의의 경쟁력 확보에 더 자극을 

받고, 더욱 개선된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대학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K-MOOC 등이 보편화되는 시대를 대비해

서 교수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그런 진전된 여건을 활용한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과 같은 교육기법에 대한 연구 준비가 

더욱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춘 원장 : 대교협이 4.13 총선 전에 각 정당 정책위원회에 

‘대학발전을 위한 과제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 

어떤 배경에서 그 같은 건의문이 나왔고, 주요 내용과 향후 처리 

전망 및 대응 방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허향진 회장 : 우리 고등교육은 양적 발전단계를 넘어서 질적 발

전단계로의 도약을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지만, 한편으

로는 학령인구 감소와 장기화된 경기침체 등으로 대학의 존립기

반은 위태로운 상황이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환경변

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

해서는 무엇보다 대학공동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구성원

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대학과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과제들을 정리하여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대학발전을 위해 재정투자가 반드시 필요하

다는 점입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대학기부금 소득공제제

도 등 재정투자의 전환과 안정적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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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과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과제들을 정리하여 건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학발전을 위해 재정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대학의 

특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고, 국가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대학의 균형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워인터뷰

용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과 교육의 

다양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

고, 대학 구조개혁도 이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

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

으며, 대학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가는 지역사회와 연계

하여 대학의 균형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대학발전을 위한 세부 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

록 앞으로 각 정당 및 정부와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실현방안들

을 논의·토론·협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김재춘 원장 :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대학 학부교육의 중요성과 

변화를 강조하면서, 지금 이 시대와 사회는 글로벌 창의인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대학교육은 지적 능력만을 키우는 산업화

시대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머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제4

차 산업혁명 도래 등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는 대학교육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성찰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과 대학교육의 혁신을 위해 어떤 

방향 모색과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허향진 회장 : 앞으로 산업계에서 개별 기업이 고유의 역량만으

로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IT업계에서 

진행되어 왔던 것처럼 생태계를 조성해 여러 참여자를 유도한 후 

시장규모를 키우는 방식이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대학도 산업경제시대의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신을 요구받고 있으므로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핵심인

력인 융합형 창조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

다. 융합형 창조인력이란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발상의 전환과 도전을 거듭해 자신의 일상적 삶을 창조적으로 개

척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창의와 혁신 역량

을 함양시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케 하고, 이를 창업 등과 같

은 분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살아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은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융합학문을 발전시키며 

산학협력과 졸업생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지역산업의 

발전을 견인해야 할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도래 등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는 

대학교육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성찰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대학교육의 혁신을 위해 어떤 방향 모색과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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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변화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이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혁신에 대한 

공감과 믿음을 갖고 끊임없는 자기 주도적인 혁신을 다할 때 대

학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교수, 학생들과 함께 지역

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인재기반의 발전 창구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좋은 기

업이 있는 곳에 인재가 몰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인재가 양성

되는 곳에 기업이 만들어지는 시대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그 성장을 견인할 때 존재의 

가치는 빛날 것입니다.

김재춘 원장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반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

인재’를 기조로 자유학기제 확산, 일·학습 병행제 확대, 지방교

육재정 개혁 등 6대 교육개혁 과제 추진에 힘써 현장에서 가시적

인 성과를 거두고 있고, 4년 차인 올해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 대학 구조개혁 지속 추진, 초등돌봄 서비스 질 제고, 

세계시민교육 확산 등을 집중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

의 교육분야 국정과제와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간략히 진단·전

망해 주십시오. 아울러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어떤 변화를 주

문하고 싶으신지요.

허향진 회장 :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교육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초·중등 부문에서 자유학기제 시행과 함께 공교육정상화

법 제정 등으로 학생들이 과도한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워 나갈 수 있는 공교육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고등교육단

계에서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선제적 대비로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을 통해 4만 7,000명 수준의 대학 정원 감축 계

획을 확정하였고, 사회 인력수요에 맞춰 대학교육도 변화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방안도 마련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초·중등 교육분야에서의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은 여

전히 대입전형이 복잡하고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줄이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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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핵심인력인 융합형 

창조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창의와 혁신 역량을 함양시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케 하고, 이를 창업 등과 같은 

분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살아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좋은 기업이 있는 곳에 인재가 몰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인재가 양성되는 곳에 기업이 만들어지는 

시대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파워인터뷰

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분야에서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통한 

정원 감축은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불균형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다양성이 증

대되는 현대사회 변화에 맞추어 교육정책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초·중등 교육분야에서 대입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고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에 도움이 되고 대입전형이 유의미한 교육 경쟁으

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학과 고교의 공동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교협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

등교육분야에서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지속적인 대학 구조개

혁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제19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대

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조속히 재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학 구조개혁은 국립과 사립, 수도권과 지역대학 등 각 대학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

되어야 합니다.

김재춘 원장 : 대입 경쟁이 치열하고 그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이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

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향진 회장 : 대입전형이 고교교육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과도한 대입경쟁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된

다는 점, 이로 인해 교육기회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점 등을 해결

하기 위해 무엇보다 대학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현재 대학에서

는 앞서 언급한 우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

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대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

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형체계를 수시 4개 및 정시 2개로 간

소화했습니다. 또한 대입전형의 기본방향을 사전에 제공하는 대

입전형 3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대학별 홈페이지, 다양한 대입전형설명회 및 상담, 정보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전형 안내 및 상담, 온·오프라인 모의전

형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고교교사 대상 연수 진행 등 여러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교 교육과정의 충실도를 중심

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생부 중심 전형 모집인원은 2017학년도에 총 21만 4,501

명(60.3%)에서 2018학년도에 총 22만 5,092명(63.9%)으로 확대했

습니다. 반면에 사교육 유발 요소가 크다고 판단되는 논술전형 

모집인원은 2017학년도 총 1만 4,861명(6%)에서 2018학년도 총 1

만 3,120명(5.1%)으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사교육 유발요인을 줄

이기 위해 도입된 2018학년도는 수능시험 영어 절대평가에 맞춰 

전형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학교육 기회의 고른 배분을 

위한 전형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른기회전형 모

집인원은 2017학년도 3만 9,083명(11%)에서 2018학년도 4만 306

명(11.4%)로 확대했으며, 지역인재의 대학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2017학년도 1만 120명(2.8%)

에서 2018학년도 1만 931명(3.1%)로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

교육 유발요인을 최소화하는 전형을 설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서는 고교 교육과정의 범

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선행학습 영향평

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

업 운영대학(2015년 기준 60개교)에서는 매년 대입전형에 사교육

을 유발하는 요소가 없는지를 파악하여 전형을 개선하는 ‘사교육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재춘 원장 : 제주대학교는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놀라운 성장

을 이뤄내면서 ‘아시아의 명문, 세계의 중심 대학’을 지향하는 국

제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제주대학교의 도전과 

성취, 미래비전과 발전목표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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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향진 회장 : 1952년 도립초급대학으로 출발한 제주대학교는 섬

이라는 지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중심체로서 지역발전을 선

도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2008년 전국 최초로 교육

대학과 통합하여 초·중등종합교원양성체제를 구축하였고 의학

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기초·보호학문 분야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제주지역 지식공급처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습

니다. 제주대학교는 ‘아시아의 명문, 세계의 중심대학’이라는 비

전을 수립하고 교육, 연구, 재정기반, 대학행정, 복지구현, 대외협

력 등 6개 부분의 발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쉼 없

이 변화와 혁신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학이 그동안 

목표로 해왔던 전국 20위권 대학으로 올해 첫 진입하였고, BK21

플러스, LINC사업, CK-1사업,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선도대

학육성사업,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도 우

수한 성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LINC사업단 4년 연속 최우

수 사업단 선정, 의학전문대학원 교육평가 최고등급 획득, 거점

국립대학교 중 취업률 1위 등 교육 및 연구, 취업 분야에서 탁월

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섬이라는 제주지역의 지리적 특성, 제주특별자치

도의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에 맞추어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제

자유도시처럼 선도적 대학 모델을 만들어 세계 속 글로벌 대학으

로 성장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주대학

교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하는 도전, 행복한 공동체’라는 

슬로건과 더불어 ①글로벌 교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전인교육대학 ②경쟁력 있는 지식창출로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연구중심대학 ③지구촌 인재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글로벌중심

대학 ④제주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 지역발전 선도대학 

등 4대 목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구성원과 함께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인 대학혁

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경쟁력 있는 강

한 대학을 만들 것입니다.

POWER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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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교 교육과정의 충실도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려는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 기회의 고른 배분을 위한 전형을 운영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 유발요인을 최소화하는 전형을 

설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입 경쟁이 치열하고 그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이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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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제주도 제주시 출생.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를 졸

업하였다. 이후 경희대학교와 세종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하와이대학교 객원연구

교수,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파견 연구교수로 근무하

였다. 1984년부터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관광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주대학교 평의원회 의장, 경영대학원 원장, 

경상대학 학장 등 학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0년 2월 

제주대학교 제8대 총장으로 취임한 후, 제9대 총장을 연임하

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

회 자문위원, 제주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부의장, 제주발전

연구원 원장,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열린대학교

육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인증위원장 등

을 역임하였다. 올해 4월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해 재임 중에 있다.

p r o f i l e 

허 향 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제주대학교 총장

김재춘 원장 : 자녀들이 다 장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자녀교육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회장님 나름의 

교육관이나 교육철학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허향진 회장 : 2남 2녀로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평범함, 보통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특별할 것 없는 일반적인 교육코스

를 밟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려움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쳤습니다. 

저의 교육철학은 ‘도전정신’에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부모 밑

에서 자라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주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도전정신을 가

지고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 직접 행동할 것을 늘 강조합니다. 제

주대학교 학생들에게 도전정신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

하고자, 글로벌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20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아 미국, 유럽, 캐나다, 호

주, 중국 등에서 공부하였고, 올해는 400~500여 명을 목표로 지

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떠나서 잠시라도 외국에서 

생활하고 학교를 다닌 경험이 우리 학생들의 도전의식을 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춘 원장 :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해 가지고 계신 바람이나 기대, 

제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향진 회장 : 한국교육개발원은 우리나라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 

전문적 자문과 교육정책 수립 지원 등 기여하는 바가 많은 기관

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정책 전

문 연구기관으로서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담론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대교협과도 중요한 사안에 대

해 담론의 장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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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세계경제포럼(WEF) ‘직업의 미래’ 보고서 : 4차 산업혁명 도래…
“전 세계 7세 아이들 65%는 지금 없는 직업 가질 것” - 주요 내용과 전망, 교육 차원의 대응

글

•
홍영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실장

세계경제포럼(WEF) ‘직업의 미래’ 보고서 : 4차 산업혁명 도래…

“전 세계 7세 아이들 65%는 지금 없는 직업 가질 것” 

 - 주요 내용과 전망, 교육 차원의 대응

금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16년 세계경제포

럼(WEF) 연차총회에서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와 영

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조사한  ‘직업의 미래(The Future of 

Jobs)’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의 연구 틀은 미

래의 직업 관련 글로벌 의제위원회(Global Agenda Council)

와 양성평등 관련 글로벌 의제위원회 및 학계와 국제기구, 기

업의 전문가, 주요 단체의 인적자원 책임자 등과 공동으로 구

성·개발되었다.

이 보고서의 근간을 이루는 자료는 지구촌 일자리의 65%(19

억 명)가 포진해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주요 1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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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WEF) ‘직업의 미래’ 보고서 : 4차 산업혁명 도래…
“전 세계 7세 아이들 65%는 지금 없는 직업 가질 것” - 주요 내용과 전망, 교육 차원의 대응

의 9개 산업분야 내 371개 세계적 대기업의 최고 인적자원관

리자 및 전략기획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의 결과이

다. 이 조사에서는 2020년까지 소속 기업에서 가장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직업분야 및 그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

로 질문한 결과를 종합하여 2020년에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

는 8개의 직업군을 제시하였다. 선정된 8개 직업은 데이터 분

석가, 컴퓨터·수학 관련 직업, 건축·엔지니어링 관련 직업, 

전문화된 세일즈, 전환기간의 수석 매니저, 제품 디자이너, 인

사·인력개발 전문가, 대관업무 전문가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거의 모든 기업과 지역에서 빈번하게, 공통적으로 중

요시된 두 가지 직업 유형이 있다. 첫째 유형은 데이터 분석

가로서 기업들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료의 홍

수로부터 유의미한 통찰을 도출해 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둘째는 전문 영업 담당자로서 기술적 혁신의 시대에 

있어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능숙하게 홍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에너지와 미디어, 연예와 정

보 등 모든 산업들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다

가올 세분화된 변화 속에서 기업을 성공적으로 리드해 갈 새

로운 유형의 고위관리자들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기 때

문이기도 하다.

보고서에 나타난 가까운 미래의 직업세계에 대해 좀 더 자

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직업세계의 변화요인들을 보면, 이전에는 서로 독립

적으로 발전해 온 인공지능, 기계학습, 로보틱스, 나노기술, 

3D 프린팅, 바이오공학 등이 서로 융합하고 상호 작용하여 

혁신적인 깊이와 속도로 발전해 감으로써 직업세계에 현격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스마트 시스템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

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미래 기술과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화가 크게 나타나 기술

혁명에 상응하는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 세계 노동시장은 직종과 직능 사이에서 

상당한 격동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추세에 따르면 2020

년까지 급작스러운 노동시장 변화로 인해 최소 510만 개 이상 

및 최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5년간 감소하는 710만여 개의 일자리 가운데,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직업군은 일반적인 화이

트 칼라 사무·행정직으로 약 47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제조·생산직(-161만), 

건설·채굴직(-50만), 미술·디자인·오락·스포츠 및 미디

어(-15만), 법률(-11만)의 순으로 일자리가 감소될 것으로 전

망되었다.

반면, 향후 5년간 새롭게 고용창출이 될 200만 개의 일자

리 분야를 살펴보면, 순서대로 경영·재무(+49만), 관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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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42만), 컴퓨터·수학 관련직(+41만), 건축·엔지니어 관

련직(+34만), 영업 관련직(+30만), 교육·훈련 관련직(+6

만)으로 전망되었다. 

증감하는 일자리의 분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단순한 

노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들은 없어지는 반면 하이테크가 요

구되는 일자리는 더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됨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은 향후 5년간 감소할 직업과 증가할 직업을 나타

낸 것이다.

컴퓨터나 수학, 건축, 공학 및 기타 전략적·전문적 직군에

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인재확보를 위한 효과적 방법을 찾기 위해 심대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2015~2020년의 

기간 동안 훨씬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산업에 있어서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개별 직종 및 

직업군 내에서 기술 요구조건의 변화 정도가 더욱 심화될 것

이다. 감소될 직업조차도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변화

하게 될 것이므로 거의 전 산업 분야에 걸쳐 기술 및 기타 변

화의 영향으로 근로자들이 가진 기존 기술의 수명이 단축될 

것이다.

2020년까지 대부분의 직업에서 요구되는 핵심기술의 평균 

3분의 1 이상이 현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별로 중요하다

고 보지 않는 기술들로 대체될 것이다. 즉, 전반적으로 소통 

및 설득능력, 감성능력, 학습능력 등 사회적 기술이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프로그래밍이나 장비 운용 등과 같은 기술적 능

력에 비해 수요가 많아질 것이며, 본질적으로 기술적 능력은  

사회적이고 협력적인 기술에 의해 뒷받침 될 것이다.

‘직업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 분야는 원격 의

료시스템의 발달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에너지 및 

금융직 종사자 역시 로봇이 업무를 대체함으로써 막대한 손

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20년까지 710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기존에 없던 

200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결과적으로는 500

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전 세계 7세 어린이의 65%는 지금 존

재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사피엔스’의 저자 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80~90%는 

아이들이 40대가 되었을 때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될 확률이 크

다”라고 말하고 있다.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보다 휴식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오히려 더 유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직업의 미래’ 보고서에서는 2020년까지 산업 및 비즈니

스 분야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에 대해 이미 발생한 요인, 

사무직 경영·재무·운영

제조업 관리 감독 분야

건설·채굴 컴퓨터·수학 분야

법률 영업 관련직

미술·디자인·오락

스포츠·미디어
건축·엔지니어

-4,759 492

-1,609 416

-497 405

-109 303

-151 339

[그림 1] 향후 5년 감소할 직업과 증가할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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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7년의 요인, 2018~2020년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미 발생한 영향요인>

• 지정학적 위기 증가

• 모바일 인터넷 및 클라우드 기술

• 정보처리 능력 및 빅 데이터 발전

• 크라우드 소싱, 공유경제 및 개인 간 플랫폼

• 신흥시장에서의 중산층 성장

• 신흥시장에서의 젊은 층

• 급속한 도시화

• 업무환경 변화 및 유연한 업무

• 기후변화, 천연자원 부족 및 녹색경제로의 이행

<2015~2017년의 영향요인>

• 신규 에너지원 및 기술

• 사물 인터넷

• 첨단 제조업 및 3D 인쇄

• 지속성, 고령화사회

• 윤리 및 사생활 문제에 관한 새로운 소비자 우려

• 여성의 열망 및 경제력 향상

<2018~2020년의 영향요인>

• 첨단 로봇공학 및 자율 수송

•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 첨단소재, 생명공학, 유전공학

이상과 같은 요인들로부터의 영향력과 더불어 언제 어디서

나 사무실과 같은 업무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유비쿼

터스 기술의 발달은 여러 산업분야에서 인력구조의 변화를 

한층 촉진시킬 것이다. 나아가 빅 데이터 시대에 있어서 로봇

공학 및 인공지능의 발달은 수백 명의 인력이 처리하는 정보

를 기계 1대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

무의 경우 기계가 인간보다 더 빠르게 자동으로 업무를 처리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여러 직업군에 있어 로봇이 인간을 대체

하는 현상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업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내 로봇이 대체할 

직업군은 모델, 스포츠 심판, 텔레마케터, 법조인 등으로 

90~100%에 이르는 높은 대체 확률이 전망되며 운전기사, 어

부, 제빵사 및 패스트푸드 점원도 로봇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으로 나타났다. 반면 데이터 분석가, 전문 세일즈맨, 

성직자, 사진작가 등과 같이 특정한 숙련 기술이 필요한 직업

의 경우 로봇으로 대체되기 다소 힘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일자리의 감소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여성의 일자리 수는 남성에 비해 더 급격하게 감소되어 여성

의 불균형 고용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세심함과 

단순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의 일자리를 로봇이 대

체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동시에 새롭게 고용이 창출

되는 일자리가 여성의 비중이 크지 않은 직업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전망되었다. 특히 남성이 다수를 차

지하고 여성에게 일자리가 적게 주어지는 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큰 폭으로 

일자리를 잃고, 더 어렵게 일자리를 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

었다. 

세계경제포럼(WEF) ‘직업의 미래’ 보고서 : 4차 산업혁명 도래…
“전 세계 7세 아이들 65%는 지금 없는 직업 가질 것” - 주요 내용과 전망, 교육 차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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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노동력 수급 전략에 대한 기술적, 인구통계학적, 사회

경제적 변혁은 고용 전망, 기술 요구조건 등에 있어서 혁신적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미래의 노동력 계획 및 변화 관

리에 있어서 인재를 채용하고 훈련시키며 관리하는 일은 실

질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향후 몇 년 동안 이러

한 문제를 시기적절하게 예측하고 대응하지 못한다면 기업과 

개인, 국가, 그리고 사회 전체는 상당한 경제적·사회적 비용

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다음 그림은 산업 전반에 걸친 미래 노동력 전략을 나타낸 

것이다. 전 산업 부문에 걸쳐서 응답자 가운데 약 3분의 2가 

미래 변화 관리 및 미래 노동력 전략 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임직원의 재교육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이를 위해 투자할 의

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파괴적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 논

의는, 새로이 등장하는 직업군에서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틀에 박힌 업무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무한할 것으로 

전망하는 입장과 대량 노동력 대체 및 정리 해고를 전망하는 

입장의 두 가지 극단적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 두 가지 양상

은 모두 가능하며 대량 정리해고일지, 새로운 기회의 등장이 

될지는 오늘날 우리의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과거의 산업혁명 기간 동안에는 대규모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교육체제를 정비하고 노동시장을 구축하는데 수십 

년이 걸리기도 했지만,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파괴적 혁

신의 속도와 규모를 감안한다면 과거와 같은 시간이 소요되

지 않을 것이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를 주

도해 갈 인적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교

육체제를 전환하고 미래에 대비한 기술노동력을 길러내려는 

집약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 학교는 현재 

진행 중인 변화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올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량실업과 같은 최악의 시나리

오를 피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대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

부와 기업, 교육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래사회의 교육

과정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구상해야 할 것이다.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대체가 가능한 단순기술이 아닌 

창조력과 학습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기초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추세에 부응하여 기존의 노동력을 생애주기 전

체에 걸쳐서 재교육하기 위한 평생교육에 더욱 주목할 필요

가 있다.

65%

39%

25%

25%

22%

22%

14%

12%

12%

11%

현 직원 재교육에 투자

유동성 및 업무 순환 지원

교육기관과 협력

여성 인재 목표

외국인 인재 모집

견습제도 제공

타 산업부문 기업과 협력

동종업계 타 기업과 협력

소수집단 인재 목표

단기 근로자 고용

출처: Future of Jobs Survey, WEF(2016).

[그림 2] 미래 노동력 전략을 위한 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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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현황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전망

글

•
박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빅데이터인텔리전스연구부장

인공지능의 현황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전망

지난 3월 이세돌 9단과 구글의 인공지능 바둑 소프트웨어

인 알파고의 대결은 온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은 1989년 IBM 인공지능 딥블루(Deep 

Blue)와 체스 그랜드 마스터와의 대결, 2011년 IBM 인공지

능 왓슨(Watson)과 인간 퀴즈왕의 대결에 이어 또다시 인공

지능과 최고의 인간 전문가의 대결에서 인공지능이 승리한 

사건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촉발한 계기가 되

기도 했다. 전문가나 개발자의 범위를 넘어 모든 이의 관심이 

된 인공지능은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살펴 본다. 



SPECIAL  REPORT

Educational Development  2016 SummEr | 25| 교육개발 2016 여름24

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사람의 이름을 

갖게 되다. 

2011년 세상을 놀라게 한 애플의 시리(Siri)는 사람과 대화

하는 개인비서를 스마트폰에서 실현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로 ‘Speech Interpretation and Recognition Interface(언어 

해석 및 인지 인터페이스)’라는 긴 이름의 약어로 알려져 있

다. 하지만, 애플에 인수된 시리라는 회사를 창업했던 CEO 

대그 키틀로스(Dag Kittlaus)가 노르웨이 말로 ‘당신을 승리

로 이끄는 예쁜 여인’이란 뜻에서 착안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

으며, 실제 노르웨이계인 키틀로스가 딸을 낳으면 이름을 ‘시

리’라고 지으려 했다는 후문이 전해지기도 한다.

2011년 세상을 놀라게 한 또 하나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가 등장했는데 바로 IBM의 왓슨(Watson)이다. 퀴즈대결 방

송 프로그램인 제퍼디쇼에서 퀴즈왕 켄 제닝스와 브레드 러

터와 대결해서 승리하며 Deep QA(Question Answering) 소

프트웨어가 세상에 알려졌다. IBM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만

들어낸 소프트웨어에 IBM 창업자(Tomas. J. Watson)의 이

름을 따서 ‘왓슨’으로 이름 지었다.

시리와 왓슨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의 비약적인 진보

를 증명한 것이라는 사실 이외에 또 하나의 아주 큰 변화를 

가져 왔는데, 그것은 바로 소프트웨어 이름의 변화이다. 스프

레드시트 엑셀, 워드프로세서 한글, 데이터베이스 MySQL, 

웹브라우저 익스플로러 등 고유의 기능을 상징하는 단어를 

찾아서 이름 짓던 방식에서 시리, 왓슨과 같은 사람과 유사한 

이름을 지어주는 방식으로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소프트웨

어가 사람을 닮아가면서 결국엔 사람과 유사한 이름을 갖게 

된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인 것이다.

Ⅱ.   소프트웨어의 역사는 사람의 지능을 

닮아 가는 것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4대 디지털 치매

의 주범으로 계산기(엑셀), 주소록(휴대전화), 내비게이션, 검색

엔진을 운운한다. 이 때문에 암산능력이 저하되고, 자기 집 전화

번호조차 못 외우고 갔던 길도 기억 못하며, 검색으로 인해 지식

이 평준화되어 버린 전문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비판을 하기

도 한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계산을 도와주고, 

전화번호를 안내해 주며, 빠르고 정확한 길을 실시간으로 찾아

주고, 무슨 질문에든 대답을 해주는 아주 똑똑한 개인비서를 여

러 명 두고 있는 것이며, 이런 역할을 바로 소프트웨어가 사람과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수행해 주고 있는 것이다. 어찌 생각하면 

사람의 계산능력, 기억능력, 공간지각과 판단능력, 지식학습과 

탐색 능력 등을 모사하여 만든 가장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인 동

시에 평범한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사람의 지능을 닮은 

소프트웨어인 것이다.

본디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동작시키기 위해 탄생하였다. 복

잡한 기계를 보다 쉽게 사용하기 위해 운영체계가 개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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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편리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사람의 언어적 표현 방식과 

논리적 사고방식을 차용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개발되었다. 복

잡한 경영정보를 전산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

베이스가 개발되었고 멀리 있는 컴퓨터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연결하기 위해 웹이 탄생했다. 이처럼 컴퓨터는 일일이 기억하

기 어려운 복잡한 정보를 신속하면서 정확하게 저장하고 관리하

는 등, 사람이 해야 할 일의 일부를 조금씩 소프트웨어로 대체해

왔다. 이 과정에서 사람의 지능을 닮아온 것이 소프트웨어의 역

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조금씩 사람의 지능을 닮아오던 소프트웨어가 근래에 

들어서는 사람의 진짜 능력, 바로 사람의 지능 그 자체를 모방하

는 시대로 조심스럽게 진입하고 있다.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 인

류의 영원한 난제인 다국어 동시통역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조금

씩 실현되고 있으며, 스스로 지식을 학습하고 문제를 풀어내거

나 사람처럼 영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소프트웨어, 스스로 움

직이는 자율 주행 자동차 등 오직 사람만이 가능한 일들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바로 진짜 사람의 지능을 

닮아가는 기술, 인공지능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Ⅲ. 글로벌 기업의 인공지능에 대한 도전

인공지능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과학자로 유명한 ‘특이

점(Singularity)이 온다’의 저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인공지능

이 인간의 두뇌를 초월하는 특이점을 만들고, 새로운 인류의 

문명과 문화를 구축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와 같은 활

동을 위해 구글을 택했다. 커즈와일은 현재 구글의 ‘인공지능 

맨해튼 프로젝트’
1)
를 총지휘하고 있다. 인공지능 맨해튼 프로

젝트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세기적인 기획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IT기업과 전문가들이 구글로 모여들면서 

딥러닝(Deep Learning)이라는 기계학습 기술을 개발하였다. 

구글은 개발된 딥러닝 기계학습을 사용하여 유튜브에 올려진 

1,000만 개의 영상을 스스로 학습하는 컴퓨터를 만들었으며, 

그 결과 컴퓨터가 고양이의 얼굴을 스스로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다.

