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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KEDI 도서회원’으로 함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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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방법 : 가입신청서와 함께 회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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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예술의 중심 도시 파리가 주는 교훈

많은 사람들이 파리를 좋아한다. 예술과 문화의 중심도시 파

세계 예술의 중심 도시
파리가 주는 교훈

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의 파리는 ‘아름다운 시대’를 뜻하는 ‘벨 에포
크(La belle epoque)’라 불린다. 이 시기에 파리는 예술과 문
화가 번성하면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풍요와 평화를 누렸다.
세계 현대 예술사의 거장들, 뭉크, 피카소, 모딜리아니, 샤갈,
몬드리안, 에른스트, 마그리트, 달리 등이 파리를 동경하고
파리를 거쳐 갔다.
그러나 파리가 항상 예술과 문화의 중심 도시였던 것은 아니
다. 19세기 중반 이후 파리는 세계 예술과 문화의 중심도시
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파리를 세계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었는가?
베르사유 궁전이 지어지던 17세기의 프랑스는 절대왕정의 정치
적 기반 위에서 국가 차원에서 예술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르네상스로 화려하게 부활한 로마의 예술을 따라
잡기 위해 프랑스는 본원을 로마에 둔 왕립아카데미를 설립하
였다. 개인 공방에서 기능 훈련을 받는 예술가가 아니라 아카
데미에서 지성을 갖춘 교양인 예술가를 길러내고자 하였다.
프랑스는 예술가를 선발하여 로마로 유학을 보냈다. 로마에
서 르네상스 예술을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프랑스 예술
계를 이끌었고, 살롱전(Salon de paris)에도 큰 영향을 미쳤
다. 살롱전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살롱전 입상을 위한
족집게식 화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노
력으로 프랑스 예술은 한편으로 로마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발달했지만, 다른 한편 로마의 르네상스 예술을 넘어서거나
프랑스 자신만의 예술을 발달시킬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살
롱전으로 대표되는 프랑스 예술은 르네상스 예술의 모방이라
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살롱전 초기에는 살
롱전 출품자격을 왕립아카데미 소속 화가로 제한하였고, 프
랑스 혁명기를 거치면서 출품자격을 일반화가에게 개방했지
만 여전히 살롱전 심사위원을 왕립아카데미, 즉 에콜 데 보
자르(Ecole des Beaux-Arts) 교수진으로 구성하는 폐쇄성
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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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롱전의 폐쇄성에 반발하여 낙선전(Salon des Refuses)이
별도로 열리게 되었다. 낙선전을 통해 심사도 탈락도 없는 전
시회가 가능해졌고, 신진 화가들의 작품들도 전시될 수 있었
다. 이를 통해 로마의 르네상스 화풍과는 전혀 다른 그림인
인상주의 작품도 대중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모네의 ‘인상 : 해돋이’나 고흐의 ‘까마귀가 있는 밀
밭’과 같은 그림이 등장하게 되었다.
위의 이야기는 파리가 어떻게 세계 예술의 중심지가 되었는가에

모네의 ‘인상 : 해돋이’

대한 개괄적인 묘사다. 이런 파리의 예술사는 무엇보다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려고 노력하는 우리 교육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첫째, 로마의 르네상스 예술을 표준삼아 살롱전을 개최해 온
프랑스의 시행착오가 주는 교훈이다. 르네상스 예술을 모방
하면서 로마가 되고 싶었던 파리, 살롱전 출품자격의 제한,
살롱전 심사위원의 폐쇄성 등은 세계 예술의 중심지 파리를
만들어 낼 수 없었다. 로마를 닮고 싶은 파리 예술은 프랑스
예술을 로마 예술의 아류로 만들었으며, 새로운 예술 세계를

고흐의 ‘까마귀가 있는 밀밭’

결코 창조해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추격형 교육을 통해 우리 교육은 학업성취 측면에서 세계 최
둘째, ‘개방을 통한 차이의 존중’ 또는 ‘차이 존중을 위한 개

고가 되었다. 그러나 교과 공부 선호도나 배움에 대한 관심은

방’을 통해 새로운 예술의 창조가 가능하다는 교훈이다. 살롱

아쉽게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전에 맞섰던 낙선전, 이후의 다양한 유형의 전시회의 등장으

단순히 높은 성취 수준보다도 배우는 과정을 즐기면서 새로

로 인상주의 예술이 대중의 곁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인상

운 것을 만들어 내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

파 작품을 “캔버스 위에 물감을 대강 발라 놓고 거기에 서명

력, 즉 창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유학

을 남겨 놓은 것”이라고 비판한 당시 한 주간지 기자의 교조

기제를 필두로, 2015 개정 교육과정 등을 통해 추격자(Fast

적 비평은 변화에 저항하면서 옛 가치와 기준만을 고수하는

follower)가 아닌 창조자(First mover)를 길러내려는 교육을

자의 어리석음을 여실히 드러내 준다.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뿌리 내린다면

프랑스 예술 발전의 전개 과정은 우리 교육과 상당한 유사성

한국이 세계 교육의 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을 지닌 것처럼 보인다. 우리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은 세계

「교육개발」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

최고의 경지에 올라 있다. 마치 파리의 살롱전 출품 작품들이

를 길러내고자 고민하는 교육정책 개발자, 학교 경영자, 현장

로마의 르네상스 예술 작품의 수준을 넘나들 듯이 말이다. 살

교사 등을 포함한 모든 교육 관계자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기

롱전의 규제 완화, 낙선전 개최 등 구습의 변화와 혁신을 통

대한다.

해 인상주의와 같은 프랑스만의 예술을 창조하였듯이, 우리
도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구습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통해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Educational Development 2016 autum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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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 모순해결 통한 ‘서울대형 발전모델’ 정립이
최우선 과제…국립대학법인 재산에 납세의무 부과는
부당,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는 입법 추진 중”
“대학 구조개혁, 인원감축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 있어…대학에 자율성 좀 더 주고, 자연스러운
선순환의 길 찾아야”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취임 2주년, 임기 반환점을 돈 성낙인(66) 서울대 총장은 거침

성 총장은 “정부는 지금도 경쟁국가에 비해 많지 않은 정부 보

이 없었다. 국내 첫 국립대학법인으로서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조금을 감사 지적 등을 핑계로 더 깎으려 한다”면서 “서울대가

있는 성 총장은 정부의 모순적 태도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제

법인화 이후 ‘외딴 섬’처럼 고립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기하는가 하면, 법학자로서 법적 모순조항을 조속히 풀고 싶은
의지가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대학교에 따르면, 현재 연간 대학 예산은 1조 원, 병원은
1조 5천억 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고등교육법상 국립대학법인은 엄연히 국립학교인데, 정부는

4,500억 원에 불과하다. 싱가포르대학이나 도쿄대학에 비하면

‘서울대는 법인이니까 국립대학이 아니지 않느냐’는 태도를 보

4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고 있어요. 국립대학법인 재산에 대해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
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해 놓았습니다.”

Educational Development 2016 autum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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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총장은 “국립대학법인은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인데

발전가능성이 있는 학생은 서울대에 올 수 있어야 한다”며 “학

결국 세금 걷어 서울대에 예산을 주고, 이를 다시 조세로 지방자

교교육의 충실한 이수가 자연스럽게 대학진학으로 연결되는

치단체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국립대학법인을 세법상

교육생태계 조성에 서울대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 학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균형선발을 2017학년도부터 전체
학과로 확대하고 인원도 전체 모집 정원의 23%(735명)로 늘릴

대학 구조개혁 등의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계획”이라며, “도서벽지 학생 중에 예술고교 출신이 아니더라

“구조개혁이 인원감축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도 잠재력이 있는 학생은 뽑아야 하며 집안이 어렵다고 서울대

“입학정원, 재정지원 등을 통해 규제를 가하던 시대에서 벗어

에 오지 못하는 인재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대학에 자율성을 좀 더 부여하고 자연스러운 선순환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취임 이후 줄곧 ‘선(善)한 인재’ 상의 정립을 위해 노력

서울대 입시제도에 대해 성 총장은 “섬에 살아도 내신이 좋고

해온 성낙인 총장. 그가 그리는 미래 인재상은 무엇인지, 개교
70주년을 맞은 서울대의 비전, 입시제도, 양극화 해결 방법 등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해 지난 8월 17일 서울대 총장실에서 김

요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일이나

재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챙기시는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김재춘 원장 : 요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일이나 챙기시
는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성낙인 총장 : 아무래도 개교 70주년을 맞이한 서울대의 변화를
위한 미래비전이 제일 관심사입니다.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양
성하는 데이터사이언스 혁신대학원과 남북의 인문사회부터 의
료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통일평화대학원을 준비하고 있
습니다. 이공계는 물론이고 인문사회·경영·예술 등 모든 분
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공 학과를 보유한 종합대학이라는 서울
대의 장점을 살려 4차 산업혁명과 통일시대에 대비해 서울대만
이 할 수 있는 초학제적 대학원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를 지배해야 새로운 산업을 지배
할 수 있잖아요. 서울대 같은 유수의 대학이 중심이 돼 ‘패스트
팔로어’(새로운 기술을 쫓아가는 전략)에서 벗어나 시대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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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해야 구글의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 같은 인물이 배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 빅데이터 관련 석박사 과정은 컴퓨터공
학이나 경영학 중심이지만 우리 대학원은 다양한 분야를 융합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림동을 아날로그시대의 고시촌에서 환골탈태하여 디
지털시대에 걸맞은 ‘관악 큐브 청년 창업밸리’로 만들 겁니다. 고
시촌 일대 건물들을 임차해 미국 스탠퍼드대-실리콘밸리, 중국
베이징 칭화대-중관춘(中關村)처럼 서울대의 연구역량, 기업, 벤
처캐피털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공간을 제공할 겁니다. 이를
위해 500억 규모의 창업 펀드를 만들어 서울대, 관악구와 함께
10년 내 1,000개 이상의 기술기반 벤처기업을 만들고 1만 5,000
명 이상의 벤처기업 임직원과 창업 및 취업 희망자가 상주하도
록 할 계획이에요. 고시를 통해 입신양명하려는 청년들이 모여
들던 곳을 창업하려는 청년들이 밤새워 연구하고 토론하는 역동
적인 공간으로 바꿔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교 70주년을 맞이한 서울대의 변화를 위한

2018년 3월 설립 예정인 통일평화대학원은 공학, 의학, 농학, 경

미래비전이 제일 관심사입니다.

영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을 융합해 북한 바이러스부터 헌법까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지 연구하는 차별화된 대학원이 될 겁니다. 민족 최대의 숙원사

데이터사이언스 혁신대학원과 남북의 인문사회부터

업인 통일을 넘어 ‘평화학’을 연구하는 곳으로서 국내 통일교육

의료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의 메카로 만들 계획입니다.

통일평화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통일시대에 대비해

김재춘 원장 : 지난 7월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넘어 서셨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신 일 가운

서울대만이 할 수 있는 초학제적 대학원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데 주요 성과나 의미 있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낙인 총장 : 제가 취임하면서 학생들과 동료교수들에게 우리

(德)을 갖춰야 해요.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과 공공선을 추

스스로 자긍심을 되찾아 자랑스러운 서울대를 만들자, ‘선한 인

구하도록 가르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작 그런 교육에는

재’를 양성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서울대로 키우자고 했습니다.

소홀하지 않았습니까. 우수한 학생들은 10년, 20년이 지나면 대

선한 인재는 공부만 잘해선 안 됩니다. 지(智)와 함께 예(禮)와 덕

부분 관리자가 됩니다. 관리자가 선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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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저녁을 1,000원에 제공하면 학생들의 건강에도 좋지만 무
엇보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한 달에 약 5만 원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총장밥’이라고 불리는 것을
보면 반응이 좋은 모양입니다.(웃음) 물론 적자는 매년 3억 원
정도 감수해야 하지만, 다양한 모금 캠페인과 후생복지기금 등
을 출연해 메울 수 있으니까. 지난 2년간 실시한 ‘선한 인재 이
어달리기’나 ‘만만한 기부’ 등을 통해 총 2,480억 원의 재원을
확충하기도 했고요.

1)

김재춘 원장 : 서울대형 발전모델 정립, 시흥캠퍼스 건립 등 시
급히 해결해야 하거나 대학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
아 보입니다. 주요 현안이나 당면 과제는 무엇이고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서울대학교가 국립 종합대학교로 설립된 지

성낙인 총장 : 제일 큰 과제는 아무래도 법인화 문제입니다. 정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부가 처음에는 모든 국립대를 법인화하는 법률안을 만들었으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나, 지방 국립대들이 재정적 우려로 반대해 서울대가 먼저 해보

이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고 개별법이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일본의 경우 모든 국립대

서울대학교의 미래비전은 무엇입니까?

가 단일법으로 법인이 된 것과 다른 점이지요. 서울대가 제일
먼저 법인이 되다보니 시행 후 나타나는 법적인 모순과 문제점
들을 해결하기에 힘이 부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적인 사회가 될 수 없어요. 선한 인재 양성이 중요한 이유죠.

예를 들면, 고등교육법상 국립대학 법인도 국립학교입니다. 그

그래서 단과대학별로 1학년 때부터 선한 리더십을 키우는 교육

런데 정부는 ‘서울대는 일단 법인이니까 국립대학이 아니지 않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

느냐’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대표적 사례가 국립대학

위계층의 학생이 학부에만 870명이나 되는데, 이들에게는 등록

법인이 가진 재산에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특히 국가로

금을 면제해 주고 기숙사를 우선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부터 양도 받은 수원캠퍼스 미사용 부분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매달 30만 원씩 선한인재 장학금도 주고 있는데 1년이면 약 30
억 원이 듭니다. 또한 작년 6월부터 시작한 ‘1000원 아침메뉴’
에 이어 금년 6월부터는 저녁도 1000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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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인터뷰는 서울대가 시흥캠퍼스 조성 실시협약을 맺은 지난 8월 22일보다 앞선 17일
에 진행됐기 때문에 시흥캠퍼스 현안에 대한 답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POWER INTERVIEW

및 재산세)를 38억 7천만 원을 부과했어요. 일본은 그렇지 않아

벌 사회에서 학문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서울대인의 영

요. 국립대학법인도 국가기관처럼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혼이 깃든 독자적 학문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미

있어요. 국립대학법인은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인데, 결

래 통일시대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 통일평화전문대학원 설

국 세금 걷어 서울대에 예산을 주고, 이를 다시 조세로 지자체
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국립대학법인을
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가 학문연구기관으로서 본연의 모습에

물론 자유로운 점도 있어요. 과거엔 세세한 항목까지 다 지정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찾고

돼 있었지만 지금은 원칙적으로 총액기준으로 예산을 받아요.

쟁점을 설정해 주체적 학문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예산을 짜서 보고하고 이를 확정 받아 지원을 받으려면 내부적

한국적 문제와 해법을 통해 세계를 진단하고

으로는 항목이 다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예산 사용에

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융통성은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에서 학문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서울대인의 영혼이 깃든 독자적 학문세계를

김재춘 원장 : 올해는 서울대학교가 국립 종합대학교로 설립된

구축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미래 통일시대에 대비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학의 역사로 70년은 길다고 할

전문인력 양성, 통일평화전문대학원 설립을

수는 없지만 경쟁 상대인 외국 대학들에 비해 재정적으로 열악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것
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
는 지요. 세계 유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서울대학
교의 미래비전은 무엇입니까?

성낙인 총장 : 지난 70년간 서울대학교는 국가적 관심과 국민들
의 성원, 서울대 교수, 학생, 직원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짧은 기
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의 연구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일부 분야는 국제학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문연구기관으로서 서울대학교가 본연의 모습에 충실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찾고 쟁점을 설정해
주체적 학문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국적 문제와 해법을 통
해 세계를 진단하고 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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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가 안식년 1년 동안 기업체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

학생들에 대해서는 ‘선한 인재’ 양성 등 공동체주의를 배양하는

도인데요, 1년으로 모자라면 2∼3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상호

지식공동체로 거듭나야 함을 충분히 이야기했으니, 교수들에

협력의 구식 모델이 아니라 학문과 업계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

대한 비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립대학법인 체제로 성공

고 ‘탈경계형 인재’를 배출해야 미국의 구글 같은 회사가 나오

적 전환을 통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책임경영 체제 및

지 않겠습니까.

분권형 운영체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연구역

젊은 교수들을 위해 ‘조건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용 2년

량을 갖춘 전임교원에게 3~5년간 강의 감면 등으로 연구에 집

이내 부교수와 4년 이내 조교수에게 매년 1억 원(실험분야 1억

중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연구년제도 실시할 예정이고요. 산학

원 내외, 이론분야 3,000만 원 내외) 최대 9년간 연구비를 지원

협력 교원제도도 획기적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교수

하는 사업입니다. 3년마다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31명에게 20억 원을 지원했습니
다. 단기적인 정량지표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 호흡으로 아이
디어를 시험해볼 수 있는 환경을 교내에서부터 만들어보고 싶

변화와 전환기에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대학교육의

습니다. 내 임기에 시작해 차차기 총장 재임쯤에는 빛을 볼 것

혁신과 새로운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와 대학은

이라 생각합니다. 10년 후, 아니 더 나아가 20년 후 대한민국에

어떤 방향 모색과 정책들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서 세계적 연구성과를 산출할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어요.

김재춘 원장 :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는
대학교육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성찰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
니다. 선진국은 물론 우리 학문의 생태계도 산학협력 없이는 지
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항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같
은 변화와 전환기에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대학교육의 혁신
과 새로운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와 대학은 어떤 방향 모색과
정책들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성낙인 총장 : 대학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우리나라 경제규모, 수준이 크게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크게
늘어난 데는 교육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투자가 있었기 때문입
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는 한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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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인력 및 관리자를 양성시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단기적
효과를 보기 어려운 대학에 선뜻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미래 시대의 핵심인 융복합 기술의 발전은 기업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반드시 대학과 정부가 함께
협력해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투자와 관심
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재춘 원장 :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고등교육
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
다. 하지만 아직 대학구조개혁법은 통과되지 않았고, 구조개혁
방식에 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법안 통과가 시급하
고 구조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총장님의 생각과 제언을 듣고 싶습니다.

성낙인 총장 : 무엇보다 과거 입학정원, 재정지원 등을 통해 규

대학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를 가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대학에 자율성을 좀 더 부여해도

미래 시대의 핵심인 융복합 기술의 발전은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 원장님도 지적하셨듯이,

기업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설립준칙주의로 대학이 많이 생겼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시대

반드시 대학과 정부가 함께 협력해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특성화에 실패한 대학들 가운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투자와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태되는 대학도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버티고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도 100여 개의 과가 있지만, 누구나 알 만한
전국의 50개 대학은 전부 다 100개에 가까운 과를 가지고 있어
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예는 잘 없지 않나요? 특히 사립대학은

지원하지 못 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현재 서울대 학부 입학정원

…. 기회만 되면 정원 늘리고 과를 만들어 왔는데, 기존 학생과

은 거점 국립대학 중 제주대 다음으로 적은데 말입니다.

교수가 보호되는 과정이 미흡해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선순환의 길로 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

김재춘 원장 : 대학 구조개혁과 함께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대

합니다.

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개별 대학이 건학이념

구조개혁이 인원감축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

과 특성을 살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대학이 먼저 ‘우리는 무

다. 정부가 인원감축을 전제로 재정 지원을 하다 보니 서울대는

엇을 하겠다’고 사업을 구상해 제출) 이를 평가해 예산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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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짤 때 대학들하고 의논을 좀 하면 좋겠어요. 이화여대 사
태만 해도 그래요. 평생교육 단과대학 같은 프로그램은 사실 국
립대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은 난 전혀 모르
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전부 사립대학만 있고…. 그
런 프로그램은 국립대학이 해야 되는데 왜 사립대학으로 갔는
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서울대에서 하라면(내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신중히 점진적으로 할 용의가
있어요.

김재춘 원장 :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지원사업도 인원감
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립대학이 아닌 사립대학을 중심으
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화제를 좀 바꿔
볼까요? 부산대를 비롯한 전국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지역별로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

부산대를 비롯한 전국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출산에 따른 대학 입학생 급감에 대비해 기존 국립대를 특성화

지역별로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에 나설 움직임을

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보이고 있는데요. 저출산에 따른 대학 입학생 급감에
대비해 기존 국립대를 특성화해 경쟁력을 높이자는

성낙인 총장 : 거점 국립대총장협의회가 지난 7월 22일 부산대

취지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에서 ‘국립대 연합체제’ 방안을 제시했어요. 유사 중복학과의
통폐합, 강점 분야 특성화, 대학 간 특화분야 통합을 위해 노력
하기로 했지요. 방향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한 지역에 여러

방식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시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개의 국립대학이 각기 따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생각하시는지요.

입니다. 앞으로 국·공립대학 스스로 협업을 통한 방향 설정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명분을 얻고 동시에 비용을 절감해 나가야

성낙인 총장 :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교육부도 잘 하려고

할 것입니다. 대학 간 협치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대학 스스

하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BK사업을 예를 들면, 일본 모

로 아이디어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지요.

델을 많이 참조했더라고요.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퇴출 대학이 살아남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

김재춘 원장 : 최근 대학총장들이 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

니까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프로그

론하는 자리에서 영·유아교육부터 초·중등교육에 관심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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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둔 대입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는

김재춘 원장 :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중학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서울

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습니다. 토론·체험식 수업

대 입시제도를 평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알려 주셨으면

으로 교실이 변화되고 있고, 창의·인성교육, 감성과 논리의 융

합니다.

합능력을 중시하는 교육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의 현주소와 최근의 교육적 변화와 대응에 대해 어떤

성낙인 총장 : 제도라는 게 장단점이 있지요. 제가 서울대에 입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학할 당시엔 5개 과목 자체 시험을 쳤어요. 내신은 합격에 상관
이 없었던 셈입니다. 고 조영래 변호사가 고교 3학년 때 시위를
하느라 정학까지 당했지만 서울대에 수석 입학한 일화는 유명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입시제도가 달라졌어요. 항간에
‘서울대 교수는 아이를 서울대에 못 보내는데 고3 담임은 아이
를 서울대에 입학시킨다’는 말이 있다지요. 워낙 입학전형이 복
잡한 탓일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종합전형(신입생 정원의 75%)
위주로 단순화했습니다. 수시에선 내신과 지역균형선발, 정시
에선 수능 중심으로요.

유사 중복학과의 통폐합, 강점 분야 특성화,
대학 간 특화분야 통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지요.
방향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간 협치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대학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지요.

일부 학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균형선발을 미대·사범대 체육교
육학과·음대·자유전공학부 등 2017학년도부터 전체 학과로 확
대할 예정입니다. 전체 모집 정원 중 23%(735명)를 지역균형선
발로 뽑을 겁니다. 도서벽지 학생 중 예술고교 출신이 아니더라
도 잠재력이 있는 학생은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이 어
렵다고 서울대에 오지 못하는 인재는 없어야 하니까요.
교육부가 대입에서 수능 영향력을 낮추려 한다는데 고려해 봤
으면 좋겠습니다. 섬에 살면서 내신 좋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학
생은 서울대에 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학교교
육을 중시하는 전형 운영을 통해, 입시를 위한 인위적 준비가
아니라 학교교육의 충실한 이수가 자연스럽게 대학 진학으로
연결되는 교육적 생태계 조성과 정착을 위해 서울대가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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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총장 : 요즘 초중고교 현장에서 깊이 있는 사고력과 창

하고 있어요. 학부 4년 동안 한번은 4~8주간 해외연수를 다녀

의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학습방법과 독서, 토론역량 등을 높

올 수 있도록 학교가 일부 연수비를 보조해 주고 있고, 최근 여

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지향하는 ‘선한 인재’

름방학 때는 세계 38개국의 학생 5백 명이 여기 와서 공부하고

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해 기대가 큽니다. 이런 교육적 변화에 부

갔죠.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 기숙사를 신축하고 글로벌 교육

응해 서울대는 선한 의지를 가진 미래의 지도자를 배출하고자

여건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선한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키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춘 원장 :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교육·정치·경제·과학 등
각계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2035 미래교육의 시나리오’를

김재춘 원장 : 대학은 지식과 정보의 핵심통로로 경쟁력 있는

조사해 발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예상 시나리오에서 교육분야

부가가치적 지식을 창출하는 원천인 동시에 세계적인 선진지

의 시장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형평성 요구가 높아져 정책과

식을 받아들이고 국내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제

제도에 반영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국경과 제도를 초월해 최

화 추세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의 국제화

상의 교육기회를 갖는 상류층과 국가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사

지수는 아직 낮은 편이지 않습니까? 원인은 어디에 있고 도약

이에서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었습

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니다.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어떤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낙인 총장 : 대표적인 세계대학평가기관인 QS 및 THE에서
제시하는 대학의 국제화 평가지표는 주로 외국인 교원·학생의

성낙인 총장 : 우리 사회는 인류역사에서 가장 압축적으로 최단

비율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과 영어가 상용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빠른 성장

화된 싱가포르나 홍콩의 대학에 비해 외국인 교원·학생 유치가

과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걸 놓친 거지요. 산업화, 민주화 과정

어려워 국제화 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홍콩대와 싱

에서 갈등은 증폭됐지만,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합

가포르대가 우리보다 세계 서열에서 앞선 또 다른 이유는 영어

의는 이뤄지지 않았던 탓입니다. 양극화 문제도 여기에서 비롯

에 있습니다. 영어가 공용어라 소통이 잘되니까 뛰어난 외국인

된 산물이고요. 지금이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교수를 많이 영입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 대

민주화 사회에서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법치를 실천해야 합니

학에도 현재 외국인 정교수가 100명이 넘었고, 영어수업이 활

다. 시장에도 규칙이 있는데 가진 사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

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요. 우수한 외국인 교원확보를 위해 외국

면 대개 가진 자의 승리로 이어지기 마련이지요. 규칙이 바뀌어

인 교수 가족을 위한 아파트를 확충하고 캠퍼스 주변 학교와

야 합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국가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협력해 외국인 학급운영, 외국인 교수에 대한 별도보수·복지제

규제와 조정을 하잖아요? 여기에서의 규칙은 가진 자들이 ‘노

도 개선, 외국인 교수의 의사결정기구 대표 참여, 총장과의 간

블레스 오블리주’의 마음을 갖는 것이지요. 재벌도 재산이 조

담회 정례화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

단위가 됐으면 오너가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옛날 경주

력 제고를 위해 SWP(SNU in World Program)사업을 확대 시행

최 부자가 ‘적선지가필유여경’(積善之家必有餘慶·선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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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한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라고 강조했는데,
이런 정신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인 것이죠.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2035 미래교육 시나리오’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김 원장님이나 저나 다 지방에서 올라온

조사해 발표했는데요. 최상의 교육기회를 갖는

시골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대를 나와 서울대 교

상류층과 국가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사이에서

수가 되고 서울대 총장이 되면서 사회적 위치가 높아졌잖아요.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것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젊은 세대들도 긍정적인 사고와 힘을 가졌

예측되었습니다.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어떤 조치와

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 사회가 성장, 발전보다 성숙에 무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게를 두고 다 함께 각자의 길에서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방
법을 모색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는 섬·시
골 출신이거나 어려운 가정 출신이 많아요. 어려운 환경 출신이

규칙이 바뀌어야 합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지만 명석한 인재들이 적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학업에 지

국가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하잖아요?

장을 받지 않도록 해 ‘선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여기에서의 규칙은 가진 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주는 것이 총장으로서의 사명이자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갖는 것이지요.
재벌도 재산이 조 단위가 됐으면

2)

김재춘 원장 : 따님이 두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

오너가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교육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성장, 발전보다
성숙에 무게를 두고 다 함께 각자의 길에서

성낙인 총장 : 나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집에서는 전혀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때입니다.

인기 없어요. 가부장적인 옛날 스타일이니까 딸들이 좋아하지
않아요.(웃음) 사실 첫째에게는 공부시킨 경험이 없어요. 중3 겨
울방학 때도 고등학교에 가면 못 노니 지금 실컷 놀라고 했을
정도예요. 그때 다른 아이들은 다 선행학습을 했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둘째는 남들처럼 학원에 보냈죠.
주변에 베풀고 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저는 국민소득이 5백
달러도 안 되던 시대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다들 경제적으로 어
려워 나눔의 손길이 절실했지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급식비
못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살림이 넉넉한 집에서 급식비를 내

2) 성낙인 총장은 슬하에 2녀를 뒀다. 큰딸은 이화여대를 졸업한 후 서울대에서 미술사
석·박사 과정을 마쳤고, 작은딸은 서울대 인문대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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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내줬습니다. 어머니가 남을 잘 도와주셔서

profile

저도 배운 거죠(웃음).
그리고 체벌은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제가 잘했
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참았다는 거지. 비록 어리
더라도 자기 자식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돼요.

성낙인

자식에게 인격적 예우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

서울대학교 총장

각은 더 나이가 들고 나서 든거지만. 그래서 자식
들에게 문자나 메일 보낼 때 하대하는 표현을 안

성낙인(66) 제26대 서울대학교 총장은 친화력이 뛰어나며 원칙과 법치를 중시하지

썼으면 좋겠어요. 주례를 하면서도 늘 그걸 강조

만,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따뜻한 리더’라는 평가를 받는다. 자신의 이름을 ‛즐거

하는데 부부 간에도, 물론 나도 실천 못 하고 있

운 호랑이’라고 설명하며 한자 풀이를 ‛Happy(낙)·Tiger(인)’라고 소개하는 등 특

습니다만, 가능한 존댓말을 쓰는 게 좋아요. 자식
하고든 부부 간에든 다툼이 있을 때 존댓말을 안

유의 유쾌한 성격도 상대를 매료시키는 요소로 꼽힌다. 좌우명은 ‘인격체로
서의 인간 존중’이다.

쓰면 완전히 끝까지 가버리니까요. “야, 너 뭐해”

1950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프랑스 제2대학에

보다는 그런 식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게 자

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0년부터 19년간 영남대에서 재직하다가 1999년 서울대

녀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대 법과대학장, 평의원회의원 등 학내 여러 보직을 거쳤다.
2014년 7월 26대 서울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법대출신 서울대 총장으로는 1995년

김재춘 원장 :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해 가지고 계신
바람이나 기대, 제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20대 이수성 총장 이후 19년 만이다.
한국 법학계에서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 받아 왔다. ‘헌법학’ ‘헌법소송론’ 등
30여 권의 저서와 논문 200여 편을 냈다. 프랑스 유학 시절인 1987년에 쓴 논문

성낙인 총장 : 미래 교육정책 연구에서 한국교육
개발원이 선도적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각료제도’는 당시 아시아권 학자로는 최초로 프랑스
‘정치헌법학전서’에 실리기도 했다.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연구성과를 널리

“법치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헌법학자가 할 일이 많다”는 소신을 가

확산하고, 특히 대학과의 협력방안이 강화된다면

져온 성 총장은 입법·사법·행정을 가리지 않고 공적 영역 활동에 참여해 왔다. 한

보다 나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서울대
학교도 교육정책연구 활성화와 이를 통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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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법학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장, 대검 진상규명위원장, 경찰위원회 위원장,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대
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세계헌법학회 한국지부 회장도 겸임하고 있다.

특별좌담

KEDI 미래교육위원회 좌담회 :
사회 변화에 관한 진단과 전망, 교육적 대응

“4차 산업혁명 도래…교육목표, 통찰력·감수성·상상력
길러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교육 양극화 해소 위해선 공교육의 질 높이는 게 우선”
■ 일 시 _ 2016년 9월 2일(금) 오후 1시
■ 장 소 _ 엘타워 라일락홀
■ 주 제 _ 사회 변화에 관한 진단과 전망, 교육적 대응
■ 참석자 _ 김진형(사회) :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원장, KEDI 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

윤정로 : KAIST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장, KEDI 미래교육위원회 위원
전상인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KEDI 미래교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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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는 2016년 시작

니다. 오늘은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

과 함께 화두가 됐다. 이는 현재 초·중학교 학생들이 노동시장

회가 많이 변하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어 우울하다는 사람들

에 본격 진입하는 시점이 되면, 현재의 직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 많은데요. 일자리는 확실히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

사라지고, 그 직업은 대부분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

의 종말시대가 오고 있다고 할까요. 옛날에는 비행기를 6명이 조

라는 충격(?)적인 예측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리 충격으로 와 닿

종했는데 지금은 1명이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한 일들은

지 않았다.