딥러닝은 인간의 두뇌 기능에 준하는 데이터 학습 능력을 

신경망 구조의 기계학습이라는 방법으로 구현한 것이다. 사

람이 직접 문제해결의 방법과 절차를 명령하는 결정론적 방

식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인간 뇌의 신경회로에 준하는 컴

퓨터 체계를 구축하여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 문제해결능력

을 스스로 갖게 되는 뇌와 유사한 기능을 창조해 내자는 발상

이다. 지난 3월 이세돌 9단과 대결한 알파고는 이러한 딥러

닝 기술을 사용하여 프로기사의 바둑기보를 학습하여 바둑이

인공지능의 현황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전망

1)  맨해튼 프로젝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이뤄진 원자폭탄 개발 계획을 지칭한다. 당시 1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예산과, 미국 내 최고 과학자를 끌어들인 역사적 과제로 태평양 전쟁에서의 승리

와 함께 냉전 당시 소련에 대한 미국의 우위가 유지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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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인공지능의 성공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구글이 딥러닝을 통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는 영상, 

음성, 언어 세 분야로 압축되고 있으나, 향후 사람만이 가능

한 주관적·관념적·심미적 분석 분야에까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BM 왓슨은 2011년 제퍼디 퀴즈쇼 우승 이후, 시티은행의 

개인신용평가, 웰포인트 보험사의 맞춤형 의료보험 상품개

발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활용영역을 계속적으

로 확장하는 추세다. 암 진단과 치료법 분석 및 제안(텍사스 

의과대학 MD앤더슨 암센터, 뉴욕 메모리얼 슬론캐터링 암센

터), 투자종목 제안 등 금융컨설팅(호주 ANZ은행과 CLSA증

권), 고객상담 및 대응(IBM 유통부문 콜센터 상담원의 업무 

지원) 등 지식을 기반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능형 컨

설팅으로 그 활용이 넓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왓슨의 기술

력과 본아뻬띠의 9,000여 레시피 및 요리 지식이 결합된 앱

을 개발해 일반 가정의 요리사들이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요리법을 개발해 만들게 도와주고 있다.

IBM은 왓슨을 기반으로 사람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 기술

을 통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앱 등 인

공지능 미래시장
2)
을 준비하기 위해 왓슨그룹을 출범시켰으

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소셜 비즈니스(참여·연

계 시스템)를 접목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Ⅳ. 한국의 인공지능에 대한 도전

현재 인공지능에서 주목받는 분야는 ‘영상 이해’와 ‘언어 이

해’이다. 영상 이해는 디지털 영상을 보고 사람처럼 영상의 내

용을 이해하는 것으로 인간의 시각지능을 모사하는 것이다. 

시각지능은 영상 내의 단순한 객체인식을 넘어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는 단계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분야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초보적인 수준이다. 

언어 이해는 컴퓨터가 사람처럼 언어를 이해하고 언어를 

통해 사람과 기계가 자연스러운 지식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인간의 언어지능을 모사하는 것이다. 자연어 이해, 지

식처리 및 추론, 자동 통·번역 등이 포함되며 최근 빅데이터 

기술과 접목되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언어 관련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의미 있는 성과들이 최근 공개되고 있

다. 언어장벽을 극복하는 자동통역 소프트웨어인 지니톡

2)  IBM은 왓슨 기반의 인공지능 시장규모가 2017년 83억 달러(8조 5,26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왓슨그룹의 출범은 IBM 역사뿐 아니라 테크놀로지의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변화

의 순간이다. 2014년 1월 10일 버지니아 로메티 IBM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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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e Talk)이 개발되어 스마트폰을 통한 국경 없는 소통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미 한–중–일–영 자동통역을 실

현하여 인천 아시안게임에 시범적용한 바 있다. 2018년 평

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유럽언어권까지 확장된 명실상부한 글

로벌 언어 자동통역을 선보일 예정으로 연구개발에 매진하

고 있으며, 또한 언어교육과 접목하여 원어민 교사 없이도 사

람처럼 대화하면서 영어회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지니튜터

(Genie Tutor) 개발이 진행되는 등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인공지능 분야의 미래기술 선점을 위해 사

람처럼 학습하고 생각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장기적 기술도

전이 정부의 지원 하에 시작되어 사람을 닮은 인공지능 개발

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2013년에 시작된 엑소

브레인(Exo-brain)은 인간처럼 스스로 지식을 학습하여 자

연어로 기술된 복잡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언어지능 실

현을 목표로 하며, 인공지능이 전문적인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미래 세상에 도전한다. 아울러 2014년에 시작된 딥뷰

(Deep View)는 인간이 눈으로 보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것처

럼 컴퓨터가 다양한 영상을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사물의 판

독은 물론 행동이나 상황까지 이해하는 시각지능 실현을 목

표로 한다. 컴퓨터가 사진이나 동영상의 내용을 읽어주고 도

심의 CCTV 영상을 스스로 분석하여 위험상황을 판단하는 등 

미래 세상의 소프트웨어 눈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 인간 지능

체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와 시각에 대한 도전을 통해 사

람의 지능에 보다 가까운 소프트웨어가 향후 10년 이내에 국

내 연구진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다. 

Ⅴ.    인공지능의 미래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든, 사람처럼 생각하는 소프트웨어이

다. 인공지능은 1950년에 그 개념이 탄생하여 그 이후로 사람

처럼 생각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번

번이 좌절했던 기술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 필

요한 대규모 컴퓨팅 성능과 학습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 등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아주 작은 응용분야에 한정된 통계

적 기계학습에만 정체되었다가 컴퓨팅 성능의 비약적인 발전

과 빅데이터의 등장으로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현실

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인공지능의 시작일 뿐이며, 이제 인

공지능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넘어 인간의 뇌 구조와 기

능에 접근해 가는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유럽이 진

행하는 Human Brain Simulation 프로젝트는 인간의 뇌를 모

사하는 도전을 통해 뇌의 구조와 기능은 물론 정신과 심리의 

영역까지 연구의 대상으로 확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뇌

세포 구조를 모사하는 새로운 컴퓨팅 프로세서인 시냅스 프로

세서가 개발되는 등 두뇌를 모사하는 인공지능으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인공지능의 현황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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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자이자 인공지능 전문가인 레이 커즈와일은 과학

이 인간의 두뇌를 압도하는 2029년 이후의 세상을 ‘특이점

(Singularity)’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 특이점은 인공

지능이 인간의 두뇌를 넘어서는 순간을 의미한다. 커즈와일은 

특이점에 도달한 뒤 인공지능이 한층 더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

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045년쯤이면 컴퓨터의 두뇌가 인간의 

두뇌보다 10억 배 이상 더 힘을 발휘할 것이라 말한다. 인공지

능은 이런 특이점을 향해 이미 소프트웨어는 물론 컴퓨터 사이

언스 영역을 넘어 뇌공학, 인지 및 심리학 등과의 융합이 본격

화되고 있으며, 지능은 물론 지능의 주체가 되는 두뇌의 본질

에 대한 연구로도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두

뇌의 구조와 기능을 갖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향한 긴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을 뿐인 것이다.

Ⅵ.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준비와 전망

사람처럼 생각하는 소프트웨어를 향한 도전은 이미 시작되

었으며, 그 누구도 인공지능 기술 경쟁에서 패배자가 되길 원

하진 않는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은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할 

것이며,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세상을 우리는 지능정보사회라

고 지칭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를 예측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인

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나아가서는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

이 오지 않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 놓는다. 하지만 본

디 기술은 사용자, 다시 말해 인간에 의해 그 기술의 용도가 

정해지기 마련이다.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하면서 우리는 인공

지능을 좋은 기능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한다. 아마도 그 준비의 첫 단추는 인공지능에게 좋은 기능을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 다시 말해 학습 데이터에서부터 출발

해야 할 것이다. 

본디 양서를 읽은 사람과 악서를 읽은 사람은 생각과 판단

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

다. 인공지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딥러닝은 빅데이터

를 결합할 때 그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학습 기법으로 양질

의 학습을 위한 빅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

다. 훌륭한 선생님과 좋은 교과서가 학습의 성패를 좌우하듯 

인공지능에게도 좋은 학습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인

공지능을 위한 좋은 학습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이 동반되어

야 하는 것이다. 

인간이 신을 닮고자 노력하나 신이 될 수 없듯이 인공지능

이 사람을 닮아가고 있으나,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인공지능

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기회를 

먼저 생각하는 지혜로 지능정보사회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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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 5개년 계획 추진, 주요 내용과 과제, 전망

글

•
정윤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센터장

진로교육 5개년 계획 추진, 
주요 내용과 과제, 전망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이 2016년 

4월 5일 발표되었다. 이번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은 지난 

2010년 2월 발표된 진로교육 종합계획(2010~2013)에 이은 

계획으로서, 자유학기제 안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진로교육

법 제정(2015.6.22.공포, 12.23.시행)에 따른 체계적인 진로

교육 정책의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하에서는 제1차 진로

교육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고, 제2

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 전망에 대

해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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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1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성과

진로교육 종합계획(2010~2013)은 고교 다양화 및 입학사정

관제의 활성화에 따라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학교는 교과교육 등 입시(진학) 위주의 교육에 집중하여 

진로교육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

련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외, 2010). 

진로교육 종합계획(2010~2013)은 3대 정책 영역과 10개 정

책과제가 추진되었는데,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

고, 진로교육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기여하였다. 진로교

육 종합계획(2010~2013)의 여러 성과 중에서 주된 2가지 성

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전문성을 갖춘 진로교육 전담교사를 양성·배치하

는 진로진학상담교사제도가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2011년 3

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570시간의 진로진

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연수를 통해 중등학교 한 학교당 1명

씩 배치하였다. 배치 인원은 2011년 1,553명에서 2014년 3월

까지 총 5,208명이며, 배치된 학교 수는 진로교사(1명) 배치와 

순회교사 배치를 포함하여 5,215개교(94.5%)였다.

진로진학상담교사제도는 기존에 선택교과 「진로와 직업」

(중·고), 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 수업이 전문성이 부족

한 교사들이 담당함에 따른 수업의 질 저하 및 타 교과 수업 

실시 등의 파행적 진행을 개선하였다. 또한 진로진학상담교

사는 학교 진로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속에서 학

생을 위한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며, 양질의 진로정보

와 진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둘째는 진로교육법이 제정(2015.6.22. 공포, 12.23.시행)되

었다. 진로교육법은 2012년 기초연구를 거쳐 2013년 1월 「진

로교육법안」이 김세연 의원 등 12인에 의해 발의되었고, 2015

년 국회 소관위원회(2015.5.1.)와 법제사법위원회(2015.5.6.)

를 거쳐 국회 본회의 임시회(2015.5.28.)에 상정·통과되었다. 

진로교육법은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의 미래 방향성을 제

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진로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산업체 등 다양

한 사회영역이 함께 참여(노력)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에서 의미가 크다.

[표 1] 진로진학상담교사 학교 배치 현황(2011~2014) 

(단위 : 개교)

전체
학교수*

진로교사 배치 순회교사 배치 진로교사 미배치
진로교사

배치
 학교비율(%)국립 공립 사립 소계 국립 공립 사립 소계 국립 공립 사립 소계

5,520 26 3,518 1,465 5,009 0 195 11 206 1 185 119 305 94.5

* 전체 학교 수: 2014. 3. 기준 신설, 통폐합 등 기준 반영 학교 수

* 출처: 교육부(2014.11.6.).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5,208명으로 확대. 교육부 보도자료.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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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의 추진 

방향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은 진로교육법이 제정·시행

(2015.12.23.)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

하기 위한 것으로, 「진로교육 발전방안」 기초연구(최우재 외, 

2015) 및 공청회(2015.11.3.), 유관기관 의견조회(2016.1.~2.)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4.5.).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2016~2020)은 꿈과 끼를 살리

는 행복한 진로설계를 비전으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진로

개발역량 신장, 학교의 내실 있는 맞춤형 진로교육체계 확립 

및 국민의 행복한 삶과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그

림 1] 참조). 또한 진로교육법의 시행과 더불어 초등에서 대학까지 체계

적으로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

고, 개개인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진로개발역량 신장과 국

가진로교육센터 지정 등 범사회적 진로교육체계 구축을 통해 

미래형 창의적 융합인재를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교육부 보도자료, 2016.4.5.).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 전망은 정

책 영역별로 Ⅲ장과 Ⅳ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 및 

진로교육 대상 확대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진로교육이 강

화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착과 교원 및 지원인력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를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그림 1]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2016~2020)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비전

목표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진로 설계

(학습자)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신장

(학교) 내실 있는 맞춤형 진로교육체계 확립

(사회) 국민의 행복한 삶과 평생학습사회 구현

4대 영역 8개 추진과제 (20개 세부과제)

1.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

➊ 진로교육이 강화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착

➋ 교원 및 지원인력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

2. 진로교육 대상 확대
➊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 강화

➋ 대학생 진로교육 지원

3. 진로체험 활성화
➊ 양질의 진로체험처 확보 및 내실화

➋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

4.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➊ 진로교육 지원체계 구축

➋ 진로정보망 개편 및 학부모 진로교육 강화

*   출처: 교육부(2016.4.5.). 자유학기제 안착과 확산을 위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p.4.

자유학기제 예비

• 교과 연계형 
진로교육

-   실과, 일반 교과

목과 연계한 진

로교육

• 현장 견학형, 
강연·대화형 등 
진로체험

자유학기제

• ‘진로탐색’ 중심 
창·제 운영

• 일반교과 연계 
진로교육

•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 도·농간 진로체험 
격차 해소

자유학기제 발전

• 진로·진학 교육

• 대학·학과 관련 
진로체험 실시 

• 진로·직업 교육

• 인턴십 
(현장실습운영)

• 선취업·후진학 지원 

취·창업과 연계

• 진로교육을 대학 
정규 교육과정으로 
권장

• 학생중심 
원스톱 서비스

• 인턴십(현장실습) 
강화

• 지도교수제 운영 
권장

[그림 2] 학교급별 진로교육 체계

일
반
고

특
성
화
고

초등학교

(진로인식)

중학교

(진로탐색)

고등학교

(진로설계)

대학교

(진로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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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세부과제들을 살펴보면, ‘진로 교육과정 운영 확

대’는 선택과목 「진로와 직업」의 중·고 편성·운영을 확대하

고, 초·중등 일반 교과와 연계한 진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

수·학습 자료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학생발달수준과 학교여

건 등을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을 자율활동, 동

아리활동, 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은 자유학기제와 연계하

여 일반고(37개교)에서 우선 시범실시하고 초·중·고로 점차 

확산시킬 예정이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는 학생의 진

로설계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초·중·고 중 특정 학년 또는 학

기에 실시하며, 진로 관련 내용 재구성을 통한 교과연계 수업

을 운영하고, 지필평가와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한다. ‘진로교

육활동 운영 내실화’는 학생의 발달단계와 진로개발 수준에 

따라 진로심리검사, 진로진학상담, 진로활동을 개인 맞춤형

으로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전담인력 확충’은 중·고등학교에 2020년까지 진로전담교

사(진로진학상담교사)를 100% 배치하고, 초등학교에는 2016

년부터 우선 보직교사로 진로전담교사를 임명 배치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또한 전문직업인, 학부모, 자원봉사자, 퇴직시

니어 등 지원 전문인력을 2020년까지 3천명 이상 확보한다. 

‘진로교육인력 전문성 제고’는 교원양성과정에서 상담 및 동

아리활동 지도 등 진로교육 관련 교과를 강화하고 중장기적

으로 교·사대 교과목에 진로 관련 과목 신설을 검토하는 한

편, 학교관리자의 인식개선, 담임교사의 진로상담, 신규교원

의 진로교육 이해 및 지원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를 실시할 예정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4.5.).

진로교육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대학

생을 위한 진로교육 세부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균등한 진

로교육 기회 제공’은 다문화학생, 북한이탈주민학생 등을 위

한 진로상담 매뉴얼 개발·보급, 담당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및 진로상담·진로정보 제공, 학부모 진로정보 제

공,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강화 등이 

제시되어 있다.

‘대상자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강화’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북한이탈주민학생, 다문화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진로정보, 진로탐색 및 진로체

험 기회를 제공하여 대상자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한다.

대학생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진로교육을 대

학 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도록 유도하고, 인턴십(현장

실습)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는 ‘진로 교육과정 확대’와 대학

[표 2]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 및 진로교육 대상 확대를 위한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정책영역 추진과제 세부과제

1.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

1. 진로교육이 강화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착

1. 진로 교육과정 운영 확대

2.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3. 진로교육활동 운영 내실화

2. 교원 및 지원인력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

1. 전담인력 확충

2. 진로교육인력 전문성 제고

2.

진로교육 

대상 확대

1.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 강화

1. 균등한 진로교육 기회 제공

2. 대상자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강화

2. 대학생 진로교육 지원

1. 진로 교육과정 확대

2. 대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 확대

3. 진로교육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4. 학생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출처: 교육부(2016.4.5.). 자유학기제 안착과 확산을 위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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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진로개발 역량지표 개발·보급, 대학생 진로개발 멘토링 

강화, 현장학습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한 ‘대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있다. 또한 ‘진로교육 인력 확충 및 역량 강

화’를 위해 지도교수제 운영 권장, 진로교육 지원 교직원 연

수 실시를 추진하고, 대학 내 취업지원, 진로교육·상담 기능

을 연계·통합하여 창업·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

공하며, 취·창업 지원기구 중심의 대학-기업-창조경제혁신

센터(미래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학생 원스톱 서비스’를 제

공한다.

Ⅳ.   진로체험 활성화 및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학교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진로체험이 활성화되고 진로교육을 위

한 인프라 확충이 강화되어야 한다.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진로체험처 확보 및 질 높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급

증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인 소외로 진로체험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학

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정책영

역 Ⅲ과 Ⅳ의 세부과제들은 이를 위해 마련되었다.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진로체험처 확보와 내

실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공공기관의 체험처 제공 의무화, 대학·창조경제

혁신센터 및 경제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범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체험처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한 진로

체험처 제공을 위해 활동단계별 안전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진

로체험기관 멘토의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부여하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온라인 연수과정

을 신설(2017)하여 진로체험의 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는 가상 창업·직업 체

험,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신직업세계 체험, 

우주·농생명·기후변화 등 전문분야 체험, 글로벌 직업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진로체험 기회가 부

족한 농산어촌 학생들을 위해 지역특화벨트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진로체험버스·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확대할 계

획이다. 또한 학생수요에 따른 소그룹 형태의 체험을 늘리고, 

진로체험 이력관리제(가칭)를 도입하여 개인별 진로체험활동 

이력을 진로체험 및 상담에 활용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교

육부 보도자료, 2016.4.5.).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진로교육 지원체계 구

축을 위해 진로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및 지역진

로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진로교육센터는 2016년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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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진로정보망 시스템과 콘

텐츠를 개선하여 수요자 맞춤형 진로정보를 제공할 계획이

다. 더불어 학생의 진로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학부

모에 대한 진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성장단계별로 학부

모 진로교육 기본과정을 개발·운영하고, 다양한 온·오프

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진로교육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학

부모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진로정

보 소식지 ‘드림레터’와 팟캐스트 방송 ‘진로레시피’ 등의 진

로교육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4.5.).

Ⅴ. 마치며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의 세부과제들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학교관리자, 교과 교사, 학부모 등의 진로교육에 대

한 이해와 참여가 중요하며, 국민의 직업에 대한 편견, 공공

기관, 대기업, 공무원 등에 편중된 직장 선호 등이 개선되어

야 한다. 또한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기업체의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다.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은 기술발전과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창의적인 진로

개발역량을 함양하고 맞춤형 진로설계를 통해 행복한 진로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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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진로체험 활성화 및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정책영역 추진과제 세부과제

3. 

진로체험 

활성화

1.  양질의 진로체험처 확보 

및 내실화

1.  사회 전반에 대한 진로체험처 제공 

분위기 확산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진로체험처 제공

3. 진로체험기관 질 관리 강화

2.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
1.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2. 내실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1. 진로교육 지원체계 구축
1.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관 구성·운영

2.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2.  진로정보망 개편 및   

   학부모 진로교육 강화

1. 사용자 친화적으로 진로정보망 개편

2. 학부모 진로교육 강화

*   출처: 교육부(2016.4.5.). 자유학기제 안착과 확산을 위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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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영천 

진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미국의 수행평가 
사례와 시사점

Ⅰ. 또다시 떠오르는 수행평가

1990년대 한국사회를 혼란으로 몰고간 수행평가가 다시 학

교현장의 중심에서 더욱 활발히 적용될 계획이라고 한다. 아마

도 그 당시를 살았던 교육학자, 교육자, 학부모와 교사들 그리

고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의 학교와 교사

들 그리고 전국의 학부모, 심지어 전국 주요 일간지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는지는 쉽게 기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준비가 되지 않았던 그 시절. 수행평가는 우리의 교육정책에서 

멀어졌고 교육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학자들과 교육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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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의 단어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필자 역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2000년 이후에 진주교육대학교에서 선

택으로 있었던 ‘교육평가’ 과목을 다른 교수님에게 넘겨주면서 

연구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어쩌다 한번 ‘교육과

정’ 수업에서 성취기준이나 한국 학교교육의 문제점들을 지적

하는 방법으로서 수행평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하여 약 15년이 흘렀고 다시 교육부가 중학교를 시작

으로 수행평가를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필자가 살고 있

는 경남의 교육청 역시 수행평가를 전향적으로 시행할 것이라

고 저녁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다. 이상적으로는 잘된 결정이

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의 실패 경험을 우리가 반성하고 더 나은 

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며 많은 걱정이 

앞선다. 아울러 이번 만큼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한

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잘 준비하여 또 다른 실패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다. 그러한 점에서 이 글에서 필자는 보다 성공적인 계획과 시

행을 위해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주요한 이슈들은 무엇인

가에 대해 미국 수행평가의 실태와 한국적 적용 경험을 근거로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Ⅱ. 미국 수행평가의 실태

교육과정과 수업 전공자라고 한다면 미국과 구미의 1980년

대 후반의 성취기준에 기초한 교육개혁/교육과정 개혁에 대

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로부터 강화된 이 개혁

은 미국이 다시 세계 제1의 국가가 되기 위해 어떤 인간자원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미국 노동부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학교교

육을 바꾸어야 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하여 제1

차 산업과 제2차 산업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국가들에 의존하

고, 대신에 국가경쟁력 제고와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 수 있

는 인간자원은 미국의 학교가 준비해야 하며, 그 가장 중요한 

추진 전략 중의 하나가 바로 학교에서의 평가방법을 양적평가

에서 질적평가 그리고 수행평가로 바꾸어야 한다는 정책이었

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교육과정, 수업, 그리고 수행평가가 일

련의 연결고리로서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교과의 성

취기준을 새롭게 정비하는 작업을 각 교과의 전문가들과 학회 

차원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연구가 이루어졌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의 성취기준들 역시 이 방향과 내

용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수행평가의 접목과 강조로 인해 미국

의 많은 학교들에서 수행평가를 이해하고 적용하고 나아가 개

발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평가 개혁학교들은 교육

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들에 계속 보도되었다. 이에 발맞추

어 AERA와 ASCD 등에서는 거의 10여 년 이상 동안을 이 수

행평가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많은 연구와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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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리고 교사연수들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과거에는 찾아보

기 힘든 새로운 형태의 평가방법 그리고 수업방법을 개척한 학

교들이 나타났고 전국적인 각광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들

에게는 최근 익숙해진 수행평가 방법들인 포트폴리오, 루브릭, 

컨퍼런스, 자기평가, 전자포트톨리오, 졸업수행평가, 수행평가

에 기초한 새로운 성적표 개발 작업 등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두각을 나타난 주(state)들의 수행평

가 개혁들이 세계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몇 개의 

주들이 Colorado, Maryland, Kentucky, California, New 

York이다. 특히 수행평가와 Backward Curriculum Design

으로 유명한 Grant Wiggins 박사가 있는 New Jersey 주

는 Class 연구소와 협력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과목 수행평가

를 개발한 지역으로 유명하다. 필자가 1998년 이 연구소와 이 

연구소가 추천해 준 학교들을 방문했는데 교육과정 학자로서 

처음 접한 다양한 방식의 교과 평가방법들에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느냐라는 필자의 질문에 한 학생, 한 학생의 글쓰기 작품을 

읽고 내가 피드백을 줄 때 만이 각 학생이 진보할 수 있고 의미

있는 학습의 발달이 가능하다고 말해 주었다. 주말에 쉬지 않

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글쓰기 과제들을 한아름 집으로 가져가는 

그 교사의 일상으로부터 Wiggins 박사가 강조한 평가자로서 교

사의 새로운 역할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일리노이중학교 어느 생물 수업에서 있었던 실제 

과일 주스의 내용물을 가지고 하는 ‘당과 칼로리의 계산과 추

출’ 수업이라든지, 뉴욕 주의 어느 고등학교 3학년의 발표를 통

한 졸업자격 평가 행사(Graduation by Exhibition)는 필자

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강조

해 온 진정한 학습, 그리고 진정한 평가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에 대한 직접적인 교훈을 얻기에는 충분했다. 

미국의 전체 학교들의 평균적인 변화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없지만 필자가 미국의 현장을 방문한 1990년대 말과 2000

년대 초까지만 해도, 학생들의 질적 수준과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루브릭이 많은 교과들, 특히 언어와 사회와 인문학/

사회과학 교과들에서 널리 쓰이고 있었다. 나아가 학생들의 작

품이나 작업의 결과(글쓰기, 실험, 수학문제 풀이 등)들을 모아

둔 포트폴리오들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

의 수행의 결과들을 공식적 평가로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에 

대해 나름대로 학교차원에서 그리고 주 차원에서의 기준과 방

향이 설정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많은 쟁점과 의문들을 만

들어 내지는 않고 있었다. 아마도 거의 15년이 지난 2016년의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선진국에서의 수행평가는 더욱 확산되

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수행평가를 통해 이 학생들

은 더욱 진정한 학습, 진정한 피드백, 그리고 진정한 학습에서

의 진보를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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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왜 수행평가인가?

왜 미국 그리고 구미의 학교, 교육학자, 학교개선을 주장하

는 연구자들이 수행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 우리나라의 교육학자 및 교사들 그리고 정책가들이 더

욱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구

미의 여러 교육개혁과 교육과정 개혁, 수행평가에 기초한 학습

자 평가방법의 변화 등을 연구해 온 필자는 이 기초적인 인식

의 변화가 수행평가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한 이해가 있을 때만이 지난 20여 년 전에 있

었던 수행평가 포기의 기억을 바꿔 놓을 수 있고 다시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수행평가의 실천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오해와 

저항, 그리고 반대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교과서적 내용이기는 하지만 필자의 공부, 

실제 구미 학교들에서의 방문 경험 그리고 교육대학교의 실제 

학생들의 수행평가 작업 평가 경험, 아울러 진주교육대학교 부

설 초등학교와의 4년간의 한국 초등학교에서의 수행평가 도

구 개발 프로젝트의 실행연구 경험에 기초하여 그 의미를 전달

하고자 한다. 투자에 비해 얻는 것이 별로 없다는 어느 미래학

자의 한국교육의 저생산성 문제를 굳이 빌리지 않는다고 하더

라도 전세계적으로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많은 시험

을 치르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공부, 수업, 과제하기 등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고 그들의 교육적 발달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 모두 진지하게 고민해 보

아야 한다. 또한 이 질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할 

것으로 주장하고 싶다.

첫째, 교육학적 연구들을 통해 학교교육의 대표적인 평가방

법으로 활용되어 온 지필평가와 객관식 평가 방법은 수업의 질

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오직 시험에 나올 내용, 

시험에 답할 내용만을 공부함으로써 학생들의 주요한 관심이 

진정한 이해가 아니라 단순 암기와 지식의 습득으로 인해 학습

의 수준이 추락한다고 한다. 교사들 역시 책무성과 교사평가의 

이유로 인해 시험에 나올 내용, 시험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방법

만 가르침으로써 굳이 지필평가에 나오지 않는 고차원적인 사고

기술이나 문제해결력 등을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

 

둘째,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수

행평가를 통해서만 길러지고 강화된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 학

생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길러주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과정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와 방법을 실행해야 할 것이

다. Bloom, Marzano, Anderson 등이 개념화한 학교교육

의 상위 학습의 결과로서 고등사고 기술들은 지필평가방법을 

통해 확인하기도 어렵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우리가 이상적으

로 생각하는 고차원적 기술, 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

는 사고기술들인 적용, 분석, 종합, 비평, 문제해결,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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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탐구. 새로운 의사소통의 창안, 새로운 조작절차의 개발과 

설계, 새로운 조직원리 등의 개발 등이 수행평가 방법을 통해 

촉진되고 확인될 수 있다.

 

셋째, 인간의 지능과 지적능력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다. 아

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며 많이 안다고 하여 잘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무언가를 잘 알고 있고 이해하였다면 구체적

으로 그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미국과 구미의 수행

평가 실천을 이론적으로 제공해 준 하버드대학교의 인지심리

학자이자 교육학자인 Howard Gardner(1993)의 다중지능

이론의 지능에 대한 개념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지능은 지

필평가처럼 무엇을 잘 기억하고 인출하는 능력을 확인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을 실제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그 어떤 무엇(생산품)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이를 수행으로 

드러내야 하며 드러낼 수 없다면 이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학의 함수 개념을 이해하였다면 함수와 관련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통계, 보험 또는 로켓 발사나 집 안 정

원의 분수를 직접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가끔씩 진주교육대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에 다음과 같은 퀴즈를 낸다. LA의 한국인 투수 류현진 선수

의 코치라고 가정하고 투수의 무덤이라고 하는 Colorado의 

Coors 야구 경기장에 가기 전 홈런을 맞지 않도록 하는 방법

에 관한 조언의 편지를 한 장 정도 직접 작성하는 것이다. 평

지와는 다른 해발 2,000m가 넘는 로키산맥에서 투수들이 평

소와 다르게 어떻게 던져야지 홈런을 맞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고등학교 어떤 교과, 어떤 단원, 

어떤 개념을 배우고 났을 때 이 수행과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지 추가적으로 묻는다. 기대와는 다르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학생들은 별로 없다.

  

넷째, 수행평가는 인간의 성공에 가장 필요한 지적 작용인 

‘지적 지구력’을 강화시켜준다. 짧게는 하루 전 길게는 며칠 공

부하여 준비하는 지필평가와는 달리 수행평가는 이보다는 장

기간 준비를 하여 과제를 제출한다. 한 과제에 몰입하여 해결

책을 찾는 과정에서 과제집중력이 길러지고 동기와 다양한 정

서적 특징들이 길러진다. 에디슨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노벨

상 수상자들의 삶이 그렇듯이 대부분의 발명품과 이론들의 개

발은 장기간의 외로운 자기와의 싸움이다. 고민하고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한다. 지구력이 없이는 끝낼 수가 없고 성

공하기 어렵다. 마라톤을 끝내기 위해 엄청난 근력이 요구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적 지적과제와 활동 역시 지적 지구력이 

있을 때만이 좋은 과제를 만들 수 있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기능이 바로 오랜 시간을 들여 과제해결을 해야 

하는 수행평가를 통해 길러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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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 학교현장에 주는 시사점

이 분야를 오랜 동안 대학에서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연구

해 온 연구자로서 수행평가가 다시 학교현장에 실행된다는 소

식에 다행스럽다는 생각과 함께 걱정이 앞선다. 그리고 그러한 

걱정은 지난 15년에 비해 수행평가를 학교현장에 적용하는 실

제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교육학계와 학교현장이 더욱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이에 이 글의 

마지막 내용으로서 우리 학교현장에서의 성공적 적용을 위해 

미국 수행평가의 실제 이해가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다음

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수행평가는 교육평가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교육과정

과 수업영역이라는 점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국내 

수행평가의 초기 연구자들이 대부분 교육평가 연구자들이거나 

아이러니하게도 양적평가 중심의 연구자들이라는 점은 그다지 

바람직스럽지 않았다. 양적으로 측정되기 힘든 인간의 다양하

고 복잡하며 내면적인 학습의 과정이나 특성 그리고 그 가능성

들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수행평가는 학습자에게 새롭게 요구

되는 교육목표들과 학교교육의 방향들을 잘 알고 있고 연구한 

교육과정 학자들, 그리고 수업이론 학자들이 더욱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수행평가는 단순

히 양적평가와 대비되는 평가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고

차원적인 인간을 양성하려고 하는 선진국의 새로운 학교교육 

혁신 프로젝트이며 이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행평가는 고차

원적인 사고기술과 학습태도를 길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성취

기준(Standard-based curriuclum reform), 수업, 그리

고 평가가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더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앞으로 수행평가와 

관련된 연구나 실행에 있어서 수행평가는 교육과정과 실제 수

업의 밀접한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와 단원의 목

표, 달성하려고 하는 사고의 기술, 이와 관련된 수업의 방법과 

과제의 개발, 그리고 평가까지의 단계가 모두 사려 깊게 개발

되어야 한다.

 

둘째, 수행평가와 실기평가가 구별되어 활용되어야 한다. 음

악, 미술이나 체육과 같은 기능이나 활동과 관련된 평가는 수

행평가의 근본적인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다는 점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단지 그것이 수행이라고 하여 학교현장에 널리 쓰

임에 따라 수행평가가 고행평가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었

다. 이러한 구별이 보다 명료하게 될 때, 학교현장에서 수행평

가의 양과 횟수로 고통스러워 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업무 양

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교사, 학부모, 신문기자나 방송인들에 

대한 고객친화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수행평가와 관

련하여 저녁 뉴스에 체육의 기구 활동이나 미술의 만들기 장면

이 수행평가의 예로 제시되는 것은 이러한 자명한 예에 속한다. 

주로 인지적 교과에 한정하여 수행평가를 실행하고 그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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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들은 인지교과와 관련된 사고기술이나 학습활동이 있는 

경우를 연계시킴으로써 그 양을 조화롭게 만들어야 한다.

셋째, 수행평가의 핵심인 수행 과제나 활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교사용 지침서나 활동가이드가 필요하다. 먼저 초등학

교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이 각각 만들어져야 한다. 아울러 

대표적 단원들과 교과개념들을 선정하고 이를 어떻게 수행평

가로 이어지게 할 것인지에 대해 실천가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예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현장교사들이 

실제로 수행과제를 만드는 일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 능력에도 차이들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때로는 매릴랜드의 

경우, 방학 때 전공 대학교수와 현장교사들이 모여 수행과제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수많은 연구비가 이를 개발하

는데 쓰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각 교과별 교사용, 학

부모용, 또는 학생용 수행과제나 포트폴리오의 내용이나 형식

이 없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어떻게 좋은 수행과제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제가 좋은 수행의 과제인지를 현장교

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 교육과정의 범주 안에서 

다양하고 충분하며 세밀한 과제들을 많이 만들어서 직접 또는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학교차원이나 국가차원에서 어떤 교과에서 얼마나 많

은 양의 수행평가를 한 학기 또는 일년 단위로 해야 할 것인

지를 친절하게 알려주고 공지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

우, 각 교과나 단원마다 수행평가를 실시할 수 있어서 모든 교

과 수업을 총합하였을 때 개별 학생이 한 학기 수업에서 해야 

할 수행과제의 양은 능력 밖으로 많아질 수 있다. 아마도 이 문

제가 15년 전 우리나라의 수행평가가 실패로 끝난 중요한 이유

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교육부가 이를 기준으로 제시할 수 

없다면 각 학교 차원에서 교장과 교과 교사들이 모여서 적절한 

양과 횟수를 협의해 정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성적표에서 수

행평가 몇 %는 그 횟수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의 소지

가 있다. 필자의 개인적 경험으로는 잘 만들어진 수행과제 한 

개의 경험만으로도 학생은 상당히 많은 지적 경험과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섯째, Grant Wiggins 박사의 수행평가 이론서들에게 강

조하고 있듯이 이제 교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간주하기보다

는 평가자로서 간주하고 훈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 점에

서 우리 학교현장의 교사들은 평가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성장하

는 데 교사직전기관의 교육적 경험이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 교

직과목에 교육평가 과목을 한 과목 수강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양적평가나 측정 관련 지식을 배우기 일쑤이고 많은 교직과목

에서는 교육과정과 통합하여 한 과목을 듣는다. 그만큼 수행평

가와 관련한 직접적인 수강 경험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한 점

에서 필자는 교직관련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에 교육평가라는 

과목 대신에 ‘교실평가’ 또는 ‘학습자평가’라는 이름의 대안적 

평가를 주로 하는 과목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학생들의 

과제나 글쓰기, 발표, 실험보고서 등을 질적으로 이해하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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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며 어떤 피드백을 주고 어떻게 그 결과를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지식을 이러한 과목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사들의 업무의 특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필

자의 많은 현장연구의 결과, 이상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실제적

으로 고통이 따르는 혁신적 과제나 일에 대해 교사들이 그다

지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더 많은 과제나 업무에 대해 어

떤 외적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부가 생각해야 

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

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필평가를 평생 받아왔고 익숙하

고 편안함을 느끼는 교사들을 설득시키고 변화시키고 자신들

의 전문적 생활(교육과정 설계, 수업방법, 학습자평가 등)에 

직접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국가적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천(2007). 현장교사를 위한 교육평가. 서울: 문음사.

•김영천 외(2001). 초등학교 수행평가. 서울: 박이정.

•김영천(2005). 미국의 수행평가. 서울: 문음사.

• Garnder, H.(1993). Multiple Intelligences: the theory in practice. NY: Basic 

Books.

•Wiggins, G.(1998). Educative Assessment. San Franciso: Jossey-Bass.



Educational Development  2016 SummEr | 45| 교육개발 2016 여름44

세계의 교육 로봇의 교육적 활용…프랑스·미국·영국·호주 사례와 시사점 

글

•
최수진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개발협력연구실 연구위원

로봇의 교육적 활용…
프랑스·미국·영국·호주 사례와 시사점

지난 3월 구글이 개발한 ‘알파고’와 이세돌 9단과의 바둑대

결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이 세기적 바

둑대결은 인공지능 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다

는 사실을 알리며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겼다. 연일 미

디어에서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간다움’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로부터 ‘인공지능의 시대에 교육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까지 다양한 담론들이 쏟아져 나왔다. 또한,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 핵심주제로 논의되었다. 

다보스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인 디지털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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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되면서 만들어지는 기술혁

명으로 정의되었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인공지능로봇, 사

물인터넷(IoT), 모바일, 3D프린터, 무인자동차, 나노·바이

오기술을 응용한 제품이 개발되면서 미래 사회 및 일상생활

이 혁명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예견되었다(다보스포럼, 

4차 산업혁명 기대와 우려 교차, 전자신문, 유재석, 2016 에

서 재인용).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3월, 2016년

을 지능정보사회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능정보사회로의 발

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였다(전자신문, 3월 17일자). 

이처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도 지능정보사회에서 교육은 어떤 모습일 

것이고, 학교와 교사의 역할은 어떠할 것이며, 어떤 인간상이 

요구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런 지능정보

사회에 대한 관심에 발맞추어, 본 지면에서는 지능정보사회

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의 하나인 로봇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로봇의 정의와 교육에서 로봇이 

활용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 후, 주요 국가에서 로

봇이 학교교육에 활용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과 저자는 4월 11일 프랑스 리옹

의 마르티에나고등학교 및 프랑스 국립 교육연구소를 방문하

여 로봇 활용 교육의 사례를 관찰할 기회를 가졌는데, 그 경

험을 공유하는 것도 이 글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마지막

으로, 이런 사례들이 지능정보사회에 들어서고 있는 우리나

라 교육정책에 어떤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지 간략하게 논의

하도록 하겠다.   

I. 로봇과 교육

1. 로봇의 정의 및 분류

로봇이라고 하면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터닝 메카드’와 같은 장난감에서부터 사람 대신에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기계, 혼자 청소를 함으로써 가사노동

을 덜어주는 전자제품, 공상과학영화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터미네이터’와 같은 기계인간까지 

다양한 이미지가 연상된다. ‘로봇(robot)’이라는 용어는 ‘강제

된 노동’을 뜻하는 체코어인 ‘로보타(robota)’에서 유래하였

으며, 체코 작가 카렐 차펙(Karel Capek)이 1920년에 지은 

공상 과학 희곡인 ‘R.U.R’(Rossum’s Universal Robots, 

로섬의 유니버설 로봇)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영석 외, 2007). 사회가 변함에 따라 로봇의 개념도 노동대

체 수단이었던 ‘전통적 로봇’에서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

고 판단하여 움직일 수 있는 ‘지능형 로봇’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태준·한정혜, 2009). 실제, 이영석 외(2007)에서는 로봇

을 ‘인공의 귀·입, 촉각, 관절감각 등의 생명체와 유사한 메

커니즘을 갖추고 스스로 이동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탑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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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으며,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이 가능한, 자기제어를 할 수 있는 전기전자 기계장치’, 즉 

‘지능형 로봇’, 으로 정의하고 있다.  

로봇을 분류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국제로봇협회(IFR: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에서는 용도에 따

라 로봇을 산업용과 서비스용 로봇으로 분류하고 있다. 서비

스용 로봇은 용도에 따라 다시 전문 서비스용 로봇(의료용, 

극한작업용, 공공장소 청소용 등)과 개인 서비스용 로봇(가

사용, 애완용, 개인이동보조용 등)으로 구분된다(IFR 홈페이

지). 이 분류방식에 따르면 교육용 로봇은 개인서비스용 로봇

의 한 형태로 분류된다.

2. 교육용 로봇의 구분

교육용 로봇은 교육에서의 로봇역할에 따라 일반적으로 

‘교사(보조) 로봇’과 ‘교구 로봇’으로 구분된다(이태준·한정

혜, 2009; 조성환, 2013). ‘교사(보조) 로봇’은 학습자에게 학

습내용을 제공하거나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학습자

의 학습을 돕는 로봇으로, 교사(보조)처럼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교육용 로봇을 가리킨다. 이에 비해, ‘교구 로봇’은 수

학·과학·공학·기술 등의 교과학습에 로봇을 교구로 활용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로봇을 직접 조립·제작·프로그래

밍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교사(보조) 로봇’은 흔히 스크린과 음성 기능을 장착하고 

학습내용을 탑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과 연동되어 

다운로드 및 업로드가 가능해지고 있다. 국내에 활용된 

‘교사(보조) 로봇’으로는 한국과학기술원(KIST)에서 개발하

여 정규영어시간과 방과후 영어 학습에 활용된 로봇 ‘잉키’와 

‘메로’를 들 수 있다. 외국의 사례로는 일본 혼다사에서 개발

한 인공지능 로봇인 ‘아시모(ASIMO)’를 들 수 있는데, 아시

모는 1학년에서 9학년을 대상으로 한 과학수업에 활용된 바 

있다(이영석 외, 2007). 또한, 자폐증 또는 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활용되는 ‘Zeno’, ‘Milo’, ‘Kaspar’

,‘Nao’등과 같은 로봇도 대표적인 ‘교사(보조)로봇’이다. 

반면, ‘교구 로봇’은 학습자가 로봇을 직접 조립하여 만들

어 가는 것으로, 그 형태 및 난이도가 다양하다. ‘교구 로봇’

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특정 교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배우기 

위해 활용되지만, 보통 팀의 형태로 로봇을 직접 조립하고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므로 문제해결력·창의성·협동적 사

고력·의사소통력·컴퓨팅적 사고력 등의 고차원적 사고력

과 비인지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

구 로봇’으로는 Lego Mindstorms와 Vex Robotics 키트

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우리나라의 Robotics Bioloid와 

RoboBuilder Creator의 키트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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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로봇 마이스터 고등학교 및 일부 실업

계 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로봇학과에서 교구 로봇이 정

규 교육과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기

술 교과 및 동아리 등을 통해 교구 로봇이 활용되기도 한다

(김치영, 2013). 또한, 정규 교육과정으로 포함된 것은 아

니지만,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로봇교실’을 통해 교구 로

봇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 수십 개에 달하

는 로봇경진대회도 ‘교구 로봇’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에서

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교과 학습을 위해 로봇 활용이 장려되고 있

으며, 여름캠프를 통한 ‘교구 로봇’ 활용도 활발한 편이다. 실

제, 미항공우주국(NASA) 홈페이지에는 교육단계별 교육과

정 재구성을 위한 다양한 자료와 로봇경진대회 정보가 제공

되고 있다(NASA 홈페이지). 

II. 주요 국가에서 로봇의 교육적 활용 사례

세계적으로 로봇의 교육적 활용은 아직 실험적인 단계이

며, 공적인 수준보다 사적인 섹터를 중심으로 한 시도들이 

많은 편이다. 즉, 로봇의 교육적 활용은 주로 연구를 담당

하는 대학교(또는 연구기관)와 연계하여 연구와 함께 행해

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가적인 수준에서 로봇의 

활용은 교육의 정보화 또는 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 활용이

라는 큰 틀 안에서 하나의 가능성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강

하다. 

1.   프랑스 국립교육연구소-마르티니에고등학교: 

로봇을 통한 원격 출석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과 필자는 4월 11일 프랑스 리

옹의 마르티에나고등학교 및 프랑스 국립 교육연구소를 방문

하여 로봇 활용 교육의 사례를 관찰할 기회를 가졌다. 마르티

니에 학교(La Martiniere Monplaisir)는 프랑스 리옹에 위

치한 과학기술분야 공립학교로서, 후기 중등교육 뿐만 아니

라 우리나라의 전문대학과 유사한 고급기술자전문학교(STS: 

Sections de techniciens superieurs) 과정과 그랑제꼴

(Grandes Ecoles) 준비반과 같은 고등교육도 제공하고 있

었다. 프랑스 국립교육연구소(IFE: Institut Francais De 

L’Education)는 그랑제꼴인 리옹 고등사범학교(ENS De 

Lyon) 부설 연구소로서, 유아교육에서 평생교육에 이르기까

지 교육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프랑스 교육부에 정책

적 제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교육현장

의 교수활동에 대한 연구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현재 마르

티니에고등학교를 포함한 인근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로봇

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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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티니에고등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로봇은 눈과 같

은 느낌을 주는 두 렌즈와 로봇을 조종하는 사람을 볼 수 있

는 스크린,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바퀴를 장착하고 있었다. 

이 로봇은 웹사이트에서 접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 원격

으로 조종할 수 있는 텔레프레즌스(telepresence) 로봇이었

는데, 마르티니에고등학교에서는 건강 또는 다른 일정상의 이

유로 학교에 등교할 수 없는 학생들이 수업에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다. 학생은 로봇의 렌즈를 통해 

수업의 내용을 보고 들으며,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교실에 있는 교사나 학생들은 로봇의 스크린을 통해 원

격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을 만나는 것이 가능하였다. 

프랑스 국립교육연구소에서는 로봇을 활용할 때 학교들

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교사 및 학생들은 로봇활용 수업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로봇을 활용함으로써 교수법적

으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를 연구하고 있었다. Michel 

Lussault 연구소장과 Catherine Perotin 연구소 부소장에 

의하면, 로봇은 건강 등의 이유로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학

생들이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형태 외에도, 다양하게 활

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직접 가기 

어려운 장소(위험한 곳, 미술관 등)를 연결하여 학생들이 직접 

그 장소에 있는 것과 유사한 경험 및 학습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다른 국가의 학급과 연결이 될 수 있다면, 외국

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들과 함께 대화함으로써 외국어를 연

습하고 외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을 것

이다. 뿐만 아니라 로봇의 활용이 교사들로 하여금 교수법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수업환경의 긍정적인 변화 및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로봇 시연에 함께 한 Goerges Kighelman 마르티니에 교

장선생님에 의하면, 건강 등의 이유로 학교수업에 공백이 생

긴 학생들이 로봇을 통해 수업에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음에 

따라 학교에 돌아오는 것에 대한 부담을 훨씬 적게 느낀다고 

한다. 로봇 시연은 마르티니에 학교의 그랑제꼴 준비반에 다

니고 있는 학생이 맡아서 진행해 주었는데, 로봇을 교실에서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로봇과 관련된 기술 및 공학적인 요

소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뿐

만 아니라, 현재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차후에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로봇을 도입하는 것도 

훨씬 용이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2. 미국: STEM 교육을 위한 로봇 활용 

미국에서는 STEM 교육에서 로봇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STEM 교육에서는 특히 교구 

로봇의 활용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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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사(보조) 로봇인 ‘Projo’를 살펴보려고 한다. ‘Projo’는 

콜롬비아대학교 Teachers’College의 Okita 교수 연구팀이 

휴머노이드 로봇 ‘Nao’를 교육용으로 프로그래밍한 것으로, 

뉴욕 공립초등학교 학생들의 수학학습을 돕기 위해 도입된 바 

있다. 

초등 및 중학교 단계 영어, 수학, 생물 등의 교과학습을 돕

도록 프로그램된 ‘Projo’는 스스로 걷고 학습자와 대화를 나

눌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

서 학생들의 실수를 파악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좀 더 연습을 

하도록 종용하기도 한다. 특히, ‘Projo’는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 일부러 실수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학생들이 

로봇의 실수를 직접 고쳐 주면서 자신의 실수를 자각하고 수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Okita 교수는 학습이 사회적 과정이라는 점과 학생들이 동

료학습을 좋아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런 형태의 로봇을 디

자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학습을 같이 할 수 있는 교

사 또는 동료 학생이 항상 있기가 어렵고, 동료학습에서 두 

명의 학생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로

봇(기술)이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Projo’

는 수학과 같은 특정 교과의 학습을 도와 주려는 목적으로 개

발되었지만, 로봇과 같이 학습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로봇 및 

STEM 교과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롬비아대학교의 TC Media Center1) 및 AUVSI 

News2) 기사 참조.

3.    영국: 자폐증 및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로봇 활용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로봇과의 상호작용에 거부

감을 훨씬 덜 느낀다는 점에 착안하여 자폐증 진단과 치료

에서 로봇은 비교적 활발하게 활용된다. 실제, 미국과 유

럽에서 ‘Zeno,’‘Milo’, ‘Kaspar’,‘Nao’등과 같은 로봇들

이 특수교육분야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꾸

준히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2013년 영국의 Nottingham

과 Nottingham Trent 대학교는 Oak Fieldhool and 

Sports College의 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과의 학습에 로

봇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파일럿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

에 따르면, 로봇과 함께 학습을 할 때 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

들의 학습 참여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

여한 교직원들도 로봇이 학생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학습에 많은 도움을 준다

고 밝혔다. 이 파일럿 연구를 바탕으로, Nottingham 대학

1)  “Robots that get it wrong”http://www.tc.columbia.edu/news.htm?articleID=8499

2)  “Robots stump for STEM: Schools wrangle robotics tech to teach” http://www.auvsi.org/greatplains/blogs/auvsi-news/2014/11/13/stemro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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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연구팀은 EU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로봇과 학습장애

를 가진 학생들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를(프로젝트 명: 

EDUROB) 유럽의 여러 국가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EDUROB 프로젝트는 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로봇을 

활용하여 수학·과학과 같은 교과학습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 사건의 순서 이해(sequencing), 원인과 결과, 사회적 

역량,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참여도, 학습목표 도

달도, 요구되는 교사 지원 정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영국 

외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도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학습

에 로봇 활용이 도움이 되는지를 탐색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로봇을 활용한 교수활동이 자폐증 및 지적 장애가 있

는 학생들의 학습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이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EDUROB 홈페이지3) 및 David Brown

의 기사4) 참조.

4. 호주: 주립기술전문대학교의 ‘Digi-Girls’ 프로그램

앞서 언급된 로봇들이 모두 ‘교사(보조) 로봇’인데 비해, 

‘Digi-Girls’프로젝트는 ‘교구 로봇’을 활용하는 프로젝트이

다. ‘Digi-Girls’은 9-10학년 여학생들에게 로봇 관련 수

업을 제공함으로써, 여학생들이 공학 및 ICT와 같이 전통적

으로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분야를 체험하고 관련 직업

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Digi-Girls’프로젝트는 호주 최대의 직업교육훈련을 제공

하는 주립기술전문대학교(NSW‘s TAFE) 북시드니점에 기

반하고 있는데, 24명에서 30명으로 구성된 학급과 2일간의 

수업을 실시하게 된다. 2~3명으로 팀을 이룬 학생들은 첫날

에는 주로 조립을 하고, 둘째 날에는 로봇개를 프로그래밍하

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자신들의 작품을 부모와 교사에게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학생들은 로봇에 대해 상당한 관심

과 직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학생들은 로봇개

를 다양하게 조작 및 프로그래밍할 수 있었으며, 또 어떤 학생

들은 명시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특성을 발견하여 작업의 효율

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새롭게 발견된 ‘방법’은 다른 팀에도 빠

른 속도로 퍼졌는데, 이는 학생들이 은연 중에 협력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실제,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서 ‘로봇 조작’과 ‘팀워크’를 배웠다고 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에게 공학이나 기술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런 영역에서의 직업을 고려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드

3)  http://edurob.eu/

4) “Robot in the classroom.” https://cerp.aqa.org.uk/perspectives/robots-class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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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났다. ‘Digi-Girls’프로젝트는 네덜란드에서 ‘High-Tech 

Challenge’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   이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Peter Turner5)의 기사 참조.  

Ⅲ. 우리 교육에의 시사점

앞서 살펴 보았듯이, 로봇은 건강 및 일정상의 이유로 수업

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원격 출석, 수학·과학·기

술·공학의 효과적인 학습,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학습, 

창의성·협력적 사고·문제해결력 육성 등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로봇에 친근감과 흥미를 

느끼므로, 로봇의 활용은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높이고, 학생

들은 공학·과학·수학·기술 교과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된다. 로

봇은 개인 맞춤형 학습을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로봇의 활용은 교수방법의 변화를 동반함에 따라, 보다 혁신

적인 교수방법의 확산에 기여한다. 이처럼 로봇은 학생들이 미

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우리 교육현장이 보다 미래지

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훌륭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2016년 현재 로봇은 여전히 교

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술은 아니다. 이처럼 로봇의 

교육적 활용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로는 (1)로봇의 교육적 활

용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과 (2)로봇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 강화

가 필수적이지만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로봇의 교육

적 활용이 단순히 ‘활용을 위한 활용’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는 로봇의 교육적 활용 방법과 로봇의 교육적 활용 효과에 대

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실제, 로봇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우리나라 학술문헌은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그 마저도 

2007~2013년에 국한되어 있었다. 로봇을 활용한 교수방법 

및 로봇 활용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절실하

다. 뿐만 아니라, 로봇의 교육적 활용은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교육의 역할 및 형태라는 큰 그림과 함께 논의되고, 다른 신

흥 기술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와 연계될 때 보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로봇이 신흥 과학기술의 하나로 교사 예비 및 현직 

교육에 고려되고, 교사들이 로봇활용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기

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학교현장에서 로봇을 포함한 신흥기

술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할이 무엇보

다도 중요하다. 실제, 과학기술이 교육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교사 훈련, 사용가능한 테크놀러

지의 부족 보다) 기술활용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태

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교사들의 기술활용에 대한 태도

5) “Why use robots in education” http://www.tribotix.com/EducationInfo/WhyRobotic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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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교육 로봇의 교육적 활용…프랑스·미국·영국·호주 사례와 시사점 

는 교사들의 기술활용에 대한 자신감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

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Wartella, Northwestern 

University, 2015에서 재인용). 로봇활용교육이 교사교육에

서 필수적인 영역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교사들이 신

흥기술의 하나로 로봇과 친숙해지고, 로봇활용 교육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시험준비에 급급하고 교사들은 정해진 학습진도

를 맞추는 것에 급급하다면, 로봇은 의미 있는 학습을 위한 

유익한 학습교재라기보다 학습의 효율을 낮추는 방해요소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로봇을 포함한 신흥기술이 교

실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환경 및 학교

풍토가 이들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같이 변화되어야 

한다. 즉, 우리 교육에 전반적으로 팽배한 입시위주의 교육, 

지식습득 위주의 교육에 대한 강조가 계속된다면, 로봇의 교

육적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탐색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다행

히 2016년 전면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교사 및 학

6)  전통적인 교과서 위주의 수업보다 프로젝트/문제/탐구 기반 학습과 같이 학생들이 학습내용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자신의 지식을 응용하고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학습방법임. “NMC Horizon Report: 2015 K-12 Edition”는 5년 이상 초·중등교육에 교육기술 도입을 촉진시킬 장기 영향 트렌드의 하나로 ‘디퍼 러닝(deeper learning) 접근법으로

의 전환’을 제시함.(Johnson 외, 2015)

교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과 함께 우리 교육이 

‘디퍼 러닝(deeper learning) 접근법’
6)
을 더욱 강조하고, 학

생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가며, 보다 혁신적인 교수법이 확산

되어 가는데 로봇이 훌륭한 도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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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학교 협동조합 
운영 현황과 시사점

글

•
장종익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주임교수

Ⅰ.   학교 협동조합의 개념과 

     영국 학교 협동조합의 설립 현황

최근 영국에서 학교 협동조합의 설립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2006년 지방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공립학교 예산 및 운영 권

한을 개별학교에 이양하는 방향으로 교육제도가 변화하면서 

학교 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

는 ‘트러스트 학교(trust schools)’제도로서 개별 공립학교가 

종교기관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처럼 트러스트를 만들어

서 자율성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세계의 교육 영국의 학교 협동조합 운영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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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교육 영국의 학교 협동조합 운영 현황과 시사점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여 영국의 협동조합섹터에서는 ‘트러스

트 학교 협동조합(cooperative trust schools)’을 제안하였

다(Shaw, 2014). 이 모델은 교직원,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와 외부의 파트너 기관이 트러스트에 이사진(trustees)을 선

출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특히 

교직원의 참여를 권장하고 학생의 경우도 법적으로 트러스트

의 공식 이사는 될 수 없지만 학생대표로서 이사회에 참석하

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부터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리를 학교 교과 및 비

교과 프로그램에 일부 반영하여 운영하던 학교 중에서 2009

년에 최초의 학교협동조합이 등장하였고, 그 후 매년 설립이 

증가하여 2014년 3월에는 총 716개의 학교 협동조합이 설립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표 1] 참조).