이제 완전히 기계의 영역이 되어 버렸어요. 전통적인 일자리는 정
말 없어질 겁니다. 회계사, 세무사 등이 그렇지요. 젊은이들이 좋

그러나 지난 4월 ‘알파고’라는 해일(海溢)이 지나간 우리 사회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전략구상이 한창이
다. 학교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일대 전
환기를 맞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나

아하는 일자리일수록 없어질 겁니다. 저는 사람과 대면하는 교사,
의사, 성직자 등은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시대를 대
비하려면, 어떤 교육을 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지요.

갈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 많기 때문이다.
윤정로 인공지능이다, 4차 산업혁명이다 하면서 세상이 하루아
KEDI 미래교육위원회는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 사회변
화를 진단·전망하고 교육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지난

침에 변할 것처럼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은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소위 우리가 3R(읽기, 쓰기. 셈하기)이라고 부르는 것

9월 2일 엘 타워 라일락 홀에서 가졌다. 이날 좌담의 좌장은 김진

이 교육의 기본이지요. 셈하기를 계산기가 더 잘 한다고 해서, 세

형 KEDI 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지능정보기술연구원장·KAIST

상에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야 할까요? 손 편지 쓰

전산학부 명예교수)이 맡았으며, 윤정로 위원(KAIST 인문사회융

는 일도 지금은 극히 드물지만, 그렇다고 쓰기를 안 가르쳐야 할

합과학대학장), 전상인 위원(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 역량이 필요합니다.

교수)이 패널로 참여했다.

모든 개인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이자 역량은 세상
이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않는 가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의 종말시대’ 곧 올 것…

전상인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노동의 종말시대’가 올 겁

생산성 높이는 것보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게 중요

니다. 낙관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옛날 희랍시대처럼 철학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김진형

제가 대학에 있었던 지난 30년 동안은 인문사회 관련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해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요즘은 자주 합니
다(웃음). 교육부에서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항상 아쉬운 것은
교육 이야기는 언제나 원론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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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배관공, 미용사, 요리사 등이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계에게 내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맡기는 건 상상이 되지 않거든요. 교육의 주체는 달라질 수 있어
요. 미용사나 요리사가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교

사만 교육을 해야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고 봐요. 교육의 관
점을 다양하게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김진형 직업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했잖아요. 이제는 그렇지는 않아요.
미국의 경우 1%가 농사를 지으니까요. 식량문제는 해결됐다고 봅
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이제 이슈가 아니에요. 새로운 가치
를 어떻게 창출하느냐가 중요하죠. 사람은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
요. 예술, 오락은 활성화될 것이고 과학적 탐구도 할 수 있는 시간
이 늘어날 겁니다. 전통적 의미의 인문, 사회과학보다는 예술, 과
학 등이 활성화가 필요한데 우리는 과학적 소양이 많이 부족해요.

윤정로 근대 이후 우리는 과학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의 기반이 과학이잖아요.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인문
사회과학도 과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도로는 부족
하다는 것이 문제이겠지요. 17,8세기 산업혁명시대보다는 좀 더
확장된 과학적 소양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공교육
을 통해 대중교육은 성공했지만 앞으로의 변화,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두 가지 소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찾아내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지

김진형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원장 (사회)
現) KAIST 전산학부 명예교수
現) 공공데이터전략 민간위원장
前)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

“

저는 직업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했잖아요. 이제는 그렇지는

않아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이제 이슈가 아니에요.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창출하느냐가 중요하죠.

”

금까지는 교사나 교수가 문제를 줬거든요. 이젠 그렇게는 어렵

전상인 동의합니다. 우리 교육이 스스로 질문하는 능력이 떨

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적인 동기부여 능력이 필

어지는 것이 사실이죠. 교육의 목표가 통찰력, 감수성, 상상력

요합니다. 기계가 다 해주는 시대,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는 무엇

을 길러 주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저는 교과목 명칭도 아예 이

이 중요하고 무엇이 믿을 만한 정보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렇게 바꿔서 역량을 길러주는 극단적 처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인

라는 생각도 합니다. 인성교육도 더 강조돼야 할 것이고요. 요즘

간은 생물학적인 존재dP요. 땅에 발을 딛고 먹을 것을 찾고 위로

과학이라는 것이 너무 첨단, 빅 사이언스만 논의되는 것 같아 좀

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알약으로 먹고 살 수는 없죠.

걱정스럽습니다. 생활과학이나 적정기술은 인류에게 여전히 중

인간으로서의 자질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요합니다. 일제히 모두가 한 방향만 지향해서는 안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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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저는 두 분의 의견과 좀 다른데요. 인공지능은 우리 삶

글쓰기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에는 균형이 필

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겁니다. 이 변화의 규모와 범위는

요합니다.

이전에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깊고 광
범위 할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돼 창조적 혁신

김진형 미래교육연대라는 1만 명의 교사들이 모이는 동아리가

이 일상적으로 일어나 사회가 풍요롭고, 문제의 해결책이 풍부

있는데요. 거꾸로 교실 확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교사들의

해 집니다. 더 많은 사회기능이 소프트웨어로 구현돼 사회안전

모임이죠. 이 동아리에서 ‘가르침의 종말’이라는 이야기를 하시

이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게 됩니다. 모바일, IOT, 클라우드를 통

더라고요. 누구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모습

해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분석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일

을 보면서 이게 가능성이 아닌가 싶어요.

상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아이디어가 소프트웨어를 만나
면 큰 비즈니스를 만들어 주죠. 이런 사회에서는 소프트웨어 능

윤정로 흔히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력이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이 됩니다. 시대가 여기까지 와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미래에도 교사는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있는데 우리는 아직 소프트웨어(SW) 교육의 중요성을 잘 모르

예측하는 이유는 소통이 가능한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도구도

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윤 교수님께서 읽고(Reading) 쓰고

중요하지만, 좋은 교사가 필요해요. 토론식 교육을 하려면, 교사

(wRiting) 셈하는(aRithmetic) 3R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가 먼저 그 방법을 체험하고 체득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아직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연수가 교육부, 시도교육청, 단
위 학교 차원에서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교사들이 그렇게 하지

윤정로 7차 교육과정 때였던가요? 과학자들이 우리나라 과학교

않는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자기 돈 들여 열심

육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과학기술이 사회구성원으

히 배우고 있는 훌륭한 교사들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을 갖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공교
육에서 고교까지 잘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우리가 준비해

학생 주도 수업 위해 교사 ‘학습 컨설턴트’ 역할 해야

사회로 내보내지 않으면 빈부격차가 더 커지니까요. 사회지도층
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고

김진형 거꾸로 교실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미리 공

봅니다. 3R에 무엇을 더 포함해야 할지를 포함해서 말이지요.

부하고 온다는 것에 있어요. 꼴찌들의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지
요. 팀워크가 좋아지고 프로젝트형 수업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전상인 컴퓨터에 대한 지식만 없는 게 아니에요. 인문·사회적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사례라고 봐요. 교사는 학생의 학습계획

소양도 없어요. 토론이나 질문이 있는 수업을 하려면, 이런 기본

을 지원하는 ‘학습 플래너’,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learning to

소양이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저는 수업에 PPT를 사용하지 않

learn)’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

아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PPT가 한국어

다. 또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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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창의성, 시민의식, 대인관계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을 계발해야 하겠지요. 요즘 회사에서도 컨설팅
을 많이 하잖아요? 브레인스토밍 등 토론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토론식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도와줄 도구
들도 많으니 활용하자는 의미고요.

전상인 우리 학생들은 토론을 할 수 있는 소양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학교도 그렇지만 학원에서 계속 주입식으로 가르
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김진형 양극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는 소

윤정로
KAIST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장
前) 제56대 한국사회학회 회장
前) 한국연구재단 누리분과위원회 위원장
前) KT 이사회 의장

“

득뿐만 아니라 고용, 생활수준, 소비패턴, 문화, 의료에 이르기
까지 모든 분야에서 이른 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 격차가 커
지고 중간층이 엷어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교육도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신화가 무너지고 있고요.

미래에도 교사는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는 이유는
소통이 가능한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도구도 중요하지만

좋은 교사가 필요해요. 토론식 교육을 하려면
교사가 먼저 그 방법을 체험하고 체득해야 하는데

전상인 부의 집중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요. 역사적으

그런 기회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로도 부의 집중이 과잉되면 사회에 큰 폭동이 발생하곤 했지요.

”

미래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상태로 가다 보면, 구조적인 실업
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생
각은 엘리트들에게 사회적 책임감을 부여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시대이든 노력을 해 왔어요. 현재 우리나

같아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엘리트교육을 무시하는 경향이

라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불평등은 뭘까요. 주거와 교육기

있는데요. 선진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소수 엘리트를 키우는

회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의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양극

교육에 대한 저항감을 없애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화 문제는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

게 사회적 책임감을 부여해 베풀고, 봉사하는 노블레스 오블리

려면 공교육에서 해결해야 해요. 공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의 질

주 선순환을 이뤄가야 합니다.

좋은 교육과 삶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바탕 위에
엘리트교육이 가능하다고 봐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교

윤정로 인류역사상 불평등이 없었던 사회는 없었어요. 불평등

육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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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인 양극화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과격해 보여요. ‘격차사

야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회’ 정도로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전에는 공교육이 살아 있
었어요.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주입식이었

김진형 입학사정관제를 처음 시작할 때 교육부가 400억을 지

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원했는데 600억으로 늘렸다가 다시 400억으로 줄었어요. 그 때
대학들이 예산이 줄었으니, 입학사정관제를 못하겠다고 하지 않

김진형 양극화라고 하면 1대 99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았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지요. 예산을 주면 하고,

그렇지 않은데 말이지요. 윤 교수님은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전 교수님 말씀처럼 영혼이 없는 거 맞습

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대학교육이 제대로 돼야 우리에게 희

니다. 카이스트에 10명의 학생을 보낸 한 고교가 있었는데 소위

망적인 미래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학이 필요로 하

말하는 명문학교도 아니었어요. 그 학교 교육과정을 보니 교과

는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해야죠. 제가 카이스트 재직 시에 무학

서를 아이들과 교사가 새로 만들더라고요. 범죄수사에 사용되는

년·무학과 제도를 시행했었는데요. 얼마 전 한국교육학회가 개

생물학에 기반을 둔 연구를 통해 영어교과서까지 만들어 토론수

최한 포럼에서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가 지능정보사회 대비를 위

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수업을 하니 학생들이 입학사정

해 초·중·고교에도 무학년제와 맞춤형 학습과 평가를 도입해

관 면접에서 잘 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교육을 하는 학교가 늘어

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교육부가 빨리 이런 제도를 도입

나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윤정로 두 분 말씀을 듣다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의 문
대학교육이 정상화되면 많은 문제 해결될 것

제는 현장의 문제잖아요? 현장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실천의
문제죠. 정부가 교육정책을 세울 때 현장에서 실제로 가르치고

전상인 대학교육이 정상화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겠죠.

있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교육문

학교에서도 회의를 하면 어떻게 하면 상위권 아이들을 싹쓸이

제를 해결하려면, 실제로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학생들의 고

해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서울대만 해도 그런데. 학교

충을 들어야 하는데, 대부분 교수들 이야기만 들어요. 입학사정

에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국립대학인데 말이지요. 어떨 때는

관제를 예로 드셨는데, 이대로라면 평범한 아이들은 너무 힘들

세계화를 외치다가 어떨 땐 민족을 강조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요. 면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학교가 김 교수님

총장이 바뀔 때마다 내세우는 비전이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

이 예로 든 학교처럼 수업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

같기도 합니다. 교육부는 2000년대 초반에 학령인구가 줄어들

다면, 거기에도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교사도 다양하게, 대학에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등에 휘둘려

서도 교수보다는 선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학생들도

대학을 늘리는 데만 몰두했어요. 미래사회는 더 빨리 변화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평범하거나 못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도

텐데 이런 구조부터 개혁하지 않으면 희망적인 미래교육을 이

다양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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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을 칭찬하는 것도 일부분의 모습만 봐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많은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전상인 너무 이상적인 말씀 같습니다.(웃음) 대학을 늘려 놓은
것도, 학생 수가 줄어든다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나선 것도
전부 교육부이지 않습니까. 교육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대학에
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잖아요. 물론 너무나 많은 대학들이 있으
니 줄이기는 해야 합니다. 퇴로를 열어주지 않으니 입시제도가
자꾸 왜곡되고 변질되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대학진학
률이 70%가 넘고 박사가 세계에서 제일 많지만 그렇다고 교양수
준이나 지식수준이 높은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시

전상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前) 한국미래학회 회장
前)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前)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대에는 지금보다 지식의 유효기간은 더 짧아질 텐데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이 70%가 넘고

박사가 세계에서 제일 많지만
그렇다고 교양수준이나 지식수준이 높은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김진형 교육부도 변해야 하고 대학도 변해야 합니다. 반값등

인공지능 시대에는 지금보다 지식의 유효기간은 더 짧아질 텐데

록금 예산이 1년에 4조원이 넘습니다. 대학생이면 다 받을 수 있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으니, 군소 지방대학들은 대개 이걸로 먹고 사는 게 현실이에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사실상 복지기금이나 마찬가지에요. 교육부가 1년에 대학에 쏟

”

아 붙는 재정이 10조원에 가까워요. 이 정도면 공교육 전면 무상
교육도 가능하지 않을 까 싶어요. 국립대학도 그렇고요.

윤정로 오늘 충격적인 말씀을 두 분이 참 많이 하십니다.(웃음)

업장이 취업과 미스매치가 되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미래에는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었다가 70%대 후반으로 떨어

더 그렇겠지요. 그렇다고 자녀를 대학 보내지 말라고 할 수는 없

졌어요. 대학이 늘어날 당시 신입생들은 대부분 가정에서는 그

지 않을까요. 부모들도 이제 알아요. 대학 나와도 별 볼일 없다

가정의 첫 대학생이었어요. 당시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는 걸 말이지요. 알면서도, 그래도 대학을 보내는 현상을 이해해

대학에 보내는 선택이 가장 합리적이었을 겁니다. 1950, 60년대

야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가를 보는

의 그런 교육열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도 있지만, 이제는 대학 졸

시각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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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년제, 무학과, 융·복합교육 통해 창의성 키울 수 있어

윤정로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범죄수사에 상용되는 생물학에
기반을 둔 연구를 통해 영어교과서까지 만들었다는 고등학교

김진형 창의적 인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볼까요. 창의성은

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개인보다는 집단이 창의적이라는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 사회학자들이 많이 연구하지 않나요? 인

거죠. 개개인의 상상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자신의 경험에서 출

공지능에서 창의성은 인간이 가진 효율성을 랭킹을 매겨 찾아내

발하니까요. 경험을 다양화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사이버 상

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으니 효율적으로 뽑아

이 아닌 직접 만지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흥미를 느끼고,

낸다는 것이지요. 캐나다의 학제는 1월에 시작하는데요. 운동선

거기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끌어내려면 팀워크가 중요해요. 우

수들이 대부분 1월생이라는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1월생이 아

리 대학에 오는 아이들도 프로젝트학습을 어려워 해요. 과학고

무래도 12월생보다 키도 크고 체력이 좋으니 운동을 잘 할 수밖에

를 나온 학생들이 많은 데도 말입니다. 과학고도 초기에는 프로

없죠. 여기에 교사들이 칭찬으로 북돋아 주는 열정도 생기고….

젝트학습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관찰을

그러다보니 운동선수 대부분이 1월생이라는 겁니다. 저는 음악을

통해 체험하고 그걸 기반으로 토론하는 교육이 중요한데 말이에

정말 못하는 데요. 자신이 잘 하는 것을 찾아가는 교사의 역할도

요. 미래사회는 생산력의 측면에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몫이 아닐까요. 교육에서 창의성 자체를 가

의 질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사회일 겁니다. 그럴수록 공감을

르칠 수는 없어요. 격려와 칭찬은 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통한 협업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전상인 저는 교육과 제도를 통해 창의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

김진형 학생들이 색다른 학습을 경험했을 때 마음껏 자랑할 수

해요. 융·복합교육을 하면 창의성은 키울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어

우리처럼 문·이과로 나누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아까 김

요. 요즘은 수업시간에 한 프로젝트학습을 앱 등을 통해 볼 수 있

교수님이 말씀하신 무학년제, 무학과, 문·이과 통합, 대학 전공

잖아요. 이걸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자랑하고, 친구들에게도 자랑

간의 벽을 허무는 것을 통해 창의성을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일

하고…. 이런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외국에서는 프로

제 강점기에 사범학교를 나온 교사들은 피아노를 치면서 수학도

젝트학습을 하면 데모(demonstration) 대회라는 걸 하는 데요.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서울대를 예로 들면, 동숭동 문리대 시대

학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급이나 학교 단위 등으로 자극하는

의 교육이 융·복합에 가까웠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오히려 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꼭하고 싶었던 이야

행했죠. 골고루 배운 선배 세대들이 더 창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인데요. 앞으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컴퓨팅이라는

교육의 문제를 교육부, 교육학자들의 영역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점이에요. 창의력을 구현할 수 있는 기본능력이니까요. 모든 학문

좋겠어요. 대학교수들은 사실 사범과정을 밟지 않잖아요. 대학교

앞에 ‘컴퓨테이셔널(Computational)’이 붙어야 합니다.

수도 연구자가 아니라 교육자이기도 한 데 말이지요. 교수들에게
도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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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로 과거에는 문자 해득(解得)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디지

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컴퓨터 소양)가 중요하죠. 우리 학
생들이 보통은 컴퓨터를 잘 다룬다고 생각하잖아요. 지하철에 7
명이 앉아 있으면 전부 다 스마트 폰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
부 소비자, 오락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활용해 자신의 능력
을 확장하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이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 문
제에요. 로직(logic)과 기본기술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인가
를 생각해야 할 겁니다.

개인의 능력과 삶의 질을 가르는 요인은 ‘호기심’
하는데, 사실 60명이 넘으면 어렵잖아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저
김진형 스마트폰 등 최신 디지털 도구를 지적 수단으로 활용

도 이름을 불러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

하는 사람과 오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의 차이는 지적 호기

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의 재

심이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영국 에든버러대학의 심리학자 소피

능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폰 스툼이 ‘개인의 성공을 예측하는 변수들 가운데 하나만 꼽으
라면 그것은 호기심일 것’이라고 했다지요. 누구나 모든 정보에

전상인 요즘 학생들을 보면 부모없는 고아 같다는 느낌이 들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개인의 능력과 삶의 질을 가

요. 대학은 논문공장으로, 교수는 논문기계가 되어가는 것 아닙

르는 요인은 호기심이라는 점에서 ‘호기심 격차사회’가 만들어지

니까. 학생들의 얼굴이나 이름을 기억할 여력이 없는 거죠. 영혼

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이 분야를 연구하는 분들도 많고,

이 없는 직업인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정부차원의 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시스템 등을 통해 잘 극복해 나가야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것을

윤정로 ‘고독한 군중(Lonely Crowd)’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데

방지할 수 있겠지요.

이비드 리스먼(David Riesman) 교수가 하버드대학을 은퇴할 때
‘뉴욕타임즈’가 전면을 할애해 인터뷰를 했는데요. 기자가 가장

윤정로 김 교수님께서 데모(demonstration) 대회를 말씀하셨

보람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고 묻자,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는데 말하자면 예전의 학예회 같은 거잖아요. 학예회는 소수만

4학년 학생이 나를 찾아와 대학 4년 동안 직접 이야기를 나눈 교

참여했지만 데모 대회는 모두가 참여해 잘 하는 분야를 칭찬해

수는 자신이 처음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라고 하셨어요. 내가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제가 이름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요. 교사라는 직업이

을 불러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름을 불러주는 교수가 별

얼마나 명예롭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인지

로 없다는 거죠. 과제물을 나눠주면서 ‘고생했다 ○○야’ 이렇게

를 오늘 꼭 강조하고 싶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전통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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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미래교육위원회 좌담회 :
사회 변화에 관한 진단과 전망, 교육적 대응

는 변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빠지

하는 거 같잖아요. 20분 정도 프리토킹이 된다고 하면 영어를 잘

기도 하겠지만 말입니다.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독해나 작문은 안돼요. 클릭하고,
검색하는 데 익숙해져서 인지 우리는 언젠가부터 얕은 지식을

소프트웨어 교육 잘해 지능정보화사회 선도해야

잘 한다고 생각하게 된 거 같아요. 기계는 쉼 없이 배우는데 사람
이 학습을 안 하거나 포기하는 현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김진형 소프트웨어 교육을 정말 잘 가르쳐 우리나라가 인공지
능 시대, 지능정보화 시대를 선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소프트

김진형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고 알아야 할 것이 많아지면서 우

웨어는 공과대학만의 것이 아닙니다. 요즘 창업을 하는 사람들

스갯소리로 ‘개기면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을 보면 대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아직 어떤 나라

고요. 멋있게 표현하면 청빈낙도(淸貧樂渡)라고 할 수 있겠지요.

도 인공지능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 못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 답을 찾아 앞서 나가야지요. 이

윤정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창업을 통해 나름

게 바로 혁신이 아닐까요? ‘무크’ 등 콘텐츠의 공유로 대학이 무

성공한 한 학생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냐니까 자신도 즐겁

너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카이스트에서 에듀케이션 3.0

고 세상에도 도움이 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고 하더

을 7년 전에 만들어 무크 형태의 교육을 했는데 성과가 좋았어

라고요. 우리 세대는 안정을 찾으려고 하지만 젊은 세대는 기본

요. 저는 이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적으로 그런 개념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 지금은 보
수가 낮은 직업이지만 어린아이나 노약자를 돌보는 일은 로봇이

윤정로 전 세계 누구라도 의지만 있으면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

대신 할 수 없잖아요. 인간으로서 가치를 높이는 이런 직업을 즐

는 것은 굉장한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칸 아카데미도 그렇고요.

겁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해요.

그렇지만 일부분에서는 인간으로서 깊이 생각하고 토론하고 말
로 표현하고 사유하는 부분은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

인공지능시대는 과학뿐 아니라 인문학적 상상력 더 필요

론 이런 도구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교사, 교수를
막론하고요. 대학은 러닝 오가니제이션(learning organization)

전상인 고령화 사회에서는 교육의 조손모델이 이슈가 될 것 같

이잖아요. 그런데 교수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져 있어요. 대

아요. 실제 손자, 손녀가 아니어도 관계 맺기를 통해 서로 돕는 모

학도 이런 기술친화적인 교수법을 교수들에게 좀 가르치는 기회

델이 정착되면, 많은 사회적 문제들도 해결될 수도 있을 겁니다.

를 줬으면 좋겠어요.
김진형 소프트웨어 교육을 도입하면 우리나라 교육이 변할 거
전상인 무크 등 교육여건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깊이

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선 외우지를 않거든요. 계속 고쳐가면서

있는 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거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영어를 잘

실패로부터 배워 나가는 것이니까요. 잘 만들면, 또 쓸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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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만든 것을 활용해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있고요. 혼자서는
만들 수 없으니, 함께 만들어야 하고, 다 만들면 서로 나눠주기까
지 하죠. 이런 교육을 왜 소프트웨어 교육에서만 해야 합니까. 모
든 교육이 이렇게 변해야 해요. 코딩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을 바꾸는 시금석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KEDI 미래교육위원회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수 있는 한국의 중·장기
교육비전의 수립 및 제시를 위해 지난 6월 한국교육개
발원(KEDI) 원장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미래교육위원회
는 다각적인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 패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시
대, 지능정보화 사회에 대해 인문사회학자나 교육학자들은 마
치 인간이 기계에게 멸망 당하고,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쪽으로 암울한 전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인공지능 시대가 인
간의 직업을 빼앗는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게 절약된 예

러다임 전환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과 함께 한국의 중·장기 교육비전 및 미래 발전 방안
을 마련, 정부에 제안하기 위해 세미나·콜로키움 등을
개최해 어젠다를 발굴하고 비전을 수립, 제도 및 정책
대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예정이다.

산을 사람에게 어떻게 투자할까라는 쪽으로 사고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문제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거기서 얻어진 이익을 어떻
게 사용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사고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인간
은 불행해질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는 과학뿐 아니라 인
문학적 상상력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
습니다.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에는 김진형 지능정보기술연구원장, 류철균 이
화여자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박명성 명지대학
교 영화뮤지컬학부 교수, 양영유 중앙일보 논설위원,
원광연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윤정로 KAIST 인
문사회융합과학대학장, 이광형 KAIST 문술미래전략대
학원장, 이성환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교수, 이제석 광
고연구소 대표,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전상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정
재승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최재천 국립생태원 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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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보경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Ⅰ. 들어가는 글

기제는 ‘많이 아는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행복 교육’(온정
덕, 2015, p.6)으로의 전환을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

1)

자유학기제 가 운영된 지도 어느덧 4년이 되었다. 자유학

이 수업의 주체가 되어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1)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중간·기말 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수업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 모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
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교육부, 2015, p.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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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참여형 수업으로의 개선을 중요시 한다. 자유학기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평생교육이 점

시작되기 전만 해도 많은 학부모들이 시험을 보지 않는 것에

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배움의 즐거움과 가치를 아는 능동적 학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자유학기제에 반신반의했다. 교사들

습자는 그렇지 않은 학습자에 비해 급격한 변화에 훨씬 더 유연

역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는 부담이 적지 않았

하게 대처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논

다. 그러나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식 지필평가의 폐지로 교

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많은 양의 지식을 전달하고 주입하는데

사들은 학생의 시험 결과에 대한 압박과 부담을 내려놓고 여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교사 중심의 설명식 수업과 교과서 진도

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으로 할 수 없었던 교수·학습을 기획

나가기식 수업 방식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시대의 특성과 요구

하고 실현하는데 추진력을 얻었고, 교육개혁에 대한 열망과

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의지, 노력까지 더해져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교실에서 수

협업능력, 문제해결능력 등과 같이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

업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들을 효과적으로 배양하기 위해 새로운 수업방식으로의 전환과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Ⅱ. 자유학기제 수업개선,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경우,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수

Ⅲ. 자유학기제 수업개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업을 들으며 지내는 만큼 수업의 내용과 방식은 학생들의 성장
과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학교는 미래사회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중학교 수업은 ‘1시간-45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으로서 미래사회에서 요구되

단위-1교과’ 형태(정광순, 2013, p.411)의, 교사가 일방적으

는 역량이 무엇이고, 학교 교실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이러한

로 강의 및 설명하는 방식이었으나 자유학기제에서는 45분,

역량을 최대한 배양하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90분, 180분 등 다양한 사이즈의 수업이 나타나고, 학생의 활

하는지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러면 현재 중학생
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사회는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는가?

세계경제포럼(WEF) ‘직업의 미래’ 보고서에서는 첨단기술의
급격한 발달이 직업세계에 현격한 영향을 미쳐 2020년까지 최
소 5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흥
미로운 것은 지식의 순환 속도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지식을 많
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보다 의사소통 및 설득능력, 감성능력, 문
제해결능력, 학습능력 등을 보유한 사람이 더 경쟁력을 가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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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참여가 주가 되는 학생 중심 수업으로 달라졌다. 또한
학습 내용 측면에서도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배운 내
용을 직접 실천해 볼 수 있게 되었다.

1. 다양한 학생 참여·활동 중심의 수업
대구 K중학교 A교사는 1학년 2학기 한문수업을 학생들의
다양한 참여와 활동들로 계획하였다(<표 1> 참고). 한문교사
A는 자유학기제를 기회로 삼아 기존에 해오던 교사 중심의

[그림 1] ‘한자로 나를 표현해봐!’ - 한자 명함 만들기

수업 방식을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완전히 바꾸었는데, 이를

러닝, 비주얼 씽킹(Visual Thinking) 등 다양한 활동 중심의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이 수업의 주도권을 학생에게 넘겨준 것

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이라고 한다. 학생이 교사가 되어 친구들 앞에서 수업을 진행
하고, 다음 차시는 학생들이 수업했던 내용들에 대해 신체 관

가. ‘한자로 나를 표현해봐!’ - 한자 명함 만들기

련 마인드맵 작성하기, 한자 명함 만들기, 생활 글쓰기, 액션

‘숫자 관련 한자성어’ 수업에서는 숫자를 활용한 한자 명함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였다([그림 1] 참고). 명함 속에 들어가

[표 1] 대구 K중학교 1학년 2학기 한문 수업 교육계획서

는 전화번호, 주소, 메일 주소를 한자로 적게 하여 숫자 관련
한자를 숙지하도록 하였다. 또 한자 이름을 작성하고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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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학습형태

1

내가 할 수업 선택하기

2

교사가 되어 수업 가르치기

3

신체 관련 마인드맵

4

숫자를 활용한 한자 명함 만들기

5

교사가 되어 수업 가르치기

6

동물한자 비주얼 씽킹

7

교사가 되어 수업 가르치기

8

고사성어 4컷 만화그리기

9

교사가 되어 수업 가르치기

외, 2015, p.12), 한문교사 A는 비주얼 씽킹을 통해 학생들이

10

속담 관련 생활 글쓰기

학습 내용을 이미지화 또는 기호화하여 수업 내용을 이해하

11

교사가 되어 수업 가르치기

도록 하였다. 특히, 한자는 사물의 모양을 본 떠 만든 상형문

12

격언 관련 액션 러닝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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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풀이하여 자신을 소개하는 글도 넣게 하였다. 학생들은 명
함 만들기 활동을 통해 한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될 수 있
다는 경험을 몸소 느끼고, 명함을 통해 자아를 표현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나. ‘동물 한자와 고사성어는 그림으로’ - 비주얼 씽킹
비주얼 씽킹은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우치갑

자가 많기 때문에 동물 한자를 배우면서 동물 관련 한자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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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 수업을 진행하였고, 고사성어 수업
의 경우 고사성어가 만들어진 유래를 이해하고 관련 내용을
만화로 표현해 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그림 2] 참고).

다. ‘속담과 격언은 스토리텔링으로’- 액션 러닝
속담이나 격언 수업은 문장 속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연관
馬(말 마)

羊(양 양)

지어 글을 쓰는 스토리텔링 수업으로 진행하였다([그림 3] 참
고). 예를 들어 학생들은 易地思之(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
기)라는 격언을 배우고 ‘내 물건을 가져 간 친구가 나에게 물
건을 돌려주며 사과를 해왔다. 처음에는 화가 나고 그 친구가
미웠지만 ‘易地思之’라는 말을 떠올리니 그 친구도 엄청난 용
기를 내었다는 걸 알았다’ 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 또한 가
장 잘 쓴 글을 뽑기 위해 액션 러닝 기법을 활용하였다. 액션

犬(개 견)

烏(까마귀 오)

러닝은 교사의 도움과 구성원들의 선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먼저 개인별 활동으로 배운
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쓰고, 모둠별로 친
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공감이 되는 이야기를 뽑아 포스

지음 (知音)

트잇에 적어 칠판에 붙인다. 그러면 교사는 붙여진 포스트잇
중에서 비슷한 내용끼리 모으고,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 좋은
내용을 선택하여 동그라미를 하고 학생들 스스로 글쓰기 왕

관포지교 (管鮑之交)

수어지교 (水魚之交)
[그림 2] ‘동물 한자와 고사성어는 그림으로’ - 비주얼 씽킹

모둠별로 구성원들이 의견을
선택하는 모습

모둠별 의견을 보고
학생들이 선택하기

[그림 3] ‘속담과 격언은 스토리텔링으로’- 액션 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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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뽑았다. 학생들은 좋은 글을 뽑기 위해 선택하고 투표하면

식(정현선, 오은하, 2016, p.13), 그리고 주 교과 내에서 두

서 수업에 역동적으로 참여하였고, 친구들의 이야기가 학습

개 이상의 교과 내용을 연계하여 수업하는 방식 등이 많이 실

주제가 되었다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행되고 있다.