기존의 학교 내 협동조합 관련 활동은 초·중·고등학교에

서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리를 교과프로그램이나 비교과프로

그램에 반영하여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시민으

로 성장하도록 돕는 방식이라든지, 학교 내 매점이나 수학여

행, 기념품 제작 등의 비즈니스를 협동조합의 설립을 통해 수

행하는 학교 생활재 공동구매소비자협동조합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국의 최근 학교 협동조합은 이러한 활동에 비해 더 

진전된 것이다. 학교소비자협동조합은 학생들이나 교직원들

이 필요한 소비재화나 서비스를 공동으로 구매하고 공동으로 

소비하는 점포나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운

영하는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장종익, 2014). 이러한 학

교소비자협동조합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가장 일

반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데, 중·고등학교에서는 말레이시아

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에 등장하고 있다. 말레이시

아에는 교육부가 학교소비자협동조합을 적극 설립하도록 권

장한 결과, 2013년 기준으로 2,097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박주희 외, 2015).  

영국처럼 협동조합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협동조

합은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에서 발견되지만 그 밖의 나라

에서는 아직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페인에

서는 600여 개의 학교 협동조합이, 포르투갈에서는 100여 개

의 학교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스웨덴에서도 100개 

이상의 학교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Wilson, 2014).

[표 1] 영국 학교 협동조합 설립 추이

2011. 9 2012. 9 2013. 9 2014. 3

트러스트 
방식의 
학교 

협동조합

중고교 63 83 94 99

초등학교 76 207 389 475

특수학교 6 23 30 40

어소시에이트 
회원*

30 36 72 105

아카데미방식의 학교 협동조합 8 21 72 79

기타** 5 5 5 5

합계 188 373 629 716

*   어소시에이트 회원은 교회학교나 혹은 간호학교로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법적 

형식을 채택할 수 없는 학교지만 협동조합 가치를 지향하는 학교를 말함.

**   기타는 트러스트 혹은 아카데미방식 외에 기업들이 후원하는 대학 협동조합을 

지칭함.

출처: Shaw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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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최근 영국 학교 협동조합의 

     확산 배경과 생태계 형성과정

최근 영국의 학교 협동조합이 급격히 성장한 배경에는 영

국 교육제도의 구조적 변화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 보수당 정부가 도입한 ‘아카데미 학교(academies)’

제도는 학교가 지방정부의 통제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외부 

파트너기관과 연계하여 트러스트를 구성하여 학교운영에 효

율성을 추구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예산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1)
 특히 보수당 정부는 학교평가기관인 교육표준

청(Ofsted)으로부터 학교·학생 평가에서 불충하다는 진단

을 받은 학교들에게 아카데미 학교로 전환하도록 압박을 가

해 왔다. 이는 소위 ‘아카데미 체인(Academy chain)’이라

고 불리는 민간기업들이 학교운영에 관여하도록 길을 열어 

주는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정책이었다

(Thorpe, 2013; 박주희, 2016). 

2000년대 초반부터 협동조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소년에 

대한 ‘협동조합 교육프로그램(Young Cooperative)’을 개발

하여 중등학교와 협력해온 대표적인 소비자협동조합인 ‘협동

조합 그룹(the Cooperative Group)’과 영국협동조합연합

회(Cooperative UK) 산하 교육지원기관인 협동조합칼리지

(Cooperative College) 등이 이러한 교육서비스의 시장논

리의 강화 추세를 무기력하게 비판만 하기보다는 이러한 제

도를 변용하여 ‘협동조합 아카데미 트러스트 모델’을 개발하

였다. 어려움에 처한 학교들이 아카데미체인기업에 편입되기

보다는 학교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다른 학교들과 협력하여 

성과를 높이는 선택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박

주희, 2016). 

2008년에 처음으로 영국 스톡포르트(Stockport)지역에서 

레디쉬 베일 스쿨(Reddish Vale School)이라고 하는 학교 

협동조합이 등장하였다. 이 학교 협동조합은 이전에 지방정

부가 소유하던 학교 토지와 자산을 코뮤니티가 소유하고 운

영하는 자선적인 트러스트(charitable Trust)로 전환하고 

이 트러스트에 의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 학교 협동조합

이 추구하는 가치는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6대 가치인 자조, 

자기책임, 민주, 평등, 형평, 연대 등과 동일하게 설정되었고, 

민주적 투명성은 학교의 운영에 책임을 지는 트러스트 이사

회에 학부모, 교직원, 학생
2)
,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협동조합방식의 학교모델은 전통적인 공립학교의 

관료주의적 약점과 최근의 시장주의적 접근을 통한 학교모델

에 내재된 공동체성 약화라고 하는 약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큰 평가를 받게 되면서 설립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중·고

1)  이 제도는 구 영국지역에만 도입되었고 스코틀랜드나 웨일즈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2)  학생대표는 법적으로 이사회의 멤버는 아니지만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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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교육 영국의 학교 협동조합 운영 현황과 시사점

등학교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직업학교 등으로 널리 확대되

었고, 지역주민들과 재단의 대표들이 모여 하나의 트러스트

를 설립하고 이 트러스트가 협동조합의 가치에 입각하여 지

역 내 여러 개의 학교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년 동안 각 지역에서 설립된 수십 개

의 학교 협동조합들이 서로 협동조합 학교의 설립과 운영 경

험을 공유하고 모범 사례를 널리 전파하며, 더 나아가 공동 

훈련 프로그램이나 직원들의 교류프로그램을 확산시켜 나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에 학교협동조합연합회(the 

School Cooperative Society)가 협동조합 칼리지와 협동

조합 그룹의 지원 하에 설립되었다. 학교협동조합연합회는 

그동안 개별 학교 협동조합 간에 비공식적으로 협력해 왔던 

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공식적으로 발전시켰다. 2012년 말

에는 협동조합 칼리지가 학교 협동조합을 위한 협동조합 정

체성 마크(Cooperative Identity Mark, CIM)라고 하는 

일종의 품질기준을 발표하였다. 이 품질기준은 학교 협동조합

이 거버넌스와 조합원제도, 교과 및 비교과 커리큘럼, 학습법, 

직원 개발, 커뮤니티 기여 등의 영역에서 협동조합의 가치가 

적용되고 있는지를 자가진단하고 협동조합 칼리지가 평가를 

담당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Cooperative College). 

이러한 협동조합 정체성 마크는 학교 협동조합의 발전방

향과 정체성을 명료하게 하고 규율 기제로서 작동할 뿐만 아

니라 학교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의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학

교운영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영할 것인가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례의 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haw, 2014). 특히 커리큘럼에 협동조합의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어떻게 반영하고, 커뮤니티와 어떻게 파트너십을 형

성하여 학생들이 협동과 연대의 가치를 체험하고 이를 실천

해 가는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학습법과 노하우를 

확산시키는 다양한 방안들이 나타나고 있다. 커리큘럼의 개

발 및 개선과정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과정의 

설치,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직업인이 학생들의 학

습과정 및 모듈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방안, 학생들

이 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소

규모 프로젝트를 팀별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팀별로 실천하는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에서 협

동조합의 4대 윤리적 가치인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

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덕목이 어떻게 배어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Shaw, 2014). 

[표 2] 영국 학교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윤리적 가치

협동조합의 6대 가치 협동조합의 4대 윤리적 가치

자조 
자기책임

민주
평등

형평(equity)
연대(solidarity)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출처: McPherson(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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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영국 학교 협동조합의   

성과와 시사점

영국 학교 협동조합은 영국 협동조합부문에서 최근에 가장 

크게 성장한 협동조합 유형으로 발전하였고, 학교부문에서

는 구 영국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네트워크를 지난 학교시스

템이 되었다. 기존에 학생들의 학업성과가 낮은 학교 중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일과 놀이 중심의 학

습방식을 중심으로 하는 협동조합 방식을 채택하여 학업성과

가 향상되어 교육표준청으로부터 학교 협동조합의 유효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Thrope, 2013). 그러

나 영국 학교 협동조합의 발전은 구 영국지역이라고 하는 제

한된 지리적 범위에서 최근에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현상이

어서 그 성과와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학교에서 

협동조합의 가치를 반영한 다양한 학습 내용과 방식을 체계

적으로 정리하기에도 이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급속

히 확산되고 있는 영국 학교 협동조합의 사례는 학교가 성공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이 참여하고 책임을 지며,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와 연

계성이 높은 학습 내용과 방법을 심화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데 협동조합 방식이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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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의 한국교육 홍콩, ‘일국양제’로 동·서양을 아우르다

글

•
김윤기
경기 소사고등학교 교장

홍콩, ‘일국양제’로 
동·서양을 아우르다

21세기를 몇 년 앞둔 1997년 7월 1일, 제국주의 시대의 마지

막 흔적인 식민지가 원 국가로 반환되었다. 금융쇼핑의 천국으

로 불리는 홍콩이다. 1984년 영국이 홍콩의 주권을 중화인민 

공화국에 다시 넘겨주기로 양국이 서명한 후 효력이 발효된 것

이다. 반환 당시 12개의 조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국-중국 

간의 조약에는 향후 50년간 홍콩이 법과 자치권을 유지하는 특

별행정구역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를 정식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중국령에 속하면서 다른 중국지역과 다른 방

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홍콩(Hong Kong)이란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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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향나무가 많아 붙여진 향항(香港)을 광둥어로 ‘횬콘’이라 하

고 이 지역이 1842년 아편전쟁으로 영국에 할양되면서 영국식 

발음에 따라 홍콩(Hong kong)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
1)

지금 세계는 문명의 발달과 개인 인식의 전환에 따라 국경과 

인종, 문화를 초월한 하나의 거대 공동체로 나가고 있다. 과거 

관광지에서나 볼 수 있던 외국인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이젠 

다문화란 말이 어색할 정도다. 이와 함께 국가개념도 갈수록 퇴

색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자칫 자기

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중심을 잃고 안방을 내주

는 것이 아닌지 이 시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하나의 

깃발 아래 두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홍콩을 살펴봄으로써 앞으

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일국양제 – 애국심이 우선이다. 

홍콩은 여러모로 시험대에 올라 있다. 지금과 같은 국가개

념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유럽연합처럼 국가의 개념

이 사라질 것인지 불확실한 가운데 영국에서 중국의 특별행

정구로 바뀌면서 탈국가적 도시로서의 성격과 중국의 한 지

역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

후 교육방식과 내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홍콩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성격도 달라질 것이다. 

홍콩의 정치제도는 영국식 행정, 입법, 사법제도를 답습하

고 있다. 덩샤오핑의 ‘우물물은 강물을 범하지 않는다-각자

의 영역을 명확히 하여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독립

성을 중국 본토로부터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

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개발은행, 세계무역기구, 아시아태평

양경제협력체(APEC) 등 각종 국제기구에 독립적으로 참여하

고 있다. 하지만, 홍콩특별행정구를 이끄는 행정장관은 중화

인민공화국 국무원들로부터 임명된 선거인단 등으로 구성된 

선거위원회로부터 선출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완전 독립이

라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두 체제가 섞인 홍콩은 

중국으로부터 완전 독립이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중국에 지배

를 받는다고 보기는 더더욱 곤란하다.

한편 50년간의 독립된 특별행정구가 끝나는 2047년 홍

콩을 움직일 주축들에 대한 중국식 도덕교육과 애국심 교육

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행되고 있다. 사실 도덕교육의 목적

은 자율적 인간으로서 선한 존재를 추구함과 동시에 공동체

적 구성원으로서 사회인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중국식 도덕교

육이 지향하는 전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이 

옳은가하는 점에는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지금과 같

은 세계화 시대에 애국심을 강조하는 것이 옳으냐는 자유주

의자들의 지적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국

에 버금가는 강대국에서 미국을 뛰어넘는 초강대국으로 부상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대내적으로 내적 응집력과 대외적으로 

보편적 이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도덕교육을 강

조하고 있다. 이는 2012년 홍콩 주권 반환 15주년 기념식에

서 후진타오 주석이 ‘하나의 국가’ 원칙을 지킬 것과 ‘두 체제’

1)   홍콩(중국어: 香港, 병음: Xiānggǎng 샹강[*], 영어: Hong Kong, 광동어: Hoeng gong 횡겅), https://ko.wikipedia.org/wiki/%ED%99%8D%EC%BD%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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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를 존중하자고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교육부

가 『도덕과 국민교육과목』 도입을 발표한 데서도 알 수 있다. 

비록 홍콩 시민들의 반발로 바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그 후 

이와 관련된 위원회가 구성되고 여러 과목에서 중국식 도덕

교육을 통해 국가 민족에 대한 정체성 교육과 역사교육이 이

루어지고 있는 것
2)
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경제적으로는 자

유로우면서도 정신적으로는 하나의 유대감을 갖게 하고자 시

도하고 있다. 작지만 강한 국가, 이스라엘의 힘도 모든 것을 

잃어도 ‘얼’은 잃지 않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교육이 국가발전의 필요조건이라면 애국심은 

국가번영의 충분조건인 것이다. 

스위스에 위치한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은 매년 세계 

주요 61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

다. 2015년의 경우 한국은 25위, 일본은 27위에 자리하고 있

다. 미국이 1위이며 홍콩이 2위다.
3)
 경제적 성과, 정부 효율

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의 주요 분야로 구분한 뒤 이

를 각각 20개의 중간부분으로 나누고 다시 세부적으로 342

개의 정밀분석을 통해 평가한 국가경쟁력은 각국의 시스템과 

현황을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교육’에 

대한 경쟁력 평가도 이루어지는데, 한국의 경우 2014년 31위

에서 2015년 32위로 한 단계 내려갔다. 게다가 IMD에서 발

표하는 2015년 세계 인재보고서(World Talent Report)에도 

한국은 2014년에 비해 9단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31위에 

자리한데 비해 홍콩은 12위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 학업성취도가 OECD 최상위권을 달리는데 비해 교육경쟁

력은 높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문제점은 두뇌

유출이 크다는 점이다. 조사대상 61개국 중 17번째로 많은 인

재가 해외로 유출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보고

되었다. 재정위기를 겪는 그리스가 두뇌유출이 가장 높으며, 

홍콩의 경우 50위로 두뇌유출 비율이 낮다. 중국 본토의 인재

유출이 20위임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

다. 두뇌유출의 원인에는 일하는 환경이나 조직 문화, 보수, 

개인의 발전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물리적 환경

만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과거 해외에 있던 과학자들이 대한

민국의 발전을 위해 좋은 조건을 마다하고 국내로 유턴한 경

우처럼 자신이 나고 자란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도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이다. 홍콩 정부가 애국심 교육을 강조하는 이

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안지영, 「중국과 홍콩 도덕교육과정 비교연구」, 교사교육연구, 2014. 53호. 그 외에도 홍콩의 중국반환 후 중학교에 공민교육과목이 하나의 독립된 과목으로 개설되었으며, ‘국민신분 정체성’ 

확립, 국가와 민족개념 강조, 기본법과 중국 사회정치제도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고 있다. 

3) 대학지성, 2015 가을·겨울호, pp46-47, 사단법인 한국대학총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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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교육제도

인구 726만 명(2014년)의 홍콩은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입법, 사법, 행정에 있어 자치를 하고 있으며, 홍

콩 정부가 장기 사회간접자본 투자 중 가장 우선적으로 여

기는 것이 교육이다.
4)
 홍콩 교육의 주무부서는 홍콩 교육부

(Education Bureau)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예산과 기금을 

확보하며 현장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점검 등을 한다. 학제는 

역사적으로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2009년 이전에는 13학

년제(초등 6년, 중등 7년: 3-2-2)로 운영되면서 11학년과 13

학년 때 시험을 통해 상위과정으로 진학을 결정했었다. 하지

만 2009년 교육개혁에 따라 초·중등 12년(초등 6년, 중학 3

년, 고등 3년)으로 변경되었으며, 고등학교 3년 말미에 홍콩

중등교육 졸업시험을 한 번만 치르는 것으로 변경되어 2012

년 첫 시험이 큰 사고 없이 시행되었다. 학교는 크게 현지 

Local School, 국제학교, English School Foundation(ESF) 

계열의 학교 등으로 나누어진다. Local School은 대부분 홍

콩 현지인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로 공립인 경우는 학비

가 거의 무료이며 사립의 경우 학교에 따라 학비 수준이 다

양하다. 국제학교는 거의 모두 사립으로 특정 국가나 집단에 

속하는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Hong Kong 

International School, Chinese, French, German, Swiss, 

Korean International School 등 20여 개가 있다. 홍콩

의 식민지 시절 영국인들의 자녀교육기관 역할을 담당해온 

English School Foundation(ESF) 계열학교도 국제학교로 

전환되어 있다.

유치원의 경우 3~6세까지 입학가능하며 지능과 신체발달, 

사회성, 도덕성 등 모든 영역에 발달을 목표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지녀야 할 좋은 습관을 갖추도록 준비시킨다. 또한 성인

이 된 이후에도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기초교육과 

함께 흥미자극 및 긍정적 학습태도를 배양시키고 있다. 초등학

교의 경우 학생들 각각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균형 잡히고 

다양한 학교교육과정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식교육

뿐만 아니라 도덕적 가치, 기술 등을 가르치고 있다. 아울러 초

등단계부터 학생들이 두 가지 언어(영어, 중국어) 혹은 세 가지 

언어(영어, 중국 표준어-북경어, 광둥어)
5)
능력을 가질 수 있도

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학교에서 

수업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영어는 제2 언어로 사용된다. 학교 

운영방식은 오전형, 오후형, 전일제형 등 세 가지 방식이 있으

며,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전일제형으로 운영된다.

4)   주 홍콩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hkg.mofa.go.kr/korean/as/hkg/policy/hongcondition/index.jsp

5)   중국의 특성상 표준어로 사용되는 북경어와 광동어는 서로 다른 언어처럼 많은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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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의 경우 전적으로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립학

교와 정부로부터 일부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그리고 주로 외

국 국적의 비중국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국제학교로 

구분된다. 21세기 도전과 지식기반사회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홍콩 정부는 2009년 9월 중학교 교육과

정을 3년제로 전환했다. 교육개혁의 방향은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과 요구 및 능력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전인적 인간으로의 

발전과 전 생애에 걸친 학습능력의 발달에 있으며 이를 위해 

유연하고 실생활과 밀착된 다양한 커리큘럼을 갖추고자 했다. 

특히 홍콩 정부는 중등 교육과정을 이탈한 학생들을 위해 다양

한 교육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HKDSE(홍콩졸

업시험/대학입학시험)를 통해 학사학위를 받고자 하며, 일부

는 전문학사 또는 직업프로그램으로 나가고 있다. 최근 직업프

로그램을 강조하는 홍콩교육청은 고등학교에서 최소 250개 이

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최소 60% 이상이 특정 

수업을 통한 직업기술이나 전문직종을 위한 것이다.

 

대학은 대부분 4년제로 정부의 지원과 기업 후원으로 등록

금이 저렴한 편이다. 그 중 가장 오래된 대학은 1912년 개교

한 홍콩대학으로 약 2만 7,00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매년 발표되는 세계대학순위에서 아시아권에서는 선두에 자

리하고 있으며 홍콩이 경제와 무역 등이 발달한 지역답게 사

회과학계열이 유명하다.      

글로벌 감각과 자기정체성을 함께 익히는 홍콩 

국제학교 

홍콩 한국국제학교(Korean International School: 이하 

KIS)는 1988년 한국정부의 인가와 1993년 홍콩정청의 인가

를 받아 홍콩 거주 한인 동포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유

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160여 명이 재학하

고 있다. KIS 정금현 교장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

우 학급에 한국어 담임과 원어민 담임을 두는 복수 담임제로 

운영함으로써 이중 언어 사용이 가능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인 담임이 한국교육과정을 지도한다

면 원어민 담임은 영어를 중심으로 개인별 언어능력을 고려

하여 영국교육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글로벌 인재 육성

을 위해 중국어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초등의 경우 기초중

국어 회화를 비롯해 듣기, 읽기, 쓰기 등에 주 3시간 이상을 

수업하고 있으며, 중등의 경우 학년에 구분 없이 수준별 수업

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그

렇다고 KIS가 외국어 등 교과수업 위주의 교육만 한다고 보

면 오산이다. 학교에 구비된 수영장, 체육관, 농구장, 테니스

장 등 다양한 시설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

화하고 있다. 특히 오케스트라, 사물놀이, 밴드반, 로봇조립

부, 크로스컨트리부 등 각종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즐

[표 1] 홍콩 주요 대학 현황(2014) 

대학명(개교년도) 단과대수 학생수
세계대학 평가순위

QS 2014 타임즈 2014

홍콩대(U of HK, 1911) 10개 22,260명  28위 43위

홍콩과기대(HK U of Science & 
Technology, 1991)

4개 12,500명  40위 51위

홍콩중문대(Chinese U of HK, 1963) 8개 19,120명  46위 129위

홍콩성시대학(City U of HK, 1984) 6개 20,000명  108위 192위

홍콩이공대(HK Polytechnic U, 1972) 6개 29,243명 162위
201위 -
225위

홍콩침례대학(HK Baptist U, 1956) 7개 8,266명 318위
301위 -
350위

영남대학(Lingnan U, 1967) 3개 2,234명 60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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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게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외학교 

특성상 사교육을 받기 힘든 학부모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글쓰기반, 수학개념 완성반, 국어문

법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논술과 과학 분

야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IS의 운영이 평탄하지만은 않

다. 홍콩 주재원들의 근속연수가 2~3년에 불과한 경우가 많

아 학생들이 안정되게 학교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기도 하고, 자

녀가 해외친구를 사귀는데 유리하다는 이유로 홍콩 내 다른 국

제학교로 전학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들도 있었다. 또 최근에는 

홍콩 경제의 하강으로 주요 기업 주재원들의 수가 줄어들어 학

생 수가 감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를 극

복하는 방안은 충실한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밖에는 없다는 믿

음을 가진 정금현 교장은 인성이 반듯하며, 국제적 감각을 갖

출 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

는 능력을 키워준다면 KIS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만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홍콩의 야경처럼 홍콩국제학교의 미래가 아름

답게 빛나는 날을 기대해 본다.

High 
School

Grade 11

Lower 

Level

跟我学汉语 第一册
Published by People’s Education Press 

Grade 10

Lower 

Level

Grade 11

Higher 

Level

跟我学汉语 第二册
Published by People’s Education Press

Grade 10

Higher 

Level

Middle 
School

Grade 8&9

Lower 

Level

快乐汉语 第二册
Published by People’s Education Press

Grade 8&9

Higher 

Level

跟我学汉语 第一册（第二版）
Published by People’s Education Press 

Grade 7

快乐汉语 第一册（第二版）
Published by People’s Education Press

[그림 1] 2016 Secondary School Mand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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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학종 시대’, 바람직한 추진 방향과 과제 

글

•
정광희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연구실장

대입 ‘학종 시대’, 
바람직한 추진 방향과 과제 

2018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수시모집 비율이 73.7%로 확대

된다는 대학입학시행계획이 발표되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이

하 ‘학종’)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Ⅰ.‘학종’, 왜 이슈가 되고 있나?

지금 학종이 대입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2018학년

도 수시모집 비율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수시모집은 학

생부를 위주로 하는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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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루는데 무엇보다 최대 관심대학인 서울대가 수시모집 

70% 이상을 모두 학종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다른 주요 대학

들의 학종 선발비율도 40~50%를 넘는다. 학종시대가 본격

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학종은 학생부를 주전형자료로 활용하는 대입전형의 한 유

형이다. 대학에 따라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이 함께 활용되기

도 하는데, 기본적인 관점은 점수화된 성적만이 아니라 고교

생활 전 과정을 통해 학생의 학습능력, 전공적합성, 인성 등

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점수가 아닌 ‘다

른’것으로 자신을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러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종 모집비율이 70% 수준이라는 것은 종전의 점수경쟁은 

아니지만 서류, 면접 등 또 다른 경쟁세계로 들어가야 함을 

의미한다. 학생부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고 기록

하는 것이 좋은가? 등등 과제도 다양하다. 

원론적으로는 대학이 요구하는 전형자료에 따라 교사, 학

생이 각자 해당 자료를 준비하면 되고, 대학은 전문성을 가지

고 공정하게 평가하면 된다. 문제는 진학 이기주의에 빠지거

나 경계를 넘어 학부모가 개입하기도 하고, 우수 인재를 선점

하고 싶은 대학의 이기주의가 발동한다는 데 있다. 점수화되

는 시험은 외부요인이 작용하고 싶어도 그것을 치르는 결정

적인 순간에는 당사자의 문제로만 남지만, 학생부는 주관적 

평가를 포함하고 문자로 기록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기 쉽다. 

Ⅱ.‘학종’, 금수저 전형인가?  

학종의 공정성 문제는 최근 ‘부자 전형’ 혹은 ‘금수저 전형’

이라는 신조어와 함께 사회를 자극하는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들 용어에는 대입에 외부요인의 개입 문제, 특히 문화자본으

로 대표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강한 불만이 

표출되어 있다. 학종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학종이 특목고, 자사고 같은 특정

고교 출신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경제

적으로 우위에 있는 가정의 자녀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둘 

다 부모들의 영향력과 그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이지만 전자는 고교등급제에 대한 의혹에, 후자는 사

교육 유발 문제에 좀 더 접근되어 있다.   