2. 교과 간 의미 있는 융합(통합)수업

서울 S중학교의 도덕 교과에서는 역사, 음악, 미술, 기술가
정 교과 내용을 연계하여 융합수업을 진행하였다(<표 2> 참

자유학기 동안에는 일반학기에 비해 교과서 내용과 분량에

고). 교과 융합은 교과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

얽매이지 않으므로 핵심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과 간 의미

므로 융합할 교과에서 수업 주제에 맞는 관련 주제를 선정하

있는 융합(통합)수업이 많이 구현되고 있다. 융합수업은 한

는 것이 필요하다. S중학교의 경우 도덕 교과의 주제가 ‘미래

가지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교과 간에 관련되는 요소를 추출

통일 한국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알려 통일의식 높이기’였으므

하여 교과 간의 경계 없이 지도하는 통합교육의 발전된 형태

로 역사 교과 내에서 우리나라의 분단 역사를 세계사를 통해

로 정의하기도 하고, 교과 간의 경계를 두지 않는 교육이나

알아보는 부분을 연계하였고, 음악 교과에서는 노래 가사를

주제통합교육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한다(이

바꾸어 통일의 미래상 부르기를 진행하였다. 미술 교과에서는

영태, 남창우, 2015, p.540). 융합수업은 여러 학자들에 의

「광고 이미지 읽기」, 「미술과 영화의 만남」 단원을 이 주제와

해 다양한 유형들로 분류되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두 명 이상

연계 가능한 부분으로 보고 통일을 홍보하는 그림 그리기 활

의 교사가 수업을 함께 진행하는 코티칭(Co-teaching)방식

동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가정교과에서는 「컴퓨터

(Roch & Tobin, 2001, p.15)과 하나의 교과가 다른 여러 교

와 통신기술」 단원의 ‘우리 생활에서 미디어는 어떻게 활용될

과와 주제적으로 관련을 맺으면서 릴레이식으로 연계되는 방

까?’ 부분을 연계하여 홍보 UCC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표 2] 중학교의 교과 내 연계 수업 방법에 대한 자료

주제 : 미래 통일 한국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알려 통일의식 높이기
주 교과

도덕

도덕

도덕

도덕

도덕

융합교과

도덕

역사

음악

미술

기술가정

관련 단원

1. 남북 분단배경과
우리민족의 아픔은?
2.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어떤 모습 일까?

현대세계의 전개
3. 냉전체제 형성과
제3 세계의 등장

1. 함께 부르는 사랑의 노래

1.광고이미지 읽기
3.미술과 영화의 만남

컴퓨터와 통신기술
2.우리 생활에서 미디어는
어떻게 활용 될까?

주제 활동

1. 통일의 필요성 알기
2. 통일한국의 모습 알기

분단의 역사 알기

통일 노래 가사로 바꾸어 부르기

통일 홍보하는 그림 그리기

통일UCC 제작하기

관련 차시

1/8, 8/8

2/8

3/8, 4/8

5/8

6/8,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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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광주 D중학교의 주제중심 통합교육과정 - 우리학교의 개선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여건조성
도덕

중심교과

급우들에 대한 배려와 협동

사회

실행교과

우리 학교의 문제점 찾아보기

→

미술

시각디자인으로 문제점 개선

→

사회

대중매체의 효과

국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하기

음악

U.C.C를 통한 캠페인 활동

가정

우리학교 학생들의 특징

도덕

캠페인의 방법은 올바른가?

수학

전과 후를 통계 기법으로 비교

한편 광주 D중학교의 경우 주제중심 통합교육과정을 운영

는 배경음악을 선택하여 완성도 있는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였

하고 있다(<표 3> 참고). 일반적인 주제중심 통합교육과정은

다. 이와 같은 주제중심 통합교육과정 방식은 학생들이 하나

하나의 주제를 정하여 비슷한 시기에 여러 교과에서 그 주제

의 프로젝트에 전념할 수 있고, 프로젝트 과제와 평가를 일원

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D중학교의

화하여 평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교육과

경우 하나의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

정의 설계가 복잡하고 각 교과 간의 진도를 조절해야 하는 부

결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여러 교과에서 순차

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적으로 제공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D중
학교는 8월의 주제를 ‘우리 학교의 개선 가능한 문제 해결하
기’로 선정하였다. 그러면 학생들은 여러 교과들을 통해 이

3. 학생들의 실생활과 연계된 주제, 흥미와 관심 있는
주제 등 수업 소재의 다양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다. 단,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교과들끼리는 반드

교과 간 융합(통합) 수업을 통해 다른 교과에서 배운 내용

시 협의하여 내용의 계열성에 따라 순서를 정하고 순차적으

을 실제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만큼 수업의 소재

로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도덕, 사회, 가정교과에서는 학생

및 교수학습 내용도 학생들의 실생활에서 연계가 가능한 주

들에게 우리 학교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 기본 지식과 동기

제가 많이 선택되고 있다.

를 유발하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다음으로 사회, 국어, 도덕
교과에서는 발견한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서울 D중학교 A교사는 수학시간에 부추 전을 만들었다. A

대해 토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악, 미술, 수학교과에서

교사는 원과 부채꼴에 관한 설명을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제 실

부채꼴의 중심각과 넓이가 비례한다는 내용을 부추 전을 통

행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수학교과에서는 계획한 통계 주제

해 확인해 보도록 수업을 기획한 것이다. 조별로 부추 전을

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결과를 포트폴리오로 제작한 후

부쳐서 각각 3등분, 6등분을 한 다음 3등분 한 조각 위에 6등

발표하였고, 음악과 미술 교과에서는 우리 학교의 다양한 문

분 조각 두 개를 얹어 가지고 나오면 조별로 합격을 시켰다.

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영상과 사진을 선택하고 이에 어울리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부채꼴의 넓이가 중심각과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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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고, 다양하게 수업이 달라졌다–
자유학기제 수업개선 사례, 변화와 과제, 전망

단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설명 방법(정의, 비교, 대조, 분류
분석, 예시, 열거)의 개념과 예를 가르쳐 주었다. 과학자를 희
망하는 학생들은 소금의 화학적 구조를 조사하여 직접 그림
을 그리면서 설명하였고, 의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소금이
인체에 미치는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조사하여 설명하였
으며, 요리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음식에 함유된 소금의 양
과 그 영향을 조사하여 설명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이 희망하
는 직업세계를 능동적으로 탐색해 보는 과정에서 모르는 것
을 찾아가면서 정리할 때 기분이 좋았고, 듣는 친구들이 신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고, 교사가 특별히 더

해 할 때 자신의 꿈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다고 하였다.

설명하지 않아도 학생들 모두 이와 관련된 활동 자료를 완수
했다고 한다. 이 수업은 학기말에 아이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Ⅳ.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수업으로 꼽을 만큼 만족도가 높았고, 이를 통해 학습 내용
이 자신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할 때 학

지금까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자유학기제 수업의 모습을

생들은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며 몰입도가 높아진다는

살펴 보았다. 기존의 수업방식이 교사 중심의 강의식, 설명식

것을 알 수 있다.

수업이었다면, 자유학기제 수업방식은 발표, 토의·토론, 협
동학습, 탐구 및 발견학습, 문제해결학습, 액션 러닝 등 학생

4. 교과와 연계한 진로탐색 교육 실시

의 활동과 참여가 중심이 되는 수업임을 알 수 있다. 이로 인
해 수업의 객체로 밀려나 있었던 학생들이 수업의 주체가 되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꿈과
끼를 탐색해 보는 학기라는 점에서 교과 내에서 진로와 연계

고, 조용하고 엄숙했던 교실이 학생들의 목소리로 왁자지껄
해졌다.

한 단원 및 요소를 추출하여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
래 직업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교과 통합 진로교육

자유학기제 수업의 변화는 실제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

도 많이 실시되고 있다. 경기도 E중학교의 A교사는 국어 교

을 주었을까? 또 교사와 학부모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떻

과 내 지문인 「소금 없인 못살아」를 읽고 자신이 희망하는 미

게 생각하고 있을까? 2015년도 2학기 자유학기제 운영만족

래 직업인의 입장에서 ‘소금’에 대한 정보를 친구들에게 전달

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생 참여형 수업을 통해

해 보는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희망 직업이 교사인 모둠의

새롭게 생각하는 힘, 친구들과 협동하는 능력, 친구들을 배려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교과서 「소금 없인 못살아」의 내용을 문

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태도 등이 길러졌다고 스스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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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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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끌려 가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스스로 학습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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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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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혁신은 한 학기동안의 변화 또는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된
다. 자유학기제의 경험을 디딤돌 삼아 우리나라 교육 전체의
변화와 혁신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이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
기도 하지만 미래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경쟁
력 있는 인재를 양성해 낸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자유학기제의 수업개선은 여러 기관과 단체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실제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기획
하여 수업시간에 다양한 수업방법을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사들의 수업 계획과 진행에 대
한 전문성 및 수업 효능감 신장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수업을 개선하고 바꾼다는 것은 실
제 교사에게 많은 노력과 꾸준한 실천을 요구하는 일(정광순,
2013, p.418)이므로 교사의 자율성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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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미래교육 시나리오–한 지붕 세 가족으로 격차 확대…
공공성 강화해 ‘희망’ 시나리오로 바꿔가야

2035 미래교육 시나리오–
한 지붕 세 가족으로 격차 확대…
공공성 강화해 ‘희망’ 시나리오로 바꿔가야1)

글

•
김경애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특임센터 소장

미래에 대응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전보다

있었지만 사회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 변혁, 국가의 경계를

더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어제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변주

무너뜨리는 정치 변화 앞에서 과거의 교훈은 무력하다. 패러다

가 예상되던 때에는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와 미래를 대비할 수

임의 변화주기가 짧아질수록 미래를 대비하는 준비의 의미와

1) 이 글은 [김경애·류방란·김진희·김지하·박성호·이명진(2015). 학생 수 감소 시대의 미래지향적 교육체제 조성 방안. 한국교육개발원.]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구체적인
시나리오 개발 과정 및 시사점 등에 대해서는 원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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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Ⅰ. 예상되는 미래교육의 일반적 상황과
시나리오별 차이 요소

이 글에서는 20년 뒤 미래교육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한다.
단순히 한 번 그려봄으로써 예측하는 데에서 끝내지 않고 예측

이 글에서 제시할 예상, 희망, 좌절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

되는 것과 희망하는 방향이 같은 지 검토하고 만일 그 둘이 다

해 먼저 ① 학생 수 변화의 영향, ② 메가트렌드가 교육에 미칠

르다면 지금의 가던 길을 멈추고 희망하는 방향으로 조향타를

영향, ③ 과거 교육정책의 영향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미래교

돌려야 한다는 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육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변인 후보를 도출하였다. 그 후 전문
가협의회를 통해 변인 후보를 좁혔으며 최종적으로 전문가 조

이하에서는 2035 미래교육의 시나리오를 1) 예상 시나리오,

사를 통해 변인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핵심 변인으로 추출된

2) 희망 시나리오, 그리고 3) 좌절 시나리오 3가지로 제시할 것

① 원리, ② 목표, ③ 형태, ④ 재정투자와 그 변인들의 작동방

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미래 어느 한 시점에서의 교육의

식을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전문가 조사 결과, 이

모습을 정확하게 그리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다. 오늘날과

러한 요소들 중 가장 예상된다고 하는 것들, 가장 희망한다고

마찬가지로 미래사회에서도 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국면들이

하는 것들을 조합하여 예상시나리오와 희망시나리오를 구성했

혼합되어 분화와 탈주가 이루어질 것이다. 복잡함과 애매함이

으며 가장 희망하지 않는 것들로 좌절시나리오를 구성했다.

특징이라고 여겨지는 미래사회에서 교육체제는 단일한 모습일
수가 없다. 가까이에서 들여다 보면 그 안에 온갖 양상들이 뒤

개별 시나리오가 미래사회 교육부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섞여 다채로운 색상을 띄고 있을 것이지만 시나리오를 통해 이

의 극단적 지점들을 보여 주지만 이들 시나리오들이 공유하는

러한 양상을 줌 아웃(zoom-out)하여 충분히 멀리 떨어졌을 때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유연한 평생학습체제, 강화된 지방자

한꺼번에 종합되어 띄는 색상을 비교적 단순화하여 보여주고

치, 불확실성 대처 역량교육 강화, 아동·청소년을 위한 종합

자 한다. 그리고 이로써 가고자 하는 길과 가지 않아야 할 길의

서비스 구심점으로서의 학교, 개별화된 교육과정에서의 프로

차이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젝트형 수업 확대, 스마트 학습지원에 의한 학생별 학습이력관
리 시행, 멘토링과 코칭 및 롤(role)모델 역할이 강화된 교사,

[표 1] 예상·희망·좌절 시나리오 구성

구분

시나리오 이름

교육원리

교육목표

학교형태

재정투자

예상 1위

한 지붕 세 가족

시장화

평등성

네트워크화

확대

희망 1위

모두가 주인공

공공성

평등성

네트워크화

확대

좌절

의자 게임

시장화

수월성

집합형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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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래교육에서 예상되는 일반적 모습

구분
체제
거버넌스

인간상과 지식관

특징
•유연한 평생학습체제로 변화하여 초·중등교육 이후에도 다양한 교육 기회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현장 자율성 확대
•글로벌 직업창출인(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감각 중요)
•불확실성 대처 역량 및 기술발전을 감당할 수 있는 가치관 형성(사회적 역량, 컴퓨팅 사고력, 평생학습 역량, 윤리관 등)
•드림, 하이콘셉트, 하이터치, 감수성, 미적 경험 등 인간의 이성뿐 아니라 감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교육
•인간됨의 본질 추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

학교 기능

•미래사회를 설계하는 중심처로서 지역학습 생태계의 구심점 역할
•학교가 아동·청소년을 위한 종합서비스의 구심점(교육뿐 아니라 돌봄, 건강, 안전, 보호 기능 매개)

학습과정

•개별화된 교육과정, 주제 중심, 프로젝트 기반 협력학습(개인학습-협력작업-개인성찰-집단성찰) 확대
•스마트 학습관리 및 지원체계를 통해 학생별 학습이력과 과정 분석 및 이에 의한 코칭

학습방법

•디지털 정보 네트워크가 가진 풍부한 자원과 결합
•다양한 밀도와 지속성을 갖는 학습공동체
•팀티칭과 교사전문 학습공동체 연결

교원

교육 공간

•교사역할에서 멘토링/코칭, 역할모델 강화
•교육자 역할 세분화: 학습코치, 연구자, 온라인 교수자, 일대일 튜터, 온라인학습관리자, 학부모 상담가, 교육소프트웨어개발자 등
•다양한 개성과 경력의 교사 및 학교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인력
•트랜스포머-스마트 학습공간(접속과 연결성 확보, 개인 공간과 공동체 공간 확보, 공간 간 연결성 확보 등)
•학교 밖 학습경험 공간의 확대 및 학교 안팎 학습경험 연계

트랜스포머-스마트 학습공간으로서의 학교, 돌봄과 교육 책무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최고의 교육기회를 누리고,

를 강화한 학습복지 사회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모습은 대

저소득층은 교육 형평성을 위한 정책들에 의해 일정한 바우처

체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미래교

등 교육기회를 제공받지만 만족스러워 하지 않으며, 중산층은

육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지만 자력으로 고소득층과 경쟁하기에는

이하에서는 각 시나리오들 간 차이를 보여주는 특성을 살펴

역부족이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좌절을 맞본다.

보고자 한다.
‘한 지붕 세 가족’ 시나리오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Ⅱ. 미래교육 예상 시나리오: ‘한 지붕 세 가족’

양상이 나타난다.

전문가들이 미래교육의 모습으로 가장 예상된다고 한 모습

•사회적으로 심화되는 노동시장에서의 격차가 가정마다의

은 ‘한 지붕 세 가족’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한 사회에

사회경제적 격차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가 팽배한

살지만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다른 교육경로를 경험하는 세 집

상황이다. 이러한 물결이 교육부문에도 흘러들어 현상적으로

단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경제력을 가진 고소득층은

교육부문에서도 시장화가 진척된다. 이에 따라 학생을 보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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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인간자본으로서의 시각이 팽배해진다.

•교육의 현실은 시장화가 주도하는데 정책적으로 평등을
강조하게 되면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혼란을 겪는다. 이상

•다양한 교육선택권에 대한 요구로 인해 학교 밖의 온·오

적으로는 교육에서의 평등성 추구를 바라지만 개인적으로는

프라인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면서 학력인정체제는 일종

당장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개인적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전

의 네트워크 형태로 확대되고 이러한 체제를 관리하기 위한 교

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육예산이 증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프로그램들의 구매권
은 전적으로 개인 경제력에 달려 있다. 또한 구매력에 따라

Ⅲ. 미래교육 희망 시나리오: ‘모두가 주인공’

AI(인공지능), 인공장기, 교육로봇, 신체삽입 스마트기기 등의
소유와 학습에의 활용도에 차이가 나서 학생별 교육격차는 상

전문가들이 미래교육의 모습으로 가장 희망한다고 선택한

상도 못할 정도로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교육

모습은 ‘모두가 주인공’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개별

에서 계층별 분리가 공고화되고 학생들은 다른 계층의 친구들

학습자들이 가정적 배경, 사회적 지위, 문화적 토대와 상관없

을 만나볼 기회가 거의 없다.

이 공교육체제 내에서 각자에게 맞는 최고의 교육을 누릴 수
있다. 미래사회는 인구절벽 시대에 학생 수도 급감한 후여서

•선택과 개별 경쟁, 그리고 결과에 대한 개별 책임의 문법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한 명 한 명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더욱 커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목표는 개별 경쟁력을 키워서 사회적으

진다. 이들은 경제적으로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인

로 지위를 획득하는 데 있다. 학생들은 경쟁의 승패에 따른 차

력이고 사회적으로는 다양화되고 심각해질 수 있는 갈등을 슬

별을 당연시하게 되며 개인의 노력에 따른 결과에 대해 개인이

기롭게 풀어내 공동체 삶의 질을 책임져야 하는 시민이다. 이

칭찬을 받거나 책임을 지는 상황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경험을

에 모두를 위한 최고의 공교육은 시대적 목표와 맞닿아 있다고

통해 길러진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공동의 가치와 선보다

인정되며 전사회적으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는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하
게 된다.

•이상의 주된 흐름에 맞서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형평성
을 견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부에서는 가정경제
력이 교육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억제하려는 정책사업들을 추
진한다. 그리고 교육격차를 줄여 나가기 위한 교육복지 재정을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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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주인공’ 시나리오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양
상이 나타난다.

다. 모든 학생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도록 내용별, 주제별, 관심
사별, 진로별 교육과정이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다. 공교육체제
안에서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

•이 시나리오에서 전제하는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삶과 삶의
질, 그리고 공공성의 원리가 강조되는 곳이다. 이 속에서 교육

면서 서로 이질적인 존재와 소통하고 부딪히며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한다.

은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누려야 하는 공공재로서 자리
매김된다. 이에 모든 이를 위한 양질의 우수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적 재원 투자가 확대된다.

•특정 분야를 기준으로 한 ‘한 줄 세우기’를 하지 않고 다방
면에서 발휘될 수 있는 역량들을 존중하기 위해 교육기회는 학
교 안팎으로 다양해진다. 학생은 자신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이 시나리오가 구현될 경우, 적어도 공교육체제 내에서

교육과정을 네트워크화한 학교에서 이수하고, 무학년제의 평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간극이 줄어들고 사회경제적

생학습체제 하에서 자신의 학업 역량과 진도에 맞추어 교육적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재생산되는 연계 고리가 비교적 약해진

성취를 이루어간다. 사회 전역에 질 높은 교육이 보편화되어

다. 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사회적 공공선을 고양할 수 있는 인

있기 때문에 초·중등 시기의 단기적인 교육성취에 집착할 필

재를 양성하는 데 있기에,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함양시키

요가 없으며 각자의 개성과 적성, 그리고 생애설계에 따라 학

는 교육이 곧 좋은 교육으로 인정된다.

습생활과 직업생활이 공존하고 교차하는 경로를 유연하게 탐
색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 교육은 소수의 엘리트를 가려내고 지원
하기 위한 경쟁과 선발의 기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잠재 역

•전 사회적으로 공동으로 아이들을 키워 내겠다는 보편적

량을 키워주고 다함께 포용하며 성장하는 열린 체제를 지향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유관 기관들이 교육적 기능을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적 재정이 투입된다. 학교는 이
러한 각종 교육기회들을 연결하는 구심점으로서 학점과 학력
을 인정해 주는 학습이력관리체제를 발전시킨다.

•모두를 위한 양질의 공교육을 담보하기 위해 우수한 교사
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며 교사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
안이 마련된다. 교사는 다양한 학습 요구와 기대를 가진 학습
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성을 확보해 간다. 또한 정책적으로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 개발에 대한 투자와 불리한 학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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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역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Ⅳ. 미래교육 좌절 시나리오: ‘의자 게임’
전문가들이 미래교육의 모습으로 가장 희망하지 않는다고
한 모습은 ‘의자 게임’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공교육
체제 내에 평가체제와 선발기제가 강화되고 개인이 이를 위한
거의 모든 준비를 감당해야 한다. 실제로 소수의 경쟁하는 학
생 외에 다수의 학생들은 이미 일찍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의
미 있는 일을 찾겠다는 희망을 포기하여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마치 이 모습은 힘이 세서 의자를 여러 개 차지할 수

그램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정보와 구매력이 있는 계층과

있는 소수, 의자를 뺏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일부, 그리고 의자

그렇지 못한 계층 간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된다. 선발기제가 촘

를 빼앗지 못하고 게임에서 탈락하는 다수가 존재하게 되는 ‘의

촘하게 작동하는 가운데 10대에 들어가면서부터 아이들은 선

자 게임’과 닮아 있다.

발과 탈락의 기로에서 승리와 실패의 경험을 누적한다. 선발된
학생들을 위한 사립학교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립학교

‘의자 게임’ 시나리오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양상이

내에서도 성취 수준에 따른 분리 수업이 이루어진다.

나타난다.
•한편 학교체제는 비교적 견고한 관료체제를 지켜 가면서
•학교 종류와 수준이 다양해지면서 계층에 따라 선택하는

집합형 학교 형태를 유지한다. 학교가 학점과 졸업장을 부여하

학교가 달라진다. 특히 중등 수준에서도 국제학교, 사립학교

는 권한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기회에 대한 요구는 교육과정의

등이 많아지고 학교 간 서열이 분명해질 것이다. 이른바 명문

유연화와 교내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충족시키고자 한다.

사립학교에는 중간계층의 진입이 어려울 것이며 저소득층이

이러한 학교별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에 차이가 커지면서 학

밀집한 지역의 학교는 중간계층이 기피하게 될 것이다.

교별 위계와 서열도 더욱 더 견고해진다.

•오랫동안 초·중등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목표였던 평등성

•교육재정이 축소됨에 따라 투자의 효용성을 우선순위에

유지에 균열이 생기게 된다. 국가 경쟁력 강화의 명분으로 수

놓고 예산배분이 이루어질 것이다. 몇 퍼센트의 영재가 국가경

월성이 강조되면서, 학부모들의 선택 요구는 자녀의 수월성 발

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로 영재와 선발된 우수 학

휘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리고 더 양질의, 더 고급의 프로

생들에게 재정이 우선 배정되고, 경쟁대열에서 낙오된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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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미래교육 시나리오–한 지붕 세 가족으로 격차 확대…
공공성 강화해 ‘희망’ 시나리오로 바꿔가야

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희망하는 시나리오로 방향을 틀고자 한
다면 그냥 두면 가능성이 높은 교육 시장화의 진척을 억제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희망 시나리오와 예상 시나리오에서 한 요소만 차이가 나기
에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한 요소가 다른 것들에 작용하여 교육 전체의 틀을 좌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형 학교라고 할 때, 시장화된 네
트워크와 공공성을 띈 네트워크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수요공급의 원칙을 따르면서 ‘구매력에 의해 보장되는 기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적을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

회’도 달라지는 것과, 상호 호혜성의 원리를 따르면서 공동체로

한 요구는 더욱 거세지지만 사회의 교육력을 적절하게 활용하

서 ‘서로를 키우는 관계’에 진입하는 것은 과정과 결과에서 전

지 못하고 학교 안에서 이를 수용하려다 보니 한정된 예산으로

혀 다른 양상을 보여줄 것이다.

역부족임을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 소위 명문학교에서도 부모
들이 사적 경제력으로 개별 투자하여 학생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된다.

실제로 시장화가 진척되는 가운데 정책목표로 평등성을 내
세우게 되면 교육부문에서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등성을 위한
정책을 옹호하면서도 사적 경쟁우위를 위해서는 시장화의 규

Ⅴ. 좌절 및 예상 시나리오를 극복하고
희망 시나리오로

칙을 따르게 되는 이중생활을 할 수 있다. 표리부동의 교육현
실 속에서 학교, 교사, 정책가, 학생 모두가 현실과 구호 사이
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을 수 있다. 정부 정책의 기조를 따르는

이처럼 미래교육의 모습은 하나가 아니다. 위의 결과에서 주

사람들은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약삭 빠른 특정 집

목해야 할 점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시나리오와 희망하는 시

단은 정책기조와 반대되는 선택을 통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

나리오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뜻하는 바이다. 이는 원

고 경쟁우위를 점해 갈 수도 있다.

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현재의 관행을 뛰어넘는 개혁
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두 시나리오 간의 차이

이중적인 태도를 통해 유리한 입지를 갖게 된 학생들은 사회

는 교육의 원리로 ‘시장화’가 진척될 것인지, ‘공공성’이 강화될

에 나가서도 사적 이득을 위해 경쟁하는 방식을 발전시켜 더욱

것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나머지 요소인 목표, 형태, 재정투

더 유리한 입지를 다지려 할 것이다. 시장화된 원리 속에서 자

자는 각각 평등성, 네트워크화, 확대로 일치했다. 결국 예상되

라난 이들이 개별 선택과 그에 대한 개별 책임을 당연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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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받아들이면서 자신과 이질적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부문의 변화만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희망하는

뒤처진 사람들에게는 개별 책임을 묻는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교육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희망하는 사회의 모습도 있

사회구조를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을 것이다. 교육부문에서는 이에 대해 질문을 제기한다. 우리

만들어 가는데 참여하려는 시민의식, 공감과 배려를 통해 더불

가 진행하고 있는 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지

어 살아가려는 공동체의식을 갖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회인들

금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희망하는 교육의 미래 모습을 위해

이 양성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교육에서의 양상은 학생과 그

사회가 공감하고 사회도 ‘모두가 주인공’인 교육체제를 받쳐주

가족을 넘어서서 사회 전반의 운영원리를 추동해 가는 강력한

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각 변인에 대해 희망하는 상태를 선택했기에 선
택되지 않은 것들의 조합은 가장 희망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된
다. 즉 시장화 원리가 팽배하고 교육정책의 목표가 수월성을
추구하면서 학교 형태는 집합형을 고수하고 재정투자는 축소
하는 상황을 좌절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의자 게
임’ 시나리오는 교육부문에서의 ‘초경쟁’을 이끌면서 오히려 대
부분의 사람들을 ‘무경쟁’의 상황으로 내몰 가능성이 있다. 소
수의 초경쟁과 다수의 포기로 이분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좌
절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확률도 적지 않았다
(8%).

결국 좌절이나 예상 시나리오가 아닌 ‘모두가 주인공’이 되
는 희망 시나리오로 가기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으로 교육의
원리, 목표, 형태, 재정투자의 측면에서 혹시라도 각각 시장
화, 수월성, 집합형, 축소의 특성을 띠게 되지 않도록 견제하
고 공공성, 평등성, 네트워크형, 확대의 특성을 갖도록 견인할
필요가 있다.

교육체제는 사회체제의 일부이다. 사회의 거대한 흐름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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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교육 대응 방안

일본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교육 대응 방안

글

•
김미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Ⅰ. 서론

라, 학령인구의 수도권 편중으로 지역 불균형은 물론, 지역 우
수 인재의 수도권 대학 진학으로 지역의 교육·연구 역량이 약

최근 대학 구조개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배경에

화되어 지역발전의 동력이 상실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대학

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급감하면서 지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 할

방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

수 있다(김미란·이정미·김정민·서영인·심우정, 2014).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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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단계의 18세~21세 학령인구는 2012

Ⅱ.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대응 방안

학년도에 69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에
는 38만 명(2012년 대비 55%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현재 대학

일본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에

입학 정원대비 20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교육

따른 인구절벽을 경험하고 있다. 생산인구가 전체 인구 중 차

부, 2014).

지하는 비율이 2011년 62.1%에서 2060년 50.9%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5.1%에서 39.9%로 급증할 것으로 전

일본 역시 학령인구 감소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

망하고 있다(内各部, 2015). 이 같은 생산인구의 감소는 경제

는 상황이다. 1992년부터 2009년까지 18세 학령인구가 205만

성장의 둔화로 이어지고 연금과 건강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장

명에서 121만 명으로 84만 명이 감소하면서 국립대학법인화를

제도의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계층 간 격차의 확대로 전 세계

필두로 한 고등교육 구조개혁을 꾀하였으나, 2018년부터 본격

GDP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GDP 비율은 2011년의 6.7%에서

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2031년까지 33만 명이 감소하는

2060년 3.2%로 축소될 것이라 한다(内各部, 2015). 실제 출

‘2018년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문제’란 현재

생률은 1984년 1.81에서 2005년 1.26까지 저하하다가 2014년

의 대학(4년제 대학 + 단기대학)진학률 55%를 유지한다고 해

1.42에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비율은 계속 상승

도 대학 진학자 수가 2018년 65만 명에서 2031년 48만 명으로

하여 1984년 9.9%에서 2014년 현재 26.0%까지 상승하고 있다

17만 명이 감소하면서 1,000명 규모의 대학 170개교가 폐교됨

(一億総活躍国民会議, 2015. 11. 26.).

에 따라 연간 50억 엔의 소비조직 소멸로 지방경제가 직격탄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濱口道成, 2014). 실제 2001년부터 단

이러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으로 노동공급의 감소뿐 아

기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전환되거나 폐지되면서 사립 단기대

니라 장래 경제규모의 축소, 생활수준의 저하로 경제의 지속

학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고등교육기관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확대되면서 아베 내각에서는 2015년

황이다(文部科学省, 2016).

이처럼 사립 중심의 고등교육 구조 속에서 우리보다 먼저 저
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
의 교육 대응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은 물
론, 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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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 전망

11월 26일 이에 대한 긴급 대책을 발표하였다. 저출산·고령

Ⅲ. 교육 대응 방안

화를 해결하여 국민들의 장래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와 투자
를 활성화하는 긴급 대책으로 ①희망 출생률 1.8의 실현을 통

교육부분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계층 격차를 개선하

한 ‘꿈으로 이어지는 육아 지원’과 ②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

고 이것이 경제성장 및 고용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을 통한 ‘개호 이직 제로’ 대책을 긴급하게 추진함으로써 GDP

질 제고’를 통해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신장할 수 있도록 하

600조 엔 달성이라는 ‘희망을 낳는 강한 경제’를 추진한다는

여 경제성장과 고용의 확보를 꾀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

것이다(一億総活躍国民会議, 2015. 11. 26.). 이것이 실현된

해 육아에 대한 불안요인을 감소시켜 출생률을 상승시킴으로

다면 50년 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여 국민 모두가 가정, 지

써 노동력 인구의 증가를 통한 성장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하

역, 직장 등에서 각자의 희망을 실현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삶

고 있다(그림 참조). 이러한 교육개혁을 통해 개개인의 건강 증

의 보람을 느끼고 지속적 성장과 배분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

진은 물론, 지역 활성화, 사회문제의 해결, 사회관계 자본의 구

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축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으며, 특히 대학졸업자 비율이 상승
하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확보할 수 있어 미래의 생활
보호비, 실업 급여 등이 억제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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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下村博文, 2015).

이에 따라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2018년 이후를 대비하고 도
쿄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전환점으로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고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일본이 성장·발전하기 위
해서는 ‘세대를 넘어서 모두가 차세대(어린아이와 청년)를 지원
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상황이나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배울 의
욕과 능력이 있는 모든 차세대는 물론, 사회인이 질 높은 교육
을 받아 개개인의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신장시켜 꿈에 도전
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이라는 ‘일억 총 활약 사회’의 실현을 위

생의 쌍방향 교류의 추진, 대학원 교육개혁 및 연구력 강화, 지

해 2020년까지 ‘가정의 경제상황이나 발달상황과 관계없이 배

역사회를 중핵으로 한 대학의 기능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

울 의욕과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며, 거버넌스 개혁 및 기반정비를 위해서는 국립대학의 기능

있는 사회’ 비전을 내걸고 2020년 교육재생 그랜드 디자인을

강화, 대학 거버넌스 개혁, 사립대학의 진흥, 장학금 사업 등을

발표하였다(下村博文, 2015). 여기에서는 유아교육의 질 향상

통해 총장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학사구조의 정비, 사립대학 경

및 단계적 무상화, 능력과 가능성 신장을 위한 지원의 충실, 고

영곤란 대응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文部科学省, 2016).