     

[표 2] 모집연도별 학생부 중심 전형의 비중

구분 전형유형 2018학년도 2017학년도 2016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 140,935명(40.0%) 141,292명(39.7%) 140,181명(38.4%) 

학생부(종합) 83,231명(23.6%)  72,101명(20.3%)  67,631명(18.5%) 

정시

학생부(교과) 491명(0.1%) 437명(0.1%) 434명(0.1%) 

학생부(종합) 435명(0.1%)  671명(0.2%)  1,412명(0.4%)

합계

225,092명(63.9%) 214,501명(60.3%) 209,658명(57.4%)

학생부종합  83,666명(23.7%) 72,772명(20.5%) 69,043명(18.9%)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6). 2018학년도 대학입학시행계획 주요 사항

[표 1] 대입의 총 모집 인원 

구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총 모집인원

2017학년도 248,669명 (69.9%) 107,076명 (30.1%) 355,745명

2018학년도 259,673명 (73.7%) 92,652명 (26.3%) 352,325명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6). 2018학년도 대학입학시행계획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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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학종 시대’, 바람직한 추진 방향과 과제 

이들 의혹에 대해 진위를 가리려면 사실에 기반한 심층적 

분석과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지만, 일단 학종에서 대학

의 고교유형별 선발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서울대

의 경우, 2016학년도 학생선발에서 수시모집은 73%이며, 모

두 학종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선발된 학생의 출신고교

는 일반고 50.6%, 자사고, 특목고 등 48.1%, 기타 1.3%로 나

타나고 있다(서울대학교 보도자료, 2016.1.14.). 한편, 수도

권 대학 중의 하나인 경희대학교의 경우, 2015학년도 학종

으로 선발한 학생은 일반고 74.1%이고 자율고 7.9%, 특목고 

6.4%, 특성화고 9.6%, 기타 2.7%이다(경희대학교 제공자료, 

2015학년도 고교유형 분포).   

우리나라 전체 고교 중 일반고가 65%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서 두 대학의 일반고 선발비율을 단순 비교

하면 서울대의 수시모집 중 일반고가 50.6%를 차지한다는 

것은 고교등급제의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수치이다. 그러나 이

것만으로는 학종을 특목고, 자사고 우선 전형, 혹은 금수저 

전형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학종은 본래 고교에

서의 생활, 학습과정, 잠재력 등을 학생부 등을 통해 평가한

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지, 평정 결과를 다시 고교 유형별

로 균형적으로 조정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논술, 면접의 문제를 추가적으로 다루

면서 학종이 금수저 전형임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학종이 금

수저 전형이라고 단언하려면 사실적인 내용 자료가 좀 더 뒷

받침 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서울대의 학종에서 고교 유형별 선발 현황, 즉 특

목고 등 출신자가 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논의는 무엇일까?  

먼저, 학종 운영에 대해 대학의 평가능력과 공정성을 불신

하고 의심하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무늬만 

학종’, ‘가짜 학종’ ‘학종 폐지’ 논란처럼 대학의 평가 전문성, 

공정성 등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 실제로 ‘무늬만 

학종’ ‘가짜 학종’이라는 말에는 대학이 이기적인 목적, 이른

바 ‘우수 인재’를 뽑기 위해 일종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불

신이 깔려 있다. ‘학종 폐지’라는 말에는 대학에 대한 불신을 

넘어 우리 사회, 혹은 대입제도 운영에 학종이 해악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마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학종 운

영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대학에 있으며, 평가 전문성과 

공공적 책무성 부족에 있다는 기본 전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

이다. 이렇듯 논의의 초점을 ‘대학’에 둘 경우, 주요 논제는 선

발철학의 재정립, 평가 전문성의 강화 등 단위대학별 노력부

터 대학협의체를 통한 집단적 노력과 자체 정화노력, 사회적 

제재나 교육부의 대학 제재 혹은 지원 방법 등이 된다.   

그런데 대학의 전형능력과 공정성을 어느 정도 인정, 신뢰

하는 입장에서 학종 문제를 접근하면 초점은 ‘고교 교육’으로 

바뀌게 된다. 대학이 대학인재상과 부합하다고 생각한 학생

의 전형자료, 특히 학생부에 주목하게 되면서 그 학생부에는 

무엇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것에서 

무엇을, 어떻게 읽어낸 것인지 등에 관심이 모일 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주요 논제는 그것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

련되어 있는지, 학생의 수업 참여와 선택교과 이수와 관련되

어 있는지, 기록과의 관련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의 총합인

지 등등 고교 교육에서 학생의 학습성과를 향상시키는 요인

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종은 고교 교육의 본질과 방

법적 문제를 다루는 본격적인 논의를 이끌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가정은 학종 논의를 위해 상황을 단순화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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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최근 제기되는 학종 문제는 어느 한 쪽으로만 설명하

기 어려운 복합적인 과제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학의 평가 

능력이나 공공적 책무성의 문제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당시에 

가장 크게 이슈화되었던 것이고, 지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집

중 노력해 왔던 과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학생부’에 

초점을 맞추어 학종 논의를 본격화 해 보는 것은 어떨까?

Ⅲ.  학종, 입학사정관전형과 같은 것인가? 

학종 논의에 앞서 입학사정관제와의 관계를 분명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학종은 입학사정관제에 그 기원

을 두고 있다고 하여 ‘구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도 한다. 과

연 학종과 입학사정관 전형은 같은 것인가?

먼저 입학사정관제는 2007년부터 시범운영대학을 시작으

로 이명박 정부 기간 중 전국 대학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도

입 당시 상황은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로 대입에서 수능점수

가 절대시되면서 사교육 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악순환 구조 

속에 있었다. 이에 대해 점수가 아닌 소질과 능력,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새로운 평가철학을 제시하면서 우리

나라 대입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 바로 입학사정관제

이다. 대학은 ‘고교 교육의 정상화’와 ‘대입 적격자 선발’을 표

방하면서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는 평가전문가를 통해 정성적 

평가시대를 새롭게 열기 시작하였다. 

현 정권에서 입학사정관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바뀌

게 된다. 방향과 취지는 대부분 유지되었지만 몇 가지 차이점

도 있다. 우선 이름이 다른 것처럼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르

다. 즉 입학사정관전형에서 포인트는 ‘입학사정관’이지만, 학

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이다. 입학사정관전형은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의 역량 강화, 즉 ‘대학의 

평가 기반 구축’이 선결과제였다면, 학종은 ‘학생부의 내실화’

가 선결과제이다. 입학사정관제시대에는 수능 외의 자료, 즉 

교내외 활동을 포함한 학생부 등 다양한 전형자료가 적극적

으로 활용되었다면, 학종시대에는‘학교 내 생활’정보로 제한

된 학생부를 활용하는 점이 다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입학사

정관제와 학종을 비교 정리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입학사정관제(전형)와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징 비교

구분 입학사정관제(전형)(이명박 정부) 학생부종합전형(현 정부)

목적
대학 자율권 확대 + 

고교 교육 정상화
고교 교육 정상화

평가자 입학사정관 입학사정관 등

평가방식 정성적 종합평가 정성적 종합평가 

전형 자료

학생부 + 교내외 활동 자료
학생부

(‘교내’로 제한된 교과 및 비교과 활동)

-자기소개서, 추천서, 포트폴리오 등

-�공인어학성적, 교외수상실적 등 

미반영 권장(대학에 따라 반영)

-학생부에 교외활동 일부 기재

-�교외활동, 교외 수상실적, 

공인어학성적 등 기재 전면 금지

  (기재 시 0점 처리)

-자기소개서, 추천서 선택 서류

필요

조건

-�대학의 평가역량 확보

  (입학사정관과 전문적 평가역량)

   →대학 변화

-�학생의 교내외 활동과 기록

  (학생부 포함)

-고교의 평가역량 확보→고교 변화

-�전 교사의 관찰 및 평가 기록 

내실화(학생부 내실화)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 개선(수업혁신과 

수행평가)

-�대학의 고교 교육 이해와 선발의 

공정성

기대

효과

-대학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평가전문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확보

-고교의 비교과 활동 활성화

-�고교의 수업혁신: 참여수업과 

교육과정의 선택 이수 등

-�수행평가 내실화(교사의 학생관찰과 

관심 증대)

-�고교의 개별 학생에 대한 다면적 

이해와 그에 따른 맞춤형 진학지도 

부작용/

과제

-�개별 학생의 전형자료 준비 부담 

증가 

-비교과 활동의 강조로 스펙 

축적을 위한 사교육 등장

-대학인재상별 대입전형 복잡화로  

대입컨설팅 등 신종 사교육 등장

-전 교사의 평가, 기록 부담 증가

-학생정보보다 학교정보 강화 우려

-학교, 교사 요인에 따른 유불리 발생

-�우수인재 선점을 위한 대학의 선발 

경쟁

정부지원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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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학종과 입학사정관 전형은 등

장 배경과 현안 과제가 다르며, 이 차이점들을 간과하는 경

우, 학종에 대한 오해와 불필요한 외적 간여, 사교육 등 왜곡

된 노력들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은 입학사정관전형에서는 ‘비교과’활동이 중시되면서 ‘교내

외’활동 자료가 활용되었지만, 학종에서는 ‘교내’활동 기록으

로 제한되어 있어서, 대학들이 향후 ‘교과’활동과 성과에도 크

게 주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Ⅳ. ‘학종’, 고교개혁의 계기로 만들자! 

우리 사회에서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대입전형 운영이 사실

상 어렵다면 학종 논의를 좀 더 큰 관점을 가지고 고교 개혁이

라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갈 수는 없는 것일까? 이는 학종 운

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도 아니고, 문제를 덮어두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기 전, 학종

이 운영되기 전, 사교육 시장에 내어 주었던 고교 교육의 피폐

함과 그 좌절 속으로 우리 교육을 되돌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

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교육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고 보기 때문이다. 이왕에 학종 논의가 시작된 이상, 이 문제

를 고교 개혁과 연계하여 본격적으로 발전시켜 보자는 거다.

근래 대입제도의 변화를 수능 시대, 입학사정관제 시대, 학

종 시대로 구분해서 보면 사교육으로부터 고교로의 방향 이

동, 결과 평가에서 잠재력을 포함한 정성적 평가로 변화하는 

흐름을 읽을 수 있다. 큰 틀에서 보면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이 큰 흐름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다음의 몇 가지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첫 번째는 대입의 큰 틀을 현 방향으로 유지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학생부 내실화’에 두면 

어떻겠는가? 여기서 학생부 내실화란, 학생부 기록의 문제만

이 아니라, 고교 교육을 어떻게 내실화할 것인가로 연계되는 

과제를 포함한다. 참여수업을 확대하고, 선택교육과정을 실

효성 있게 운영하는, 말하자면 고교, 그 중에서도 특히 일반

고 개혁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이는 물론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겠지만 우리 교육과 대입 발전

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결 과제이다. 다행스럽게도 

학생부 전형이 강화되면서 한편에서는 일부 일반고를 중심으

로 교육과정 운영의 재설계, 수업과 평가의 혁신적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최근 교육부가 강조하는 수행평

가에 대해서도 진지한 자세로 시도 중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학종이 운영상의 문제만 드러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한편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시

사한다. 우리는 이 양 측면을 함께 볼 수 있는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 아니 현재로서는 학종 이후로 이들 선도적인 일반

고들 사이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수업혁신과 평가개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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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평가제도의 개혁이다. 이는 대입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거론되는 ‘입시부담’과 ‘학습부담 축소’문제와도 관련

된다. 최근 한 언론에서 ‘내신고시반이 된 고교 교실’이라는 

제목으로 학종시대의 신풍속도를 그리고 있다. 덧붙여 이제 

내신은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라고도 기술하고 있다(조선일

보, 2016.5.25.). 물론 이 지적처럼 학교 시험이 고시(考試)처

럼 되어 교실을 시험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학교의 시험시간 조차 무참하게 외면당했던 

과거 수능 시대를 생각하면 이 상황을 시험 운영 개선으로 전

환하는 역발상은 어떤가? 예컨대 문제풀이식 시험이 아니라 

사고력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유도하

는 방향으로 평가운영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만

일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부담이 늘어난다고 해도 시험이 끝

나면 잊어버려도 되는 소모적인 부담이 아니라, 변화된 수업

과 평가 속에서 미래역량을 키워가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이 

부담은 적극적으로 감내해야만 할 것 같다. 

세 번째는 학생부의 재구조화이다. 필자는 지난해 학생부

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고교 교사와 

입학사정관들과 함께 학생부 전체를 검토해 본 적이 있다. 학

생부를 대입에서 사용되는 전형자료라는 관점을 가지고 고교

와 대학의 양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집중 검토한 것은 처

음 있는 일이다. 다음은 검토 내용 중 일부이다. 

 -    학생부 작성 부담: 학생부에 기록할 내용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서 교사의 

부담이 너무 크다. 특히 종합의견란에 대해서는 관여하려는 일부 학부모도 

있다. 종합의견란을 비공개로 하고 추천서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교). 

 -    자기소개서 작성과 지도: 지도가 어렵다(고교). 자기소개서를 사교육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초래하는 대단한 오해이다(대학).  

 -    학생부 내용과 구조: 기록을 사실과 소견으로 구분하여 기록할 필요가 있다. 

내용적으로 중복되거나 논리가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불필요한 부담과 혼란을 

일으킨다. 합리적이고 일관된 체계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교, 대학).

 -    학생부 내용의 획일성: 학교정보 위주이며 획일적 정보가 많아 전형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학교보다 학생, 즉 학생의 학습발달상황, 소질, 잠재력 등을 

알 수 있는 학생정보가 필요하다(대학).

 -    교과와 비교과: 학종은 비교과만을 보지 않는다. 교과에서의 학습발달상황에 

대한 구체 정보가 필요하다(대학).

 -    학종 용어와 기준: 대학별로 사용하는 용어와 기준이 너무나 다양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용어 정리와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교, 대학). 

 <자료: 정광희 외(2015), 「대입전형의 안정적 발전방안」에 기초하여 재작성>

여기서 학생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겠지만, 검

토과정에서 모두가 확인한 사실은 교육정책이 변할 때마다 

하나씩 기록항목이 추가되면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구조와 

일관된 논리를 상실한 점과, 그 결과 학생부가 그 목적이 무

엇이고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려운 정체불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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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학생부의 목적과 기능을 교육의 

관점에서 다시 정립하고 그 바탕에서 학생부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대입경쟁에서 뒤처진 학생에게 어떻게 두 번째 

기회를 열어줄 것인가의 문제이다. 대입을 승자 위주로 운영

할 경우, 불필요한 경쟁이 가중되고 개인의 서로 다른 장점

과 잠재력이 묻히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지불해야 할 사회

적 비용이 매우 커질 수 있다. 이 점에서 수시와 정시, 혹은 

학생부 위주와 수능 위주의 전형비율, 운영방식을 전면 재검

토할 필요가 있다. 학생마다 다른 강점이 있고 이를 어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학생부교과전

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 위주의 전형을 각각 30% 수준에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별한 근거 없이 학종비율을 무조

건 확대해 가는 것은 오히려 다른 강점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기회제한이 될 수 있고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

원론적으로 볼 때 학종은 고교, 대학 모두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형이다. 다만 학종이 정말로 고교

교육과 대입전형에서 개혁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지는 다음

의 질문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진정성 있는 대답에 달려 있다. 

 · 고교, 수업과 평가 등 교육과정 운영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는가? 

 ·교사, 수업과 평가 혁신, 기록의 부담을 기꺼이 감내하겠는가? 

 · 대학, 정부 지원이나 제재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겠는가?

 · 정부, 고교와 대학이 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정책 지원을 하겠는가? 

 · 학생,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부합한 진로를 고민, 기획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노력을 할 것인가?   

 · 학부모, 흔들림 없이 엄마의 학생부가 아닌 자녀 스스로 학생부를 만들어 

가도록 믿음을 가지고 지켜 보겠는가?  

위의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학종의 발

전적 운영은 물론, 우리 교육 또한 분명히 희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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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현황과  
학교 정착 방안

글

•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개발협력연구실장

Ⅰ.   서론 : 지속가능발전교육연대 

(DESD)의 후속 전략

2015년 5월 한국이 개최한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2030

년까지 모든 이를 평등하고 포용적이며 양질의 교육과 평생

학습으로 이끌기 위한 취지의 인천선언을 발표하였다. 인천

선언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새로운 교육비전과 관련하

여 제9항의 ‘양질의 교육(quality education)’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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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교육은 모든 시민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과 세계시민교육

(GC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을 통해 지역의 쟁점 

혹은 글로벌 과제에 대처하고, 정보를 활용한 의사소통능력

을 기르며,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능, 태도, 

가치를 발전시킨다. 그래서 2014년 (일본의) 아이치-나고야

에서 열린 ‘유네스코 ESD 세계교육대회’에서 ESD를 달성하

기 위한 새로운 추진전략으로서 ‘글로벌 실천프로그램(Global 

Action Program, GAP)’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 이와 함

께 ‘Post-2015 지속가능발전 어젠다’를 달성하기 위해 인권

교육활동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사실상 인천선언은 기존의 국제사회가 추진해 온 ‘지속가

능발전교육(이하 ESD)’과 함께 유엔의 ‘교육우선주의 구상’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EFI)을 통해 한국이 주

도한 교육의제인 ‘세계시민교육(이하 GCED)’을 동등한 실

천과제로 제안하였다. 나아가 인천선언은 2015년 9월 UN

이 제안한 ‘지속가능개발목표 2030년(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4번째 항목인 교육의제 속에 발전적

으로 계승되었다. 교육의제는 ESD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생활

양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 촉진, 세계시민

의식,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하여 모든 학습자

가 반드시 습득해야 할 지식과 기능이라고 보았다. 

즉, ESD는 사회적, 정치경제적, 환경적인 글로벌 변화 속

에서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교

육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존의 교육체제는 혁

신적인 접근을 통한 통합구조를 이루지 못한 실정이라고 자

체 진단한다. 그래서 ‘교육비전 2030’에서 인권과 양성평등,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 지역공동체사회로부터 글로벌사회

에 이르기까지 평화와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해 

ESD를 비롯하여 교육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미 국제사회는 ESD를 글로벌 교육개발협력전략으로 활

용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실천활동을 벌여 왔다. 1990년 유네

스코가 ‘모든 이를 위한 교육(EFA:Education for All)’을 제

창하고,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가 사막화, 탄소, 온난화 

등을 우려하는 리우협약을 채택하면서 ESD의 윤곽이 그려

졌다. 특히 UN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UNDESD: 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실천사업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2014년 11월 일본 

나고야에서 그간의 UNDESD의 성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글

로벌 실천프로그램(GAP)’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지난 10년 

이상 글로벌 사회에서 전개된 ESD의 실천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ESD 정책의 변화와 전망을 예측하면서 우리 교육현장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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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추진 배경과 현황 

1.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특성과 쟁점

ESD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사회 혹은 지역공동체 사회의 

구성원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 자원, 물적 재원, 가치 및 

태도 등을 미래 세대에서도 안정적이며 동일한 수준 이상으

로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하고 준비·실천하는 교육으로 정의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ESD는 글로벌 과제로서 사회, 환경, 

경제를 조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즉, ESD는 인간의 경제주의적인 관점의 조화와 상생을 강조

한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시민의식과 평화, 인권 등을 강조하

는 GCED에 비해 실용적인 속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미 글로벌 사회는 환경, 빈곤, 인권, 평화, 개발 등의 다

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ESD는 이와 같은 현대사회의 과

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채택하고, ‘글로벌 사회를 

준거로 하는 사고를 하면서도 지역사회의 문제에 적극 몰입’

하여 실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ESD는 결국 이와 같이 지역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도 새로운 가치

관과 실천행동을 창출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 지속가능할 

수 있는 사회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활동이다. 달

리 말하면, ESD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역군을 육

성하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대체로 ESD는 다음과 같은 교육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격의 형성과 발달, 자율성, 판단력, 책무성 등의 인성

을 육성해야 한다. 이는 ESD 자체가 인지 역량 이외에 감성, 

정서 역량 등의 비인지 역량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을 강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타인과의 관계성, 사회

와의 관계성, 환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의사소통 능

력, 연대의식 등을 강조해야 한다. 그러므로 환경, 평화, 인권 

등의 ESD 대상이 되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환경, 경제, 사회문화의 각 방면에서 학제 간 연구실천, 

또는 종합적 측면의 통합교육 활동 등을 중시한다. 따라서 학

교현장은 ESD를 통해 환경, 에너지, 국제이해, 재난방지, 생

물다양성, 기후변동, 세계문화유산 등과 관련된 지식, 태도, 

가치를 익혀야 하며, 환경, 경제, 사회가 통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학습해야 한다. 

그래서 ESD는 모든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

건을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요청되는 원칙, 가치

관, 행동을 다양한 교육의 장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 관점에서 환경, 경제, 사회의 세 가지 측면을 조화시켜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변혁적인 가치관

과 실천행동을 요청한다. 대체로 ESD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

전에 대한 가치관을 습득해야 하는데, 이는 인간의 존중, 다



Educational Development  2016 SummEr | 75| 교육개발 2016 여름74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현황과 학교 정착 방안포커스

양성, 배타성의 배격, 기회균등, 환경과의 조화 등을 포함한

다. 또한 비판적 사고를 비롯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물과 

사회 현상의 배경을 통찰하는 능력, 종합적인 성찰능력, 데이

터 및 정보 분석능력,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등의 다양한 사

회정서 역량, 감성능력 등을 길러야 한다. 따라서 ESD는 주

요한 과제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참여 학

습활동과 문제해결능력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행동, 즉 체험

활동과 현장 참여교육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2.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중점 사업

2013년 11월 글로벌 사회는 제37차 유네스코총회에서 ‘UN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2005~2014)’ 사업의 후속조치로서 

글로벌 실천프로그램(GAP: Global Action Program)을 채

택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고와 행

동의 변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한 혁신 수

단이 되어야 한다는 배경에서 출발하였다. 글로벌 실천프로

그램을 새롭게 반영하여 ESD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

였다. 첫째, ESD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

전전략을 추진하고, 주로 참여 및 체험학습 중심의 실천활동

을 강조한다. 둘째, 권리에 기반을 둔 질 높은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ESD는 사회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재설정하는 변혁적인 교육활동으로서, 전체론적인 교육접근

방식(Holistic Pedagogy)을 기조로 하여 균형 잡힌 통합교육

을 추진한다. 넷째, ESD는 형식, 비형식, 무형식교육을 두루 

포함하며, 유아교육부터 고령인구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

학습체제를 구축한다. 이와 같이 글로벌 실천프로그램은 지

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교육, 학습활동에서 실

천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실천프로그램(GAP)은 ESD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실천전략을 제안하였다. 첫

째, ESD를 지속가능한 발전·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과 

정책 등에 연계시킨다. 즉, ESD를 국제교육 어젠다의 중요한 

요소로서 채택하며, 지속가능발전정책에 교육을 강화하는 상

호 보완정책을 추진한다. 둘째, 모든 교육수준과 영역에 있어

서 ESD를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한다. ESD는 교수내용과 방법

론,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교

육의 이해관계자가 총괄적으로 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ESD를 촉진하기 위해 교사 및 훈련가 등의 다양

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즉, 비형식교육과 

무형식교육 체제를 담당할 교육관계자 양성대책까지 포함하

여 평생학습체제를 담당할 교원 및 ESD 리더 등의 양성·연

수활동을 지원한다. 넷째, ESD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 세대 주역이 되는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ESD

는 글로벌, 국가, 지역사회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정을 

실천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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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공동체 수준에서 ESD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조장·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와 

학교교육 현장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ESD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3.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학교현장 정착 방안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 속의 교육비전을 달성하는 

전략으로서 ESD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되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실천프로그램’(GAP)이 현재 ESD 

실천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유네스코협동학교를 중심으로 ESD를 학교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ESD는 미래 세대의 행

복한 교육,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특정 학교교육 실

천활동만으로 추진될 수는 없다. 오히려 ‘글로벌 실천프로그

램’에서 적극 강조하는 것처럼 ‘실천은 지역사회 속에서, 그

리고 지향하는 가치는 글로벌 차원의 지구공동체를 구상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ESD는 학교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

하는 방식을 중점과제로 정착시키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

다. 미래 사회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보장

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ESD를 학교현장에 정착시키는 

방안이 실현되어야 한다. 첫째, 유아교육과 보육, 초등학교 

교육을 연계하는 놀이, 영양공급, 체험중심 교육을 통해 아

동의 인성과 창의성, 성실성 등의 역량을 계발하는 교육이 되

어야 한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에서 범교과 학습으로 ESD

를 추진·실천하고, 기존의 특별활동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과 융·복합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수업활동, 방과후 교육활

동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초·중

등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교원연수 등을 통해 

ESD를 통한 역량 계발 전략을 강조하고, 학교교육과 지역사

회를 연계하는 ESD 실천활동을 강조해야 한다. 넷째, 초·중

등교육에서 ESD를 확산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교육

접근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교사가 단위학교 및 

지역사회 특성에 적합한 교육활동과 교육과정을 직접적이며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선결

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생들이 시민의식과 지구촌 환경, 사

회, 경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ESD에 대한 학습성과

를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ESD를 학교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교육실천 목표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발전전략과 결합시키는 혁신방

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발전전략과 시

민사회를 결합하는 ESD 추진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SD 파트너십을 개발·확장하여 시민사회, 공공 및 민

간분야, NGO, 개발 파트너와의 연계를 통해 ESD가 직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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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훈련, 일터 현장의 생활준비교육 등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직업기술교육훈련 관계자들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경제적인 측면에서 ‘학습자들이 고용될 수 있는 가능성

(employability)’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손쉽게 전용할 수 

있는 기술(transterable skills)’과 지속가능한 생활, 시민의

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결합해야 한다. 셋째, ESD를 통해 평

생학습사회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학·공공민

간연구기관 등이 선도하고, 지역사회 및 산업체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지식·정보를 공유·연계하는 역량 강화 구상을 

실천해야 한다. 

Ⅲ.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을 위한 향후 

교육전망

이와 같이 ESD는 글로벌 실천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학교현

장의 범교과학습 주도 교육활동과 평생학습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실상 ‘지속가능발

전목표 2030년(SDGs 2030)’ 속의 교육의제 중에서,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은 개인의 삶 속에 지속적인 지식과 기술, 태

도, 가치를 습득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ESD가 형식교육

과 비형식교육, 무형식교육을 통해 개인이 삶의 과정에서 만

나게 되는 다양한 역할, 상황, 환경에 대해 대비하고 대응하

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SDGs 2030 교육의제는 ‘양

질의 교육’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ESD와 함께 GCED를 함

께 거론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교육개념은 글로벌 시민으로

서 미래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역량을 육성한다는 공통된 

전망을 가지고 있다. 현재 GCED는 ‘2015년 세계교육포럼’

을 계기로 하여 한국이 적극 지지하는 교육의제이며, ESD

는 UNDESD(UN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 통해 유네스코

와 일본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과제로 이해할 수 있다. 전자

는 글로벌 사회에서 개인, 사회, 인류의 미래 과제를 조화롭

게 해결하기 위한 세계시민의식과 국제이해, 인권, 평화, 복

지 등을 강조하는 윤리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후자

는 환경, 사회, 경제의 조화를 통해 미래 사회도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과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양자의 교육활동은 미래 인류사회 발전을 위한 실천

운동으로서 서로 보완하고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제를 갖추

는 방안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 교육현장에서 ESD가 해야 할 과제와 전망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상할 수 있다. 

첫째,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한 ‘UN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좀 더 발전된 전략으로서의 ESD 글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현황과 학교 정착 방안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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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실천프로그램이 학교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

이다. 사실 ‘UNESD 10년(UNDESD)’은 유네스코가 핵심 주

체가 되어 국제기구들이 공유한 의제에 대해 공동으로 실천

하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유네스코 회원국 내부적으로는 

정부 유관부처 간의 ESD 협력을 구상하고, 지역사회를 중심

으로 학교교육과 민간·공공기관,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협력

방안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의 ESD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와의 연

계·제휴를 통해 교육활동을 추진하는 방식으로서 지속적이

고도 강화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ESD을 

실천하려면 시민사회와 공공부문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ESD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학습 과정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평가·모니터링을 하여 학교현장에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해

야 한다. 