등학교 교육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 고등교육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 대학의 질과 양의 충실 및 거버넌스 확립, 글로벌 인재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개혁과 대학의

육성을 들고 이를 위해 4-5조 엔의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기능 강화를 연계하는 고교-대학 접속개혁의 추진이라 할 수

있다.

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글로벌화 등의 다양한 사회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①충분한 지식·기능, ②이를 기

Ⅳ. 고등교육 대응 방안

반으로 한 사고력·판단력·표현력, ③주체성을 가지고 협동
해서 배우는 능력이라는 학력의 3요소 육성이 필요하다는 인식

특히, 고등교육에서는 경제성장, 지역 부흥, 육아지원, 교육

아래,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교 교육개혁을 일체적으로 추진하

재생, 평생교육사회 실현 등을 통한 일억 총 활약 사회 실현을

여 학력의 3요소를 갖춘 인재를 사회에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

위해 ①대학의 기능 강화와 ②거버넌스 개혁 및 기반정비의 두

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新田正樹, 2016).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文部科学省, 2016).
먼저 대학의 기능강화를 위해 고교-대학 접속 개혁 추진, 산업

먼저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여 교사의

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 요구에 대응, 대학의 국제화 및 학

지도력 향상을 위해 교원 양성, 채용, 연수 방법을 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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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018년부터 시작하는 3주기 인증평가부터 반영한다는 것이
다(高大接続システム改革会議, 2016).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력의 3요소’ 육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전환을 가속시켜 고등
학교와 대학교 개혁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대학입
학자선발(입시)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입
학자 선발은 개별 대학의 자율로 이루어지지만 학력의 3요소
개편하고 이러한 지도에 따라 학생의 자질·능력을 다면적으

를 다면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입학자 선발 개선을

로 평가하도록 할 것이라 한다. 특히, 의무교육(초등학교, 중학

위해 ‘대학입학희망자학력평가테스트(가칭)’를 추진한다고 한

교) 단계의 학습내용을 포함한 고등학생의 기초학력을 강화하

다. 이는 대학교육에 필요한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사고력, 판

고 학습의욕을 환기시키기 위해 ‘고등학교 기초학력 테스트(가

단력, 표현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가공통시험(우리

칭)’를 도입하여 2021년도부터 국어, 수학, 영어를 기본으로 실

나라의 수능에 해당)으로 개별 대학의 AP(Admission Policy)

시한다고 한다(高大接続システム改革会議, 2016).

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대학입학희망자학력평
가테스트’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사

대학에서는 대학 입학자 학력의 향상을 꾀하고 교육과정

고력, 판단력, 표현력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 서술형 문제

을 재구성하여 학생의 능동적인 학업활동을 중시하는 지도방

를 도입하고 영어에서도 읽기, 쓰기, 듣기 이외에 말하기를 포

법의 도입, 학습 성과 평가의 충실 등을 꾀하여 사회에 공헌

함하여 시험방식, 채점방식의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모

(高大接続システム改革会議, 2016).

든 대학이 AP(Admission Policy), CP(Curriculum Policy),
DP(Degree Policy)를 책정·공표하도록 2016년 3월 학교교

Ⅴ. 시사점

육법시행규칙을 개정(2017년 4월 시행)하고, 2016년 3월 대
학설치기준을 개정하여(2017년 4월 시행) 각 대학이 건학 이

이상, 일본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교육개혁 방안을 고등

념이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이의

교육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FD(Faculty Development), SD(Staff

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Development)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3개의 폴리
시 방침에 따라 대학의 개혁내용, 내부 질 보증 기능을 중시하

첫째는 일본의 경우, 오래 전부터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고 수요자 중심의 평가를 위해 인증평가에 관한 성령을 개정하

다양한 사회 개혁과 연계하여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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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다. 학령인구 전망을 통해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와 개별대학 선발 입시제도의 개혁은 물론, ‘고등학교기초학력

국립대학법인화 등의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저출산·고령화

테스트’와 같은 고교 입시 개혁을 통해 고교와 대학의 교육활동

가 본격화되는 2018년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재흥전략’, ‘일억

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총 활약사회 대책’ 등 범부처 차원에서 구체적인 교육 대응 방
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대학의 자율적인 개혁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학
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입학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

두 번째는 국가수준에서 교육을 통해 양성해야 할 능력과

학에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진 학생을, 어느 정도 수준에

자질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고령화,

서 요구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 대학의 설

글로벌화 등의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학력과 능력, 인격

립 목적과 특성, 지역사회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성을 위해 ‘학력의 3요소’를 지식과 기능, 사고력·판단력·

각 대학 스스로가 비전을 설정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

표현력, 나아가 주체성을 가지고 협동하여 배우는 능력으로

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설정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안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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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고 교원의 지도력을 향상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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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서도 AP를 통해 고등
학교 과정에서 습득한 학력의 3요소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가이
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나아가, ‘대학입학희망자학력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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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글

•
박균열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학생부종합전형과 더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학생의 진로ㆍ탐색 활동은 매우 중시되고 있고, 이를 반
영하는 학교생활기록부는 그 내용면에서 충실한 기록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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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아울러 학생지도, 상급학교 진학 등의 유용한 활용 역
시 중요하다. 이에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내용 및 교육적 활용방법을 비교하고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같은 맥락에서 본 지면에서는 선진국(미국, 독일, 프랑

WORLD EDUCATION

스, 호주)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 및 교육적 활용을 살

2.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능과 용도

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박균열 외(2014)가 수행한 학교생활기록

가. 교수-학습 지도

부 기재방식 및 교육적 활용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를 중심으

교사가 교수-학습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로 선진국의 사례에 초점을 두고 핵심내용을 논의하고자 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학생

다. 본 지면의 내용 구성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미국의 샌

의 학교생활 과정에서 이루어진 총체적인 활동을 자세하고

프란시스코한국교육원장, 휴스턴한국교육원장, 뉴욕한국교

충실하게 기록해야 한다(류은상, 2000). ‘교과학습발달상

육원장, 로스엔젤레스한국교육원장, 독일의 독일한국교육원

황’란을 통해 각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 수준과 각 과목의 세

장, 프랑스의 프랑스한국교육원장, 호주의 시드니한국교육원

부영역에서의 강·약점을 파악할 수 있어 학생을 위한 수준

장께 감사를 드린다.

별 학습이나 향후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요
하게 활용된다.

I. 학교생활기록부
나. 학생-학부모를 위한 정보 제공

1. 학교생활기록부 제도의 개념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학교생
활기록부가 제공되면서 현재 재학 중인 자녀의 학교생활기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지

록에 대한 정보 열람이 용이하게 되었다. 첫째, 학교기본정

성과 인성의 균형을 통해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

보, 교육과정, 학사일정, 급식식단표, 가정통신문 등의 학교

한 누가기록 장부로서, 학생의 신변사항·출결사항·신체발

정보가 제공되며, 둘째, 학교생활기록부, 학습자료, 성적,

달과 건강상태·장래희망과 계획·특별활동·성격형성과 발

학생 생활, 대학입시 전형자료 제공 현황, 건강기록부, 방

달·각종 검사결과 등 교사의 중요한 관찰사항이다(http://

과 후 학교, 진로/상담자료, 심리검사, 교육비 납입 현황 등

terms.naver.com/entry.nhn?docId=511125&cid=42126&c
ategoryId=42126).
학교생활기록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에
근거하여 인적사항·학적사항·출결사항·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교과학습 발달상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자료를 교육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 및 관리되어야
하며, 기록의 정확성·포괄성·체계성·연속성·실용성이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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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생정보가 제공된다. 셋째, 상담공지사항, 상담신청 및

성 및 성장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조회 내역 등의 학부모상담이 제공되며, 넷째, 측정마당, 평
가마당, 처방마당, 스포츠클럽 등의 PAPS가 제공된다. 마

학교생활기록부는 취업을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고등학

지막으로 학업지도, 인성지도, 진학지도, 진로지도, 특수아

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학교생활기록

지도, PAPS 콘텐츠, 내 자녀 건강알리미 등의 자녀교육 활

부가 중요한 입사서류가 된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회사에서

용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는 자녀가 학교에

요구하는 성실도나 인재상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는데 좋은

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활동, 학업 성취도 및 관심분야, 학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학교생활기록부는 진학

교 적응 및 고민 등을 파악할 수 있어 가정에서 자녀를 지도

및 취업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써 활용되고 있다.

하는 데 중요한 용도로 활용된다.

II. 선진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활용 방안
다. 진학 및 취업을 위한 증빙자료
2014년 입학사정관제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명칭이 바

1. 미국

뀌면서 각 대학은 수시전형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지원하
는 대학 전공이 학교생활기록부와 얼마만큼 일치하고 성장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하는 문서

과정과 잠재력이 있는지에 따라 합격 당락을 결정하게 될

가 없고, 교과성적(교과학습발달상황)과 출결상황 등은 학교

전망이다. 대학은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일반과

에서 가정으로 보내는 학생성적표에 기재되는 경우가 일반적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참고하여 학생 자신의 소질과

이다(김순남 외, 2013). 따라서 미국의 학생성적표는 대학 진

적성에 따른 다양한 경험 및 활동을 평가할 수 있고, ‘창의

학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서의 역할에 비중을 두는 우리나라

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반영하여 인

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비해 양식이 단순하고, 내용 역시 학생
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만을 기재한다. 학부모에게는 학생의
학습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소통의 통
로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고, 학생에게는 스스로의 학습정도
를 파악하고 학습동기를 유발하여 자기평가적인 기능을 하도
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Guskey, Bailey, 2010). 학생성
적표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학생의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함께 성적과 출결 상황이다.

성적은 해당 학기에 이수하는 교과목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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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주 또는 학교
구 차원에서 실시하는 표준화 검사의 성적을 기재하는 곳도
있다. 최근 미국에서 학생성적표와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나
타나고 있는 현상은 기준 중심 학생성적표(Standard-based
report card)의 확대이다. 기존의 학생성적표가 학생들의 학
습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를 인식하고 학생들이 특
정 학년의 특정 교과에서 학습해야 하는 기술의 충족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학생성적
표의 On-line화도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Pearson,

명서 방식으로 바뀌었다. 1990년 이후로 동·서독이 통일되

Inc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 학생 정보 시스템(student

면서 많은 연방주에서 소위 ‘코프토테(Kopfnote)’가 다시 증

information system: SIS)인 Power School은 과목별 성적

명서에 사용되고 있다. 이 점수는 주로 2-10학년의 증명서에

과 출결 상황, 성적 이력과 출석 이력 등 교사, 학부모와 학생

나타나는데, 이 점수에서는 수업과목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리고 학교구와 단위 학교의 행정가들이 필요로 하는 광범위

학생의 근면성 및 사회성이 점수로 표현되었다.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성적표는 최종 결과
만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기 동안의 학생의 성장 및
변화 과정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독일의 학생파일은 각 주별 학교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처
리 규정을 따르고 있다. 주별 규정에 따라 학교는 학생파일에
학생, 학부모관련 기본정보, 모든 성적표, 초등학교 추천서,

2. 독일

유급 경고 통지문 복사본, 면담기록, 휴학, 병 또는 기타사유
결석 정보, 건강관련 정보, 바펙(장학금)혜택 관련 기본서류,

독일의 학교는 학생파일을 두고 학생 및 학부모 개인정보

학생증 복사본, 의사 진단 정보, 초·중등단계 관련서류 등을

와 학교생활에 대한 서류 및 정보를 수집해 두고 있다. 구성

담고 있다. 독일의 학생 평가방식은 절대평가방식(준거지향

요소는 학생의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항, 자격 취득상

적)을 채택하고 있고, 학생의 성취도에 따른 점수등급 판단은

황, 학력 등의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1970년대에 독일은 점

교사의 전문성에 의존해 결정되며, 이 결정을 하기 위해 학교

수화 및 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교사들의 점수기입이 객관적

내에서 여러 회의(Konferenzen)가 정기적으로 열려 이 회의

이지 않고 학부모의 뒷배경 등과 같은 다른 요소들이 성적증

를 통해 교사들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동료의 의견을 듣

명서에 작용한다는 근본적인 비판에 직면한다. 이에 초등학

는다. 또한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 2평가 심의제도’

교 1, 2학년의 학년 말 평가가 점수형태 대신에 자유로운 증

라는 것이 있다. 이는 학교장이 지명한 교사가 다른 교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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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차이가 있다. 먼저 학생행정기록부는 매년 학부모를 통해
학교행정에 필요한 아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내용은 학생의 인적사항(출생일, 출생지, 성별
등), 학부모(양쪽 부모 각기 작성)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주소, 친권 유무), 학부모 외 법적 보호자 정보(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급식 여부, 방과 후 교육활동 참여 여부, 등하교
지도자 연락처, 의료보험, 아동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이다.
학생행정기록부에 대한 접근은 학교 관계자로 엄격하게 제한
되어 있으며, 교사들도 교과지도와 관련이 없는 학생정보에
출제한 문항과 채점 기록과정을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교

접근하기는 어렵다. 학생행정기록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

사 혼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동료들과의 교류를 통

로 모두 관리되나 온라인에서 수집, 관리하는 정보는 오프라

해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평가의 신뢰

인보다 제한되어 있다.

도와 타당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학생파일은 재학생,
학부모, 졸업생이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을 목적

학교생활기록부는 초등학교까지 기록, 관리되는 문서로 학

으로 필요한 경우는 상담교사, 학교심리학자, 장학사도 열람

기별 성적표, 초등학교 단계에서 성취해야 할 기초공통 지식

할 수 있다. 학생파일은 학생의 기본정보와 학생의 전체 학교

과 역량 평가 결과, CE1, CM2 학년에서 치러지는 국가 수준

생활에 대한 객관적인 서류와 기록만을 모아두며 학생의 학력

성취도 평가 결과, 초등학교 과정에서 이수하는 각종 이수증

이나 인성을 평가한 종합의견은 기록되지 않는다. 아울러 학

(도로교육이수증, 응급처치교육 이수증) 등으로 구성된다. 학

생파일은 사실 증명, 진로지도나 교육상담을 위해 사용되기도

기별로 제공되는 성적표는 교과목별 평가 등급(A, B, C, D)

하나, 이보다는 학교의무교육준수 등 국가의 교육정책 감독,

이나 점수, 담임교사의 의견, 학급사정위원회의 의견, 출결상

정책수립, 학교개발을 위한 기본자료,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

황 등을 기재한다. 특히 3학기 성적표에는 다음 학년이나 교

여 필요한 교육지원을 연계하는 데이터로 사용되고 있다.

육 사이클 진급에 대한 결정을 기재한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초등학교 졸업 시 각 가정에 제공되며, 초등학교 과정 동안에

3. 프랑스

는 학교에서 보관, 관리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 중 단계
1, 2의 역량 평가 결과, 국가 수준 성취도 평가, 각종 이수증

프랑스의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행정기록부, 학교생활기
록부, 개인역량기록부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각각의
문서는 상이한 목적으로 개발, 관리되고 있으며, 활용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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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역량기록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모든 아동이 성

초등학교의 경우는 교과별 학생의 노력여부를 별도로 확인하

취해야 할 것을 규정한 문서로, 기초지식과 역량의 7가지 영

며, 학교생활기록부 말미에 사회발달(실행력, 자기통제력, 스

역, 프랑스어 습득, 수학의 기본 요소, 사회 및 시민교육의 3

포츠맨십, 예의범절, 책임감과 신뢰, 학급규정 준수, 운동장

단계 역량 평가가 이루어진다. 개인역량기록부의 세부 평가

규정 준수)과 학습태도(도움요청, 숙제완수, 과제 정시 제출,

항목이 100개가 넘음에 따라 2012-2013학년도부터 간소화

협동시, 과제물의 질적 수준, 도서관 이용)를 종합적으로 평

된 개인역량기록부가 활용되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성적표

가하고 있다. 반면에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가 교과 성취도에 대한 평가 정보 중심이라면 개인역량기록

정의적 태도를 각 교과목별로 사회발달(자기주도적 학습, 협

부는 각종 이수증 형태로 교과 외 활동에 대한 평가를 기록,

력학습, 적절한 행동)과 학습참여도(숙제완수, 수업준비물,

관리하는 것으로서, 초·중등학교의 각종 이수증은 학교교육

수업과제 완수)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과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호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성적이 이수교과목별로 5단계 절
개인역량기록부와 함께 학기별 성적표는 중등학교에서 기

대평정 준거(A-E)로 기술되어 있으며, 교과목 성적점수와 비

록, 관리되는 중요한 문서이다. 중등학교의 성적표는 학생

교순위는 한국의 고등학교 2-3학년 단계인 11학년과 12학년

의 성적 외에 학급 성적(평균, 최저점, 최고점)을 제공하고 있

에만 공개적으로 표시된다. 학교생활기록부가 상급학교 진학,

어 학생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특히 대학입학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한국과는 달

개인역량기록부는 중학교 졸업 시 학부모에게 제공되며, 단

리 호주의 학교생활기록부는 상급학교 진학 시 학생의 학교생

계 3(3e학년)에서 성취되지 못한 역량은 고등학교(직업훈련

활 적응도와 학업성취 수준을 안내하는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

교육기관 포함)에서 성취하도록 지원한다(MEN/DGES CO,

되는 성향이 있다. 예외적인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제시

2010.5.26.:23).

된 학업성취도가 특정 전공(의대, 치대, 법대 등) 입학이 수월

4. 호주
호주의 학교생활기록부는 매 학년 학기별로 학부모에게 해
당 자녀의 교과목별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 적응도를 공지하
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법에 의해 구성내
용과 기술양식이 규정되어 있으며, 인적사항, 학적사항, 교
사 이름, 출결사항, 핵심교과별 세부학습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교과별 학업성취도에 대한 교사 의견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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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수고등학교(Selective High School) 입학과 대학입학점

국가에서도 인적사항을 비교적 간략하게 기록하게 되어 있다.

수(ATAR) 산정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때에 국한된다.

독일은 학생 개인 신상에 관해 꼭 필요한 내용 이외에는 기록
을 하지 않는다.

Ⅲ. 우리 교육에의 시사점
학교생활기록부의 상급학교와 하급학교와의 연계 방안이 필
입력의 영역, 범위,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교사들의 업무를

요하다. 현재는 학교 급별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이 독립되

경감시키는 한편, 교사들이 적절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학

어 있어 중1, 고1의 담임교사의 경우 학기 초에 학생들을 파악

생들에 관하여 꼭 필요한 정보들을 진단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상급학교와 연계하

입력내용을 객관적이고 간결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여 작성하는 방안이 마련되면 학생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다. 학교생활기록부 서식과 관련한 문제점 중 하나는 입시를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상급학교로의 자료제공이 중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재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

요하다. 자료제공은 학생지도의 활용에 기여할 것이고 누적적

됨으로써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기재항목에

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세부적인 항목 중에 교과기록

맞게 서식을 작성하려면 학생들에 대한 관찰과 상담, 교사의

에 관한 연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경우,

교육적 판단 등 부가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현실적으로 수

초·중·고 기재사항란 및 기재방식에 차이가 있어 연계의 어

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호주를 비롯한 선진국들과의

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교과 성적 측면에서 보면, 초등학교와

비교에서도 교과 외 기재항목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

중ㆍ고등학교와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초

다. 특히, 인적사항 기록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프랑스의 학교

등학교는 성취평가제가 도입이 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학교

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인적사항으로 이름, 출생일, 부모의 주소

급별 연계에 있어서 고려는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연계가

만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또한, 독일, 미국, 프랑스, 호주 등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독일은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
항 등이 잘 연계되어 있다. 프랑스는 초·중등학교 간의 문화
적, 역사적 차이로 연계의 의미는 약하다. 그렇지만 프랑스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중학교에서 시행한 단계3 역량 평
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고등학교에서 해당 역량
평가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동아리담당교사, 진학진로상담교
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다방면에서 학생을 관찰하고 기록한 내
용을 종합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주어야 할 것이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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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경우, 학교 내의 여러 회의(Konferenzen)를 통해 교사들
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동료의 의견을 듣는다.
또한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 2평가 심의제도’라는 것
을 두고 교사 1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동료들과의 교
류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학교생
활기록부 역시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기별 또는 학년별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탐색된 진
로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
의 학생 진로와 관련된 내용은 충실히 기술하되, 핵심적인 것
만 간략히 기록할 필요가 있고, 학생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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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
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의 최종 성적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 및
변화 과정 역시 주기적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하다. 미국의 학생성적표는 최종 결과만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
라 해당 학기 동안의 학생의 성장 및 변화 과정을 기록하고 있
다. 즉, 학생성적표는 단순히 학생의 학업성적만 기입되어 있
기보다는 그 동안 학생이 얼마만큼 성장해 왔는지도 함께 보여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학교구는 학기는 6주 또는 2분기로
나누어 각 기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성적을 기록하며 이러한
누가적인 정보가 기재된 학생성적표를 학부모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와 교사는 학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적합한 수준의 수업을 제공하고, 향후 학생
의 상급학교 진학 등에 도움을 주기에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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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미래교육 비전1)

글

•
백선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Ⅰ. 개관

BCH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까지 기대되는 영국의 사회적
(social), 기술적(technological) 변화를 예상하여 이에 대한 미

영국에서는 Beyond Current Horizons 프로그램(이하

래교육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영

1) 본고는 2015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미래지향적 교육체제 조성방안 연구'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으며, Facer(2009)의 Beyond Current Horizons 프로젝트에서 발간한
‘Educational, social and technological futures: a report from the Beyond Current Horizons Programme’을 바탕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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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외의 과학 및 사회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사회, 경제, 기

드, 교육/기술/사회적 트렌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술의 경향을 예상하고, 2020년의 교육에 나타날 변화가 무엇
인지 진단하여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교육에 관련된 문제들

Ⅱ. 미래교육 비전

(challenges)을 확인하며, 2025년의 교육의 잠재적 목표를 위
한 장기적인 비전을 개발하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핵심 질문들을 바탕으로 BCH 프로그램에서
는 스스로에 대한 신뢰(Trust yourself), 조직에 대한 충성

BCH 프로그램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영국

(Loyalty Points), 관계의 중요성(Only Connect)으로 대변되

의 미래교육 비전을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첫째, 미래

는 세 가지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각 미래사회마다 가능한 교

교육 비전을 개발하는 데 있어 미래를 단순히 예견하려고 하지

육의 모습에 대한 시나리오를 두 가지씩 제시하였다.

않고 현존하는 가정(assumptions)들을 의심하고자 하였다. 둘
째, 인간사회는 매우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단순

1. 스스로에 대한 신뢰(Trust Yourself) 사회

히 기술(technology)의 변화만으로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는 점을 감안하였다. 셋째, 교육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 사회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즉, 교육은 개인이 지식과 역량을 개발하여 특정한 역할을 할

개인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수 있도록 도와주고, 커뮤니티, 가족,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 참

정당들은 작은 군소 정당들로 분화되어 다양한 이익을 대변

여할 수 있도록 사회화하며, 학습자의 자아에 대한 감각을 개

하게 될 것이다. 개인들은 스스로의 삶의 질, 즉 웰빙에 대해

발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마지막으

책임져야 하고, 자원배분에 있어서도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

로 미래를 예측하는 문제는 항상 가치(values)와 정치의 문제

고 사기업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를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의 교육에 있어
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집중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우선
순위로 선정된 영역은 1) 생애과정(lifecourse)과 세대 2) 정체
성(identities), 지역사회 및 시민의식 3) 지식, 창의성 및 의사
소통 4) 노동과 고용 5) 교육영역에서의 공적, 사적, 제3의 영
역 간의 관계로 보고, 각 영역별 미래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핵심 질문을 사회/경제/정치적 트렌드, 과학/기술적 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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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는 국가, 기업, 그리고 가족이다. 국
가는 개인이 사회화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하
고, 유아 및 초등 학습자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할 것이
다. 기업 혹은 고용주는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특정 기술을
교육하기 위해 투자하고, 가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이
노동시장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는 데 있어 지원을 제공하며
한편 가족의 역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

도덕적 가치, 정서적 스킬, 마음가짐 등을 교육시스템을 통해

다.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개인들은 육아

배울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사회에 예측 가능

등의 문제에 있어서 가족에게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다. 개인

한 미래교육 시나리오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이 소유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할 때 개인주의의 강화와 가족
[표 1] ‘스스로에 대한 신뢰’ 사회에 근거한 미래교육 시나리오

의 중요성이 오히려 커지게 되고, 개인의 자원이 풍부할 때는
개인의 자아를 더 중시하게 되어 두 가지 부류의 삶의 양식이

시나리오 1 : 정보에 근거한 선택
(Informed Choice)

나타날 수 있다.
교육

학습은 생애에 걸친 여행이며 교육
공급자는 개인의 요구에 맞춘
교육을 제공

학습은 개인의 책임이며 교육
공급자는 교육의 질을 담보할
책임이 있음

기술

학습 테크놀로지는 개인의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요구를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교육을 제공

학습 테크놀로지는 모든 학습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표준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학습자가 다양한 분야의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

학습자

개인 학습자는 개인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일정한 영역의
기술(skills), 역량, 흥미 및 경험을
가진 일관성을 갖고 있음

학습자는 자신의 즉각적인 요구를
이해하고 그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만들어 갈 수 있음

교육
과정

개인은 멘토와 함께 자신의 역사,
장기간에 걸친 요구, 개인적인 요구
및 흥미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구성

정규 교육을 넘어서 개인은
스스로의 교육과정과 교육 관련
결정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양한
교육적 선택을 할 수 있음

동기

학습은 개인의 독립성과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며, 스스로 원하는
개인이 되는 길이기도 함

교육을 다양한 자격(qualification)
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직업
안정화와 개인적 커리어를 쌓아가는
데 있어 중요함

가족은 가족 교육과정(family curriculum)을 통해 개인에
게 사회에 대한 태도와 가치를 보여주는 기능을 할 것이며,
가족 교육과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가족 교육과정을
통해 개인은 독립성과 자율성 등을 배울 수 있고, 가족 내에
서 아동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간주되고 느슨한 정
도의 양육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내가 누구인가?(who am I?)’ 라는 질문
은 교육에 있어 근본적인 물음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개인이 스스로를 찾아가는 지속적인 과정을 지원하는 수단으
로 기능하고, 모든 학습자의 목표는 기본적인 생존부터 자아
실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스스로에게 필요한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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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 : 독립적 소비자
(Independent Consumers)

출처: http://www.beyondcurrenthorizons.org.uk/scenarios/ataglance

WORLD EDUCATION

2. 조직에 대한 충성(Loyalty Points) 사회

조직에 대한 충성이 중요한 미래사회에서 교육의 목적은 사회
의 지속성을 증진하는 데 있을 것이다. 교육은 개인이 사회에 공

미래사회의 교육비전을 설정하면서 ‘조직에 대한 충성’ 사

헌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적합한 역할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다.

회는 조직과 개인의 새로운 관계를 제시한다. 이러한 관계는

따라서 교육자는 개인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스킬과 특성을

전통적인 국가와 개인의 관계와는 사뭇 다르게 보이지만 이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고 교육을 받은 개인은 스스로에 대

미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볼 수 있는 트렌드로서 이러한 트

해 잘 파악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스킬을 관리하며

렌드가 지속·강화된다는 관점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역할, 업무, 자아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교육의 특징과 역할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예

‘조직에 대한 충성’ 사회에서는 국제사회 간의 이동성이 증

측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대되면서 국적은 더 이상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개인
[표 2] ‘조직에 대한 충성’ 사회에 근거한 미래교육 시나리오

이 선택할 수 있는 계약관계에 기반하게 될 것이다. 각국의
정부는 처한 상황에 따라 교육받고, 재능 있고, 출산 가능한

시나리오 3 : 발견(Discovery)

시나리오 4 : 진단(Diagnosis)

교육

개인의 능력은 커뮤니티, 조직,
및 네트워크에 유용한 공헌을 할
수 있고 교육은 개인의 능력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교육은 학습자의 강점을 진단하고
강점들이 미래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조직과 관련되어
있음

기술

학습환경, 조직 및 개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의 이동이 용이할 수
있음. 개인은 다양한 맥락에서
각각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파일을 만들어 갈 수 있음

기술은 개인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개인의 대응과정을
파악하는데 주로 활용됨. 모든
학습자는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고 조직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함.

학습자

학습자는 다양한 활동, 커뮤니티,
조직을 통해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됨. 학습자는
스스로의 성찰, 협력자와 동료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만들어 감

학습자는 어린 연령부터 파악된
기술 및 능력과 조직이 요구하는
능력에 의해 정의됨.

교육
과정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맥락에서
지식, 기술 및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인지할 수 있음. 자기 인식(selfawareness), 자아실현, 사회 참여를
통해 다양한 맥락에서의 역할을
준비할 수 있음.

교육과정은 개인의 강점을
개발하고, 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도록
초기단계부터 개인화됨.

동기

학습은 개인의 명성과 네트워크를
쌓아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양한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줌.

학습은 조직 내에서 개인이 역할을
수행하고, 개인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을 도와줌

시민을 끌어들이기 위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트
렌드는 영국의 지리적, 문화적 영역의 통합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국가는 기본 안전망 및 건강과 관련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주된 역할은 개인이 조직(associations)에 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의 성공은 자신의 노력과 더불어 성공한 조직에 참여
하는 것을 통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은 자신이 가진
자원(resources)에 근거하여 그에 맞는 조직에 소속될 것이
며, 특정 조직은 보유 자원에 근거하여 참여하는 사람들을 한
정하는 배타적인 그룹이 될 수도 있다(예: 부동산 가격이 비
싼 특정 지역은 특권을 가진 개인들만의 협회를 구성할 수 있
음). 지역에 근거한 협회는 국가의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지
만 개인에게 보다 적합한(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용
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조건을 갖춘 개인에게는 선호될
수 있다.

출처: http://www.beyondcurrenthorizons.org.uk/scenarios/ataglance

Educational Development 2016 autumn |

63

세계의 교육

영국의 미래교육 비전

을 추구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사회 내에서 개인의 그룹
간 이동이 용이해야 하며, 이동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어
야 한다. 교육은 협력을 통해 공유된 가치와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학습 커뮤니티간의 토론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공식적인 학습의 영역과 더불
어 노동현장, 시민으로서의 삶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연령 제한이 없고 학교에서의 출석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며 모든 상호작용이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관

3. ‘관계의 중요성(Only Connect)’ 사회

계의 중요성에 근거한 미래교육의 모습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관계의 중요성에 근거한 미래사회에서는 월드 와이드 웹에
기반한 협력과 사회적 공간의 공유, 그리고 개인 사이의 커뮤

[표 3] 관계의 중요성(Only Connect)에 근거한 미래교육 시나리오

니케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개인은 공식적인

시나리오 5 : 통합 경험
(Integrated Experience)

조직 내에서 행동하기보다는 유연한 관계를 통해 발언하고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새로운 시민성의 개념이 요구되는데,

교육

학습은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더 넓은 커뮤니티에 공헌할 수 있는
역량과 지식을 개발하는 과정

교육은 실제 세계에서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역량, 역할에
대한 학습의 과정

기술

개인은 협력과 공헌을 위한 반성을
지원, 증진, 권장하는 도구를 통해
타인과 연결됨. 학습 기술은 실제
삶의 맥락에서 적절한 시기와
현장에서의 학습을 조장하는
역할을 함

개인은 사회적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도구와 자원을 활용하도록
권장 받음(예: 시민의식 게임).
개인은 그룹의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했는지에 대해
성찰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함

개인의 성공은 그룹에의 공헌과
동료와의 협동에 의해 결정됨

개인은 참여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수행할 역할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기술과 역량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둠

교육
과정

교육과정은 공공의 요구, 다양성과
대화, 협동 활동에 대한 개인의
공헌을 고려하여 개발됨.

표준화된 교육과정은 시민의식에
대한 수업을 제공하고, 학습자가
미래사회에서 역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중요함

동기

학습은 더 넓은 사회와 개인에게
의미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공헌을
증진시키는 수단임

학습은 개인이 미래의 실제 세계에
대비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수단임

사람들은 공공장소, 환경, 거버넌스, 사회 기반 시설 등에 대
해 자신들 스스로를 관리자라고 생각하며, 개인이 단독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기여자들(contributors)이 모

학습자

여 축적된 효과를 통해 성취해야 할 요소들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가 이득을 얻을 때 그 사회에 소속된 다른 개인도 이득
을 얻을 수 있고, 개인이 사회의 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고 행

시나리오 6 : 서비스와 시민성
(Service and Citizenship)

동할 때 개인이 외톨이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성
(interdependence)이 중시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교육은 공공 영역 강화를 일차적 목적으
로 하며, 개인의 이동성(mobility)에 대비하고 안정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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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나가며
영국의 미래교육 비전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주목할 점
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해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었고,
이를 미래교육 비전의 다양한 시나리오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서 다른 국가들의 미래교육 비전과는 구분된다. 예를 들어,
지식경제(knowledge economy)를 미래사회의 모습이라고
가정할 때, 지식경제 이외의 다른 변화 가능성에 대해 교육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미래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BCH 개발팀은 영국의 미래교육이 특정 이익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할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으며, 또한 현 세대가
예측하고 기대하는 미래사회와 미래교육이 정작 미래를 살아
가야 할 세대들의 요구(needs)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한 시각으로 미래사회
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교육의 모습을 예측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교육 비전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작업은 그 시대를 살아 나갈 세대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준
비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매우 현실
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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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코끼리 ‘인도(INDIA)’
교육의 힘으로 일어나다.

글

•
김윤기
경기 소사고등학교 교장

우리 집 전화번호는 ?, 13 × 17 =?

젠 당연히 계산기를 두드리곤 한다. 그나마 다행인 건 구구단을

언제부턴가 우리 손에 들린 또 하나의 뇌(腦), 핸드폰이 우리

외웠기에 한자리 수의 곱셈은 암산으로 한다는 점이다. 머리는

의 기억을 대신하고 있다. 친구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집 전화번

쓸수록 좋아진다는데 갈수록 퇴화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호도 기억하지 못해 단축키로 또는 이름 검색으로 전화할 때가
있다. 계산에 있어선 더 하다. 두 자리 숫자의 간단한 계산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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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dia)다. 0과 십진법을 발견하고 수학교육이 발달한 나라다.

다. 이처럼 인도인들은 어려서부터 여러 언어를 습득하는 훈

우리나라가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통해 수학실력은 탁월하

련을 거쳐 왔기에 외국어를 배우는 데도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

지만, 수학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적고 중·고등학교에서 수학

스러워 하지 않는다.

포기자가 많은 것과 대조적이다. 수학을 재미있게 가르치고 교
육으로 슈퍼 강대국을 꿈꾸는 나라, 인도가 일어서고 있다.

한편 인도가 다양한 언어와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인도라
는 국가로 묶는 것은 ‘국가관은 같은 역사와 가치관, 문화에서
비롯되며, 종교도 언어도 사는 지역도 다르지만 인생은 신에게

12억 인구, 세계의 중심으로 나가다.

다가가는 여정이기에 어떤 길을 선택하든 결과는 같다’는 차나
키아의 말처럼 이미 하나의 끈으로 엮어져 있다는 인식으로부
1)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이자 네 개의 종교

터 출발한다.

가 탄생한 문명의 발상지 인도의 명칭은 인더스 강에서 유래하
2)

였다. 인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것은 ‘다양성’이다. 연방공용

사실 인도가 수천 년의 문화 여정을 통해 네 종교를 탄생시

어는 힌디어와 영어가 있지만, 헌법으로 공인한 언어가 스물 한

키고,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를 수용했으며 그리스, 페르시

개에 이르기에 스물 두 개의 언어가 모두 동등하게 국어에 속한

아,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으로부터 문화적 영향

다. 따라서 인도의 지폐 ‘루피’에는 힌디어와 영어 외에도 스물

을 받아왔지만 지금까지 인도 문화의 중심축은 힌두교적 포용

한 개의 공용어가 모두 나와 있으며, 정부 발표문은 반드시 모

정신이라 할 수 있다. 비록 다른 종교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수

든 공용어로 발표되고 있다. 라틴어에서 나왔지만 영어와 프랑

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도 인도는 국민 80%

스어가 별개의 언어처럼 다르듯이, 인도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이상이 믿는 힌두교의 종교적 경축일(2일)과 마찬가지로 이슬

비슷하다고 보면 오산이다. 다른 나라 언어처럼 별개로 보아야

람교, 기독교도, 불교의 경축일도 2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모

한다. 그 외에도 인도는 각 지역의 방언이 2만 2,000개에 이를

든 종교를 포용하고 그 의식과 습관을 존중하는 것이 민법에까

정도로 언어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인도 정부가 1960년대까

지 적용되다 보니 혼란도 있다. 예를 들어 힌두교도는 힌두교식

지는 초등학교에서 그 학교가 속해 있는 주의 언어와 공용어만

으로 결혼하고, 이슬람교도는 이슬람교도 식으로 결혼하며, 각

가르치도록 했지만, 70년대부턴 이 두 개의 언어 외에도 부모

자의 종교적 절차에 따라 한 결혼과 이혼을 인정해 주고 있다.

님이 쓰는 모어(母語)를 계승하도록 하여 적어도 3개 국어 이상

이에 따라 이슬람식으로 결혼한 사람은 이슬람율법에 따라 남

은 말할 수 있도록 한 배경에는 사회 통합적 측면도 있을 것 같

편이 ‘이혼하겠다’고 세 번만 외치면 이혼이 성립되며, 혼인 신

1) 힌두교(인구의 약 80.5%), 불교(0.8%) 자이나교(0.4%), 시크교(1.9%)
2) 영어로 Indo라 하면 인도네시아를 말하며, 우리가 말하는 인도는 India라고 해야 한다. 한편 힌디어를 비롯하여 수많은 인도어들은 인도를 ‘바라타’라고 칭한다. 이는 기원전 8000년경에 살았
던 ‘바라타’라는 제왕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3) 아버지와 어머니의 출신이 각기 다른 주라면 모어는 두 개가 된다. 이는 아버지 친척들의 만남과 어머니 친척들과 만났을 때 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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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를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혼인한 사람은 법적 절차에 따라

교과서라 할 수 있으며, 인도 교육 정신의 출발점이다. 인도교

이혼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인권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육의 특징 중 하나는 조회시간이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실시되
는 조회가 학사일정과 관련된 각종 전달사항이나 학교생활에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다양한 상황을 인도인들은 대체로 그

필요한 훈화 등의 시간으로 사용된다면, 인도의 조회는 수업 시

대로 받아들이며, 종교적으로도 마찰이 크게 없는 편이다. 최근

작 전 약 15분 정도 민요나 국가 등을 합창하거나 유명한 시인

인도가 경제적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문화적 변화가

들의 시(詩)나 만트라 를 암송하는 시간으로 사용된다. 합창이

일어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오랜 세월 이질적인 종교, 인종,

나 암송이 끝나면 호흡을 정리하거나 간단한 명상을 하기도 한

언어, 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해 인도인들은 다름을 받아들일

다. 노래나 시 암송을 통해 수업에 집중력을 높이고 마음을 정

준비가 되어 있다. 이는 쉽게 ‘감사하다’, ‘미안하다’는 표현을

화하는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다. 또 다양한 타종교의 시(詩)를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상대의 호의도 별 감흥 없이 수용

노래하면서 포용력을 키워 성인이 된 후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

하며 나의 실수도 상대가 용인해 주리라 믿기 때문이다.

는 등 인성적 측면에서도 유용한 효과를 얻고 있다.

5)

우리가 채식주의라고 하면 고기를 중심으로 한 식사를 하지 않

인도에선 예전부터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대

는 것으로 여기지만, 힌두 채식주의자들은 다르다. 계란으로 만든

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여겨 ‘학비’라는 개념이 없었으며 현재

음식이나 약간의 고기가 첨가된 음식도 먹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도 공립학교의 경우 거의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신 사회나

대체로 채식주의자라거나 금주자일수록 상층 카스트에 속한다.

국가가 교사들에 보수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전통적으로 인도에서 선생님은 신(神)보다 위대하게 여겨지기

인도의 교육제도

도 하는데, 가령 신과 선생님이 앞에 계시면 누구에게 먼저 프
6)

라남 을 올려야 하느냐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선생님을 먼저
문서로 기록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인도의 ‘베다’다.
학자들은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전 500년 사이에 베다가 작

라고 한다. 왜냐하면 신이 신임을 알려주는 이가 바로 선생님이
기 때문이다.

4)

성되었다. 베다는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바
베다 등 네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그베다의 경우 해야 할 일

독립 후 인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주(州) 단위로 교육이 이루

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쓰여 있는 인도인의 생활지침을 적은

어지기 때문에 주마다 교육기간이 10년, 11년, 12년으로 달랐으

4) ‘베다’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성자 마누가 말했다‘라는 뜻이고, 베다의 어원인 비드(vid)는 ’알다‘라는 뜻이다.
5) ‘만트라’란 타인에게 은혜/축복을 주거나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정신을 통일하거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외우는 언사를 말한다. 진언(眞言) 또는 주문이라고도 한다. 힌두교의 보편적인 만트
라로 ‘전 세계를 위한 만트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이가 행복하기를. 모든 이가 건강하기를. 모든 이가 좋은 것을 보기를. 누구도 슬픔과 조우하지 않기를.
6) PRANAM. 스승이나 존경하는 이에게 허리를 구부려 그의 발 위에 손을 갖다 댄 후 그 손을 다시 자신의 이마 위에 대는 인사법.

68

| 교육개발

2016 가을

WORLD EDUCATION

나, 최근 10+2년으로 보편화되고 있다. 즉 초등 5년, 중학교 5
년 등 10년을 공부하고 그 후 2년 동안 고등학교 과정을 문과나
이과로 선택해 공부한다. 대다수의 학교가 1학년에서 12학년까
지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가르치지만, 초등학교(1~5년), 초·중
학교(1~10년)만 있는 학교도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얻으
려면 12년 공부한 후에 전국 공통으로 실시하는 졸업시험을 통
과해야 한다. 대체로 2~3세에 유치원에 들어가며, 5세부터 초
등학교에 입학한다. 따라서 17세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이때
까지 12년이 의무교육기간이다.

▶ 사립학교(Public School)
인도의 초·중·고를 설립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셋으로

영어 명칭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도에선 사립학

나눌 수 있다. 가톨릭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수녀원 부

교를 Public School 이라고 한다. 인도 독립 이후 가톨릭 부속

속학교인 가톨릭 계통의 학교,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아이

초·중·고를 대체하기 시작한 것이 Public School이다. 가톨

들이 다니는 사립학교, 정부재원으로 설립된 공립학교다.

릭 부속학교들이 교육목적 외에도 선교목적을 가지고 있어 이

8)

에 거부감을 가진 인도의 힌두 상류층들을 위해 세워지게 되었

▶ 공립학교(Government School)

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의 기본 교육 언어는 영어이며 공립학

정부에서 모든 국민을 교육시키려고 정책적으로 확산시키는

교에 비해 공부를 많이 시킨다. 졸업 후 해외로 진학하는 경우

7)

학교로 교육비가 한 달에 50루피 를 전후할 정도로 무료교육에

가 많으며 상류층 자제들이 많이 다닌다.

가까우며, 사립학교와는 최고 50배의 학비차이가 난다. 학생들
에게는 교복과 학용품 값을 지불해 주며, 지방에서는 여학생들

▶ 가톨릭 부속 초·중·고(Convent School)

에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자전거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주로

인도에 약 1,000여 개의 학교가 있으며, 대부분 수업을 영어

정부가 세운 초·중·고와 네루대, 델리대 등의 부속 초·중·

로 진행한다. 학교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기

고가 있다. 사립학교에 비해 시설과 수준이 열악하지만, 장학금

도 하며, 영국인 선교사나 아일랜드 수녀들이 가르치는 학교가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을 독려하고 있다.

많아 영국어에 가까운 영어를 사용한다. 원칙적으로 가톨릭교
도를 대상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나, 전인구의 2%에 불과한 가

7) 1루피는 한화로 약 16.95원으로 50루피면 850원에도 못 미친다.
8) Delhi Public School, Army Public School 등은 모두 사립학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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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코끼리 ‘인도(INDIA)’ 교육의 힘으로 일어나다.

대 4년 반, 법대는 5~6년이 걸린다.

영어와 수학교육 그리고 IT
NASA 과학자의 36%, 미국 전체 과학자의 12%, 미국 전체
의사의 38%,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의 34%가 인도인이라고
할 정도로 인도의 수학/과학, IT 분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한
편에선 엘리트 위주의 교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성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 특히 인도교육이 우리보다 취학연
톨릭교도인 현실로 인해 현실적으론 90%가 힌두교도 학생들이

령이 1~2세 낮은 점, 대부분의 시험이 주관식으로 진행되기에

입학하고 있다. 이곳에 입학시키는 부모들 역시 가톨릭을 근본

기본개념과 논리가 튼튼한 점, 실험과 토론위주의 수학교육 시

적으론 무시하지만, 자녀의 영어 실력과 장래를 위해 기부금을

스템을 운영하는 점, 배움보다 활용중심의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내서라도 입학시키고 싶어 한다.

점 등은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도의 기본적인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연구기술위원회

흔히 영어식 표현은 미국영어, 영국영어, 호주영어 그리고 인

(National Council of Education Research and Training)에

도영어로 구분된다. 한국영어를 콩글리쉬라고 하듯 인도영어

서 만들고 있는데, 대부분의 인도 학교에 적용되고 있다. 교과

는 힌두어를 따라 힝글리쉬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영국식 영

서 역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제작한 것을 1,000여 개의 중앙정

어지만 문장을 구성할 때 힌디식 표현을 따르기 때문이다. 예

부학교와 사립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다. 원칙적으론 각 주별로

를 들어 “She is beautiful, isn’t she?” 라고 할 것을 “She is

교과서를 편찬, 보급해야 하지만, 교육의 동질성을 위해 국가교

beautiful, isn’t it?” 이라고 쓴다. 힌디에는 she나, he의 구분

육위원회에서 제작한 교과서를 모델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사용

이 없기 때문이다. 인도에선 영어가 공용어이기도 하지만, 영어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주별로 교육내용에 약간의 차

능력에 따라 보수의 차이가 심하기에 어려서부터 고급 영어교

9)

이가 있다.

육을 시키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에 따라 영어사용에 따른
국제적 경쟁력은 덤으로 따라온다.

대학의 경우 7개의 국립대학과 237개의 종합대학, 10,600개
의 단과대학, 46개의 특수학교가 있다. 일반대의 경우 3년, 의

9) http://intl.ikorea.ac.kr/korean/viewtopic.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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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기초인 0과 2진법 그리고 십진법이 인도에서 생겨났다.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자 함이다. 하지만 인도에

인도에서 0과 1의 이진법은 기원전 500년부터 핀갈라라는 수학

선 간단한 초보적 계산 단계를 벗어나면 실생활에 적용한 예제

자가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아리아바타

를 찾기 어렵고 무리한 예제를 만들다 보면 도리어 억지가 된다

는 적어도 498년에 0을 사용한 십진법을 확실하게 정의했으며,

고 여긴다. 즉 어떤 공부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

이슬람교를 통해 서쪽으로 전해진 시기는 3세기경으로 추측된

하기 위해 공부하기보다는 공부 자체의 즐거움을 추구해야 한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단 구구단 암기는 기초 연산능력의

다고 본다. 공부의 목적이 ‘무엇을 위해 도움이 되느냐’를 목표

향상이라는 점 외에도 숫자나 계산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뿐만

로 결과에 치중하기보다 공부과정이 목적인 ‘공부를 위한 공부’

아니라 수학의 흥미로 가는 기초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에 중점을 둔다. 그러므로 “왜 잘못을 저지르면 안 돼요?”하고

이는 “습관의 마당을 지나야 이성의 궁전에 도달할 수 있다”는

물으면 “잘못을 저지르면 이러이러한 벌을 받으니까 그렇다”라

피터스(R. S. Peters)의 말처럼 논리적 추론과 창의적 사고를

고 대답하기보다 “인간은 늘 옳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라

통한 수학교육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기본적 연산능력의

고 알려준다. 그리고 “왜 옳은 일을 해야 해요?”라는 물음에는

암기나 훈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손해나 이득에 상관없이 “기분이 좋아지니까 또는 인간이니까”
라는 식으로 답한다. 암기와 함께 인도교육에서 중시되는 것이

그 외에도 인도는 말하기 교육을 강조한다. 약 1천년에 걸쳐

토론이다. 흔히 암기와 토론은 상반되는 것으로 여기기도 하는

이루어진 방대한 분량의 문헌인 베다도 오직 구전(口傳)으로 전

데 사실 이 둘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토론을 위해선 암기가

수되어 왔다. 한국인이 외워서 손으로 쓰는데 익숙하다면 인도인

필요하고 암기는 토론을 통해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은 외워서 말로 하도록 교육받아 왔다. 인도에서 토론문화가 발
달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대한민국 교실에서 질문이

그 외에 인도 교육과정의 특징 중 하나로 초등 저학년부터 고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처럼 자신의 생각을 말할 줄 아는 교육이

등학교까지 컴퓨터 교육을 들 수 있다. 약 10여 년 전부터 컴퓨

필요하다. 암송처럼 외우는 교육은 인도식 구구단을 비롯해 다양
한 곳에서 적용되고 있다. 인도식 암기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말장난을 하지 않고 무언가와 연관 짓지 않고 그대로 외운다.
- 반복해서 손으로 쓰면서 외운다.
- 마디를 지어서 노래로 외운다.

미국식 교육은 ‘암기’를 주입식이라 하여 극도로 피하고 있다.
또 교육내용을 실생활과 연관 지어 교육시키고자 한다. 공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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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코끼리 ‘인도(INDIA)’ 교육의 힘으로 일어나다.

[표 1] 인도의 컴퓨터 교육과정

터 교육이 정식 교과목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인프라 환경과 교
사의 전문성 및 학생의 인식수준이 지역마다 달라 국가 차원의
학년

개념

사용기술

통일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컴퓨터교
육에 대한 국가적 노력은 2010년 4월 CMC(Computer Masti

1

컴퓨터의 용도이해
응용프로그램의 구분
컴퓨터 구성요소와 기능

키보드와 마우스의 제어기능
애플리케이션의 실행과 종료
윈도 구성요소와 조작

2

입출력 장치의 기능과 과정
아이템 구분과 조직화
컴퓨터의 시작과 종료

드래그와 드롭, 키보드 이동키
문서편집 기초(삽입과 삭제)
폴더 생성, 파일 삭제, 저장

3

하위요소의 과제로 분할
단계별 사고과정 적용
컴퓨터 프로그램의 목적과 요소

마우스로 문자 타입 설정
스크래치의 실행과 결과 해석
단순 프로그램

4

문제해결을 위한 논리적 추론
순차와 제어 프로그래밍
콘텐츠의 분류, 조직, 저장

스크래치(동작, 제어, 블록 명령)
스레드를 포함한 프로그램
파일과 폴더 분류, 확장자

5

목표 인식/분석, 정보 수집/분류
소프트 카피와 하드 카피 비교(장단점)
인터넷에서의 정보 생성과 공유

브라우저에서 하이퍼링크 사용
인터넷 정보 검색 엔진 사용
이메일을 통한 의사소통

6

사고 기술 적용
응용 프로그램 분류
프레젠테이션 계획/스프레드시트 사용

정보의 조직과 표현도구 사용
스프레드시트 자료 생성, 편집, 그래프
그리기
BASIC

7

CPU, NIOS, RAM 등 컴퓨터 내부구조
프로그램 작성 시 절차적 사고 과정
적절한 FOSS 활용 인식

신문, 초대장, 포스터 작성을 위한
문서 형식
베이직 언어로 프로그램 작성
FOSS의 주된 특징 인식

8

방화벽과 보안에 대한 개념
소셜네트워크 사용 설명
블로그와 웹사이트 생성을 위한
설계지침 응용

웹 2.0의 주요 기능 사용
베이직 언어로 고급 프로그램 작성
데이터 베이스 생성

Curriculum)를 개발하기 시작해 2013년 6월 이전 주별로 학교
별로 차이가 나던 교육을 학제에 관계없이 전 학년에 걸쳐 일관
성 있고 균등한 컴퓨터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CMC 교육과
정에서는 정보과학 교육과정의 기조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컴퓨터에 대한 유창성
개발하기 (Develop computer fluency, not just computer
literacy)
•컴퓨터 관련 내용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의 기술을 개
발하기 (Develop thinking process skills, not just content
mastery)
•획일화되고 단편적인 내용보다는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지
식에 초점두기 (Highlight the interconnectedness of
knowledge, not just address a topic/subject in isolation)
이를 토대로 CMC에서는 정보과학의 핵심요소로

이처럼 인도의 컴퓨터교육은 단지 컴퓨터의 기능을 가르치는

첫째, 생각하는 방법(Thinking process skills)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

둘째, 생각하는 방법과 필수 개념을 융합하는 컴퓨터의 활

주고자 한다. CMC에 따르면 1~4학년의 경우 주당 1시간, 5~8

용(Computer literacy integrated with fundamental

학년은 주당 2시간에 걸친 정보과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concepts and thinking skills)

학년별 교육과정에 따라 컴퓨터 사용에 관한 지식과 능력, 기

셋째, 주제중심융합(Thematic integration)

본원리 이해,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수집, 분석, 평가 등을 세분

넷째, 나선형 교육과정(Spiral curriculum)

화·구체화하고 있다.

다섯째, 전문가로서 역량 갖기(Scalability)를 들고 있다.

10) 국제비교를 통한 초중등학교에서의 컴퓨터교육 전략연구, pp54-60, 한림연구보고서99, 한국과학기술한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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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트제도를 넘어 모두가 행복을 꿈꾸다.

게다가 상위 카스트가 정부든 학교든 기득권을 누리는 경우
가 많아 공식적으로 이들을 배려하는 경우는 없지만, 하위 카

오랫동안 인도는 브라만, 크샤트리야, 바이샤, 수드라로 계급

스트들에게는 법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 공영기업 자리의

을 나누어 각자의 역할과 지위 그리고 책임을 규정해 왔다. 종종

22.5% 이상 확보해야 하는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 현재는 27%

브라만이 금전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것으로 오해받기도 하는데,

의 경제적 낙후층을 포함하여 49.5%가 입학이나 취업에 특혜

실질적으로 브라만은 승려이자 지혜를 전달하는 교육자로 탁발

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상위 카스트가 하위 카스트 증명

을 통해 얻은 양식으로 생활하는 등 간단하게 먹는 경우가 많았

서를 위조하다가 적발되어 처벌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다. 크샤트리아는 왕이나 귀족, 전사 계급이었으며, 바이샤는

사실 인도에서는 카스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

상공업, 수드라는 청소, 빨래 등을 담당하는 등 직업별 구분과

이다. 기본적으로 예의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연관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카스트 제도는 직업 분배와 함
께 책임 분배도 포함하고 있었기에 똑같은 죄를 지어도 무지한
수드라보다는 바이샤 - 크샤트리아의 벌을 무겁게 했다.

신분의 카스트가 직업의 카스트로 연결되지는 않기에 브라만
중에도 인력거를 끄는 사람이 생겨나듯이 빠르게 인도사회 전반
에 개인 능력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청바지와 면티를 입고

카스트제도 – 오늘날 잘 알려진 카스트제도는 19세기 영국의 식민통

다니는 여학생과 부르카를 둘러쓴 여학생.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

치과정에서 인도인을 구분한 것으로 고대 경전 바르나제도에 기초하고 있

쩍이는 도시와 아직도 우마차가 다니는 시골이 공존하는 인도에

다. 그러나 당시 2억에 가까운 인도인을 4개의 범주로 단순히 분류하기는
어려웠으며 같은 이름의 카스트에는 수많은 하위 카스트들이 존재했다. 그

서 카스트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지만, 시간의 추가 과거

러나 최근 헌법 14조 2항 ‘카스트, 종교, 출생을 근거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로 갈 수 없듯이 카스트 문화는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구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을 보장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근래로 오면서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한 신의 지시로

[참고자료]

취급되던 카스트제도는 갈수록 허물어지고 있다. 현대의 인도

•『인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시그마북스, 스다 아루나 로라 지음, 김현영 옮김.

는 산업사회이며 계약사회로 급격히 이동함에 따라, 과거 상위

• 『인도, 100년을 돌아보다』, 서해문집, N.N. 보라, 사뱌사찌 바따쨔랴 엮음, 백좌흠,
신진영, 김영진 옮김

계층이 하위계층에 대가없이 요구하던 것이 거부되고 있다. 네

•『IT 혁명과 인도의 새로운 탄생』, 세창미디어, 이은구

루대학교에선 환경미화원(청소원 카스트)이 기숙사 식당에서

•『12억 인도를 만나다』. 북치는 마을, 김도영 지음

식사하는 것을 브라만 사감이 쫓아낸 사건으로 사감이 해임되

•『인도현대사』, 창비, 이옥순 지음

었으며, 부를 축적한 하위 카스트가 브라만, 크샤트리아를 고용
하기도 한다. 실제로 2007년 카스트의 가장 하위 계급인 마야
와티 쿠마리(Mayawati Kumari)는 인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주 총리에 올랐다.

•http://intl.ikorea.ac.kr/korean/viewtopic.php
•http://cafe.naver.com/gangmok/1517
• 「인도의 교육제도와 그 특성 연구」, 홍재호, 교육연구 제22집,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국제비교를 통한 초·중등학교에서의 컴퓨터교육 전략연구」, 한림연구보고서99,
한국과학기술한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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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취업지원 및 청년실업 해소 대책

주요국의
취업지원 및 청년실업 해소 대책

글

•
정동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최근 노동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청년실업 문제이다. 연일

러한 심각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청년 고용

신문지상에 쏟아져 나오는 청년층의 취업난 보도에 이제는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현 상황을 타개하려 하지만, ‘노오력의

그 심각성이 무뎌질 정도이다. 특히 최근 통계청에서 매달 발

배신’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자조 섞인 현실이 안타까움으

표하는 청년층의 실업률은 매달 최고치, 최악이라는 수식어

로 다가오고 있다.

가 붙어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걱정이 되는 시점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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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PROSPECT

과연 청년실업의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일까? 2008년

는 자극적인 통계보고서도 등장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난 8년간 세계경제 상황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유럽 등 해외 각국

이러한 어려운 취업환경 속에서 정부는 다양한 청년고용

의 청년실업 역시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나라 청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다섯 차

년들을 표현하는 88만원 세대에 버금가는 표현으로 유럽에서

례에 걸쳐 굵직한 청년 고용 관련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시

는 청년을 가리켜 1,000 유로 세대라고 표현하는 현상이 나

기를 2015년 이후로 한정해 볼 때,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

타나고 있다.

방안(2015. 6. 24),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2015. 7.
27),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2015. 11. 27), 청년·여성취업

이러한 세계적인 청년실업 문제 속에서 주요국들은 청년실
업 해소를 위해 어떠한 취업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 물

연계 강화 방안(2016. 4. 27) 등의 종합대책이 발표 및 운영
되고 있다.

론 각 국가가 처해 있는 경제·사회·문화·교육제도의 차이
는 있지만,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거나 비슷한 상황을 타개

이 외에도 각 부처나 지자체에서 청년 고용과 관련된 정책

한 경험이 있는 국가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은 무수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각 부처

방향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의 청년고용 관련 정책은 128개,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에
1)

서 운영하는 정책은 115개에 달하고 있다. 또한 중앙단위의

Ⅰ. 우리나라 청년의 취업 현실과 정부
지원 정책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각 부처의 정책이나 지자체의 정책까
지 포함한다면 약 300개 이상의 청년고용 관련 정책이 운영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7월 기준 15-29세에 해
당하는 청년층의 고용률은 43.6%이며 실업률은 9.4%였다.
이는 5월(9.7%), 6월(10.3%)에 비해 회복의 기미를 보이는
수치이나, 대규모 공채가 이루어지는 시기적 상황을 고려했
을 때, 긍정적인 회복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단순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니트족, 시간제 일자리, 구직 포기자
등을 포함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 보인다. 또한 통계청의
공식 자료 이외에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이 35%에 육박한다

1) 한 권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청년 지원 프로그램(2016, 고용노동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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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있다. 한편, 이러한 정책 중 청년의 고용과 직접적으로

1. 유럽의 청년보장(Youth Guarantee)

관련 있는 일자리 사업은 2016년 2조 1,113억 원이 투입되어
14개 부처·청에서 5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세계경제의 끝 모를 추락으로 인해 유럽 역시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2015년

이러한 다양한 정책에 무수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기준 유럽의 청년실업률은 20.3%로 역대 최악의 수준이었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고용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던 2013년 23.5%에 비해 조금은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심각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에서

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 조짐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해외 주요국에서는 청년고용과 관련한 어떠한 실태와 해결책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청년실업이 심각한 문제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포르투갈과 키프로스에서는 청년실업률
이 30%를 상회하며, 스페인, 그리스 등의 국가에서는 40%가

Ⅱ. 주요국의 청년은 어떤 지원을 받고 있나?

넘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국의 청년은 취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

이러한 장기불황과 함께 찾아온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으며, 어떤 지원을 받고 있을까?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와

위해 2013년 유럽연합(EU) 이사회에서는 ‘청년보장(Youth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유럽,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임에

Guarantee)’ 프로그램의 도입을 각 국가에 권고하였다. 이

도 불구하고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안고 있는 프랑스, 이미

제도는 청년층의 고용을 활성화하고, 이들이 장기적으로 니

3-5년 앞서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일본의 사례를 통

트족으로 빠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실

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직하거나 졸업을 한 청년들에게 그 시점으로부터 4개월 내
에 양질의 고용연계, 지속적 교육기회 제공, 훈련이나 도제
훈련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한편, 청년보장의
권고 이후 EU 회원국들은 각 국가별 상황에 맞는 청년보장
프로그램의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청년보장 이행계획(Youth
Guarantee Implementation Plans: YGIP)’을 작성하여
2013년 말과 2014년 초 두 차례 제출하였으며, 유럽구조기금
과 자국 내 자금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었다.

EU에서는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 ① 모든 이해당사자 간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 ② 조기개입 및 활성화, ③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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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지원책, ④ EU 구조기금의 적극적 활용, ⑤ 제도에 대
한 평가와 지속적 개선, ⑥ 신속한 이행이라는 6대 기조를 강
2)

조하였다. 이는 청년층의 즉각적인 취업지원과 중장기적으
로 사회·고용 서비스의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자 하는 취지였다. 즉, 청년층은 장기적 실업자나 니트족
으로 빠질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고, 사회적으로는 고용주,
국가뿐만 아니라 EU 전체가 공동의 책임으로 청년실업 문제
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EU 차원의 청년보장 프로그램의 권고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자국이 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세부 대

2. 프랑스의 긴급고용대책

책을 마련하였다. 가령 오스트리아의 ‘모두를 위한 견습 훈련
기회’ 제공, 핀란드의 공공고용 서비스 강화, 이탈리아의 시

2014년을 기준으로 프랑스 청년(15-29세)의 경제활동 참

민기구 활용, 아일랜드의 도제제도 개혁 등이 이러한 예에 해

가율은 53.8%로 EU 평균보다 낮으며, 실업률은 9.8%로 EU

당한다. 각 국가에서 시행하는 세부 대책은 크게 6가지로 범

평균인 10%와 비슷한 실정이다. 그러나 EU 평균이 최악의

주화 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① 정보, 상담 및 지도, ② 아

실업 사태에 빠져 있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나라

웃리치 프로그램, ③ 학교에서 일터로의 이행 지원, ④ 훈련

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8%, 오스트리

및 인턴 지원, ⑤ 직업교육 훈련 및 도제제도 운영, ⑥ 청년

아가 6%, 독일이 4% 라는 점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심각한

창업 활성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준에 있다.

EU의 청년보장 도입에 따른 성과와 함께 일부 부작용도 발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는 2012년 이후 기업이 청년을 고

생하게 되었다. 특히 기업 등과의 파트너십 구축의 실패, 경

용할 경우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정책

제불황에 다른 긴축재정 및 예산 제약, 인턴제나 도제제도 등

을 펼쳐 왔다. 세부적으로 기존의 청년고용 정책은 ‘첫 고용

새로운 제도에 대한 반감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한편, EU에

에 대한 지원(L’aide a la premiere embauche)’, ‘미래고용

서는 2013년 청년보장의 권고 이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L’emploi d’avenir)’, ‘세대계약(contract de generation)’ 등

위해 지표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의 정책이 있었다. 세부적으로, 첫 고용에 대한 지원은 기존

2)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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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는 청년고용지원제도가 실질적으로 유용해지
기 위해서는 청년 한 명, 한 명이 좀 더 고용가능한 상태로 만
들어 주는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프
3)

랑스의 공공부문은 그렇지 못하고 있었다. 즉, 인건비 부담
이 청년 고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인식에 의해 청년고용이 이
루어질 경우 일정 금액의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방식의 정책
은 일시적 패치와 같아 일시적인 완화제일 뿐 근본적인 치료
제는 될 수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게 되었다.