향후 2030년까지 추진해야 할 교육비전 속에서 ESD는 시

민들이 지속가능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체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므로 ESD는 단순히 미래 경제

생활을 준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잘 사는 삶’과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사회를 완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방향을 재정

립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교육은 글로벌 실천전략과 관련하

여 ESD를 구체적으로 학교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경험과 준

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글로벌 실천프로그램’을 통해 ESD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욱 생산적이며 긍정적인 협력사업을 통해 학교현장에 정착시

키는 것이 선결과제가 되어야 한다. ESD는 현재와 미래 세대

의 행복한 생존과 삶을 위해 추진되어야 하며, 문화적 다양성

을 이해하는 배려의 마음을 통해 사회를 혁신하는 원동력으

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 교육현장에서 ESD는 

GCED와 함께 적용하고 상생하는 학교혁신 전략을 통해 더

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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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올해 3월에 있었던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은 우리나라

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AI)

이 인간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각하는 존재’로 기록되었고, '제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최근의 신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

전하고 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상징적 순간이었다. 이처

럼 급변하는 격동의 시대(The age of Turbulent)에 우리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성장의 동력을 확보해서 생존해

야 하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런 요구들은 

글

•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실현의 로드맵, 
산학협력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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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하는 열정을 갖춘 창

의인재와 이들이 자신의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결합되었을 

때 충족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인재와 지식의 보고(寶庫)인 

대학과 국가 경제의 동력인 산업계의 결합인 산학협력이 활성

화되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Ⅱ. 추진 배경 및 산학협력의 경과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적·교육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

해 있다.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제품 수명 단축과 기술 융·복합화 등으로 R&D 비용이 증가

하여 기업의 인력 채용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청

년층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고용의 연계가 약화

되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청년 고용률은 2009년부터 57%대

에서 정체되어 있다. 거기다 2016년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0.9%로 이전 동월 대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대학

은 2023학년도까지 입학정원 대비 약 16만 명의 입학자원 부

족이 예상되는 등 학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경쟁 심화의 위기

상황 극복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돌파구로서 산학협력은 의미를 가지고 추

진되어 오고 있다.

대학중심의 산학협력은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촉진법’이라 함)이 제정되고 

산학협력단이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

다. 2014년 기준으로 산학협력단은 사이버대, 종교지도자 양

성대, 과기특화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대학 356개교에 설

치되어 있고 6,700여 명의 소속직원이 6조 3,000억 원의 재원

을 운용하고 있다.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광역경제권 선도 

사업 등을 통해 산학협력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이어졌고 

2012년부터 실시한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LINC)사업을 통

해 교육부는 대학을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변모시켜 가고 있

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산학협력이 대학의 고유한 기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산업체 및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를 양성하고 대학에서 창출된 연구성과의 이전 및 공동기술 

개발 등을 통해 기업지원을 활성화했다. 그리고 어려운 고용

환경 속에서도 취업능력 제고 및 창업문화 확산을 통해 창조

경제 실현에 기여한 바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은 여전히 개선해

야 할 과제가 많다. 먼저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실용성이 낮고 

중소기업의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으로 기술이전 등 대학의 

기업지원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창조경

제혁신센터, 지자체 등 지역 혁신 주체와의 협력이 부족하다

는 평가도 있다. 또한 대학의 산학협력 주체가 학부·공학계

열에 집중되어 있고, 대학에서 기업으로의 일방향적 지원 형

태를 띤 협력모델이 만연해 있는 현행 산학협력 구조 하에서

는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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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청

년 일자리를 확충하는 촉매제로서 ‘산학협력’은 더욱 활성화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올해 4

월에 산학협력촉진법 제4조에 근거한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은 ‘기업 연계형 대학’ 육성

을 통한 청년 취·창업 확대 및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아

래 다음과 같은 4가지 중점 추진과제들을 담고 있다. 

 1. 기업의 기술 및 인재 지원

가. 산업분야 특화형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촉진

최근 산업계는 각 산업의 특성에 맞게 전문화된 지원을 요

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도 산업분야별 특성에 맞게 특

화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교육

부는 전문화된 산업별 특성에 따라 대학의 산업분야별 특화

된 집중지원 기능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미국 Maryland 대

학은 대학-연구기관-산업체로 구성된 ‘CALCE(Center for 

Advanced Life Cycle Engineering) 컨소시엄’을 통해 항공, 

자동차, 컴퓨터 등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기업 및 연구기

관들과의 연결망을 구축하여 산업체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

하고 산학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대학도 특화산업

분야를 자체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분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전해 

주며 최신 기술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상호협력을 강화하려 한

다. 또한 지역 기업과 인근 대학의 가족회사협약 체결을 지원

하고 학교 기업과 지역 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여 지역 내 기업

과 대학 간 맞춤형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중소·중견

기업 및 예비창업자와 대학 보유기술을 연결하는 기술사업화 

통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학기술의 기업체 이전 및 창업

을 촉진하려 한다.

나. 사회맞춤형 학과 등을 통한 맞춤형 인력 지원

산학협력은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학생선발,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수업을 진행하고 졸업생 채용과 연구역량 강화

까지 협력하는 사회맞춤형 학과를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를 양성하고 적절한 기업과 연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런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자 교육부는 사회맞춤형 학과 학생 

수를 2015년 4,927명에서 2020년에는 2만 5,000명으로 확대

하여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려 한다. 그리고 산학연계 강의에

서부터 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취업·창업으로 이어지는 선

순환 구조의 인재양성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학생이 제작

한 우수 캡스톤 디자인은 옥션마켓 등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

업화를 지원하는데 ‘2015년 산학협력 EXPO 옥션마켓’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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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기업이 14개 출품작에 대해 총 3억 7,000만 원의 투자의

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학연계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으

로 학생들의 취업을 유도하여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인재확

보를 지원한다. 

2015년 중소기업중앙회의 통계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의 인

력 부족률은 대기업의 2.7배이고 미충원 인원은 7만 8,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중소기업에 있어 인력난은 심각한 문제인

데,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도 작용한 결과이다. 

이를 해소하고자 교육부는 중소기업의 이해 및 체험 프로젝트

를 시행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기업

과 구직자 간 미스매칭을 완화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올해부

터 중학교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와 연동하여 우

수한 중소기업 현장을 학생들이 체험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직 교원 및 교원양성기

관 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생 

진로교육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를 제

고할 계획이다.

다. 신산업 분야 융합 인재 양성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은 이전의 산학협력이 대학교 학부

에 집중되어 있던 것에서 나아가 대학원 수준으로 산학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산업계 변화를 

선도하는 석·박사급 연구개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인공지능

(AI),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ICT 융복합 등 미래 신산업을 개

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 그리고 공학, 상경 등 전

문 직업분야에서 학부 통합형 전문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전문대학원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분야를 

넘나드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나래를 펴는 융·복합적 인재를 

양성할 것이다. 또한 공학교육인증제와 기술사제도의 연계를 

추진하여 공학교육인증제 참여율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제기

준에 부합하는 공학교육과정의 혁신을 이루고자 한다. 

 2. 대학생 및 대학원생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가. 청년창업 지원 강화를 통한 창업문화 촉진

2013년 기준 30대 미만 대표자가 있는 기업의 5년간 생존

율이 16.6%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청년 창업이 얼마

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학부생 창업에 있어서도 

낮은 기술력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제한 등으로 인해 창

업 이후 생존율이 낮은 편이다. 대학 내 창업의 질적 개선을 

통해 청년창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산학협력의 대상을 대학

원으로 확대하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석·박사급 인재들의 

기술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 한다. 기존의 학부생 창업

은 계속적으로 지원·강화하면서 대학원 과정에도 창업트랙

을 도입, 확대하여 청년창업을 촉진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학 

내 엔젤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하고 

크라우드 펀딩과 연계하여 투자자 저변을 확대할 것이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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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대구의 A대학은 2016년 초 교내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사업비를 투자받

아 폐자전거를 활용하여 친환경 패션소품을 제작하는 사업의 

학생창업에 성공하였다.

창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군입대나 대학 졸업 이후에도 

창업의 꿈을 계속 펼칠 수 있도록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군(軍) 특성화반 학생들의 경우 입대 후에도 창업동아리 활동

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학(원)생 창업의 경우, 졸업 전에는 정

부 재정지원사업의 혜택을 유지하고 졸업 후에도 일정기간 대

학의 창업지원 인프라 활용을 허용해 창업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휴학제,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창업학점교류제와 같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및 창업강좌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기반의 창업교

육·학습 기반을 조성하는 등 창업교육을 내실화하여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창업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나. 대학 창업 인프라 확충 및 재도전 기회 부여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창업 경험과 노하우에 접근하기 

쉽지 않아 창업의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기도 한다. 이런 문

제를 해소하고자 교육부는 창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지

속적으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창업자, 창업팀 양성이 가

능한 창업 동아리 모델을 구축하여 육성하고자 한다. 창업동

아리와 실전창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창업위험을 분산하기 위

해 협동조합 형태의 창업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할 것이다. 전남 

소재 B대학에서는 음악과 졸업생과 재학생 6명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클래식 공연 및 음악교육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 

“실패에 대한 관용이 창업활성화를 이룬다”는 ‘창업국가’의 

저자 사울 싱어(Saul Singer)의 말처럼 창업 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창업활성화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교육부는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

시키고자 대학창업펀드를 활용하여 창업에 재도전을 돕고 사

업 실패 시 ‘교육→멘토링→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는 재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도

전정신이 가득한 대학 창업 인프라가 확충될 것이다. 

다. 문화·예술 콘텐츠 대학지주회사제도 도입

최근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다. ‘태양의 후예’의 경우, 직접 수

출액은 100억 원이었지만 드라마에 등장한 자동차, 조리도구 

등의 수출 증가로 1조 원에 달하는 경제효과와 4,000여 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문화콘텐츠가 가진 부가가

치가 엄청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대

학은 다방면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모여 있는데, 지

금까지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 및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

하는 기제인 대학지주회사가 이·공계 대학이 가진 기술에 집

중되어 있었다. 이런 경향은 대학지주회사가 기술을 출자하

는 형태로만 설립되어 오게 했다. 앞으로의 산학협력은 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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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을 넓혀 기술의 범위로 포섭하기 어려운 문화·예술 콘텐츠 

및 서비스분야의 지식재산까지도 활용하여 지주회사를 설립

할 수 있도록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문화창조융합벨

트와 협력하여 대학의 문화·예술 콘텐츠 및 서비스분야의 자산

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고자 한다. 이렇

게 한다면 제2, 제3의 태양의 후예와 같은 문화콘텐츠가 대학에

서부터 나올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3. 지식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 개척

가. 대학 캠퍼스를 기업의 미래 산업 집적 기지로 육성

교육부는 대학 캠퍼스에 국내외 기업 및 부설연구소, 대학 

발 창업기업을 유치하여 대학을 산학협력의 집적기지로 육성

하고자 한다. 대학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기반을 제공하고 

입주 기업은 제품화·사업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산학협력의 

공간적 하드웨어를 조성하여 산학협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천안의 한 대학은 캠퍼스 건물에 20개 기업을 

입주시키고 LINC사업을 통해 캠퍼스 내에서 산학 공동연구와 

현장실습 등을 진행시키고 있다. 대학의 산학협력 집적기지화

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부는 대학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보

유한 교사(校舍)는 산업체가 면적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

록 허용하는 등 기업의 대학 내 입주를 지원하고, 대학의 연구

장비의 고도화 및 공용장비센터로의 집적을 추진하여 입주기

업에 대해 연구장비와 기술인력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 

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도전적·창의적 기술개발 촉진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기술이 하루아침에 만들

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특히 기초연구, 신진연구 등의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한국과

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보고서를 보면 정부 R&D투자

의 50% 이상이 3년 이하의 단기성 과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개인연구사업을 지원하는 풀뿌리 개인기초 연구사업 지

원기간도 3년 이내였다. 이에 교육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정부

의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2015년 38.1%에서 2020년 43%로 

늘려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 배분을 확대하려 한다. 그리고 풀

뿌리 개인기초 연구사업 지원기간을 최장 10년으로 늘리고 대

학원생, 박사후과정생(Post-Doc) 등 우수 연구인력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건비, 연구장학금, 연구지원비 등을 현실

화해 나갈 계획이다.

 4. 산학협력 생태계 고도화

가. 제도개선을 통한 자발적 산학협력 강화

‘산학협력’이라는 하나의 생태계가 자생력을 가지고 구축되

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및 인프라의 개선이 선제되어야 한다. 

산학협력 생태계의 성숙한 정착을 위해서는 산학협력 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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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인사제도를 고도화해야 한다. 대학교원 업적평가 및 재임

용·승진 심사 시 산학협력실적 반영을 확대하고 신규채용 시 

산업체 근무경력을 100%까지 인정하도록 유도하며 기업 임

원, 창업경험자 등 산업체 경력보유 전문인력의 ‘산학협력 중

점교수’ 제도의 운영도 내실화한다. 그리고 산학협력 담당자

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학협력을 

실현시키려 한다.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산학협력 담당직

원 연수를 강화하고 ‘산학협력 전문가’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

여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비

LINC대학의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도 산학협력 마일

리지를 부여하고, 마일리지 활용대상 사업을 단계별로 확산하

여 2018년에는 모든 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

도록 추진하는 등 기업의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나. 대학-기업 간 소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교육부는 산학협력 관계자들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

계자 간 소통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산학협력을 활성화시

키고자 한다. 교육부는 지역주도의 특화 전략산업을 활성화시

키기 위해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산학협

력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 전국 18

곳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강

화하고자 한다. 혁신센터 내 ‘고용존’에서는 우수기업의 현장

실습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은 우수 학생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인재 양성이 가능해진다. 또한 특허 

등 대학의 창의적 자산에 관심이 있는 수요기업을 혁신센터가 

발굴하여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기업인사담당자 협의회를 통

한 수요발굴과 취업 멘토링 등을 통해 기업과 대학생의 매칭

기회도 확대하려 한다. 그리고 교육부는 대학, 산업체, 지자

체 및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산학소통포럼을 운영하여 산업계

가 원하는 인재상과 직무역량 정립 등 대학교육의 질적 혁신

을 추진하여 산학협력 생태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다. 산학협력 저변 확대

지난 10여 년간 산학협력은 대학과 기업에 널리 알려지고 

파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과 영역에 있어 아직 확장의 여

지는 남아 있다. 교육부는 산학협력의 저변을 글로벌한 범위

에서 초·중등교육 단계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글로벌 산학협

력을 강화하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이르기까지 취·창업 기

회를 확대할 수 있다. ‘글로벌 현장실습 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산학협력 대상 국가를 다변화하고 졸업생 대상 맞춤

형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할 것이다. 또한 해외 기업의 수요

를 반영한 ‘글로벌 주문식 교육과정’을 전문대에 확산하여 학

생들의 해외 취업역량을 제고한다. 그리고 국내 대학이 보유

한 해외 인프라 중 우수 기관을 ‘글로벌 산학협력 중개센터’로 

육성하여 글로벌 산학협력의 허브로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

해 2016년 2개 센터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글로벌 산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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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센터를 통해 해외 현장실습 내실화 및 학생 안전 관리, 현

지기업과의 공동연구 등을 지원할 것이다. 산학협력의 대상도 

국내 대학 우수 외국인 유학생까지 포함하여 해외진출 한국기

업으로의 현지 취업을 연계하고 내국인 학생과 공동으로 글로

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 한다. 초·중등교육 단계에

서도 산학협력을 적용하고자 한다. 초·중·고교의 창의적 체

험활동을 통해 창업특강, 창업캠프 등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창업동아리 활동도 적극 장려하여 산학협력의 영역

을 확대하고 선제적으로 사회맞춤형 인재양성을 강화하려 한

다. 그리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2015년 9개교에서 2017년 

203개교로 확대하고,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

Tech) 참여 기업을 발굴하여 채용약정 기업에서 안정적인 교

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Ⅳ. 추진체계와 전망

산학협력에 대한 중·장기 정책 비전인 ‘산학협력 활성화 5

개년 기본계획’이 실질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다. 교육부는 미래부, 산업

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산학협력 활성화

의 강력한 동력을 확보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과 기업과의 지

속적인 대화를 통해 효과적인 산학협력 활성화와 산학협력의 

내실화를 이루어 가려 한다.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이 계획한 것과 같이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산학협력의 긍정적 효과가 강화될 것이다. 

지역 내 대학과 기업 간 협력이 더욱 촉진된다면 산학협력이 

지역경제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

맞춤형 학과 등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취업희망자와 기업 간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고 이는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 그

리고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선제적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이 

기업 연계형으로 혁신하여 산학협력의 집적기지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런 기대효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대학의 직접 고용과 기업의 채용, 그리고 학생 취·창업 역량 

제고를 통해 5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Ⅴ. 맺으며

지금까지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파이(pie)를 서로 나누는 

Zero-sum game 상황에서 위기극복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산학협력’을 통해서는 파이 자체를 키우고, 새로운 파이를 만

들 수 있어 모두의 몫을 늘리는 Positive-sum game이 가능

하다. 따라서 산학협력의 활성화는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산학협력은 고장난명(孤掌難鳴)과 같이 교육부만의 노

력과 열정으로 활성화시킬 수 없다. 산학협력이 우리 사회에 

확산·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

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

리카 속담처럼 산학협력이 대학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창조경제 실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먼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대학, 기업 등이 함께 가야 하

는 것이다. 이번에 수립하여 발표한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이 그 길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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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정책연구’ 최전선을 가다
폭력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우리가 앞장선다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센터

Ⅰ.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센터의 역할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변화, 가정 기능의 붕괴 등 최근 우

리 사회의 변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정신적, 물리적 

고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예

방하고 개입할 만한 가정과 학교 등의 사회안전망 기능은 오

히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스트레스와 학교폭력, 자살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수치 및 사례가 해마다 증

글

•
박효정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센터 소장

폭력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우리가 앞장선다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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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수 학생들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함을 드러내 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

록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으로

써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것이 중요하다.

2011년 말 이후 잇따른 청소년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

력, 학교생활 부적응, 정서·행동 발달 장애 등 고위험 위기 

학생에 대한 사전 파악, 상담, 지도 등 교육적 지원 대책 수립

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고,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

범한 이후 위기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이라는 국정과제가 만들어졌다. 이 

과제는 학교폭력 문제를 비롯한 학교생활 부적응, 정서·행동 

발달 장애 등 고위험 위기 학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

적을 두고 있다. 즉,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정신적, 물리

적 위기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기 자체를 줄이

는 노력과 동시에 학교분위기를 안전한 곳으로 바꾸고 경쟁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신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고, 

전문 상담인력 배치 확대를 통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정

서·행동 발달 문제에 대한 상담 치료를 지원함은 물론 공감과 

소통, 갈등해결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교육

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센터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학교폭력예방연구사업, Wee프로젝트 운영사업 및 건강 

증진학교 운영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Ⅱ. 추진 배경 및 방향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센터는 2012년 9월 학교폭력예방연

구사업을 추진하도록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특임센터로 설립

되어 추진되어 오다가 2016년 조직개편에 의해 학교폭력예방

연구사업, Wee프로젝트 운영사업 및 건강증진학교 운영사업 

등 세 가지 사업을 운영하는 센터로 변모하였다. 따라서 학교

폭력예방연구지원센터는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

원해 주기 위한 공동목표를 추구하면서 세부적으로는 각 사업

별로 다음과 같은 추진 배경과 방향 하에 운영되고 있다.

 첫째, 학교폭력예방연구사업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

과 실태관련 조사, 사안처리 등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폭력관련 조사와 연구,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터해 교육과학

기술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센터’를 

지정하고 학교폭력관련 조사와 연구,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 새 정부 국정과제 76 ‘학교폭력 및 학

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에 의거하여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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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어울림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사업 운

영,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사업 등 학교폭력관

련 조사와 연구, 교육과 컨설팅의 체계적인 추진·운영을 통

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의 성과와 효율성을 증대시키

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립되

었다.

 둘째, Wee프로젝트운영지원팀은 2010년 9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1단계 단위학교에 구축

한 Wee 클래스, 2단계 교육지원청에 구축한 Wee 센터, 3단

계 시·도교육청에 구축한 Wee 스쿨)인 Wee 프로젝트 사업을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Wee프로젝트운영지

원팀은 연구, 프로그램 개발·보급, 홍보 등을 통한 학교상담 

활성화, 자문, 연수, 컨설팅, 평가 등을 통한 현장 지원 및 상

담기록과 통계관리에 목적을 두고 학교상담의 성공적인 현장

착근을 위해 매년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 중이다. 

셋째, 학생건강팀의 경우에는 그동안 초·중·고등학교 학생

들의 학업위주 생활패턴으로 인한 신체활동량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증가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야기되어 이를 해소하

기 위해 ‘건강증진학교 운영 지원사업’이 수행되게 되었다. 이 

사업은 학교 스스로 학생의 총체적인 건강수준을 진단하며, 

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건강문제를 해결해 나

갈 수 있는 학교풍토를 조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강증진학교 운영사업은 교육부가 2009년에 전국 16

개 시·도별로 1개씩의 건강증진학교를 지정하는 시범사업 진

행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총 31개의 건강증진학교 시범사

업이 진행되었고, 2012년 3월부터는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의 ‘교육과정 혁신형’의 한 유형으로 16개 시·도에서 98개 학

교가 건강증진모델학교로, 2013~2014년에는 85개 건강증진

모델학교가 운영되었다. 2015년부터는 건강증진학교 14개교

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건강증진학교 인증제 도입방안을 연

구·적용하여 일반화 모델 창출과 인근학교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Ⅲ. 주요 운영사업 및 추진성과

그동안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센터에서 수

행되어 온 연구사업과 성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예방연구사업팀의 주요 연구사업 및 성과

 학교폭력예방연구사업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문화의 안

정적 정착을 목적으로 학교폭력예방 기초 및 정책 연구, 어울

림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학교폭력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학교폭력 예방 컨설턴트 양성 및 지원 등 다양한 연구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의 성과

와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각급 학교 등 교육현장에 학교폭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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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을 보급하고, 학교폭력 

실태와 예방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해 왔다. 

 첫째,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2013년 국정과제 76번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이론과 실제’가 함께하는 국가수준의 어울림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착근되도록 지

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2016년도에는 어울림 연

구시범학교 18개교가 선정되어 2년간 운영되도록 하는 성과

를 거두었고, 일반운영학교도 536개교에서 993개교로 확대

되는 등 총 1,018개교에서 어울림 프로그램 사업이 운영되어 

단위학교에서 점차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어울림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공감·소통·감정조절 

등 심리사회적 역량을 함양하여 학교폭력 대응 전략 및 ‘적

극적 방어자’로서의 역할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또래문화 개

선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개발

된 프로그램이다. 어울림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은 사회성·

정서·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를 위한 6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기본프로그램과 학생 대

상 심화프로그램 등 총 96종이 개발되었다. 특히, 2016년도 

사업에서는 6개 모듈별, 4개 학교급별 학부모용 심화프로그

램 개발이 계획되어, 학부모의 학교폭력예방 역량 강화를 위

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며, 단위학교에서 어울림 프로그램

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프로그램의 개발·개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 성과관

리 및 우수사례의 보급·확산 등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사업

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어깨동무학교) 운영사업은 

현장에 적합한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단위학교

의 자율적 예방활동을 촉진·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부터 시작되었으며, 2015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예

방연구지원센터가 수임받아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는 생

활지도특별지원학교 600개교와 일반학교 2,900개교, 연구학

교 24개교로 총 3,524개교가 각각 어깨동무학교 I, II로 선정

되어, 단위학교가 자율적이고 특색 있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

도록 연수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2016년 어깨동무학교 운영 

우수사례 공모·선정과 어깨동무학교 담당 교원 및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어깨동무학교 운영 성과 

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어깨동무학교 사업이 안정적으로 현

장에 정착되고, 나아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셋째,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사업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

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2년 수립된 「2.6 학교폭력근

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시·도 교육감

의 위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은 2012년 2차 조사부터 2016년 

조사에 이르기까지 총 8회의 조사를 수행해 왔다. 

지난 3년 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국 수준의 조사 참여 및 데이터 분석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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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학생들

로 하여금 조사 참여 시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와 함께,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파악을 위한 

학부모 대상 조사를 도입하고, 조사 문항과 예방교육 동영상 

자막을 베트남어 등 6개 국어로 번역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

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동안 실시되어 온 전국학

교폭력실태조사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

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사건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2.   Wee프로젝트 운영지원팀의 주요 연구사업 및 성과 

 Wee프로젝트 운영지원팀에서는 Wee프로젝트 사업의 성

과를 평가하고 Wee프로젝트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학교상

담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와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08년부터 시작되어 온 Wee 프로젝트 정책이 그

간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정책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와 정책 공급자인 관리자, 담당자

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조사 결과,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증가하고 상담 선생

님에 대한 인식, 고민해결 도움 여부 등에 대한 만족도가 꾸

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Wee 클래스, 센터, 스쿨, 

국립학교 및 가정형 Wee 센터 등에 대한 전반적인 Wee 프로

젝트 만족도 조사를 통해 Wee 프로젝트의 성과와 연도별 만

족도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Wee 클래스에서 상담을 받은 학생의 상담서

비스 만족도는 2010년 43.23%, 2012년 82.30%, 2013년 

79.75%, 2014년 90.6%, 2015년 89.4%이며, Wee 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학생의 상담서비스 만족도도 2010년 34.14%, 

2012년 83.1%, 2013년 79.75%, 2014년 89.6%, 2015년 

89.4%로 Wee 클래스와 동일하게 Wee 프로젝트사업을 시

작한 2010년 이후 학생들의 상담서비스 만족도는 향상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Wee 스쿨을 이용한 학생의 전반

적 지원서비스 만족도도 2015년도 첫 조사 실시 결과, 전체 

학생 중 74%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Wee 기관 담당 전문상담교사의 전반적인 업무량 만족도는 

평균 2.53점(5점 만점)으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Wee 프로젝트 운영팀에서는 Wee 센터 평가 및 

컨설팅 수행사업, Wee 프로젝트 관련 각종 매뉴얼 개발·보급, 

Wee 홍보 리플릿 제작, 뉴스레터 발간 및 희망대상 개최, 

Wee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 운영 및 Wee 종합정보시

스템 관리·운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3. 학생건강팀의 주요 연구사업 및 성과

 첫째, ‘건강증진모델학교 효과평가 및 건강증진학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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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 결과, 85개 건강증진

모델학교가 학생중심의 학교로 변화하였고 학교 구성원들의 

건강행태 및 건강생활습관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건강증진학교가 왕따나 폭력문제의 실제적인 해결방안으로

서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특히, 학교주변의 다양한 관련기관

과 MOU를 체결하여 지역사회가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지역사회로부터 관심과 많은 지원을 얻는 계기를 

이루는 성과가 나타났다.

둘째, ‘학생건강정보센터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사업’을 통

해 2010년 이후 여러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1,800여 건 이

상의 학생건강 관련 자료를 체계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자

료이용도 계속 증가추세로 학생건강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

보제공 사이트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시·도교육청 및 교육

지원청 학교보건·급식·체육담당자와 일선학교 교원을 대

상으로 ‘2015년 학생건강정보센터 이용 만족도’ 를 조사한 결

과, 평균 3.84점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14년에 비해 

0.15점이 상승하였다.

셋째, 2013년부터 ‘학교건강증진사업 경연대회’ 개최를 통

해 각 학교의 지역 여건 및 특수성에 따라 실시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학

교건강증진사업의 지속적 수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넷째, ‘초·중·고등학생 건강검사 결과분석 연구’를 통해 

전국에서 시행된 학생건강검사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2009

년부터 최근의 변화추이를 통한 학생건강의 문제점 및 정책

적 시사점을 제시하여 과학적인 학교보건 정책 수립에 기여

하고 있다.