1인 기업이 1년 이상 계약직 또는 정규직을 처음으로 고용할

이로 인해 2015년 올랑드 대통령은 실업에 대한 마지막 돌

경우 최대 4,000유로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미

파구로 고용긴급대책(Plan d’urgence pour lemploi)을 발표

래고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16-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현재

하였다. ‘고용인과 피고용인에게 동시에, 더 자유롭게, 그러

실업상태이며 최근 12개월 중 6개월 이상 구직활동 중인 경

나 더 안전하게’라는 모토를 담은 이 긴급대책은 도제제도 활

우 공기업, 사기업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주당 최소 17시간

성화, 구직자 직업훈련 확대, 기업의 부담 감소라는 세 가지

30분, 최대 35시간의 기간제 또는 정규직 근로를 맺는 제도

를 모두 충족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1인 고

이다. 한편 2012년 10월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2014년 9월

용 시 최대 2,000유로 지급, ② 구직자 직업훈련 강화, ③ 도

까지 150,000건의 고용계약이 달성되었다. 세대계약은 청년

제제도 강화, ④ 지역별 자유로운 재량권 부여, ⑤ 근로시간

층이 고령층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기업의 경쟁력과 고용

유연화, ⑥ 해고 보상금액 한도 설정, ⑦ 기업활동의 장애 제

을 동시에 얻기 위한 정책으로 26세 미만을 채용하면서 57세

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은 일터로의 이행

이상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연간 4,000유로를

준비가 미흡한 구직자에게 구직역량을 높여주고, 기업에는

최대 3년간 고용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유연한 고용정책으로 인력의 출입을 자유롭게 하며, 각종 규
제를 완화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패로 돌아갔으
며, 최근 프랑스의 청년실업 문제는 정치, 사회, 경제 등 각

3. 일본의 청년고용촉진법

분야에서 올랑드 정권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
두되고 있다.

3) Natacha Valla, La reforme structurelle a mener c’est la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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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소되어 가는 상황이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일

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
청년층의 실업률은 15-24세를 기준으로 5.2%에 불과하다.

Ⅲ. 우리나라 청년고용정책에 주는 시사점

지난 ‘잃어버린 20년’ 동안의 실업문제가 최근 아베노믹스 이
후 해소되면서 오히려 일자리 대비 일할 사람이 부족한 문제
로 변화하고 있다.

주요국의 청년고용정책은 과거 성과 보장형 정책에서 참여
보장형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즉, 과거에는 졸업 후 취업으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청년에게 맞는 직장을 연결해 주는 프로그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청소년의 고용 촉진과 능력을

램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면 현재는 졸업이나 사회 진입의 시점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청소년에 대해 적

에서 취업과 관계된 보다 많은 직업훈련 등에 참여할 수 있도

절한 직업선택의 지원과 관련된 조치,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

록 함으로써 고용가능성을 키워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에 관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로청소
년복지법, 직업안정법, 직업능력개발촉진법 등의 일부를 개정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과정에서 단기 실직인 경우는

한 청소년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청년고용촉진법)을

이행과정에서 단순 미스매치, 매칭 과정에서의 문제 등 단순

2015년 10월부터 실행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청년들

문제로 볼 수 있으며, 간단한 고용서비스의 제공만으로도 문

의 적절한 직업선택,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조치 등을 규정하

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행과정에서 노동시장으로부

고 있는 법으로, 기업은 구직자가 원하면 과거 3년 간 학력별

터 장기간 이탈하는 경우, 단순한 문제가 아닌 청년들의 직업

신규채용자 수, 이직자 수, 성별 구성, 평균근속연수 등의 정

능력 부족, 노동시장의 불리한 조건 형성 등 교육 및 사회 구

보를 제공하고, 고용센터는 근로기준법 등 법률을 위반한 사

조적 문제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니트족으로 빠질 위

업주에게 구인서비스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험, 반사회적 생활방식으로의 변화 등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이 밖에도 개인의 직무경력 등을 기록한 잡카드 보급 촉진,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리어 컨설턴트 등록제 도입, 청년
층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고용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
행하는 헬로워크의 활성화, 일본식 듀얼시스템 도입 등의 정
책을 펴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최근 청년고용과 관련하여
니트족 예방을 위해 대학 졸업 시기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정
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으며, 과거 잃어버린 20년 당시 니트
족으로 전락한 현재 30대 후반-40대 실업자에 대한 구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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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취업지원 및 청년실업 해소 대책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같은 제도는 학교에서 현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물론 정규 학교교육

따라서 앞서 살펴본 주요국의 청년고용정책을 통해 앞으로

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비해 학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취업이

은 이유도 있지만, 이행 시점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불필요할

라는 성과 보장형 사업이 아닌 청년의 역량을 키우는 기회 보

정도의 교육 개선이 필요하다.

장형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에게 비용 지원이나
세제혜택 등과 같은 단기적 채용 확대 정책을 통해서는 청년

이러한 시사점을 통한 고용시장의 개편을 위해서는 청년고

고용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데 한계가 있다. 즉, 이윤

용 문제에 대한 공동 책임·공동 대응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

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상 지원기간 동안만 고용을 유지하

다. 즉, 정부, 고용주, 개인 모두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청년

는 문제가 발생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고용이 유지될 것이라

실업 문제를 타개해 나갈 때 진정한 각 주체의 이윤과 사회적

는 보장이 없게 된다.

이익이 동시에 찾아 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장기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고용가능성을 갖춘 청
년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유럽의 청년보장, 프랑스의 고
용긴급대책 등에서 볼 때 현재 청년의 부족한 역량을 진단하
고 이를 채워주는 방식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이
러한 방식의 지원이 지속될 경우 시장 중심의 교육시스템 개

[참고문헌]
•마시밀리아노 마스케리니(2016). 유럽 청년보장: 유럽 청년정책의 새로운 기본틀.
국제노동브리프, 2016. 5월호
•오민애(2016). 프랑스의 청년 실업과 청년 고용정책. 국제노동브리프, 2016. 2월호
•오학수(2016). 일본 1억 총활약 계획의 내용: 노동분야를 중심으로. 국제노동브리프,
2016. 6월호.
•정동열 외(2016). 청년층 대상 고용서비스 국제비교 연구. 한국고용정보원(발간예정).

편, 교육과 훈련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의 전환 등이 유기적
으로 연계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실업의 문제는 양적인 개선과 질적인 개선
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양적인 개선은 일본의 경
제회복에 따른 일자리 양산, 이로 인한 1억 총 활약계획, 오
와하라 등과 같이 자연스럽게 고용으로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최근 고용유발계수가 낮은 미래 산
업의 특성에 따라 단순히 산업의 발전이 고용의 확대로 이어
진다는 막연한 기대는 무리가 있다. 질적인 개선으로는 고용
가능성을 갖춘 청년의 양성이 필요하다. 유럽의 청년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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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2014). Opin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on Youth employment measures – Best pra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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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교육관련 법률안 제안 ‘봇물’
… 주요 내용, 처리 전망

글

•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Ⅰ. 들어가며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와 미흡한 점, 후속 추진계획 등을 점검
하고 남은 임기동안 수정 및 보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거나

2016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2016.5.29. ~ 2020.5.28.)

제시할 시기이다.

가 개원하였다. 제20대 국회 첫해인 2016년 하반기에는 박근
혜 정부 4년차를 맞이하여 지난 3년 반 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특히 2017년 12월에는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예정되

Educational Development 2016 autumn |

81

포커스

20대 국회 교육관련 법률안 제안 ‘봇물’
… 주요 내용, 처리 전망

보복위(208건)에 이어 5번째로 많은 제안 건수이다. 이러한
제안 건수 순위 및 전체 대비 비율은 제19대 국회의 경우와
유사하다(뒤의 [표 2] 참조). 제20대 국회 들어서서 환노위
에 제안된 건수가 많은 이유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미세먼
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등 이슈가 한꺼번에 몰렸기 때
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1] 제20대 국회 위원회별 계류 법률안 현황
단위 : 건, 순위

어 있으므로 2016년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예·결산, 그
소관위원회

제안건수
순위

의원발의

정부제출

47

1

48

법제사법위

183

6

189

6

정무위

140

3

143

7

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력을 이

기획재정위

239

15

254

2

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66

11

77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교육관련 법률안)
(전체 법률안 대비 비율)

191
(129)

13
(8)

204
(137)
(9.5%)

외교통일위

25

3

28

국방위

32

6

38

리고 법률안 등의 처리과정에서 여야가 활발한 입법 및 정책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여소야대로 구성된 제
20대 국회의 첫해를 맞이하여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효과적으

이 글에서는 제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 중 교육관련 법률안의 제안 현황을 살펴보고, 그 중

운영위

합계

5

주요 법률안에 대해 그 내용과 처리 전망을 분석 및 제시하

안전행정위

296

7

303

1

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89

36

125

9

산업통상자원위

92

3

95

보건복지위

203

5

208

4

환경노동위

204

9

213

3

국토교통위

133

8

141

8

2

0

2

여성가족위

22

2

24

윤리특별위

0

0

0

45

3

48

2,009

131

2,140

Ⅱ. 제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교육관련 법률안의 제안 현황

정보위

2016년 9월 12일 기준으로 제20대 국회 위원회별 계류 법
률안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국회 교문위에
제안된 법률안은 204건으로 전체 법률안 2,140건 중 9.5%
이고, 이는 안행위(303건)와 기재위(254건), 환노위(2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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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합계

주: 100건 이상 제안된 위원회에 대해서만 제안건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산출함

-

FOCUS

[표 2] 제19대 국회 제안 및 처리 법률안 현황

국회 교문위에 제안된 법률안 중 의원발의는 191건
단위 : 건, 순위, %

소관위원회

제안건수

제안건수
순위

법률반영
(가결 및
대안 반영)

본회의

3

2

운영위

357

317

법제사법위

반영률
(%)

(94.1%)이고, 정부 제출은 8건이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6

916

70.5

정무위

1,187

9

687

57.9

기획재정위

1,660

3

1,113

67.0

외교통상통일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체 법률안 대비 비율)

768

383

4

1

1,627
(9.1%)

4

1,142
(11.0)

총 137건이고, 이는 교문위 제안 법률안의 약 3분의 2에 해
당하는 67.2%이다. 교육관련 법률안 중 의원발의는 129건

1,3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93.6%)이고, 정부 제출은 13건이다. 교육관련 법률안은

법률안 중 일부를 국회의원의 협조를 얻어 의원발의 형식으
로 제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정부제출 건수는 더 많
을 것으로 추산된다.

70.2

지난 제19대 국회(2002년~2006년) 위원회별 제안 및 처

외교통일위

235

157

리 법률안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국회 교문

행정안전위

49

3

위에 제안된 법률안은 1,627건으로 전체 법률안 17,822건 중

교육과학기술위

29

1

9.1%이고, 이는 안행위(2,380건)와 보복위(1,996건), 기재위

430

171

8

3

국방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안전행정위

2,380

농림수산식품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1

68
1,210

1,533

(1,660건)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제안 건수이다.
64.4

그리고 1,000건 이상 제안된 위원회에 대해 제안된 법률

4
8

673

55.6

안 대비 반영률(원안 가결, 수정 가결, 대안 반영 등을 포함

산업통상자원위

971

411

지식경제위

59

1

보건복지위

1,996

2

1,173

58.8

영률은 70.2%이고 이는 법사위(70.5%)에 이어 두 번째로 높

환경노동위

1,223

7

735

60.1

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관위원회 반영률 평균(58.3%)

국토교통위

1,613

5

727

45.1

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 이러한 결과는 제19대 국회 교문위

국토해양위

78

14

정보위

32

29

여성가족위

376

180

특별위

151

8

미확정

8

8

합계

17,822

-

10,392

한 법률 반영 비율)을 산출한 결과를 살펴보면, 교문위의 반

가 법률안 발의 건수가 많았고, 법률안이 많이 발의된 위원
회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법률 반영 비율이 높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58.3

주: 1,000건 이상 제안된 위원회에 대해서만 제안건수를 기준으로 순위 및 반영률(원안 가결, 수정 가결,
대안 반영 등을 포함한 법률 반영 비율)을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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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20대 국회 교문위의 교육관련 주요 법률안의 내용 및 처리 전망
현재까지 제20대 국회 교문위에 제안된 교육관련 법률안 중 국회 및 정부, 교육계, 사회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처리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제20대 국회 교문위의 교육관련 주요 법률안의 내용 및 처리 전망

영역(대상)

제ㆍ개정 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안, 2016.8.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안,

1. 지방교육재정
(유ㆍ초ㆍ중등교육)

2. 학교안전
(유ㆍ초ㆍ중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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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26.; 이동섭의원안, 2016.7.22.; 윤후덕의원안,
2016.7.18.; 도종환의원안, 2016.7.12.; 도종환의원안,
2016.7.11.; 김민기의원안, 2016.7.8.; 송기헌의원안,
2016.7.8.; 유은혜의원안, 2016.6.24.; 박홍근의원안,
2016.6.23.; 윤소하의원안, 2016.6.15.; 권칠승의원안,
2016.6.8.; 주승용의원안, 2016.6.3.; 최도자의원안,
2016.6.3.; 오제세의원안, 2016.6.3.; 김태년의원안,
2016.6.2.; 설훈의원안, 2016.6.2.)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한선교의원안,
2016.8.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안, 2016.8.5.)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박홍근의원안, 2016.8.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혜원의원안,
2016.9.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권칠승의원안,
2016.8.3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안, 2016.8.29.;
박경미의원안, 2016.8.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안, 2016.8.25.;
유은혜의원안, 2016.7.28.; 노웅래의원안, 2016.7.25.;
이원욱의원안, 2016.6.29.; 박인숙의원안, 2016.6.22.;
장병완의원안, 2016.6.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안, 2016.8.4.; 유은혜의원안, 2016.7.28.;
노웅래의원안, 2016.7.25.; 정재호의원안, 2016.7.14.)
•「학생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도읍의원안,
2016.8.1.)
•「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안, 2016.7.2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안,
2016.7.8.; 박순자의원안, 2016.6.1.)

내용 및 처리 전망
●주요 제ㆍ개정 내용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제외하고,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을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0.27%에서 상향(최소 21.27% 최대 25.27%),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시설개선, 비정규직, 방과후학교 등 지원
-특별교부금 배분비율(4%)의 축소(3% 또는 2%) 및 보통교부금 비율 확대
-지자체의 일반회계전입금 전출시기 및 규모를 법률에 명시
-특교 잔액의 보통교부금 사용, 재해특교의 재해예방 사용 가능, 특교 배분기준 및 배분 내역 국회
상임위 보고 의무화, 재해특교 잔액의 교육청평가 통한 차등지원 금지
-교육기관에 어린이집 포함되도록 규정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노후시설 개선 예산 확보
●처리 전망
-어린이집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등에 대해 법률적 근거 미흡, 막대한 예산 부족, 재정
투입에 관한 교육적 질 관리 및 공적 통제 미흡, 영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구조조정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무상교육ㆍ보육 확대 등 소요 예산 급증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악화가 예상됨
-그러나 교부율 상향에 대해 기재부 등 정부가 반대하고, 특교 개편에 대해 교육부와 기재부 등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논란이 예상됨
●주요 제ㆍ개정 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 측량을 통한 분쟁 해소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하여 안전 강화
-유치원 교직원의 유아안전 주의의무, 유치원 체벌 금지 등
-교사대지 및 체육장에 대한 시설안전 기준 및 점검과 대책수립 및 지원
-생활주변방사선 취급 시설과 면세판매장, 방사선 관련 시설 및 대규모 건물, 특고압 송전탑 등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규제 대상에 추가
-학교시설에 유해물질 사용 금지 및 관할청의 철거 권고, KS제품 사용 의무
-교직원의 응급처지 안전교육 이수ㆍ지원
-학교 주변 각종 보호구역 제도를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 관리
-학교 주변 500미터 거리 대형 사행성 시설 설치 시 사전심의
-도서ㆍ벽지 교원 안전대책
-취학대상아동 미취학 및 아동학대 확인 및 조사, 수사기관에 조사의뢰
●처리 전망
-학교안전에 대한 교육당사자 및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졌고, 다양한 학교안전 관련 법률안이
제안되고 있으며, 취지에 대해 큰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또는 수정안, 대안 등의 방식으로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됨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유해물질 검출, 학교시설 노후화, 대규모 지진 등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해 교육시설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교육시설안전에 관한 법률이 미비하고
행정ㆍ관리 조직ㆍ인력 등이 미흡하므로, 가칭 「교육시설안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FOCUS

영역(대상)

3. 교육과정 및
교과서
(초ㆍ중등교육)

제ㆍ개정 법률안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안,
2016.7.28.; 박홍근의원안, 2016.7.27.; 박경미의원안,
2016.7.19.; 심상정의원안, 2016.6.23.; 이찬열의원안,
2016.6.17.)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도종환의원안, 2016.7.18.)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박경미의원안, 2016.7.19.)

내용 및 처리 전망
●주요 제ㆍ개정 내용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검인정 심의기구 및 기준 마련, 결과공개 등의 법률적 근거
-교육과정 변경이나 교과서 발행체제 국정 전환 시 국회 동의 의무화, 역사교과서 국정 금지
-교과용도서 발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교과용도서위원회 설치 및 가격ㆍ불공정행위 규제
●처리 전망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교육부장관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율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안이 다수 제안됨
-교육부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발행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과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4. 무상교육 및
교육복지
(유ㆍ초ㆍ중등 및
고등교육)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안,
2016.9.6.; 김영호의원안, 2016.9.5.; 박홍근의원안,
2016.6.21.; 김태년의원안, 2016.6.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안, 2016.9.5.;
권칠승의원안, 2016.6.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안, 2016.8.24.;
이상민의원안, 2016.7.22.; 노웅래의원안, 2016.7.20.;
박경미의원안, 2016.7.19.; 김병욱의원안, 2016.7.15.;
조정식의원안, 2016.7.4.; 유은혜의원안, 2016.6.24.;
노웅래의원안, 2016.6.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의원안, 2016.8.16.;
박광온의원안, 2016.7.22.; 노회찬의원안, 2016.7.7.;
홍문표의원안, 2016.7.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안, 2016.7.22.)
•「방과후 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현희의원안, 2016.7.6.)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강석호의원안, 2016.6.9.)

●주요 제ㆍ개정 내용
-초ㆍ중ㆍ고교 학습준비물 지원과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고등학교 의무 또는 무상교육 도입 등
-유ㆍ초ㆍ중ㆍ고교에 대한 전기요금 등 감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만3-5세아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해 법률로 규정
-대학 학점당 등록제 도입, 대학등록금 및 기숙사비, 입학금 규제 강화 및 공개, 대학등록금
카드납부 및 수수료 인하
-의무교육대상 또는 초ㆍ중ㆍ고교 전체 무상급식 및 국가 50% 부담,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등
-우수 농수산물(국산) 학교급식 지원
-재외국민 의무교육 학비 및 초ㆍ중ㆍ고교 교과서대금 지원
-아동ㆍ청소년 방과후 활동 및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
-농어촌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처리 전망
-유ㆍ초ㆍ중등 교육단계에서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 대상 학교급과 지원 항목 및 범위를
확대하려는 법률안이 제안되고 있고, 향후에도 추가로 제안될 것으로 예상됨
-고등교육 단계에서도 등록금 또는 입학금, 기숙사비 등을 규제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법률안이 제안되고 있음
-일부 법률안은 무상지원 확대와 그에 따른 소요 예산 확보를 위한 교육재정 관련 법률안을
연계하여 제안함
-일부 법률안은 교문위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에서 공동으로 검토 및 논의되고, 예산 확보 관련
법률안과 연계하여 검토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무상교육 관련 법률안 및 소요 예산 확보 관련 법률안을 종합하여 가칭
‘무상ㆍ의무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법률안 대안을 마련하여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
및 제시할 필요가 있음

●주요 제ㆍ개정 내용
-학업중단숙려제 시행 근거 법률로 상향
-난독증 학생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한 기초학력부진 해소
-국가의 기본학력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5. 기초학력 및
학업중단 대책
(초ㆍ중등교육)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안,
2016.9.2.; 김명연의원안, 2016.8.8.)
•「기본학력보장법안」 개정안(박홍근의원안, 2016.6.20.)

●처리 전망
-국가의 기초학력 보장 및 학업중단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책무는 「헌법」상 규정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기됨
-이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 지원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됨
-다만, 실효성 있는 기초학력 보장 및 학업중단 대책을 어떤 방식으로 입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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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교육관련 법률안 제안 ‘봇물’
… 주요 내용, 처리 전망

포커스

영역(대상)

제ㆍ개정 법률안

내용 및 처리 전망
●주요 제ㆍ개정 내용
- 대학의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적 근거

6. 대학구조개혁
(고등교육)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선동의원안, 2016.6.21.)

●처리 전망
-대학 구조개혁 방향에 대해 교육부와 기재부 등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고, 학교법인과
교직원, 학생 간에도 갈등이 있으며, 대학 소재지와 학문 분야별 등 다양한 이해집단 간에도 의견
합의가 어려운 상황임
-법률안 검토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과 논란이 예상됨
-약 3~4년 이상의 시범 준비기간 이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선지원 후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방식 등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Ⅳ. 나가며

권한이 교육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지 않았는
지에 대해 본질적으로 고민하고 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지금까지 제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

다. 여·야간 및 국민 사이에서 대립과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

안 중 교육관련 법률안의 내용 및 처리 전망을 분석하였다.

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

학교안전 영역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 중앙

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보다 효과

9월 정기국회부터 제20대 국회는 법률안을 포함한 다양한

적인 입법 방안을 찾아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의안 등을 대상으로 더 치열한 경쟁과 토론, 협치를 펼칠 것

러나 지방교육재정, 무상교육 및 교육복지 영역에서는 교육

으로 예상된다. 4년 임기로 새롭게 출범한 제20대 국회가 국

재정의 확보 및 지출 등에 대해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중앙

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교육문제를 해소하고 미래사

정부와 지자체 등의 이견과 갈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를 위한 교육비전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

교육과정 및 교과서, 대학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개혁의 방향

이길 기대한다.

과 과정 등에 대한 정부의 사회적 공론 및 합의 도출 노력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였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출범 4년차 후반기를 맞이하여 교육분야 국정과제
를 보다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
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과정 및 교
과서 정책, 대학 재정지원 및 구조개혁 등의 추진에 대해 교
육의 내재적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부여된 교육부 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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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방향

글

•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Ⅰ. 들어가며 : 대학의 위기를
질적 혁신을 위한 기회로

안으로는 지속적인 입학생 감소로 학생 등록금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대학재정 구조 상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고, 밖으
로는 ‘인구론(인문계의 90%가 논다)’이나 ‘문송합니다(문과여

현재 우리나라 대학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국내
대학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이 많다.

서 죄송합니다)’라는 자조섞인 말로 대표되는 대학 졸업자와
노동시장의 미스매치(mis-match)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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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가상

그 결과 양적인 측면에서 재정지원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었다.

(cyber)과 실제(physical)간 연결(connection)을 특징으로 하

정부 전체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는 2008년 5.7조원

는 4차 산업혁명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창의성와 융합, 데이

(GDP 대비 0.6%)에서 2016년 15.2조원(GDP 대비 0.97%,

터 기반 문제해결능력 등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하

예산기준)으로 확대되었고, 그 중 교육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는 대학교육의 질적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9.8조원으로 정부 전체 고등교육 지원 예산의 약 65%를 차지

물론 그간 우리 대학들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경쟁

하고 있다.

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 왔으며, 교육부도

교육부의 고등교육 예산 중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을 위해

다양한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은 약 1.5조원 규모로 다양한 재정지원

위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왔다.

사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그러나 최근 교육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대학의 자율성
을 가로 막고 있어 오히려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고 있다는 일
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은 다음 [표 1]과 같다.
다만, 이와 같은 다양한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신설을 통한
재정지원의 양적 확대가 현재 대학의 어려운 재정에 도움은
되겠지만 대학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다.

Ⅱ. 현황과

문제점 :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의 양적 확대

우선, 현재 다수의 재정지원사업이 정부가 사업 목적과 방
식 등을 정하고(Top-Down) 있어,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를 충분히 살

우선, 교육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 확대’를 박근

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정하고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또한,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우리나라 대학(특히 사립대)의

규모를 GDP 대비 1%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재정구조에서 현재 겪고 있는 입학자원의 급감에 따른 수입 감

[표 1] 대학 재정지원사업 추진 현황

구분

BK21플러스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ACE)

대학/전문대
특성화사업
(CK/SCK)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LINC)

대상
(지원단위)

대학원
(사업단)

학부
(대학)

학부/전문대
(사업단/대학)

’16년예산

2,725억 원

594억 원

사업 기간

’13~’20(7년)

’10~계속(4년)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사업
(PRIME)

대학인문역량 강화사업
(CORE)

학부
(대학+사업단)

학부
(대학)

학부+대학원
(대학)

2,467억 원
2,972억 원

2,240억 원

2,012억 원

600억 원

’14~’18(5년)

’12~’16(5년)

’16~’18(3년)

’16~’18(3년)

* 이 외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459억원),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300억원) 등 시행

88

| 교육개발

2016 가을

사회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POLICY PROSPECTS

소는 자연히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왔
으며, 이는 대학의 국고지원금 확보를 위한 무분별하고 경쟁적
인 사업신청으로 대학 현장의 피로감을 유발했다는 의견이다.

상향식(Bottom-up)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된다.
먼저, 모든 사업에 대해 대학 자율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예
산과 관련하여 총액 배분 자율 편성(Block Grant) 원칙을 적

이제, 대학재정의 건전성 악화(비용절감 내지 재원확보) 문

용한다. 즉, 정부는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대학

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대학마다 강점을 가지는 분야, 기능 및

이 중장기 발전 및 특성화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안(具案)

역할에 대한 특성화(질적 혁신)를 지원할 필요가 절실한 시점

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이 되었다.

자체 수립한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
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Ⅲ. 개선 방향 :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

또한, 사업개편 전에도 기존 사업의 평가지표를 간소화하여
효율을 높이고, 획일적인 평가지표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교육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
시안」(이하 ‘시안’)을 지난 7월 15일 발표한 바 있다.
발표된 내용은 그간 대학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큰 기본방향을 우선 설정한 것으로, ‘대학 자율

위해 정량평가 비중을 가급적 축소하고 정성평가 비중을 늘려
대학의 다양한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학은 대학의 건학이념과 특성, 지역사회에서의
기능과 역할 등을 잘 살려 발전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대학은 훨씬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성 확대’와 ‘사업구조의 단순화’로 요약될 수 있다.

2. 복잡한 사업구조를 단순화한다
1. 재정지원사업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지금까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
국내 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세계를 선도할

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부교육 및 연구 강화, 산

수 있도록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

학협력 활성화, 평생교육 수요 부응, 인력수급의 적시성 요구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대학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등 당시의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사업의 신설로 이

왔다면, 앞으로는 대학이 사업을 주도하고 교육부는 이를 지

를 대응해 왔다.

원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2008년 이전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은 주로 대입제도 개선

이를 위해 재정지원사업도 기존의 하향식(Top-Down) 사

과 연구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특히 대학에서 교수의 연

업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이 건학이념과 특성에 기초하여 예산

구실적이 강조되면서 실제 등록금을 내는 학생에 대한 학부교

수립부터 성과관리까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등을 설계하는

육이 소홀해진다는 비판이 높아짐에 따라 학부교육 강화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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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2008~2013년)과 학부교육선

게 된다. 다만, 대학 단위 지원사업인 산학협력 지원(LINC+)

도대학 육성(ACE, 2010~) 사업이 만들어진 바 있다.

과 대학자율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특성화 분야와 관계없이 모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사업 신설을 통한 재정지원 방식이 입

두 지원할 수 있다.

학자원 감소에 따른 대학의 수입 감소와 맞물려, 대학이 발전계

이를 통해 향후 대학은 각 재정지원사업이 제시한 목적에 따

획이나 특성화 방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소모적이고, 경쟁적인

라 특성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이 자체적으

사업 신청이라는 관행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로 강점분야를 진단·분석하여 발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대학

이에 정부는 많은 사업 수와 복잡한 사업구조에서 기인한

별 최적의 특성화(Optimization)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의 소모적 경쟁과 사업간 유사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이 현재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①연구 ②교육(특성화) ③
산학협력 ④대학 자율역량 강화로 단순화하고자 한다.

3.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와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한다

사업 단순화의 핵심내용은 대학 특성화(CK), 산업연계 교
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대학 인문역량 강화(CORE), 평

통계청은 향후 2030년 필요한 대학 수를 현재의 약 56%수

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 등 목적 내지 프로그램 사업의 경

준으로 전망한 바 있으며, 특히 2020년과 2021년은 전년보다

우,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완료되는 2019년부터 ‘대학 특성

7% 이상 입학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소위) ‘인구절벽’이 나

화 지원 사업’으로 통·폐합하는 것이다.

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장에 2017년도 대학수학능력

아울러, 대학의 사업단(학과, 전공)은 교육 또는 연구 중에
서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를 선택하도록 하여, 교육 중심과 연
구 중심 특성화를 구분함으로써, 보다 특성화 분야에 집중하

시험 응시자수가 전년 대비 2만 5천여 명 줄어들어 60만 명
선이 드디어 무너졌다.
교육부는 이러한 급격한 입학자원의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

<사업구조 개편(안)>

<2016년 현행 사업구조>
BK 21 플러스 사업

대학/전문대
특성화 지원

연구 지원
대학 특성화 사업(CK)

특성화 전문대학육성사업(SCK)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PRIME)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CORE)

산학협력 지원(LINC+)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평생학습 중심 대학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대학자율역량강화 지원

전문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연구특성화

[그림 1] 현행 대학 재정지원사업 구조 및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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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5년 1주

60만

기(2016~2018)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약 4만여 명의 입

55만

학정원 감축을 추진 중에 있다.

50만

입학가능인원

인구절벽
’13년 입학정원

입학정원

16만명(당초목표)
’18년 입학정원
(1주기 결과 반영)

그러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는

45만

10만 5천명

대학구조개혁은 단순한 양적인 감축만이 아니라 질적 혁신이

40만

’23년 입학가능인원(추정)

동반되어야 하며, 이러한 질적 혁신을 위한 지원이 바로 대학

(잔여목표)

35만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재정지원사업이다.

[그림 2] 입학자원 감소 예상 추이

이에 재정지원사업 개편은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투입되는 재원이 대학의 특성화를 유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의

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대학의 기본여건을

변화를 정확히 따라갈 수 없으며, 그 변화의 속도는 과거보다

나타내는 정량적 요소는 절대평가로 전환하거나 대학 구조개

점점 빨라져 이를 정확히 예측하여 교육시스템에 반영한다는

혁 평가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학의 평가에 대한 피로도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를 최대한 경감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가

현재 교육부는 발표 시안의 개편방향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장 바람직한 길은 다양성을 갖추는 것이며, 이러한 다양성의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이고

기저에는 자율성과 창의성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충분한 현장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

것이다.

쳐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재정지원 규모의 확대와 사업 개편만으
로 향후 우리나라 대학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되

Ⅳ. 나가며

: 진정한 대학 경쟁력은
자율과 다양성으로부터

지는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해외 유수대학과 같이 대학
기부금 확충, 투자수익 증대 등 대학 자체수입 증대 노력을 통
한 대학 재정의 건전성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교육부

역사적으로 대학은 사회, 경제 변화와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해왔으며, 특히 산업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며
변화를 거듭해 왔다. 이에 흔히들 미래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바로 대학 경쟁력이라고 한다.

는 이를 위한 각종 규제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
할 계획이다.
이번 재정지원사업의 개편방향이 위기상황에 놓인 우리나
라 대학교육의 질적 혁신과 경쟁력 제고로, 궁극적으로는 국

앞서 얘기한 4차 산업혁명기에 필요한 미래 인재양성을 위

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대학도 정부가

해, 그리고 대학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과 지원이

아닌 학생과 학생의 미래를 바라보는 대학으로 거듭나는 기회

필요할 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끊임없이 요구된다.