Ⅳ. 향후 과제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와 환경

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학교폭력 예방대책 등 학생들의 심리적, 신체적 건

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었고 많은 성과

도 거두었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 교육정책의 방향을 모두

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고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 양성을 목

표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계획 추진,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의 시행 등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과 함께 학업 중단 예방, 아동학대 근

절 등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정책이 마찬가

지겠지만 학생의 심리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노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처럼 한 아

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이 실현되고,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전

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학교

폭력예방연구지원센터 구성원들은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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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프로젝트 씨앗으로 창의인성교육의 꽃을 피우다 - 경북 울릉 저동초등학교

창의인성교육 선도학교와 창의인성 모델학급으로 

선정되다 

울릉도는 우리나라 동해 유일의 도서 지방이다. 따라서 교

육환경은 열악하지만 교사들의 열정은 육지 어느 학교보다 

훨씬 뜨겁다. 저동초등학교(교장 정두현)는 울릉도의 상징인 

오징어를 90% 생산하는 동해안 어업전진기지인 저동항이 위

치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 단위 부락으로는 울릉도에서 가장 

큰 마을인 저동은 지난 2011년부터 강원도 강릉에서 여객선

이 다니고, 독도여객선도 운항하면서 관광지로 개발되었으며 

글

•
김두한 
경북매일신문 기자

프로젝트 씨앗으로 창의인성교육의  
꽃을 피우다 - 경북 울릉 저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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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힘입어 저동항은 어항에서 복합항으로 변모하고 있다. 

저동항에 위치한 저동초등학교는 울릉도에서도 교육열의가 

대단하다. 특히 민족의 섬 독도를 지킨 후예들로 나라사랑, 

국토사랑이 남다르다.  

울릉 저동초등학교는 창의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창의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각 학급에서 주제를 정해 통합교과 형식

의 프로젝트 학습을 추진하면서 스스로 배우는 즐거움에 흠

뻑 빠져 있다. 

저동초등학교 교사들도 지난해부터 2년 연속 프로젝트 학

습 교사연구회를 조직해 학생들의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연구

활동을 해오고 있고, 2016년에는 창의인성교육 선도학교와 

창의인성 모델학급으로 선정되면서 더욱 다양한 활동들을 계

획하고 준비하고 있다.

‘CHARM(참) 좋은 저동교육’ 

동해에서 유일한 섬인 울릉도에 위치한 저동초등학교는 도

서지역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CHARM 좋은 저동교육

`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큰 성과를 거뒀다. 이 프로그

램은 Creation(문화예술활동), Harmony(나눔과 배려의 인성

함양), Attraction(생태적 감수성교육), Resonance(감동·행

복·나눔 교육), Movement(미래대응교육)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2015학년도 경상북도 학교평가에서 우수

학교로 선정되었다. 경북도내 470여 개 초등학교 중 교육환

경이 열악한 도서지역 학교가 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는 점에

서 의미가 크고 남다르다. 지난 2013년 학교평가에서는 최우

수상을 받기도 했다.

학력중시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중심의 인성, 창의성 교육

을 적극 시행하였고, 그 결과 제42회 화랑문화제에서 11명

(금상 2명, 은상 3명, 기타 6명)이 입상했으며, 2014~2015년

도에 학교폭력 발생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2015년 지구촌

나눔가족 희망편지쓰기대회에서 12명 수상, 제19회 교육장배 

육상대회 22명 입상, 2015년 과학발명품 울릉군 예선대회 6

명 입상, 경상북도청소년 과학탐구대회 18명 입상(예선 14명, 

본선 4명)의 성적을 거뒀다. 

‘생명의 신비’ 농장 프로젝트

“선생님, 병아리는 어떻게 태어나요?” 이같은 학생들의 질

문이 계기가 되어 시작한 농장 프로젝트. 현재 부화기를 가동

해 병아리가 태어나는 모습을 전교생이 함께 관찰하고, 병아

리가 생활할 육추기도 아이들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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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가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친구들과 연구하고 의논하면서 다양한 육추기가 완성되

었다. 병아리가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놀이터와 터널을 만들

고 데코레이션까지 하면서 신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것이 바로 살아 있는 교육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육추기 생활 3주 뒤 병아리들이 야외에서 생활할 수 있도

록 닭장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도 관심이 많아 

필요한 재료를 구해 주겠다기도 하고 도울 일이 없냐며 묻기

도 한다.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관심과 사랑이 깃들어 있는 

이 같은 교육이 좋은 결실을 맺길 기대해 본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 프로젝트

요즘 아이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관심 밖의 

이야기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통일교육이 한계에 직면해 있

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21세기 미래의 주역인 우

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남북통일은 매우 중요하며 통일

교육 역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동초등학교 교사와 학

생 모두 열심히 통일교육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저동초등학교는 2016년 통일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통일교육체험학교로 선정돼 예산지원과 함께 통일교육원의 

우수한 강사진과 알찬 프로그램으로 1박 2일 통일캠프를 준

비하고 있다. 통일을 하기 위한 과정, 문제점, 통일 후의 우리 

모습 등의 내용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 통일에 대한 관

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너의 끼를 보여줘’ 꿈·끼·열정 프로젝트

울릉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예술강사를 지원받아 다양한 음

악, 미술 방과후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바이올린, 우쿠렐레, 

피아노, 미술, 서예 등의 강좌가 진행되는 등 도서벽지에서 

배우기 어려운 악기들을 통해 음악적,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

고 있다. 특히 학급에서도 1인 1악기, 예술 동아리 활동을 통

해 친구들과 호흡을 맞추며 즐겁게 수업을 하고 있다. 난타, 

리코더 방과후학교와 어우러진 오케스트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미술놀이 등 학생들에게 꿈과 끼, 열정을 마음껏 표

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고 있다.

 

해마다 11월이면 저동초등학교 학생축제가 열린다. 학생들

에게는 1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

다. 다양한 영역의 공연을 준비해서 보여주는 아이들의 얼굴 

표정과 모습에서 부끄러움보다는 긴장감과 함께 열정이 넘쳐

난다. 2015년에는 학부모-교사 합창단이 결성돼 학생들만의 

공연이 아닌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멋진 화합의 공연으로 

축제를 빛낸 바 있다.

현장르포 프로젝트 씨앗으로 창의인성교육의 꽃을 피우다 - 경북 울릉 저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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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할 수 있다!’ 도전 프로젝트

올해 또 다른 특색사업으로 도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

다. 요즘은 자격증시대, 자신이 목표로 하는 분야에 도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하지

는 못했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

에 도전정신을 맘껏 발휘하려고 한다.

  

특히 창제시간과 방과후학교를 통해 한자급수시험, 컴퓨터

자격증시험, 영어능력시험 등에 도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

하고 있다. 전교생 모두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목표를 달성

한 친구들을 보면서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더 

많은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나의 사랑! 나의 학교!’ 애교(愛校) 프로젝트

‘학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이들과 함께 고민한 결과 

학교에 휴식공간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아이들은 학교에 벤

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큰 나무가 있는 그늘에 벤치

를 만들기로 했다. 고학년 중심으로 설계를 하고 원목으로 벤

치를 만들면, 저학년 학생들이 거기에 그림을 그리고 색을 칠

해, 전교생이 함께 학교에 필요한 벤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머리를 맞대 세상에서 하나뿐

인 저동초등학교만의 벤치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쉼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벤치뿐

만 아니라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활동

들을 앞으로도 계속 벌일 계획이다.

창의인성교육의 꽃을 피우다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을 실현하고자 저동초

등학교는 다양한 교육활동들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통합

교과 교육으로 즐겁고 신나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중심, 활동중심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신념아래 토론수

업, 협동학습, 창의력발현 수업으로 창의인성교육의 꽃을 피

우고 있다.

저동초등학교의 함께 하는 즐거움, 그 속에 배움이 있는 교

육. 교육 3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창의인성교육을 통해 학

교교육의 신뢰가 회복되고, 학생들에게 바른 인성을 심어주

며,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창의력이 더욱 신장되기를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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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삶을 위한 학교’ 공간의 변화가 교육을 바꾼다 - 광주 선운중학교

광주 선운중학교는 ‘공간’ 혁신을 통해 교육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속도는 느리지만 교육과정 속에서 공간에 

대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 아이디어는 공간으로 혹은 

작품으로 탄생시켜 다시 공간을 채운다. 학생들의 상상력이 현실

에 투영된 인문공간 ‘이공삼칠’과 ‘꼬물’은 그래서 더욱 특별하다.

‘삶을 위한 학교’ 문 열어

어둡고 칙칙한 화장실을 리모델링했더니 학교 전체 아이

가 달라졌다.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지저분하게 사용

하지 않는 공간으로 다시 꾸며졌다. 도서관은 더 머물고 싶을 

글

•
이순이 
월간 행복한교육 기자

‘삶을 위한 학교’ 공간의 변화가 교육을 바꾼다 
- 광주 선운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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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아늑하게 꾸며서 책을 읽으라는 소리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읽게 만든다. […] 공간의 변화만으로

도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 中)

‘좋은 공간에 대한 경험이 곧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저자 김

경인 씨는 공간이 아이들의 사고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바

탕으로 행복한 교육이란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공간의 변화

만으로도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한 구절이 마음을 

잡아끈다.

  

여기 공간의 변화로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

는 학교가 있다. 바로 광주 선운중학교(교장 윤경하) 이야기

다. 올해 개교 4년차인 선운중은 ‘너무 깨끗해서 생명이 느껴

지지 않았다’는 한 교사의 말처럼 차가웠던 공간에 ‘삶을 위한 

학교’를 개소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학교에서 

처음 해보는 게 많다”, “학교는 우릴 존중한다”, “쉬는 날에도 

학교에 가고 싶다”, “학교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한다”는 학생

들의 목소리는 그 변화를 실감하게 한다. 

선운중의 ‘삶을 위한 학교’는 예술과 문화를 누리고 자유

롭게 창작할 수 있는 권리, 미래가 아닌 ‘지금’ 즐거울 권리, 

일상의 삶을 위해 공부할 권리, 그 권리를 지키는 학교를 만

들어 보자는 목표로 탄생한 공간이다. ‘삶을 위한 학교’는 나

를 성찰하고 주변과의 관계를 살피며 사회를 바로 알게 하

는 힘을 기르기 위한 ‘인문학적 사유’를 배우는 것에서 시작

한다. 더불어 사물을 새롭게 본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발견

하며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 내는 ‘예술의 힘’을 기르는 것

이다. 실제 내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익히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르는 것이 목

적이다. 

우리들의 소중한 공간 ‘이공삼칠’

그 중심에는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인문공간 ‘이공삼칠’은 

학생들에게 조금 특별한 공간이다(숫자만 놓고서는 전혀 감

을 잡을 수 없는 ‘2037’이란 숫자는 선운로 20번길 37번지라

는 주소에서 따왔다). 

이곳은 음료와 아이스크림을 파는 모습은 매점을, 차를 마

시며 이야기하는 모습은 카페를, 까르르 웃으며 보드게임을 

즐기는 모습은 동아리실을 연상시킨다. 한쪽 벽면에 사진들을 

전시하여 갤러리 분위기도 물씬 풍기는 복합적인 공간이다. 

점심시간이면 인문공간 ‘이공삼칠’에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

든다. 이곳은 학생들의 휴식공간이면서 동시에 즐거움이 넘치

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편안한 자세로 책을 읽는 학생에서부

터, 보드게임을 즐기는 아이, 그림을 그리는 아이 등등 다양한 



Educational Development  2016 SummEr | 9998 | 교육개발 2016 여름

현장르포 ‘삶을 위한 학교’ 공간의 변화가 교육을 바꾼다 - 광주 선운중학교

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다. 대여섯 명이 몰려와 열띤 독서토론

을 벌이는 모습은 이곳에서는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니다. 

‘이공삼칠’을 운영하는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이뤄

지고 있다. 학생들이 순수한 봉사의 의미로 직접 아이스크림

과 음료를 판매하며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한

다. 빠듯한 시간을 쪼개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힘들다기

보다는 자부심으로 통한다”고 설명한다.  

그밖에도 ‘이공삼칠’은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뜻 깊

은 공간이다.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전시회, 다양한 인문학 

강연이 열리기도 한다. 「기록이 상처를 위로한다」의 저자를 

초청, 깊이 있는 사유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으며, 호남학연구

소의 연구원을 초청 ‘거짓말’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인간 본연의 삶,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공간

에서 이뤄진 다양한 활동은 ‘삶을 위한 학교’가 학생들에게 어

떤 의미이고 무엇을 전해 주고자 하는지 고스란히 느껴진다. 

고물이 예술작품으로 탄생하는 곳 ‘꼬물’

선운중의 또 다른 공간 ‘꼬물’은 고물을 작품으로 만드는 예

술작업실이다. 입구에서부터 색다른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목공소를 그대로 교실에 옮겨 놓은 ‘꼬물’은 헌 것을 재활용

하기 위한 다양한 목공도구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곳에서 아

이들은 버려진 가구나 목재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

는 업사이클(upcycle, 재활용의 차원을 넘어 버려진 제품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 일) 활동을 벌인다. 학교에서 채용한 

이호동 작가는 학생들이 공간을 만들고 업사이클 활동을 하

는데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삶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작품활동을 통해 개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도 있다. 꼬물에는 상상을 현실로 가져온 기발한 작

품들이 가득하다. 

손잡이가 부러진 테니스채를 재활용하여 멋진 테니스의자, 

골격만 남은 의자에 나무판자를 덧대고 깨진 타일을 붙여 만

든 특별한 의자, 낡은 자전거를 리폼하여 세상에서 단 하나뿐

인 자전거가 만들어지는 곳. 이곳은 말 그대로 ‘고물’이 ‘예술

작품’으로 태어나는 곳이다. 

이호동 작가는 “교과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다양한 아이디

어를 제안하면, 그 중에서 작품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아이디어를 낸 학생과 함께 디자인을 완성하고 작

품으로 만든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구체

화과정을 거쳐 작품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어 매

우 좋아한다”고 말한다. 업사이클에 관심이 많은 학생은 점심

시간이나 방과 후에 직접 디자인을 갖고 찾아온다. 모두 이호

동 작가가 학교에 상주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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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혁신’ 교육의 질을 말한다

광주 선운중의 ‘삶을 위한 학교’는 ‘교육을 혁신한다, 바꾼다’

는 것이 무엇인지 평소 고민해온 교사들이 내용적 혁신뿐 아니

라 공간에 대해서도 혁신해 보자고 뜻을 모아 탄생한 공간이다.  

‘삶을 위한 학교’는 북유럽국가의 인간 친화적인 학교시설이 

모티브가 됐다. 2010년 스웨덴 실험종합학교 ‘푸투룸’을 알게 

되면서 기존의 학교와는 다른 학교의 모습을 그려왔다고 한

다. 그러나 이런 교사들의 의지와는 달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절대시간을 보내지만 정작 자신들이 생활하는 학교라는 공간

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처음 아이들에게 원하는 

공간을 물었을 때 매점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고민을 수업으로 이어갔다. 수업시간에 북유럽 학교에 

대해 알려주고, 공간이 아름답게 조성된 전국의 도서관을 찾

아다녔다. 

파주 출판단지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 학생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어떤 책을 읽고 싶은가?’와는 조금 동떨어진 ‘학교로 

가져오고 싶은 공간을 훔쳐오자’는 것이었다. 창가의 바 테이

블, 세모탁자, 누워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등등 다양한 아

이디어가 쏟아졌다. 작은 도서관 투어도 이어졌다. 학교에 있

었으면 하는 공간을 발견하며 사진을 찍어 자료를 모았다. 인

문공간 ‘이공삼칠’, ‘꼬물’은 이처럼 아이들이 자신들의 공간에 

대해 설계하고, 토론하며, 모형으로 만들고 발표하는 과정 속

에서 탄생했다.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특별하다.

한 학생은 “교실을 함부로 사용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공삼칠’은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공간이다. 무척 

아끼고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다. 친구들이 직접 음료도 판매

하면서 공간에 대한 책임감도 크다”고 말한다.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드는 수작공방

선운중학교의 수작공방은 ‘꼬물’과 더불어 삶에 필요한 여

러 가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곳이다. 재봉틀을 이용하여 에

코백과 방석 등 생활 속에서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다. 최근에는 영화 ‘귀향’을 시청하고 3학년 학생들의 아

이디어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괴불노리개 만들기 체험을 진

행한 바 있다.

선운중의 힘은 ‘여느 학교에는 없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

다’ 혹은 ‘공간혁신을 이뤘다’는 점으로만 평가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우린 ‘삶을 위한 학교’가 선운중 학생들의 삶에 어

떤 영향을 주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간에 변화가 생기

면서 학생들은 예술과 문화를 누리를 삶에 대해 알게 되었다. 

작은 아이디어가 멋진 예술작품으로 탄생하는 경험은 창작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줬다. 미래의 행복이 아닌 지금 즐

거운 권리를 가르치고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

어 가는 즐거움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라는 공간을 삶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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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평론가·순천향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초빙교수

독서의 기적을 이루다  
- 강원 홍천여자고등학교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수업 중에, 갑자기,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묻는다. 학교 건

물 모퉁이에 있는 구석진 교실에서 일어난 일이다. 나이 지긋

한 선생님은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았다. 학생들은 한창의 청

춘을 제멋대로 살아가는 중이다. 그런 제자들한테 반드시 해 

주고 싶은 말이 생각났을 수도 있고, 답답한 현실을 시시하게 

개탄하려고 운을 뗀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렇

게 대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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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한 말을 듣고 누군가의 생각이 바뀐다면 그것

이 기적 아닐까요?”

생각의 어두운 하늘을 가로지르는 한 줄기 번개이거나, 침

묵의 황무지에서 불쑥 솟아난 한 송이 풀싹이었을 것이다. 의

미의 깊이를 스스로 가늠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하여튼 멋진 

소리, 즉 ‘헛소리’에 불과한 말이다. 그런데 그 말이 선생님의 

입을 막는다. 제자의 말에 담긴 심상치 않은 의미를 부지런히 

새기느라 선생님의 머릿 속에 본래 있었던 말이 어느새 사라

져 버린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선생님은 이렇게 말한다.

“음, 내 생각에도 네 말이 옳은 듯 싶구나.”

함께 나누는 대화가 인간을 바꾸고, 그를 통해 현실을 바꾸

는 것이 기적이라면, 그 순간 기적은 이미 일어난 것이다. 본

래 하려던 말을 목구멍 속으로 다시 밀어 넣음으로써, 선생님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다. 듣기로 되어 있는 말을 듣지 

못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생도 돌이킬 수 없는 분기점을 타 버

렸다. 그 말을 한 학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기 목소리에 완

전히 설득되어, 결국 진로를 바꾸고 ‘말의 힘’을 전달하는 소

설가가 되어 버렸다. 일본의 소설가 이토 세이코의 에세이에 

나오는 이야기다.

독서의 기적을 이룬 학교

홍천여고를 생각하자, 이 이야기가 자연스레 마음 속에 떠

올랐다. 홍천여고는 강원도 시골 소읍에 위치한, 겉보기에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작고 아담한 학교다. 하지만 한 학년

이 240명에 불과한 이 학교를 교육현장에서는 독서의 풍요를 

이룩한 ‘기적의 학교’라고 부른다. 

학교 도서실 문을 들어서면 정면으로 서가에 책들이 가지

런하다. 군데군데 아이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탁자

도 배치되어 있다. 오른쪽 창가로 색색의 서류 파일이 나란히 

꽂혀 있다.

 ‘말글터’ ‘시나브로’ ‘안다미로’ 등이 흰 라벨에 적혀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홍천여고 1학년 학생들이 만든 독서 동아

리 이름들이다. 파일 안에는 동아리 학생들이 손수 기록한 활

동 기록이 차례로 정리되어 있다. 동아리 숫자가 무려 1학년

에만 무려 마흔 한 곳에 이른다. 전체 학생의 4분의 3이 참여 

중이다. 교실붕괴를 일상적으로 염려하는 요즘 학교 분위기

를 생각하면 그저 경이로울 뿐이다. 입시에 지친 와중에도 학

생들은 시간을 내서 함께 책을 읽고 같이 모여서 활동을 나눈

다. 2016년에도 독서 동아리 열풍은 무사히 이어져 점심시간

이면 도서실이 학생들로 북적댄다.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학

생들 한테 동아리 활동 경험을 나누어 주는 ‘언니들의 북토크’

가 커다란 기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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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는 소리가 아름다운 학교

홍천여고가 이룩한 ‘독서의 기적’은 이중적이다. 먼저, 보

이는 기적은 학교 안에서 책을 읽는 학생이 일상에서 아주 쉽

게 눈에 띄게 되었다는 점이다. 학생 독서 동아리 활동을 오

랫동안 고민하면서 ‘같이 읽기’를 활성화하는 데 헌신해 온 서

현숙, 허보영 두 교사의 노력 덕분에 홍천여고는 독서 사막화 

현상을 이겨 내고 책의 오아시스를 학교 안에 이룩할 수 있었

다. ‘책 읽는 소리가 아름다운 홍천여고’라는 표어가 단지 형

식적 구호가 아니라 학교의 실질을 채우는 교육 목표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현숙 선생님이 말한다.

“지금까지 학생 독서 동아리는 많은 경우, 학생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하는 독서 경연 중심으로 지도되었습니다. 그러

다 보니 공부 잘하고 말 잘하는 엘리트 학생들 중심으로 흘러

갈 수밖에 없었죠. 나머지 학생들은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습

니다. 책을 읽으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이러한 조건에서는 건

강한 흥미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저희는 모든 학생을 위한 

모든 주제의 독서 동아리를 지향합니다. 학생들이 자율로 모

임을 만들고 서로 읽을 책도 정합니다. 모임 크기도 두 명에

서 대여섯 명까지 제각각입니다. 동아리 운영 경험을 서로 

나누는 자리에서도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형식을 정하지 않습

니다.”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독서율은 갈수록 떨

어지는 중이다. 한국의 고등학생 열 명 중 한 명(8.7%)은 한 

해 내내 책을 전혀 읽지 않는다. 다섯 명(51.9%)은 스스로 독

서량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세 명(31.8%)은 공부하느라 시

간이 없어서, 네 명 중 한 명(24.1%)은 책 읽기가 싫고 습관

이 들지 않아서 책을 충분히 읽지 못한다고 고백한다. 열 명

에 한 명쯤(7.2%)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몰라서 독서를 제

대로 못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진 이

래로 학교 일선 현장에서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다. 아

이들은 틈만 나면 스마트폰에 코를 박은 채, 메신저로 수다를 

떨고 잡다한 연예소식에 흥분하고 어지러운 동영상을 즐기려 

할 뿐이다. 자투리 시간에 책을 읽는 학생들은 점점 소수파로 

몰려서 친구들 사이에서 핀잔을 듣기 일쑤다. 이런 분위기 탓

인지 숙제 등 의무로 책을 읽는 경우가 있을 뿐, 자발적인 독

서는 갈수록 줄어드는 중이다. 

홍천여고 학생들은 다르다. 교사가 모임을 주도하지 않아

도, 자율적으로 모이고 흩어지면서 책을 스스로 골라 읽고 토

론을 한다. 본래부터 친해서, 관심이 비슷해서, 우연히 마음

이 맞아서, 공부에 도움이 될까 해서, 모임을 함께하는 이유

조차도 다양하다. 온 학교에 독서의 열기가 뜨거울 뿐이다. 

허보영 선생님이 말한다.

“책이 아니어도 학생들이 할 만한 자치활동은 많습니다. 하

지만 책을 읽는 것보다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활동은 드물죠. 

책을 읽으면 자신을 의식하게 됩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

까, 이렇게 살아도 좋은 걸까, 하는 ‘불편한 의식’이 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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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답을 외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고 세상에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성장입니다.”

두 사람은 이미 십여 년 전에도 홍천여고에 함께 근무한 적

이 있다. 같이 독서교육을 고민했고, 그동안 각자 다른 학교

에서 공부를 깊이 하고 경험의 두께를 늘렸다. 학교 현장은 독

서를 일으키기에 척박했고, 혼자만으로는 항상 힘에 부쳤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독서교육을 제대로 해 보려고 근무

지를 서로 맞추어 처음 만났던 홍천여고로 되돌아 왔다. 오랫

동안 고민하고 현장에서 절차탁마한 생각들을 꼼꼼하게 계획

해, 학생들 스스로 모임을 이루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밑거

름으로 부렸다. 그 결과가 학생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독서가 

학교 내에서 자리를 잡은 것이다.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학생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기적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기적들이 이미 학교 전체에서 진행 중이다. 이

토 세이코가 학창시절에 경험했던, 인생을 바꾸는 우연한 기

적 말이다. 친구들과 약속 잡아 책을 읽고, 함께 만나 말을 통

해 마음을 나누고, 힘차게 맞장구치면서 공명하고, 그 자리

에서 느낀 바를 마음에 걸렀다 또다른 친구한테 전달하고, 이 

과정이 무한하게 되풀이되면서 인생의 물줄기를 바꾸는 작은 

기적이 흘러 넘친다. 책이 사람을 사로잡아 대화를 만들고, 

이야기가 사람을 붙잡아 미지의 인생길을 열어 젖히는 ‘촉발’

의 거대한 집적이 생겨난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책을 놓고 친구와 이야기

하다 보면, 자신도 몰랐던 말들이 마음에서 일어선다. 대화에 

들어서고 나서야 비로소 생겨나는 자기 안의 거대한 창조성. 

예측할 수도 없고 준비해 둘 수도 없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우발적으로 갑자기 피어나는 통찰의 꽃들.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경험하는 이러한 창발성이야말로, 어쩌

면 미래를 통째로 변혁함으로써 그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

이 되는 법이다. 

아이들은 틈만 나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궁리한다. 인생이 자신에게 물어 오는 것에 진지하고 심각하

게 답하려 한다. 이럴 때 아이들 한테 필요한 것은 경험을 갖

춘 부모나 교사만은 아니다. 눈높이를 맞춘 우정의 연대가 더 

필요하다. 친구들과 책을 같이 읽고 꿈을 나누는 것은 내면의 

두께를 넉넉히 자라게 함으로써 평생 같이 살아갈 힘을 부여

한다. 그러고 보면 홍천여고가 이룩한 독서 동아리는 학생들

한테 인생 내내 동행할 우정의 동반자를 만들어 준 일이기도 

하다. 이처럼 나날이 기적을 경험하는 학생들을 길러 내는 홍

천여고의 미래가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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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아주경제 기자

시대와 지역 뛰어넘는 ‘미래의 고전’ 만든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봉렬, 이하 한예종)는 기존과는 다

른 새로운 교육방법, 세계 정상급의 교수진, 우수한 교육시설 

등을 바탕으로 전문예술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힘입어 지난 1993년 문을 열었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학제와 달

리 외국은 대학과정에 해당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이 존재

한다. 특히 점점 전문화되는 사회에 발맞춰 예술교육기관도 분

야별 전문교육기관으로 세분화돼 설립·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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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은 음악원,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

원 등의 기관을 두고 있는데, 각 원들은 외국의 학교들처럼 독

립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들 6개 원은 저마다 다

른 전문성을 지닌 곳들이지만 ‘예술’이라는 공동의 테두리 안에

서 서로 활발한 교류를 해 오고 있다. 

‘중창’ 정신 토대로 예술 스펙트럼 넓혀

김봉렬(58) 총장은 지난 2013년 9월 한예종 제7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당시 그는 ‘중창’(重創)의 정신을 강조하며 한예종의 

일대 변혁을 예고했다. 그는 “중창이라는 것은 기존의 예술성과

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더 나은 미래를 쌓아가자는 것”

이라며 “예전엔 유학을 가지 않고도 세계적 예술가를 만드는 ‘높

이 경쟁’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깊이’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예술은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중요한데, 

특히 정치·사회·경제 등 다른 분야와도 교류를 넓히고 사람

들과의 접촉을 통해 봉사의 기회를 갖는 등 예술의 확장성을 생

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통해 한예종이 ‘입체적인 학

교’로 발돋움하길 바라고 있다.