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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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조진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소장

Ⅰ. 미래의 교육시설환경을 선도하는
EDUMAC의 운영방향

가져야 할 사고방식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교육부
는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자유학기제, 창의·인성교
육, 소프트웨어교육, 학교체육 활성화, 사회맞춤형 교육, 산학일체형

「유엔 미래보고서 2050」 에서는 인공지능 등 눈부신 신기술의 발달

직업교육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육시설은 이

로 창조, 문제해결, 융합과 연결, 확장 등 미래의 사회변화에 인간이

러한 다양한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에 제대로 안착되고 원활하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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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물리적 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Ⅱ. 주요 연구 및 운영 사업의 추진 성과

이렇듯 교육시설환경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미래 인재
의 핵심적인 역량을 배양하는데 비중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는 연구개발, 민자 지원, 교

다. 교육시설사업은 정부, 교육청, 학교, 전문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육환경 지원, 학교설립 지원, 학교안전 등 크게 다섯 개 팀으로 운영

의사결정 주체들이 참여하여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등 여러 단계에

되고 있다. 그 동안 각 팀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와 사업의 추진 성과

걸쳐 장시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건립 후 급

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격한 사회변화 및 교육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획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속가능한 안전성, 쾌적성, 경제성 등 다
양한 측면의 고려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학교시설 선진화를 위한 연구, 교육과 포럼,
그리고 국제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EDUMAC)는 2006년 6월

학교시설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및 기초연구, KEDI 교육시설 포럼과

교육시설의 선진화를 통한 공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당시 교육인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 그리고 교육시설 국제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

적자원부(현 교육부)와의 협약체결에 의해 설립되었다. 올해는 센터

는 연구개발팀은 매년 교육시설환경 분야의 주요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소 10주년을 맞이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교육시설환경정책을 선도

발굴하여 관련 정책 및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06년 센터 개소

하는 연구기관’이라는 《EDUMAC 2030》비전과 함께 ‘교육시설환경정

부터 지금까지 교육시설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제로에너지 생

책을 선도하는 연구 개발 강화’, ‘연구 및 정책지원 성과 확산’, ‘교육시

태학교 모형 개발, 학교시설 범죄예방디자인(CPTED) 평가모형 개발,

설환경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라는 추진목표를 선언하였다.

교과교실형 실행모델 개발, 학교시설 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 특수학
교 시설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선진형 학교시설 모형 개발을 위

이러한 비전과 추진목표를 기반으로 교육시설환경의 선진화를 위

한 사용자 참여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창의·인성 교육을 고려한

한 연구 및 가이드라인 개발,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교육환경보호
제도, 학교설립 및 적정규모, 학교안전 및 셉테드(CPTED), 교육시설
통합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정부시책 사업의 전문적 지원뿐만 아니
라, 교육시설 포럼과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 및 연수, 그리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육시설환경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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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교육시설환경 분야의 정책 현안 및 미래의 핵심 이슈 등을 선제
적으로 발굴,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2.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전문적 지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민자지원팀은 2010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교
육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가 추
진하는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전반에 걸친 업무를 전문적으
공간조성 가이드라인 개발,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영상보안 시스템

로 지원하고 있다. 전문기관으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초등학교 내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한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와 결과 검토,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시설 모형 개발, 초등 돌봄교실의 환경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등

실시협약(안) 검토, 재무모델 변경사항 검토 등을 수행하고 있다.

총 40건 이상의 다양한 교육시설환경에 관한 주제의 정책 및 기초연
구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에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5년
부터 2013년까지 16개 시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외)에서

또한 교육시설환경 분야의 연구와 사업결과를 기반으로 한 포럼,

추진한 총 197개(초등학교 630개교, 중학교 351개교, 고등학교 214개

세미나, 연구성과 발표회 등의 다양한 학술행사와 현장실무 중심의

교, 특수 9개교 등 총 1,204개교)사업에 대한 간이적격성 검토, 시설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결과의 학교현장

업기본계획 검토, 사업제안서 평가, 실시협약 검토, 재무모델 검토 등

및 실무 적용을 촉진, 현장으로부터의 교육시설환경의 변화를 선도

을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초, 중등학교시설에서 국립대 생활관과 학

하고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체제 구축에 힘쓰고 있다. 센터 개소 이

교시설 태양광발전시설, 그리고 사립대학시설까지 민간투자사업 지

래 지난 10년 동안 총 27회에 걸쳐 개최된 ‘KEDI 교육시설 포럼’은 우

원 영역을 확대하여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등 전문기관으로서의 고

리나라 교육시설환경 분야에 있어서 대표적인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

유 업무뿐만 아니라 신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김하여 국내외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 간의 소통 및 교류, 새로운 어젠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

다 발굴의 장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한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의 대다수가 운영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교
육청 및 대학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운영성과 평가에 대비하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OECD CELE 및 일본 NIER 문교시설연구센
터와의 지속적인 정기교류 등은 해외 선진국의 교육시설환경 분야에
대한 최신 국제동향, 자료 및 정보를 적시에 확보, 공유함으로써 우리

94

| 교육개발

2016 가을

여 선도적으로 운영성과 평가시스템을 개발, 무상 제공함으로써 효
율적인 민간투자사업 운영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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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과 교육부 및

가서 검토업무를 수행하면서 평가제도 개선 연구, 업무매뉴얼 개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정책적 사항 등을 교육시설 민간투자사

등을 통해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지원 체제를 현재까지 공고히 해나

업에 적합하게 수정, 반영하고, 시장의 다변화 및 지역별 여건 등을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입지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환경평

종합적으로 고려한 매뉴얼을 매년 개발하여 일선 현장에 보급하고 있

가 시스템, 그리고 정화구역 열람과 설정 및 고시 등 학교환경위생정

다. 이를 통해 교육시설에 대한 국민적 편익을 조기에 제공하고, 노후

화구역 통합시스템도 현재 개발, 운영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교육시설환경을 제공하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매년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보호제

3.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다각적 지원

도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을 넘어서 분야별 전문가 특강에 이르기까지 교육내용을 고

학생들의 학습환경은 학교 내 뿐만이 아닌 등하교길 등 학교 밖 주
변지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밖 환경조

도화, 고품격화 하여 업무담당자의 역량제고와 전문성 향상에 기여
하고 있다.

성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뿐만 아니라 정서함양에도 크게 영향
을 미친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입지와 주변 유해환경으

4. 학교신설수요 적정관리를 위한 학교설립 지원

로부터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
어야 한다. 교육환경지원팀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출발하여 [학교보

학교설립지원팀은 학교신설수요 적정관리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건법]에 의해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환경 평가, 학습환

연구와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교

경 보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의 교육환경 보호제도 지원 사업

육부로부터 수탁 받아 학교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통합적으

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교육환경 평가

로 관리할 수 있는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도 수행하고 있

서의 적정성 검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및 고시 지원, 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교육 및 연수 등을 지원
하고 있다.

2008년 교육환경평가제도 도입 초기에서부터 평가기준 및 지표 개
발 등 관련 연구를 다양하게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학교보건법] 시행
령 제10조의 개정(2013.7.22)으로 교육환경평가 심의 시 전문기관 검
토 절차가 신설되었고, 한국교육개발원(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이 전
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매년 약 300개교에 달하는 교육환경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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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만들기, 우리가 앞장선다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EDUMAC)

다. 우선 학교신설수요 적정관리업무는 도시 및 지역(재)개발 사업에

은 현장 사용자의 요구 및 활용빈도가 높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시

의해 매년 100개교 이상의 학교설립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업무로 학

설 안전점검 관리와 도면관리 등 빅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교설립의 타당성 검토 업무를 비롯하여 중앙투자심사 지원, 학교시

있다. 이후 세부 업무지원, 신기술 적용, 적정 사업예산 책정 및 배분

설 무상공급 및 학교설립 지원,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지원 등을 수

등에 까지 관련 DB를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시스템 서비스 영역을 확

행하고 있다. 2009년 5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스템이 완성된 이후 학교시설에 관한 빅

통해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학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학교시

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 3에 의해 한국교육개

설의 설립단계에서부터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동안 쾌적

발원(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이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

하고 안전한 학교시설 선진화 정책지원에 기여할 계획이다.

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한 2012년부터는 학교설립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의 중앙
투자심사를 지원하고 있다.

5. 학생안전체험시설 및 셉테드(CPTED) 시범학교
컨설팅 지원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최근 학교시설

학교안전팀에서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원활

현황, 시설개선 투자 이력, 시설물 안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표

한 안전교육이 수행될 수 있는 안전교육의 장(場) 확산과 정착을 목적

준화된 전국 단위의 학교시설관리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으로 안전체험교육시설 표준모형개발 연구, 안전체험교육시설 중장

제기됨에 따라 2015년부터 3차 년도에 걸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기 로드맵 개발, 안전체험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 지원, 유휴교실을 활

관리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학교설립지원팀은 2015년부터 학교시

용한 안전체험교실 조성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학교 셉테드(CPTED)

설사업 업무 재구조화 및 정보화 전략계획(BPR/ISP)을 수행하였으

가이드라인 개발, 셉테드 시범학교 운영 지원, 셉테드 컨설턴트 양성

며, 1차 시스템 사업을 현재 구축하고 있다.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및 지원 등 다양한 연구와 사업간 선순환적 구조 속에서 다각적으로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안전체험교육시설 설립·운영 지원 사
업은 지난 2014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생명존중·안전사회 구현을 위
한 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종합안전체험관 확
충을 위해 안전체험교육시설 표준모형을 개발하는 등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을 현재까지 수행해 오고 있다. 그 밖에도 안전체험교
육시설의 확산을 위해 안전체험시설 인증평가도구 개발과 안전체험
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전체험과 관련한 평가문제를 개
발, 보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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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육부의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16~

은 과제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

2018)』에서 제시된 ‘안전체험교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 중인 유
휴교실을 활용한 안전체험교실 조성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는 무엇보

따라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는 각종 현안뿐만

다도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보다 용이하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니라 미래 사회 변화와 그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안전체험교실 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제공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

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교육시설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교육프로그램과 연동된 환경개선, 지역사회

선도적인 연구와 정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며, 이를

와의 연계 방안 등 학교현장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기반으로 우리나라 교육시설환경의 창조와 혁신을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명실상부한 교육시설환경 분야

아울러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가 교육부의 셉테드 시범학교 운영
지원 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학교안전에 취약한

의 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
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학생을 안
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단위학교 맞춤형의 각종 범죄예방환경설계방
안을 직접 현장에 나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Ⅲ. 센터의 나아갈 길과 향후 과제
교육시설환경은 학생들이 성장하며, 배우고, 생활하는 학교를 구
성하는 물리적 환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시설환경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정서발달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정 및 교수-학습방법 등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에 적합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좀 더 쾌적
하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교육시설환경 조성에 대한 고
민과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는 우리나라 교육시설환경
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해 지난 10여 년간의 열정과 노력으로 많은 성
과를 일구어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여건의 급격한 변화, 학교 사용자 중심의 품질 높은 시설환
경의 요구 증대 등 우리나라 교육시설환경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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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위기 학교 살린 전교생 오케스트라의 기적 - 경기 삼덕초등학교

폐교 위기 학교 살린 전교생
오케스트라의 기적 - 경기 삼덕초등학교

글

•
김예람
한국교육신문 기자

삼덕윈드오스트라, 학교의 효자 되다

주가예요.”
지난해 창단된 경기 삼덕초 ‘삼덕 윈드오케스트라’는 학교

“학교에서 다양한 악기를 배우고 연주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앞으로 친구들과 펼칠 공연도 너무나 기대돼요.”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제 꿈을 정했어요. 바로 호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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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효자 같은 존재다. 폐교 위기였던 학교를 살려냈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구성원들을 가족같이 돈독하게 묶어주고 있
기 때문이다.

REPORTAGE

6학급 소규모 학교인 삼덕초의 자랑은 3학년 이상 전교생

전문적인 합주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이 참여하는 윈드오케스트라다. 3학년 이상 전교생이라 해도
38명뿐이지만 오케스트라 연습시간이 되면 플루트, 클라리

학생들은 4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연말에는 평택

넷, 색소폰, 튜바 등 여느 오케스트라 못지않게 제법 힘 있는

시 신문 만들기 대회 찬조공연, 학생 문화예술 어울림한마당

관악기 소리가 울려 퍼진다.

발표, 양로원 위문 봉사 공연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 학교 행사는 물론 크고 작은 지역행사

삼덕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폐교가 거론되는 시골의 작은

축제에도 참가해 공연 기회를 자주 마련해 주는 것이 포인트

학교에 불과했다. 최근 인근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위기는 더욱

다. 최근에는 인근 초·중고교생 및 지역사회와 연합해 ‘서부지

커졌다. 큰 학교로의 전학이 늘어 학생 수 감소가 가속화됐고

구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창단해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는 삼덕

폐교 대상 학교에 올랐던 것이다. 그런 학교를 살린 건 지난해

초 학생들뿐만 아니라 졸업생들까지 참여해 의미가 더욱 컸다.

최중필 교감의 아이디어로 창단한 윈드오케스트라다. 최 교감
은 “우리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활동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협동심과 자기효능감 눈에 띄게 향상

한다는 생각이었다”며 “소규모학교라는 장점을 활용해 ‘전교생
오케스트라’를 만들고자 의기투합했다”고 설명했다.

지금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 학생과 교사들은 부단히 노력
해 왔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악기를 다뤄본 경험조차 없

학교 살리자…동문, 마을 하나로 뭉쳐

는 학생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재구
성해 주 1회 전교생 오케스트라 통합수업을 진행했고, 주 2회

악기는 동문회의 도움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 조성호 지도
교사는 “학교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동문들이 힘을

방과 후 수업시간에도 개인 실기 연습은 물론, 방학 중 캠프
를 통해 집중적으로 실력을 키웠다.

합해 3천만 원 가까이 모아줬다”며 “모교가 사라지는 것을 안
타깝게 여긴 동문들과 마을 주민들의 성원 덕분에 오케스트
라를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학교는 동문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삼아 플루트, 클라리넷,
트럼펫, 바리톤, 튜바 등 악기와 교재를 마련하고 전용교실을
확보하는 등 오케스트라를 교육하기 위한 환경을 갖췄다. 또 1
인 1악기 기본학습반, 1인 2학기 특성화반, 1인 3학기 심화반
으로 난이도를 나눠 윈드오케스트라 외에 마칭밴드 등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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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위기 학교 살린 전교생 오케스트라의 기적 - 경기 삼덕초등학교

조 교사는 “박자도 못 맞추고 계이름도 잘 몰랐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 소리를 넘어 친구들의 소리를 듣고 조화를 이루

앞에 당당하게 나섰던 경험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자아개념
을 형성해 준다”고 덧붙였다.

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다”며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
웠던 시골학교가 음악 하나로 몰라보게 풍요로워졌다”고 덧

전 교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음악지도

붙였다.
이제 학교는 더 이상 폐교를 걱정하지 않는다. 특색 있는
학교 건물 바로 옆에 자그마한 연못과 잔디밭이 있는 삼덕

교육활동이 입소문 나면서 지난해 2학년 20명, 1학년 24명이

초 교정은 아름답기로도 유명하다. 학교 구성원들은 이 곳을

입학했고 현재도 꾸준히 전입요청이 들어오는 중이다. 한 동

‘학교 숲’으로 부른다. 특히 날씨가 좋은 날에는 햇볕을 받으

문은 일부러 이사를 와 자녀를 삼덕초에 전학시키기도 했다.

며 옹기종기 모여 연습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현재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평균 학생 수가 9.5명인 것에 비
춰보면 입학생이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함께 호흡하며 소통한 덕분일까. 교사들은 오케스트라를
시작하기 전에 비해 학생들의 인성과 협동심이 눈에 띄게 향

이런 눈부신 성장에는 학교 교원들의 희생과 자발적인 동

상됐다고 입을 모은다. 김태훈 교장은 “혼자 힘만으로는 합주

참이 뒤따랐다. 삼덕초 교사 8명 중 6명은 악기 지도가 가능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협력하면서 인성과

할 정도로 음악에 관심이 많다. 교사들은 조성호 지도교사를

감수성이 고르게 발달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말했

도와 틈틈이 교육활동을 보조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동아

다. 오케스트라 활동은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도

리도 만들어 연구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최 교감은

도움이 됐다. 김 교장은 “다양한 교내 및 대외 연주를 하면서

“우연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는 참 복 받은 학

자신의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많은 사람들

교”라며 “지도교사는 물론 새로 오시는 선생님마다 음악에 일
가견이 있다”며 웃었다.

교장·교감 역시 음악에 조예가 깊다. 김태훈 교장은 오랫
동안 중창단 활동을 해왔고 최 교장 역시 클라리넷 동호회
에서 활동하면서 탄탄한 기본기를 쌓아 왔다. 최 교장은 최
근 오케스트라를 좀 더 심도 있게 지도하기 위해 호른 등 다
른 악기에도 도전하고 있다. 새로 부임한 임소진 교사는 현재
플롯 동호회에서 활동 중이며 김기웅 교사 또한 올해 직접 작
사·작곡한 동요로 ‘KBS 창작동요대회’ 우수상을 받은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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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다. 최 교감은 “게다가 우리 학교 숙직기사님까지 밴드부
출신”이라며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학교 구성원들이
음악에 관심이 높아 행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정·학교·마을이 진정한 교육공동체로
오케스트라는 학교와 마을을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있다. 학교는 올해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지역주민과 학
부모들을 대상으로 ‘윈드오케스트라 교실’을 개설해 수업을
진행한다.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 음악적 역량과 심미적 감성

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을 길러주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교사들을 도와 학생 지
도에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김 교장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삼덕초 학생들은 지난 여름방학에 심화반인 마칭밴드를 중

변화를 지켜보면서 본인도 함께하고 싶다고 배움을 자청했

심으로 3박 4일 동안 ‘윈드 오케스트라 여름방학 캠프’도 떠

다”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진정한 의미의 교

났다. 학부모회도 기꺼이 동참했다. 고구마케이크, 스파게티

육공동체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들기 등 다양한 요리교실 프로그램으로 재능기부에 나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교육가족 간 따뜻한 정을 나눈

학생들의 만족 또한 높다. 알토 색소폰을 연주하는 곽희윤

것이다. 조 교사는 “야영활동을 통해 오케스트라 친구들 간

(6학년) 양은 “여러 소리가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신

돈독한 우정을 쌓고 속성 지도를 통해 음악회 참가 준비를 더

기해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며 “작년 요양원 봉사 공연 때 할

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단원들 모두에게 소중

머니들이 우리 손주 같다고 박수치며 좋아해 주셨던 순간이

한 추억이 됐다”고 말했다.

가장 뿌듯했다”고 전했다.
삼덕초는 이제 전교생 오케스트라를 발판 삼아 새로운 도
오케스트라는 선후배 사이를 돈독하게 유지시켜주는 매개

약을 준비 중이다. 10월 3일 전국 마칭밴드 대회 참가를 시작

역할도 한다. 악기가 손에 익은 6학년 학생들이 중심이 돼 선

으로 요양원 위문공연, 불우이웃돕기 공연 등 음악을 중심으

생님을 도와 후배들을 이끌어 주는 것이다. 곽 양은 “처음에

로 나누고 베푸는 즐거움을 한껏 느끼게 해주는 것이 목표다.

는 악기에 자신도 없고 귀찮아서 도망 다닌 적도 있었는데 6

김 교장은 “앞으로도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온 마을이 함께

학년 언니 오빠들이 다독여줘서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다”면

하는 진정한 마을교육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서 “이제는 선배로서 동생들을 챙기고 함께 발전하기 위해 노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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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도 실력이다…흔들림 없는 전인교육 실천 - 전남 보성 용정중학교

인성도 실력이다…흔들림 없는 전인교육 실천
- 전남 보성 용정중학교

글

•
김인수
광남일보 기자

2005년부터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

학교는 2005년부터 ‘자율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132

… 바른 인성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

명(6학급)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특성화된 인성교육 프로그
램과 꿈 프로그램, 자기주도적 학습신장 프로그램, 다양한 교

전남 보성군 미력면에 위치한 용정중학교는 전국 모집단

외 체험학습, 특기적성 및 동아리활동, 토론 등의 특성화 교

위의 기숙형 특성화 중학교다. 지난 2003년 3월에 개교한 이

과를 운영하면서도 교육의 본질인 전인교육을 흔들림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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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고 있다. 또한 사명감 넘치는 28명의 교직원들은 학생

꿈 프로그램 운영

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바른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 전국 교육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자신의 꿈을 조기에 확정하도록 하는 ‘꿈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입시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
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일’이라는 신념에서다. 매년 3월 학

중학교 교육의 중요성 반영한 기본교육 실천

생과 학부모가 함께 '꿈 카드'를 작성해 입학부터 졸업까지 자
신의 꿈과 진로, 희망을 구체적으로 적어본다. 이는 지나온

‘덕·체·지’를 겸비한 21세기형 인재를 배출하는 데 힘쓰고

삶을 점검하고 나아갈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인생지도’ 역할을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인사예절과 식사예절, 질서의식 등

한다. 또 자신의 1년 계획이 담긴 학업계획서의 실천방법을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전체 학생 앞에서 발표하게 해 책임감 있는 인생관을 갖는 습

다. 또 옳고 그름과 아름다움과 추함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관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5월에는 꿈에 대한 청사진을 설계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한다. 각종 체험학습과 특성화교과, 그

하는 ‘미래이력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꿈 관련 직업체

리고 예체능 활동을 통해 생각하고 그 생각을 나누며 많이 써

험을 한다. 졸업식에서는 ‘20년 후의 나의 모습’에 대한 발표

보도록 지도하고 있다. 더불어 건강관리와 시간관리, 그리고

를 한 뒤 ‘꿈단지’ 봉함식을 갖는다. 이로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인관계 등 자기관리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있다.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목표의식을 함양하며 진로탐색을 위한
중학교 시절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고유한 호흡수련법인 ‘국선도 수업’을
일주일에 나흘씩 운영한다. 그 결과,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배양

마음의 안정은 물론 수련 후 집중력과 창의성 신장에 많은 도
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3년 동안 1학년은 6시간, 2∼3학년은

우선, 학습동기와 학습방법, 시간관리를 ‘학습의 3요소’로

4시간씩 악기수업을 하고 있다. 이른바 누구나 최소한 하나
의 악기를 배워야 하는 ‘전교생 1인 1악기 연주’가 그것이다.
학생들은 악기수업을 통해 음악적 개성 표현은 물론 전교생
관악 합주공연을 통해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고 있
다. 이런 인성교육 중심의 특색교육 활동을 인정받아 EBS 교
육대기획 ‘15세에 주목하라’를 통해 인성교육 모델 학교로 소
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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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도받고 생활 전반에 걸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담을 통
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된다.

전 교과에서 단원이 끝나면 관련 주제를 정한 뒤 이어지는 토
론수업으로 학생의 사고력, 발표력, 종합력을 길러주고 있다.

자율·창의 중심 특성화 교과 편성 운영
명명하고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공부하는 이유를 먼

교과수업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영역을 특성화 교과로 편

저 생각하고 자신의 꿈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습동기를 확고

성해 주당 11시간씩 운영하고 있다. 편성된 교과로는 전 학년

히 하는 것이다. 학습방법으로는 주중 3회 이상 복습하고 매

공통의 토론, 국선도, 악기, 그리고 각 학년 선택인 다도, 목

수업시간 전 5분 이내의 예습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학습

공예, 철학 등의 6개 교과가 있다.

의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특성화 교과의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잠재
능력, 집중력을 계발하고, 교과별 토론수업과 타 교과와의 융

또 올바른 학습자세 확립으로 기본에 충실한 학습을 한다.

합 교과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력을 높이고 있다.

매 시간 수업자세를 갖추도록 집중 지도하고 있다. 매 시간 1

교육에는 왕도가 없지만 ‘국선도’와 같은 수련을 함으로써 자

페이지 정도의 학습요소를 노트에 정리해 학습의 필수 핵심요

신의 건강관리와 정서함양은 물론 바른 인성을 길러준다. ‘악

소를 이해하도록 하고, 교과서 노트 정기점검과 전시를 통해

기수업’을 통해서는 협동심과 풍부한 감성을 함양하고 있다.

기본에 충실한 학습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학생 간 ‘또래교

또 철학, 목공예, 다도 수업을 통해 인문학 소양을 습득하고

수’를 통해 우수학생은 정확한 학습내용의 이해를 확인하고,

섬세함과 예절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교육활동을 통해

부진한 학생은 학습요소를 알아가면서 친구 간의 우정을 쌓고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계발해 주고 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다. 이는 바른 인성 함양에 도움을 준다.

독서의 생활화
‘주간생활계획’이라는 학습플래너 작성은 시간관리 능력을 높
인다. 다음 주 학습을 안내하는 ‘주간학습 안내’라는 진도계획표

2010년부터 전 교직원과 학생이 3월 초에 1년 독서계획을

를 참고해 복습, 예습, 독서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실

수립하고 매일 아침 7시 40분부터 8시 20분까지 40분 동안

천하도록 한다. 학생들과 결연된 자매 멘토교사에게 학습상황

의 독서시간을 갖는다. 아침시간을 활용함으로써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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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패턴이 활기차게 변하고, 다양한 장르의 책 읽는 습관이

친구(책)를 아침마다 만나는 것은, 또 그 시간을 선생님과 학

형성돼 학생들은 학습력 신장에, 교직원은 전문성과 교직관

생이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회였다”고

확립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말했다.

이런 교내 독서 풍토의 정착은 매월 열리는 독서낭송회를

인생의 덕목 깨닫게 하는 다양한 체험학습

통해 꽃피운다. 그동안 독서시간에 읽은 책 내용을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이 모여 소개하고 발표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
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한다.

지나치게 학습을 강조하다 보면 인격 형성과 가치관 정립
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독서교육을 통한 학습의 동기유발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2012~2015년

데 있어서 공부보다 더 중요한 덕목을 기를 수 있도록 매해
아래 표와 같은 다양한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4년 연속 전교생이 ‘보통학력 이상’ 100%를 달성했다.

국제문화 교류 활성화
2학년 학부모 L씨는 “폭풍 같은 신체 성장에 사춘기 아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조용히 말을 걸어오는 따뜻하고 지혜로운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권 학생들과의 교

[표 1] 체험학습 현황

체험학습명

월

봉사활동

3월

매년 전교생 3박4일

이웃을 배려하는 삶 실천

지리산 종주

6월

연1회 전교생 3박4일

끈기와 승부욕, 성취의식 고취

과학체험

4월

연1회 전교생 1일

남도순례

7월

연1회 3학년 3박4일

인내심과 자아성찰 기회 제공

진로직업체험

7월

연1회 2학년 3박4일

진로와 관련된 직업체험으로 꿈프로그램의 정착

이동수업

7월

연1회 1학년 6박7일

산사체험

8월

격년제 전교생 2박3일

인내심, 자존감 함양

야영수련

8월

격년제 전교생 2박3일

인내심, 자존감 함양

통합기행

11월

연1회 전교생 1박2일

교과 통합적인 사고력 함양

11월

연1회 전교생 및 학부모

우리 고유 음식문화 습득

특색
교육
활동

전통
문화
체험

김장체험 메주만들기
연날리기체험

2월

시기 및 대상

효과

연1회 전교생 및 학부모

세시풍속 습득

칭찬릴레이

4, 10월

연2회 전교생

타인에 대한 긍정적 존중감

마음터놓기

7, 12월

연2회 전교생

마음의 정화

비고

Educational Development 2016 autumn |

105

현장르포

인성도 실력이다…흔들림 없는 전인교육 실천 - 전남 보성 용정중학교

있다. 우선, 특성화 교과 활동을 통해 다양한 영역과 주제를
접하면서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키고, 교과별 토
론수업과 타 교과와의 융합수업으로 학생들의 종합사고력을
높여주고 있다. 국어를 비롯한 일반교과 시간에도 단원이 끝
나면 단원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수업을 실시해 사고력과 발
표력, 종합력, 창의력을 길러주고 있다.

또 과학동아리 등 학습동아리들을 학생 스스로 결성해 주
제탐구활동을 전개하면서 창의성을 신장해 오고 있다. 동아
류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신장시키고 있

리 활동은 학습동기가 유발되고 집중력을 길러 높은 학력 신

다. 실제로 미국 중부 미시간주에 위치한 중학교와의 자매결

장으로 이어지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바른 인성도 함

연과 상호연수 방문으로 양 학교 간 우의를 증진하고, 겨울방

께 길러지고 있다. 특히 3학년 김동규 학생 등 6명은 올해 2

학 기간 현지 학교 어학연수를 통해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월 국립 과천과학관에서 열린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 한국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본선대회에 ‘SAFO’라는 팀으로 참가해 중학부 금상을 수상

또 미국 학교와의 실시간 화상수업을 전개해 양 학교 간

한데 이어 세계대회에도 참가했다. 이 팀은 미국 아이오와주

신뢰감을 형성하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영어학습에 대한 필

립대학교에서 개최된 세계대회에서 다른 팀보다 훨씬 독특

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올리고 있다. 지난

한 무대를 선보였고, 즉석과제를 잘 해결해 심사위원으로부

2010년부터는 호주 입양아들의 모국 방문을 추진해 현재까지

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동규 학생은 “비록 수상권에는 들

3차례 용정중을 방문했다. 앞으로도 2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

지 못했지만 많은 교훈을 얻었다. 미래형 인재로 성장하기

로 호주 입양아들을 초청할 계획이며, 2010년 12월에는 학교

위해서는 창의성과 함께 인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장이 호주 입양아 가정을 방문하고 돌아온 적도 있었다. 여기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창의성 신장과 인성 함양의

에 지난 6월 조지아주 애틀란타시 중학교와 업무협약(MOU)

교육현장은 다양한 매체의 언론보도를 통해 생생히 소개되

을 체결함으로써 화상수업과 단기어학연수 교류의 다변화를

고 있다.

꾀할 수 있게 됐다.

창의융합 우수학교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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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전민희
중앙일보 기자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이하 공주사대부고)는

미친다. 2015학년도 신입생 기준으로 서울 출신이 12명, 경기

국내 유일의 국립 자율학교다. 자율학교는 일반고에 비해 좀

출신이 34명이었다. 일반적인 특목고처럼 뛰어난 학생들이

더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학생

입학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수능과 대학 진학 결과

선발권도 그 중 하나다. 신입생의 50%에 해당하는 99명을 전

는 우수하다. 2015학년도 수능 국어·수학·영어 표준점수의

국에서 선발하지만 서울·경기 등 수도권 학생은 절반에 못

합은 372.7점으로 전국 15위였다. 명덕외고(16위), 청심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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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뒤져 꼼꼼하게 수업준비를 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남대 1학년에 재학 중인 신민경 씨는 예전 1학년 때 들었
던 국어수업이 아직도 생생하다. 조선 말기의 학자인 추사 김
정희의 그림 ‘세한도’와 관련한 작품에 대해 배울 때였다. 시
의 종류, 주제, 시대적 배경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배우고 끝
났던 중학교 때와 달리 반 친구들 전체와 다양한 얘기를 나눴
던 경험이 새로웠다. 한 학생이 ‘그림체가 화려하지 않은 작
품인데 왜 유명한지 모르겠다’고 물으면 누군가 ‘당시 그가 처
고(22위), 서울과학고(38위) 등 특목고보다 높다. 서울 상위권

한 시대적 상황에 대해 엿볼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 신씨는

대학 진학률도 높다. 서울대 10명, 연세대 19명, 고려대 19명,

“똑같은 그림을 보고도 다양한 생각을 펼쳐내는 학생들의 모

서강대 12명, 성균관대 43명, 한양대 36명이 합격했다.

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
었다”고 말했다.