그의 예술철학이 학교에 뿌리내린 결과일까, 지난해 한예종은 

음악, 무용 등 국제콩쿠르에서 재학생 200여 명이 입상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교육공간도 대폭 늘었다. 작년 개관한 대

학로캠퍼스는 예술영재교육원, 교수학습지원센터 등 사회교육

을 활발히 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대학 본연의 임무인 학생교

육은 물론 교수법, 교수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또한 한예종의 6개 원이 각자의 경계를 벗어나 융합예술 창작

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엔 융합예술센터도 설립됐다. 여기

서는 학생들과 외부 아티스트 등이 함께 예술-과학기술-인문

학의 융합을 시도한다. 김 총장은 이런 변화를 “한예종의 예술 

스펙트럼이 X(엑스)축에서 Y축, Z축 등으로 확장해 가고 있다

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향(向)중국 프로젝트’ 가동…

국내외 교류 통해 예술시장 확보

최근 영국 글로벌대학 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

가 발표한 ‘세계 대학 학과별 랭킹’ 공연예술 부문에서 한예종

은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46위를 차지했다. 이 랭킹에 한국 대

학이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순위가 좋은 대학임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더 나은 학

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아시아권 대학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순위에 진입했지만 한

예종으로서는 다소 아쉬운 결과일 수도 있다. 아니나 다를까, 

김 총장은 “우리 학생들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국

제적 예술단체에 취업도 많이 한 것이 순위 상승에 많은 기여를 

한 만큼 더 높은 순위를 내심 기대했다”고 속내를 비쳤다. 사실 

대학 순위는 평판도 또는 인지도가 상당히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다. 그런 면에서 그의 애정 어린 불만이 이해가 됐다.

예술가들에게는 창작활동을 펼칠 무대가 필요한데 국내 예술

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포화상태가 된 지 오래다. 그래서 

김 총장은 세계무대로 진출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향(向)중국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 31개성 주요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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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시대와 지역 뛰어넘는 ‘미래의 고전’ 만든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대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국관련 사업 발굴, 중국 내 한

예종 홍보, 한국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예종은 지난 10년간 운영해온 아시아예술인재양성

사업(AMA) 전문사(석사과정) 상호교류로 중국 유학·진출 기

회를 제공하고, 대학 간 공동학위제도를 운영해 청년 예술인들

의 중국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 총장은 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중국 북경지역 6개 

예술대를 방문해 중앙미술학원, 중앙희극학원, 중국희곡학원 

등 3개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기존에 교류협정을 맺은 

중국전매대학, 중국음악학원, 북경무도학원 등 3개교와는 협정

을 갱신했다.

한예종과 새로 교류협정을 맺은 중앙미술학원은 중국 교육부

에 직속된 유일한 고등미술학원으로 지난 1918년 설립됐다. 중

국지폐 제2호(1950년)와 제3호(1960년)를 디자인한 학교로도 

유명하다. 

1950년 문을 연 중앙희극학원은 중국 최고의 희극예술교육대

로 장쯔이, 탕웨이, 공리 등 중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을 배출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희극학원과 같은 해 설립된 중국희곡

학원은 중국 전통희곡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경극

공연, 경극악기 교육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김 총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는 중국 상해·항주 지역에 위치한 상해음악학원, 상해희극학

원, 중국미술학원 등 3곳과 상호 교류 방안을 협의했고, 올해 하

반기에는 중국 남부·중서부 지역의 신흥 예술대학들과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중국은 경제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우리에게 큰 

시장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한·중 양측에서 교류에 적극적인 

학생들을 교환하고, 더 나아가 양국의 예술전문가를 육성해 인

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혜택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실력 있는 교수들 붙잡는 게 주요 임무

한예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콘텐츠진흥원, 강원도 철

원군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 여러 주제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보통 대학은 대학끼리 협약을 맺는 편인데, 이 학교는 이런 점

에서 이례적인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한예종은 현재 해외 100여 개 대학과 교류를 진행 중이다. 눈

여겨 볼 대목은 여느 대학들과 달리 지자체, 기업 등이 먼저 한

예종에 업무협약을 하자고 연락을 해온다는 점이다. 교류 요청

이 쇄도하는 이유가 있을 법하다. 김 총장은 “학생들의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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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단언했다. 한예종은 실력은 물론이고 예술에 대한 진정성

이 유다른 이들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는 곳이기에 활동

적이고, 자발적인 학생들이 많다는 말이다.

예술은 끊임없이 사회와 호흡해야 만들어진다. 혼자 공부한다

고 되는 것이 아니라 관객, 독자와 만나야 한다. 지자체나 기업

들에 예술활동을 나가는 학생들은 단순히 공연을 해주는 게 아

니라,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관광 촉진,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 

등에 기여함으로써 결국 자기 자신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된다.

김 총장은 “한예종은 국가가 특별히 만든 학교라 상대적인 혜

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과정을 통해 이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3월 전남의 한 섬마을에

서 개최한 티셔츠 그림 그리기 행사도 그 지역의 어린이들을 훌

륭한 예술가로 키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무한한 예술적 경험의 기회를 주고자 기획됐다.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어린 시절의 예술경험은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자산”이라고 강조하는 그를 보고 있자니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가 예술의 핵심’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한예종은 최근 배우 오만석 씨, 소프라노 홍혜란 씨, 건축가 최욱 

씨를 비롯해 인기와 실력을 겸비한 인사들을 겸임교수로 대거 채용

했다. 이 배경에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을 만나야 한다’는 

한예종 나름대로의 교육철학이 깔려 있다. 김 총장은 “솔직히 신규 

임용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신만의 예술활동을 위해 교수직을 사임

하려는 분들을 말리는 일”이라며 “안숙선, 이창동, 홍상수 전 교수 

때도 그랬지만 총장으로서의 가장 큰 임무가 바로 이런 실력 있는 

분들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며 웃었다. 

캠퍼스 이전 문제 ‘뜨거운 감자’…

지자체들 유치 경쟁 치열

한예종의 현안 중 하나는 지난 2009년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불거졌던 학교 이전 문제다. 한예종 석

관동 캠퍼스가 조선 20대 왕인 경종과 그의 계비 선의왕후 묘인 

의릉 능역 안에 위치해 왕릉복원차원에서 이전 필요성이 제기

되어 온 것이다.

한예종 캠퍼스는 현재 서울 석관동과 대학로, 서초동 등 세 

곳으로 나뉘어 있다. 캠퍼스 이전은 지금부터 최소한 8년이 걸

리는 지난한 작업이겠지만, 이전이 확정되면 이들 캠퍼스를 하

나로 통합하게 된다. 

사실 ‘이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없던 캠퍼스를 새로 만든다’고 

하는 게 더 적확한 말일 수 있다. 김 총장은 “땅과 건물이 우리 

소유가 아니다. 법적으로 말한다면 ‘초법’적인 건물에 학교가 들

어선 셈”이라며 “개교 이래 숙원이 있다면 바로 이 문제일 것”이

라고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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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정부당국의 이해를 구해 타당성 용역을 시작한 상황

이다. 과천, 고양, 세종, 대전, 화성, 구리, 청주 등 적지 않은 지

자체들이 한예종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학생과 교직원을 합

해 3,500여 명이라 큰 규모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한예종이라는 

위상과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지자체로서는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다만, 김 총장은 한 가지를 

염려했다. “교육적인 배려가 앞서야 하는데 정치적인 판단이 개

입되면 교육은 죽습니다.”

“등불은 남 비추라고 있는 것…

 예술가는 창작으로서 문화융성에 기여해야”

한예종 학생들이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미국 뉴욕 

심포니 스페이스 극장에서 열린 ‘2016 발렌티나 코졸로바 국제

발레콩쿠르’에서 이 학교 무용원과 한국예술영재교육원 학생들 

총 13명이 상위권에 입상하는 성적을 거뒀다. 

이렇듯 능력을 인정받는 한예종 학생들의 미래(일자리)는 어

떨까.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

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은 ‘예술인 복지 증진과 일자리 창

출’에 전력을 다한다. 그렇지만 예술인 대다수의 미래는 여전히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예종 재학생·졸업생도 이 문제

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김 총장은 “입학식 때 주로 하는 말이 ‘들어오기도 힘들지만 

나가는 것은 더 힘들다. 예술은 어차피 배고플 각오를 해야 한

다’고 정신무장을 시키는 편”이라고 말했다. 열악한 예술시장은 

지원책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고, 육성이 우선돼야 하는데 국·

영·수 위주의 교육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등

불’을 예로 들며 “그래도 한예종 학생들은 선택된 자들이다. 남

을 비추라고 존재하는 등불처럼 어려운 현실에 좌절하지 말고 

창의적인 창작활동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융성’이 화두인 시대, 대학과 예술 그리고 한예종은 어떻

게 여기에 기여할 수 있을까. 김 총장은 “예술이 궁극적으로 가

야 할 길은 창작”이라고 잘라 말했다. 예술의 본질을 강조하는 

그는 “예술가는 죽지만 고전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시대와 지역

을 뛰어넘는 창작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한예종의 목표를 한 

문장으로 제시했다. “인류에게 감동을 주는 ‘고전 창작소’, 그게 

바로 한예종의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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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연구위원

Ⅰ. 들어가며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일자리 양극화 현상 등으로 인한 

청년의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N포 세대’, ‘열정페

이’ ‘헬조선’ 등 청년취업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취업여부가 대학 졸업식의 풍경까지 바꾸고 

있다. 지난 5월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청년실업률(15~29세)은 10.9%로 역대 4월 청년실업률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5~29세 실업률도 전년 동월 대비 약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6). 또한 대졸 학력

교육통계 FOCUS 통계로 본 우리나라 대졸자의 취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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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실업자는 2012년부터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대졸이상의 실업률은 3.6%로 2002년(3.7%)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매일경제, 2016. 2. 29일자). 우리나

라 청년층 실업의 원인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유길상, 2016), 수요 측면에서 보면, 경제구

조와 경기 변화, 즉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성장동력의 저하, 산

업구조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뀌면서 일어나는 일자리 창

출 부진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공급 측면에서는 고학

력화로 인해 청년층의 취업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3D(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업종에 대해 기피하는 현상을 하나의 원인으

로 들 수 있다. 특히,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실업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창출 이상의 취업의 질에 대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관련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대졸자의 취업 현황 분석

과 이를 통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대졸자의 취업 현황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결과([그림 1] 참조)에 따르면, 대

졸 이상 학력 소지자의 실업률은 2015년 3.6%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하였으며, 표에서 제시한 2005년 이래 지난 10

년을 살펴볼 때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남성 대졸이상 학

력 소지자의 실업률은 2015년 3.3%로 최근 2012년 이후 계

속 증가해 오고 있다. 여성 대졸이상 학력 소지자의 실업률은 

2015년 4.0%로 전년 대비 0.1%p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다. 

또한 여성 대졸자의 실업률이 남성 대졸이상 실업률보다 상

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고등

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 DB 연계 취업통계조사
1)
의 

1)  취업자: 조사기준일 당시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

-   교내취업자(2014년 기준):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학교법인 및 관련기관(산업협력단, 학교기업 등)에 1년 이상 계약한 자로서, 최저임금(2014년: 1,088,890원)이상의 월 급여를 받는 자.

-   해외취업자: 조사기준일 당시 해외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며, 91일 이상 고용 계약한 자.    -   농림어업종사자: 조사기준일 당시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농립어업에 종사하는 자.

-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조사기준일 당시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개인작품 활동을 하는 자.    -   1인 창(사)업자: 사업등록증을 소유하고, 2014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합계가 1,200만원 이상인자.

-   프리랜서: 2014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액이 3,266,670원 이상인 자.

※ 취업률 구하는 방식은 연도에 따라 조금씩 변하여 왔음.

연도 취업률 취업자 취업대상자

2011~2013 취업자/

취업대상자×100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제외인정자 + 

외국인유학생)201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립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

- 취업불가능자: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를 포함.

-   제외인정자: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졸업자,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 기관 교육대상자,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소방공무원 패용후보자 중 훈련생을 포함.

-   외국인유학생: 외국 국적을 가진 유학생(외국국적 재외동포 포함) 및 순수외국인을 포함.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남자(대졸 이상) 3.2 3.2 3.3 2.9 3.4 3.4 3.0 3.0 3.1 3.2 3.3

여자(대졸 이상) 3.8 3.7 3.2 3.2 3.5 4.0 3.6 3.5 3.4 4.1 4.0

전체(대졸 이상) 3.4 3.4 3.2 3.0 3.5 3.6 3.2 3.2 3.3 3.5 3.6

4.5
4.0
3.5
3.0
2.5
2.0
1.5
1.0
0.5
0.0

남자(대졸 이상) 여자(대졸 이상) 전체(대졸 이상)

주 1) 대졸자 실업률 = 실업자/대졸이상 학력의 경제활동인구*100

주 2) 대졸자에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졸업자가 포함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조사(http://kosis.kr)

[그림 1] 성별 대졸자의 실업률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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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취업자’는 조사기준일

(12월 31일) 당시 건강보험 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 창작활동 종사자,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로 정의하고 있다. 건강보험 및 국세 DB연계 취업률

을 산출한 2011년 이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추이

를 살펴보면, 대졸자의 취업률은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잠

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

타내고 있다. 2014년 대졸자 건강보험 및 국세 DB 연계 취업

률은 64.5%로 전년 대비 0.3%p 감소하였다. 2014년 대학원 

취업률은 77.5%, 전문대학 취업률은 67.8%를 나타내고 있으

며,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한편, [그림 3]은 건강보험 및 국세 DB를 연계한 대졸자의 

계열별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대체적으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에서 인문 계열과 예·체능 계열의 

취업률이 다른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동일 계열에서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는 경

우가 대졸 이하의 학력 소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취업률

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Ⅲ.   대졸자의 취업 눈높이2)와 전공일치 

취업

사회가 전반적으로 고학력화 되면서, 대졸 청년층의 구조

적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 눈높이를 파악하고, 기대

수준과 실제 취업수준의 미스매치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관

련 정책의 수립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

2)  취업 눈높이는 취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의미하는 유보임금(reservation wage)과 여타의 근로조건, 통근시간, 직장 소재지 등에 대한 취업선호도를 의미함(오호영, 2016)

(단위: %) (단위: %)

2011 2012 2013 2014

전문대학 67.8 68.1 67.9 67.8

대학 65.5 66.0 64.8 64.5

대학원 79.2 79.1 78.5 77.5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대학전문대학 대학원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고등교육·취업통계편 

[그림 2] 건강보험 및 국세 DB 연계 대졸자 취업률 추이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

인문 56.0 57.5 59.0 49.6

사회 64.9 62.3 76.7 79.3

교육 84.9 52.9 76.8 81.3

공학 69.4 73.3 82.2 86.8

자연 61.2 61.9 74.5 75.9

의약 78.8 81.4 88.4 87.6

예·체능 59.1 59.6 55.1 66.0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의약자연공학교육사회인문 예·체능

주: 조사기준일은 2014년 12월 31일.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고등교육·취업통계편.

[그림3] 건강보험 및 국세 DB 연계 대졸자 계열별 취업률(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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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대졸자의 취업선호도
3)
를 통한 취업 눈높이와 전공일치 

취업의 실태를 살펴본다.   

[표 1]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5)이 한국교육고용패널 10

차년도(2013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대졸자의 학력별, 

성별 취업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다. 2013년 대졸자의 학력별, 

성별 취업선호도를 살펴보면, 남성 4년제 대졸자의 경우, ‘정

규직 선호(70.2%)’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근무시간 불

규칙 직장을 비선호(62.0%)’하였으며, 통근 수월 직장을 선호

(60.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4년제 대졸자의 경우는 

응답자 중 ‘근무시간 불규칙 직장을 비선호(79.4%)’ 하는 비율

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통근 수월 직장을 선호(76.3%)’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주 5일 근무 직장을 선호(71.5%)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월급으로 4년제 대졸 남성의 경우 

235.1만원을 기대하였으며, 4년제 대졸 여성의 경우는 최소 

194.4만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1] 대졸자의 학력별·성별 취업선호도(2013년)

(단위: %, 만 원, 명)

문항
전문대졸 4년제 대졸 전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수도권 소재 직장 선호 23.7 39.1 23.5 35.2 23.6 36.8

서울 강남 소재 직장 선호 4.0 2.1 1.2 3.1 2.5 2.7

도시 소재 직장 선호 26.7 40.7 33.3 45.8 30.3 43.7

사회적 인정 직장 선호 17.6 27.6 30.7 40.6 24.7 35.3

중소기업 선호 8.8 8.2 19.6 16.8 14.7 13.3

대기업, 외국계 기업 선호 6.9 4.6 13.9 9.2 10.7 7.3

공기업, 공무원 선호 6.7 4.2 10.8 11.9 8.9 8.8

육체적으로 힘든 일 비선호 25.9 51.3 34.2 55.6 30.4 53.8

학벌, 학력 수준 적합 직장 선호 26.0 43.8 44.2 60.2 35.9 53.6

전공분야 일치 직장 선호 25.4 31.0 31.4 37.1 28.6 34.6

정규직 선호 63.3 64.6 70.2 67.0 67.0 66.0

사무직 선호 16.4 26.3 25.7 38.9 21.4 33.8

주 5일 근무 직장 선호 45.7 65.7 53.3 71.5 49.8 69.1

통근 수월 직장 선호 56.0 80.3 60.6 76.3 58.5 77.9

근무시간 불규칙 직장 비선호 59.6 80.5 62.0 79.4 60.9 79.8

최소 기대 월급(만원) 199.5 171.6 235.1 194.4 218.7 185.1

N(명) 468 634 556 925 1,025 1,558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5). 한국교육고용패널 기초분석보고서, p. 206

3)   취업선호도는 취업을 하기 위한 최소 임금액수, 취업선호지역, 취업선호 직장규모 및 인지도, 취업선호 직종 및 업무내용, 취업선호 고용 형태, 취업선호 근무형태 및 근무환경 등의 문항을 통

해 조사되고 있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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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채창균(2016)이 분석한 대졸 청년의 전공일

치 취업실태 분석
4)
 결과로, 4년제 대학의 전공일치 취업률

은 73.8%, 전문대의 전공일치 취업률은 70.7%로 나타나 4년

제 대학이 3.1%p 높은 편이다. 다시 말하면, 4년제 대졸 취

업자의 26.2%는 자신의 전공과 맞지 않는 일자리에 취업하

고 있음을 나타낸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4년제 대학의 전

공일치 취업률(74.0%)이 전문대졸(66.2%)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

학의 전공일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전문대학에서는 여성의 전공일치 취업률(74.1%)이 남성

(66.2%)보다 높았으며, 4년제 대학에서는 남성(74.0%)이 여

성(73.6%)보다 다소 높았다.

Ⅳ. 나오며

지금까지, 관련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대졸자의 취업실태를 

살펴보았다. 현 정부에서는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하여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제 활성화를 통

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과 PRIME
5)
 사업 등을 통해 대

학교육과 사회수요 간의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졸자의 취업현황을 살펴볼 때, 향후 대졸자

의 취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고려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수요 측면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공급 측면의 고학력화로 인한 취업의 질을 모두 고려한 정책이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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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2013)년도 자료 분석

4)  2013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2012학년도(2011년 8월 및 2012년 2월) 4년제 대학 졸업생(12,708명) 및 전문대학 졸업생(5,542명), 총 18.250명을 졸업 후 약 20개월 

경과시점인 2013년 하반기에 조사한 결과를 활용, ‘현재 일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일의 내용이 자신의 전공과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잘 맞음’, ‘매우 잘 

맞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전공일치 취업으로 분석함. ‘잘 맞음’과 ‘매우 잘 맞음’으로만 보다 엄격하게 전공일치 취업을 해석할 경우에는 4년제 대한이 50.4%, 전문대학이 49.8%로 나타남(채

창균, 2016).

5)  PRIME: PRogram for Industrial needs-Matched Education: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전문대학 대학

전체 70.7 73.8

남자 66.2 74.0

여자 74.1 73.6

76.0

74.0

72.0

70.0

68.0

66.0

64.0

62.0

남자전체 여자

출처: 채창균(2016), Krivet Issue Brief, 91호 

[그림 4] 학교별·성별 전공일치 취업률(2013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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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회 교육정책네트워크    

행복교육 현장토론회 개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등 7개 

교육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는 5월 

24일(화) 오후 2시 ‘모두 함께 만드는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 실천 중심 인성교육’이라는 주제로 ‘2016년 제2

회 교육정책네트워크 행복교육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

다. 이날 토론회는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의 개회

사, 박제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의 축사, 우동기 대

구광역시교육감의 환영사에 이어, 정용호 교육부 인성

체육예술교육과 교육연구관의 정책현황 발표와 나혜정 

대구 경서중학교 교사의 현장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어 

‘모두 함께 만드는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 실천 중심 인

성교육 강화’를 주제로 정미경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

교육연구본부 본부장(겸 인성교육연구실장)이 주제발

표를 했다. 제2세션에서는 한국교육과정학회 회장인 

이원희 대구교육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김순자 울산 

언양초등학교 교장, 박영각 경북 문성중학교 수석교사

(교육정책네트워크 학교현장자문단), 신귀연 대구교육

청 장학사, 이원관 대구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상

임대표, 장시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창의인성부장 등

이 패널로 나서 주제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이 벌어졌다.

제92차 KEDI 교육정책포럼 개최

4월 29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10

층)에서 ‘데이터 기반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제92차 KEDI 교육정책포럼이 개최되었

다. 이날 포럼은 최정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의 ‘한

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교수·학습과정 조사’에 대한 개괄

적 소개에 이어, 김은영·최정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

원이 ‘전문대학 교수·학습과정 조사도구개발 및 예비조

사 결과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어 김

민희 대구대학교 교수와 송영명 대구대학교 교육3.0효

과성센터 연구원이 ‘대학의 교수·학습 역량평가를 위

한 KEDI NASEL 활용 사례(1): NASEL 도구를 활용

한 대학 교양교육과정 운영 만족도 분석’이라는 제목으

로, 이길재 충북대학교 교수가 ‘KEDI NASEL 활용 사

례(2): 데이터에서 교수·학습 관련 의사결정으로’라는 

제목으로, 최보금 동덕여자대학교 연구원이 ‘대학의 교

수·학습 질 제고를 위한 교수 인식조사 특성 및 활용 

방안: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성열 경남대학교 교수, 

임후남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 본부장, 정명화 

동의과학대학교 교수, 김수연 인천재능대학교 교수의 

토론과 참석자 전원의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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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5월 31일(화) 오전 9시 30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실

에서 Shailaja Fennell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중앙아시

아포럼연구소 소장과 소진광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중앙회 산하 새마을운동연구소 임경수 소장 등이 참

석한 가운데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구상의 성공적 이행과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기

관장 및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은 지난 2015년 UN개

발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지속가능개발목

표(SDGs)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개발협력 4대 구상 중 

하나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 원

장이 개도국 소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소녀 

친화적인 보건환경을 조성하며, 미래역량의 강화를 통

해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구상의 근본 취지와 중점지

원 분야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임경수 새마을운동연구

소 소장이 한국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시

범국가 대상의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이행될 단

계별 추진계획을 설명하였다. 이어, Shailaja Fennell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중앙아시아포럼연구소 소장이 소

녀 구상의 파급효과와 SDGs 달성을 위한 글로벌 파트

너십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 협약식 개최

6월 1일(수) 오전 11시 청주시 라마다호텔에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및 도교육

청, 도내 주요 대학과 함께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

관과의 연계협력을 위한 지역발전 협약식’을 개최하였

다. 이번 협약식은 올해 말 진천으로 청사를 옮기는 한

국교육개발원 등 이전 공공기관들과 충북 도내 지역주

체가 협의해 수립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계획’

의 주요 연계협력 과제에 대해 지역위, 국토부, 지자체, 

이전 공공기관 등 19개 기관이 향후 상호 협력을 다짐

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에서는 한국교육개

발원 등 교육분야 공공기관이 주축이 돼 발굴한 연계

협력 과제에 대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등 향후 에너

지·ICT 분야로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교

육분야 주요 협력과제로는 한국교육개발원(KEDI), 학

교 운영,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진로체험관 및 충북교육

포럼 운영,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대학원 재교육을 위

한 계약학과 개설, 숲체험 교육전문 프로그램 운영 등 

10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추

가 협력과제 발굴, 정책 수립 및 산학연관 공동연구, 인

적·물적 교류, 지역 인재육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협

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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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 이탈리아 이야기를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문화

와 예술로 사람을 키우는 나라, 이탈리아’를 읽고 결국 교육이 문

화강국을 만드는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탈리아 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뿐 아니라 교육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으로 재미와 유익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성호(경기 고양)

요즘 교육관련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교사로  아이들을 가

르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국의 교권보호 

정책과 시사점’을 읽고 우리나라도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과 법

체체가 이전보다는 개선되어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희(대전 유성구)

‘세계의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기사를 읽고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개발」 지면에서 능력중심사회에 대한 준비, 특성화고등학교 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 등 보다 더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강대열(전남 광양)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파워인터뷰를 내용을 보고 현 정

부의 주요 교육정책 및 교육개혁 과제 등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누구나 교육기회를 갖

는 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준식 장관님의 말씀에 공감하

며, 이것이 향후 교육부 정책의 기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지혜(대구 수성구)

‘대학,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 ‘2016년 대학 구조개혁 추진방향’ 등의 기사는 학력인구 감소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따른 요즘 대학의 문제 등에 어느 정도의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하지만 그 개혁·변화의 방향이 대학 본연의 역할과 가치를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진(강원 춘천)

우리나라에서 교권침해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타국의 다양

한 교권보호 정책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던 글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

다. 추가적으로 우리 교육현장에서 교권의 현실에 대한 보다 심도 있

는 조명과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권의 현 주소,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실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다솜(서울 중랑)

OECD 국가의 공교육비 지출 비교를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OECD 

주요국의 교육재정 확보 및 지출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가

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단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재정 운용의 쟁점과 시사점에 대해서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 큰 도

움이 되었습니다.

박성일(충북 충주)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

는데, 봄호 자유학기제 관련 글을 통해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

니다. 특히 진로체험활동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문

화적 기반 위에 시행이 된다면 아이들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연(경남 통영)

대학입학전형이 자주 바뀌고 다양화 되면서 혼란을 느끼는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해 스펙을 어떻게 쌓고, 수행평가 등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그에 관한 방법이나 기준 등을 몰라 대입전략을 세우기가 어려운데요. 어떻게 올바른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정은(부산 서면)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사범대학 대학생입니다. 교육계의 최근 이슈와 현안, 

교육현장의 다양한 모습 등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어

서 무척 즐겁고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세계의 교육, 정책과 

현장 지면이 저의 올바른 교육관을 세우고 시야를 넓히는 

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학(제주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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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담당자 앞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서울서초우체국
승인 제 10113-41270호

발송 유효기간

2016. 1. 19 ~ 2016. 12. 31



▒		「교육개발」을 읽고… 「교육개발」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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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개발」을 읽고 퀴즈 빈칸을 채워 주세요.

Q1.		’은	 ‘강제된	노동’을	뜻하는	체코어인	 ‘로보타(Robota)’에서	유래하였으며,	체코	작가	카렐	차펙(Karel	

Capek)이	1920년에	지은	공상	과학	희곡인	‘R.U.R’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의료,	극한작업,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육분야에서도	중요성과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Q2.		(약칭	ESD)은	글로벌	사회	혹은	지역공동체	사회의	구성원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	자원,	물적	재원,	가치	및	태도	등을	미래	세대에서도	안정적이며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설계

하고	준비	·	실천하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Q3.		한국교육개발원	는	학교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고,	전문	

상담인력	배치	확대를	통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정서·행동	발달	문제에	대한	상담치료를	지원함은	물론	공감과	

소통,	갈등해결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학교폭력예방연구,	Wee프로젝트	운영		및	건강증진학교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소중한 의견을 주시거나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는 채택·추첨 등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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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홈페이지(국문)
http://www.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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교육연구센터
http://gifted.kedi.re.kr

인성교육정보센터
http://insung.kedi.re.kr

인터넷통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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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