공격·수비로 나눠 묻고 답하며 수업
튀어 보인다? 질문이 일상이 된 학교
공주사대부고가 수능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비결 중 하나가
‘학생 참여형 수업’이다. 대표적인 게 조남순 교무기획부장이

비결은 또 있다. 바로 ‘질문’이다. 교사와의 질의응답은 수

진행하는 ‘오펜스·디펜스 화학수업’이다. 사전에 학생들에게

업시간 이후에도 활발하게 이뤄진다.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공부할 범위를 알려준 후, 매 수업마다 무작위로 학생 2~3명

환경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오

을 지명해 발표를 시키는 수업이다. 다른 학생들은 발표자의

후 6시 40분부터 11시 10분까지 교실에서 자율학습이 이뤄지

설명을 들은 후 이해가 안 가거나 궁금한 내용을 묻는다. 이

는 것은 물론, 주변에 학원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때 발표자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수행평가에서 1점 감점을,
질문자가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걸 물어보면 1점 가점을 받는

질문은 학생들이 자신이 모르는 게 뭔지 파악하고 부족한

다. 발표자는 적어도 5개 이상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학생들

부분을 채우는 기회가 된다. 중학교 때까지 질문하는 걸 꺼리

끼리 질의응답을 통해 ‘공격(오펜스)’과 ‘방어(디펜스)’를 펼치

던 사람도 이곳에서는 ‘질문왕’이 된다. 현재 서울대 자유전

는 셈이다. 10여 년 전부터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 부장

공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인 고준호씨도 그 중 하나다. 그는 중

은 “쌍방향 수업을 하면 학생들의 수업집중도가 높아진다”며

학교 때까지는 공부하다 이해 안 가는 내용이 있어도 학교 선

“친구들에게 자극 받아 교과서와 자습서뿐 아니라 인터넷 등

생님이나 학원 강사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 질문하는 건 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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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튀는 행동인 것 같아 꺼려졌고, 선생님한테 ‘이런 것도 모

분 특목고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주말에도 의무적으로 자율

르느냐’고 핀잔을 들을까 우려도 됐다.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학습에 참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학습법을 개발

고 마음먹은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긴 일은 없었다.

하고, 성적을 향상시킨 학생도 많다. 하지만 학교는 대입제도

하지만 이곳에서는 질문하는 게 일상적인 풍경이 됐다. 그는

의 변화에 발맞춰 체질을 바꿔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특히 2학년 때 수학 ‘미적분과 통계기본’을 공부하면서 이해

영이 공주사대부고 교장은 “2014학년도 서울대 합격생은 대

가 안 갔던 부분에 대해 담당 교사가 A4 용지 빽빽하게 증명

부분 정시모집이었지만, 2015학년도에는 전체 10명 중 절반

을 써준 이후로 교사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졌다”며 “수학을

이 수시모집으로 합격했다”며 “학교 프로그램이 경쟁력을 갖

더 열심히 공부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춰 나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교사 한 명에게 질문하려는 학생들

대표적인 게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R&E(Research&

이 여러 명 몰릴 때가 잦았다. A라는 학생의 질문에 답해 주

Education·소논문)와 창의력경진대회 등이다. 소논문 작성

는 동안 B는 하릴없이 기다리거나 다시 교실에 갔다 와야 했

은 대입 수시전형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학생 스스로 지적 호

다. 이 과정이 비효율적이라고 느낀 학교 측에서 고안한 방법

기심을 채우고 심화학습을 이어가는데 효과적이다. 특히 공

이 ‘질문지’다. A4 용지 2분의 1 크기의 질문지는 학급별로 비

주대·한국교원대·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도움으로 이

치돼 있다. 학생들이 공부하다 모르는 내용을 적어 담당교사

뤄지는 R&E는 시행 첫해부터 27개 팀이 참여하면서 활발하

에게 제출하면, 교사는 학생의 질문에 대해 서면이나 대면으

게 진행했다. 특목고 등에 비하면 늦은 출발이지만 R&E는

로 답을 해준다. 김동현 공주사대부고 교감은 “국어·영어·

학생들의 진로를 개발하고 심화학습을 돕는 대표 프로그램으

수학 같은 주요 과목 담당교사는 한 번에 3~4개의 질문지가

로 자리 잡았다. 성균관대 전기전자공학부 1학년인 김승호 군

책상 위에 있을 정도로 활용도가 높다”며 “교사들은 좀 더 여

은 공주사대부고 재학시절 물리 R&E에 참여하면서 한 단계

유롭게 학생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고, 학생들은 낭비하는 시
간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논문 작성 등 인근 대학과 연구활동
오래전부터 지역 명문고였던 공주사대부고는 원래 수시보
다 정시에 강한 학교였다. 눈에 띄는 화려한 특성화 프로그램
을 운영하기보다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왔다.
대표적인 게 자율학습이다. 학생들은 저녁시간은 물론,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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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주대 물리학과 교수와 ‘비정질금

사곡중과 결연해서 진행하는 ‘꿈 자람 학습 멘토링’이나 동아

속의 자기 임피던스 효과’에 대한 연구를 했고, 이를 통해 배

리 ‘한울’의 ‘한부모 가정교육 봉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활

우는 즐거움을 알게 됐다. 처음에는 주제 자체가 막연했지만,

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고 입을

관련 논문을 찾아 읽으면서 연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

모은다. 동아리 ‘한울’에서 활동하는 2학년 강희주 양은 “저소

런 경험을 통해 이공계 진학이라는 막연한 꿈을 전기전자공

득층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상처받은 아이들을 따뜻하게 위로

학 분야 연구원으로 구체화했다.

하는 법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며 “장래 희망대로 교육 분야
에 몸담았을 때 이때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R&E는 자연과학·공학뿐 아니라 인문사회학 분야에서도

고 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로 활동하는 2학

이뤄진다. 3학년 도희진 양은 지난해 1학기 때 한국개발연구

년 김소형 양은 “멘티들이 좀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다

원 박사와 함께 ‘중국 자본주의 탐구’에 대해 연구했다. 토마

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사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바탕으로 사회계층 이동성을 통해

실만으로도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중국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탐구했다. 그는 “학
술적인 자료를 토대로 가설을 세우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

인성교육은 교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기숙사 호실

에서 학습능력이 향상된 것은 물론 비판적 사고력도 기를 수

장 제도가 대표적이다. 2학년 1명이 호실의 장이 돼 1학년 5

있었다”고 말했다.

명과 한방을 쓰는 제도다. 2학년 선배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
지 못하는 후배들을 돌보면서 학교생활에 대한 것은 물론 학

기숙사서 후배 도와주며 리더십 향상

습, 진로·진학 등에 대한 도움을 준다. 1학년 말에 2학년 때
호실장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데 경쟁이 치열하다. 김동현 교

학교는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공주

감은 “보통 2배수 이상의 학생이 지원한다”고 말했다.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 학생들이 누가 봐도 힘든 일에 나서
는 건 신입생 때 호실장 선배에게 받았던 호의를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선배에서 후배로 배려와 나눔이 이어
지는 셈이다. 김 씨(성균관대)는 1학년 때 호실장 선배 덕분에
사이가 안 좋았던 친구와 마음을 터놓게 됐고, 막역한 사이로
발전했다. 그는 “후배들에게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호실장으로 1년 동안 후배들과 동고동락
했다”며 “리더십을 기르는 것은 물론, 갈등을 조율하는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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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득하고 대화의 기술을 익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체력과 협동심을 기르는 활동도 있다. 1학년 남학생 기숙사
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축구경기 ‘울림리그’다. 기숙사 2개 호
실이 한 팀이 돼 매주 번갈아 가며 축구경기를 펼친다. 3월부
터 11월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에는 축구장에서 승부를 겨루
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공부하기도 시간이 모자란
고등학생이 웬 축구경기를 하느냐고 의아할 사람이 많다. 학
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체력을 기를 목
적으로 시작했지만,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부하려면 체력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팽동명 씨는
“학교 자율학습 중간에 30분 쉬는 시간에도 운동장에서 줄넘
기·조깅 등 자유롭게 운동하는 사람이 많다”며 “한 가지에
집중했던 경험은 결국 학습에서도 힘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공주사대부고는 모든 활동의 중심에 학생이 있다.
수업도 학생 참여형으로 이뤄지고, 학생과 교사 간의 원활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문지 시스템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모
든 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배
우며 함께 성장한다. 공주사대부고의 앞날이 밝을 것이라 기
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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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 포스텍, ‘한국의 칼텍’에서
‘세계적 가치창출대학’으로 - 포항공과대학교

글

•
김경
베리타스알파 기자

올해 개교 30주년을 맞은 포스텍(POSTECH, Pohang

돋움해 왔다. 앞으로 30년은 창출한 지식을 산업에 연결시키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포항공과대학교)의

는 ‘가치창출대학’으로 거듭난다는 포부인 셈이다. 터닝포인

새로운 지향점은 ‘세계적 가치창출 대학’이다. 포스텍은 지난

트를 돌아선 올해의 변화는 즉각적이다. 당장 올 여름부터 방

30년 동안 소수정예의 틀로 단순 지식전수 대신 지식창출을

학기간을 3개월로 대폭 연장하는 구조개편을 단행했다. 학생

겨냥한 연구중심을 표방하며 ‘한국의 칼텍(Caltech)’으로 발

들을 3개월의 시간 동안 국내외 굴지의 기업과 연구소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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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 강의실 밖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경험을 축적하고 자

석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뿐 아니라 IT 반도체 소자산업 의료분

신의 미래를 심도 있게 모색하도록 하는 장치다. 융합교육이

야 등 다양한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

라는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30년간 공고히 자리해온 학과별
운영의 틀도 과감히 깼다. 2018학년 전원 단일계열 무학과

해외 26개국 94개 대학/기관과 협력을 맺고 있으며, 대학 내

선발의 강수가 도입됐다. 등록금 부담을 없애고 교수 1인당

에 세계적 연구소가 함께 있는 것 역시 포스텍의 세계적 연구

학부생수 3.5명을 유지, 소수정예 연구중심 교육의 전통 위

력을 뒷받침한다. 2000년 설립된 생명공학연구센터는 POSCO

에 지식의 산업화를 통한 세계적 가치창출대학을 향한 가열

등 산학협동 기술개발의 연계 허브로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 및

찬 변혁으로, 포스텍의 가을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다.

응용을 통한 신기술,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 생명공학
연구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연구센터로 발전하는

이미 세계적 명성, 만족하지 않는다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분자의학 식물 Biotechnology 나노
Biotechnology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 ‘세계

포스텍은 이미 세계적 반열로 들어섰다. 포스텍의 대학랭킹

최고의 기초과학연구소’ ‘노벨상 사관학교’를 표방하는 막스플

은 올해만 해도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높은 공신력을 자랑하는

랑크 한국/포스텍 연구소에서는 자연과학, 생명과학 외에 예술

‘THE 2016 아시아 대학순위’ 국내 대학1위, 논문의 질을 기반

과 인간성 등의 일반적인 공공 관심사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

으로 하는 ‘라이덴 랭킹’ 국내 대학1위, 기초과학분야 연구경쟁

한다. 차세대 반도체 핵심재료, 디스플레이 소재 개발 등 나노

력을 가늠할 수 있는 ‘네이터 인덱스 교육기관 순위’ 국내대학

기술의 선진화와 산업화를 이끌고 있는 나노융합기술원, 세계

3위, 설립 이래 50년을 넘기지 않은 신흥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의 철강전문 철강대학원도 포스텍의 대표 연구소다.

‘THE 2016 신흥대학 순위’ 국내 대학 공동 1위, ‘THE 2016 소
규모대학 순위’ 아시아대학1위 세계대학 4위에 빛난다.

학사 프로그램에서도 ‘세계적 연구중심’의 면모가 나타난다.

각종 세계대학 평가에 수차례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랭킹에
연연해 하지 않는 자부심으로 굳건한 배경은 바로 포스텍의 연
구저력에서 기인한다.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극명한 사례다.
포스텍이 미래부의 지원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298억
원을 들여 길이 1.1킬로미터 규모로 건설, 올 4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 독일 스위스를 제치고 완공해 종합시
운전을 시작한 세계적 걸작이다. 단분자 단백질이나 살아 있는
세포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 획기적인 신약 개발에 활용
될 수 있어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신물질 신소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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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순수과학을 추구하는 자연과학 분야 최고 대학으로 평
가되어온 포스텍은 올해 개교 30주년을 맞아 인재교육양성기
관의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세계적 가치창출대학’을 겨
냥, 학사력을 조정해 여름방학을 3개월로 확대해 교육계 눈길
을 끌었다. 김도연 포스텍 총장이 “미래에는 지금 존재하는 직
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는 등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노동시장 변화를 언급, “학생들이 미래 세대에 중요
한 개개인의 총체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 강
조하며 도입한 ‘하계 사회경험 프로그램(Summer Experience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은 포스텍의

in Society, SES)’이다. 학생들은 삼성, LG전자, SK하이닉

큰 자랑거리. 자기주도적인 연구자로서의 자세를 함양하는 것

스, SAP, 오라클 등 국내외 글로벌 기업과 막스플랑크연구소,

은 물론 논문 발표를 통한 수상과 세계 일류 수준의 대학원 진

캐나다 필즈 연구소(Fields Institute),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학까지 꿴다. 손성익 포스텍 입학팀장은 “학부생이 자발적으로

(KIST),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등 국내외 연구소, 제넥

연구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를 수행해 다양한

신 엑셈 펨토팹 렌딧 등 벤처기업을 포함한 170여 개 기관에 파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견돼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300명 중 약 260명이 참여할

매년 40~60건 가량의 연구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

정도로 학내 호응이 뜨겁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 대학들

램을 통해 학부생이 문제제기부터 해결방안 탐색, 전공지식 습

이 도입하고 있는 ‘갭이어(Gap year)’와 비슷한 개념으로, 방학

득 및 활용, 타 연구진과의 협업, 보고서 작성 및 프레젠테이션

을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활용하게 된다. 기존 학부생 연구

등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며 “연

프로그램이나 창업활동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에 대한 막연함을 극복하고 학문에 대한 열정과 자기주도성
을 갖춘 학습자와 연구자로 성장한다. 탁월한 연구성과를 거둬

전상민 포스텍 입학학생처장(화학공학과 교수)은 “스탠포드

왔다. Design Automation & Test in Europe, IEEE 데이터 마

대학 졸업생들이 창업한 기업의 매출이 2조7000억 달러로 프랑

이닝 국제회의, 삼성 휴먼테크 논문 대상 등 국내외 저명한 학

스 GDP보다 많다. 80년간 스탠포드대학이 설립한 기업이 4만

술지와 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하고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여 개이고, HP 구글 야후 등에서 530만 명의 고용창출효과를

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우수한

냈다. MIT도 같은 맥락의 가치창출을 해나가고 있다”며 “포스

성취를 인정받아 프린스턴, 존스홉킨스, 스탠퍼드 등 세계 최고

텍 역시 지난 30년을 새로운 지식창출을 위해 연구에 초점을 맞

수준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도 많다”고 말했다.

춰 왔다면, 앞으로는 여기에 가치창출대학의 목표를 하나 더 얹
어 더욱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 앞으로의 30년은 지난 50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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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화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라고 포스텍 비전을 제시했다.

최고의 추수 프로그램…장벽은 낮추고 교육은 키우고

간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포스텍은 KAIST, DGIST, GIST, UNIST 등의 이공계 특
성화 대학 중 유일한 사립대학으로, 포스코재단의 전폭 지원

포스텍은 학생 수준을 가리지 않는 최고의 추수 프로그램이

아래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인 덕목도 있다. 연간

돋보인다. ‘영재학교, 과고 출신 리그’ 중심의 이공계 특성화 대

3,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 중 등록금 수입으로 충당되는 비율

학이라는 편견을 일찌감치 깨고 절반에 육박하는 일반고 출신

은 7%에 불과하다. 학생 1인에게 돌아가는 교육투자비는 2014

들을 선발해 왔다. 올해 입학생들도 마찬가지다. 물론 과학영

년 기준 연간 9,008만원 수준으로 학생 1인에게 돌아가는 평균

재학교와 과고 출신이 등록자의 42.72%를 차지하면서 이공계

장학금이 연 556만원 수준이다. 연간 평균 등록금 558만원과

인재 양성의 설립취지를 거스르지 않는 한편 일반고 출신도 무

비교하면 무상교육 수준이나 마찬가지다. 전 처장은 “학기당

려 49.01%에 달한다. 2016 포스텍 신입생 2명 중 1명은 일반

약 280만 원 정도 등록금이 규정돼 있지만 일정 성적을 유지하

고 출신인 셈이다. 다양한 지역에서 일반고 출신을 대거 선발,

면 면제 된다”며 “사실상 포스텍 학부생들은 전원 등록금 면제

잘 교육해 연구실적을 내온 포스텍의 교육경쟁력이 엿보인다.

라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교육 소외계층을 포함한 일반고 학생을 지정, 고교 1~2학년생
들을 대상으로 매년 방학마다 진행해온 ‘이공계 학과 대탐험’과

전원 수시선발, 100% 학종…2018 전원 ‘무학과’ 선발

올해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도서벽지 중학생들에 선보이는 ‘농
어촌-대학 연계캠프’ 등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 부여의 프로그
램 운영도 같은 맥락이다.

포스텍은 100%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입시를 운영한다.
정시는 아예 선발하지 않는 특징이다.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
로 이월하는 형태의 타 대학과 달리,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에

설립 당시부터 30년간 지켜온 원칙이자 전통인 소수정예 교
육은 교수 1인당 학부생 3.5명이라는 파격으로 유지되고 있다.
전국 사립대 중 가장 적은 수치다. 포스텍 학부 한 학년 정원은
321명, 전체 전임교원 수는 272명, 비전임교수는 140명으로 개
인지도가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다. 전상민 처장은 “작은 대학
의 강점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며 “교수들 동
의만 얻으면 바로 추진하는 기동력에 세계적 추세인 융합교육
에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포스텍의 융합은 그저 섞는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학부에서 넓게 배우고 대학원에서 깊게 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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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규모임을 감안하면, 고른기회에서의 10명 모집은 상당한
비중이다.

모든 전형에서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모집인원은 모집단
위별 최대 선발 인원이며, 포스텍에서의 수학(修學)능력을 고
려해 일정 학력기준에 미달되는 학생은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지만 일반 사
립대학으로 수시 6회 제한이 적용된다.

둔 수시모집에 대한 원칙이 확고하다. 전형방법의 외형은 일괄
1단계 서류 100%, 2단계 면접 100%로 단순하다. 전체 전형에
수능최저 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수능응시와 관련한 자격
기준도 없어 수능에서 자유롭다. 내년 2018학년에는 현행 학과
별 모집을 폐지하고 전원 무학과로 선발, 더욱 단순명쾌한 입시
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 처장은 “무학과 입학 이후 학과는 2학
년 때 결정한다”며 “100% 희망분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7학년에 정원 내 321명, 정원 외 16명으로 총 337명을
모집한다. 정원 내 321명은 일반전형 300명과 창의IT인재전
형 21명으로 구분된다. 두 전형 모두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창
의IT인재전형을 통해선 창의IT융합공학과만을 대상으로 21명
을 모집한다. 창의IT융합공학과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는
ICT명품인재양성사업의 수행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IT융합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2011년 8월 설립됐다.
매년 학부 20명, 대학원 20명 내외를 선발하는 소수 정예학과
다. 정원 외에선 고른 기회(저소득층)전형 5명, 고른기회(농어
촌)전형 5명,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6명 이내로 구분된다. 고
른기회는 지난해 신설, 올해도 유지하고 있다. 정원 321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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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우리나라의
다문화 학생 현황

글

•
황정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연구위원

Ⅰ. 들어가며

회로 접어들게 되었다. 다문화 가족의 증가는 학교 현장에서는
다문화 학생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다문화 학생

최근 세계화와 함께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동과 이

들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편입하도록 하기 위한 다문화 교육의

주가 널리 확대되면서 한국사회도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는 관련 통계를 통해 우리

자 등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주자의 증가로 다문화 사

나라 다문화 학생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ducational Development 2016 autumn |

117

교육통계 FOCUS

우리나라의 다문화 학생 현황

[표 1]에서 다문화 학생은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가정의 자

가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

녀로 구성되어지며,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국내 출생과 중도입

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가정의 학생은 대부분이 국내출생이다.

국 자녀로 구분할 수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 국
제결혼 가정 및 외국인 가정의 학교급별 학생 수는 꾸준히 증

[표 2]의 지역규모별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현황을 살

[표 1] 연도별 학교급별 다문화 가정 학생 수(2012~2015)
(단위: 명)
국제결혼 가정
초등학교
소계

외국인 가정

중학교

국내 출생

중도 입국

소계

국내 출생

고등학교
중도 입국

소계

국내 출생

초등학교

중도 입국

중학교

고등학교

2012

31,951

29,282

2,669

9,179

8,194

985

3,083

2,536

547

1,789

448

326

2013

35,829

32,823

3,006

10,305

9,162

1,143

4,358

3,793

565

3,531

975

500

2014

44,808

41,546

3,262

11,702

10,316

1,386

6,312

5,562

750

3,417

804

422

2015

54,156

50,191

3,965

12,443

11,054

1,389

7,411

6,688

723

6,006

1,384

735

주: 1. 다문화 가정 학생 수 = 국제결혼 가정 자녀(국내출생 자녀 + 중도입국 자녀) + 외국인 가정 자녀
2. 국내출생 자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3. 중도입국 자녀: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4. 외국인 가정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외국인 근로자 자녀, 재외동포 자녀 등)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유·초·중등 교육통계편

[표 2] 지역규모별 학교급별 다문화 가정 학생 수(2015)
(단위: 명, %)
국제결혼 가정
초등학교
전체
비율*
전체

외국인 가정

중학교

국내

중도

출생

입국

전체
비율*

고등학교

국내

중도

출생

입국

전체
비율*

초등학교

국내

중도

출생

입국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비율*

전체
비율*

비율*

54,156

2.0

50,191

3,965

12,443

0.8

11,054

1,389

7,411

0.4

6,688

723

6,006

0.22

1,384

0.09

735

0.04

대도시

16,745

1.5

15,036

1,709

3,689

0.6

3,042

647

2,015

0.3

1,691

324

2,771

0.25

624

0.09

327

0.04

중소도시

17,343

1.5

15,841

1,502

4,148

0.6

3,614

534

2,808

0.4

2,515

293

2,292

0.2

486

0.07

247

0.03

규모 읍·면지역 18,526

4.2

17,818

708

4,303

1.9

4,104

199

2,413

1.0

2,312

101

850

0.19

266

0.12

157

0.06

6.9

1,496

46

303

2.5

294

9

175

1.5

170

5

93

0.42

8

0.07

4

0.04

지역

도서벽지

1,542

주: 1. 다문화 가정 학생 수 = 국제결혼 가정 자녀(국내출생 자녀 + 중도입국 자녀) + 외국인 가정 자녀
2. 국내출생 자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3. 중도입국 자녀: 국제결혼 가정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4. 외국인 가정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외국인 근로자 자녀, 재외동포 자녀 등)
5. *는 전체 학생 대비 비율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유·초·중등 교육통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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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2015년 현재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에는 대도시보다는 중

[표 3]은 2015년 시도별 학교급별 다문화 가정 학생 수 현황

소도시와 읍면지역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가정의 학

으로, 국제결혼 가정의 학생은 경기지역이 초등학생(12,045

생은 대도시가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명), 중학생(2,625명), 고등학생(1,527명) 모두 가장 많은 것으

2015년 현재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은 국제결혼 가정

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학생 대비 국제결혼 가정 학생의 비율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가 2%, 중학교가 0.8%, 고등학교가 0.4%로

은 전남지역이 초등학생(4.3%), 중학생(2.1%), 고등학생(1.1%)

나타났으며, 외국인 가정의 경우는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비

모두 가장 높았다. 외국인 가정 학생 수의 경우 경기지역이 초

율이 초등학교 0.22%, 중학교는 0.09%, 고등학교는 0.04%이다.

등학생(2,075명), 중학생(447명)은 가장 많았고, 서울은 고등

[표 3] 시도별 학교급별 다문화 가정 학생 수(2015)
(단위: 명, %)
국제결혼 가정
초등학교
전체
비율*
전체

시도

외국인 가정

중학교

국내

중도

출생

입국

전체
비율*

고등학교

국내

중도

출생

입국

전체
비율*

초등학교

국내

중도

출생

입국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전체

비율*

비율*

비율*

54,156

2

50,191

3,965

12,443

0.8

11,054

1,389

7,411

0.4

6,688

723

6,006

0.22

1,384

0.09

735

0.04

서울

6,600

1.5

5,689

911

1,641

0.6

1,282

359

899

0.3

734

165

1,914

0.42

408

0.15

180

0.06

부산

2,420

1.6

2,202

218

500

0.5

420

80

271

0.2

234

37

142

0.09

27

0.03

34

0.03

대구

1,773

1.4

1,658

115

322

0.4

290

32

176

0.2

158

18

133

0.1

27

0.03

19

0.02

인천

2,971

1.9

2,660

311

679

0.8

581

98

351

0.4

300

51

369

0.23

89

0.1

57

0.06

광주

1,284

1.4

1,230

54

310

0.5

266

44

166

0.3

136

30

89

0.1

23

0.04

26

0.04

대전

1,226

1.4

1,158

68

187

0.4

163

24

129

0.2

117

12

91

0.1

27

0.05

7

0.01

울산

1,287

1.9

1,199

88

201

0.5

179

22

102

0.2

81

21

105

0.16

37

0.09

8

0.02

1.7

220

6

39

0.7

36

3

25

0.5

24

1

6

0.04

2

0.03

3

0.06

1.6 10,660

1,385

2,625

0.6

2,174

451

1,527

0.3

1,276

251

2,075

0.28

447

0.11

151

0.03

세종

226

경기

12,045

강원

2,102

2.7

2,024

78

671

1.4

632

39

537

1

515

22

75

0.1

38

0.08

29

0.05

충북

2,217

2.6

2,159

58

561

1.1

532

29

351

0.6

334

17

99

0.12

20

0.04

16

0.03

충남

3,493

3

3,334

159

751

1.2

699

52

505

0.7

479

26

332

0.29

88

0.13

74

0.1

전북

3,252

3.2

3,155

97

868

1.4

841

27

529

0.7

513

16

75

0.07

24

0.04

42

0.06

전남

4,068

4.3

4,013

55

1,235

2.1

1,208

27

744

1.1

730

14

33

0.03

7

0.01

3

0

경북

3,995

3.1

3,859

136

770

1

736

34

496

0.5

487

9

148

0.11

31

0.04

21

0.02

경남

4,492

2.4

4,345

147

954

0.9

905

49

542

0.5

521

21

268

0.14

72

0.07

62

0.05

제주

705

1.8

626

79

129

0.6

110

19

61

0.3

49

12

52

0.14

17

0.08

3

0.01

주: 1. 다문화 가정 학생 수 = 국제결혼 가정 자녀(국내출생 자녀 + 중도입국 자녀) + 외국인 가정 자녀
2. 국내출생 자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3. 중도입국 자녀: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4. 외국인 가정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외국인 근로자 자녀, 재외동포 자녀 등)
5. *는 전체 학생 대비 비율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유·초·중등 교육통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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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180명)이 가장 많았다. 전체 학생 대비 외국인 가정 학생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중국 다문화 학생 수를 순수 중국인과

의 비율은 초등학생(0.42%)과 중학생(0.15%)은 서울이, 고등

한국계 중국인을 합쳐 계수할 경우에는 중국이 가장 많은 것으

학생(0.10%)은 충남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 나타났다. 외국인 가정 학생의 경우도 2015년에 중국이 가
장 많고, 일본, 중앙아시아, 베트남 순으로 나타났다.

[표 4]는 연도별 부모출신국별 다문화 가정 학생 수의 시계

한편,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

열 자료로, 다문화 학생 부모의 출신은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사 (2016년 4월 26일 발표)」에 따르면, 2015년 다문화 가정

대체로 중국과 일본이 가장 많았다. 2012년에는 일본과 중국(

의 만 9세~24세 자녀는 82,476명으로 2012년 66,536명에 비

한국계) 순으로, 2013년에는 일본과 중국 순으로, 2014년에는

해 24% 증가하였다. 또한 다문화 가정 자녀들 중 차별을 경험

중국과 일본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에는 베트남과 중국

한 비율은 9.4%로 2012년에 비해 4.4%p 감소했으며, 차별 경

1)

[표 4] 연도별 부모출신국별 다문화 가정 학생 수(2012~2015)
(단위: 명)
국제결혼 가정
중국

중국

몽골

필리핀

베트남

남부

중앙

아시아

아시아

1,124

411

558

667

394

670

252

61

72

725

1,258

333

594

773

500

797

253

69

80

1,086

394

875

1,010

619

939

310

90

99

1,301

438

1,359

1,211

696

1,048

388

107

103

1,900

태국

2012

44,328

12,683

7,153

7,568

446

697

7,483

3,364

2013

50,863

12,471

9,629

7,364

475

854

8,274

6,053

2014

63,105

12,933

12,679

8,012

522

1,136

9,570

11,115

1,501

2015

74,360

12,567

14,890

8,565

547

1,346

10,751

16,761

1,683

미국

러시아

유럽

아프

오세

리카

아니아

기타

인도

일본

(한국계)

대만

네시아

소계

외국인 가정
소계

일본

중국

중국
(한국계)

대만

몽골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

남부

중앙

네시아

아시아

아시아

미국

러시아

유럽

아프

오세

리카

아니아

기타

2012

2,626

250

556

605

91

324

70

44

12

32

134

115

85

68

33

66

12

129

2013

5,070

646

1,195

1,104

118

281

365

273

52

29

184

166

151

128

46

84

18

230

2014

4,706

292

1,313

1,329

105

219

126

103

22

21

172

341

120

155

37

104

14

233

2015

8,176

586

2,292

2,208

125

239

352

486

64

41

262

579

188

209

75

126

22

322

주: 1. 다문화 가정 학생 수 = 국제결혼 가정 자녀(국내출생 자녀 + 중도입국 자녀) + 외국인 가정 자녀
2. 국내출생 자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3. 중도입국 자녀: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4. 외국인 가정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외국인 근로자 자녀, 재외동포 자녀 등).
5. 각종학교 및 기타학교(고등기술학교) 학생 수도 포함되어 있음.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유·초·중등 교육통계편

1)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제 11779호로 다문화가정지원법 제4조에 의해 전국 다문화 가족 27,120 가구 표본 중 17,849 가구(결혼이민자·귀화자, 배우자, 만 9~24세 자녀)를 조사대상(2015년 기준)
으로, 가구구성, 가족관계 및 자녀양육,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 서비스 수혜 경험 및 지원요구, 가족 내 역할, 자녀돌봄, 자녀의 학교생활 및 진로, 교우 관계 등을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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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전체

(단위: %)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전체

9~11세

부모님의
관심이나
경제적 외모때문에
지원이
부족해서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선생님의
차별대우
때문에

25.5

64.7

2.5

10.9

45.2

12~14세

15~17세

(단위: %)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0

기타

7.7

전체

나이 어린 학비 등
그냥
친구, 한국어를 학교 학교 생활,
돈을
아이들과 학교 다닐
편입학,
공부 문화가
잘
다니기
선생님
벌어야
다니는게 형편이
유학준비
싫어서
때문에 몰라서 어려워서 달라서
해서
싫어서 안되서

1.3

4.4

18.0

18.3

0.8

8.6

14.4

15.3

11.1

기타

7.8

5.1

9~11세

41.9

32.5

57.7

3.0

8.0

7.2

1.6

12~14세

26.7

29.9

80.8

4.5

9.5

16.7

5.7

15~17세

66.2

12.9

58.5

0.0

15.8

0.0

8.9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5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그림 2]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업중단 사유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5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그림 1] 다문화 가족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복수 응답)

다문화 학생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의 적
응과 차별 등에 의한 문제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

험 시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알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증가

인다. 그럼에도 문화적 차이나 사회적 관계 형성의 문제는 여

(2012년 38.3% → 2015년 50.6%) 했다. 학교생활 적응(그림

전히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사회 편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

1 참조)에 있어서 전체 재학 자녀의 89.8%는 잘 적응하고 있다

소들로 판단된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된 다문화 학생들이

고 응답했으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로 친구들과

어려움을 겪지 않고 우리 사회에 편입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

어울리지 못한다는 응답이 64.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학교

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학교에서

공부에 흥미가 없는 경우가 45.2%였다(여성가족부, 2016).

는 다문화 이해 교육이 보다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학
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 둔 자녀들은 학교생활 및 문

가 있다고 생각된다.

화가 달라서(18.3%), 학교공부가 어려워서(18.0%), 편입학 및
유학준비(15.3%), 돈을 벌어야 해서(14.4%), 그냥 다니기 싫어

[참고문헌]

서(11.1%)가 주된 이유였다(그림 2 참조).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유·초·중등 교육통계편.
•여성가족부(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6. 4. 25일자
보도자료.

Ⅱ. 나오며
지금까지 관련 통계와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다
문화 학생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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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소식

김재춘 원장, 제16차 세계비교교육학회서
자유학기제를 국가 교육혁신 사례로 발표

122

KEDI 창립 44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및
제95차 교육정책포럼 개최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이 지난 8월 23일(화) 오

8월 25일(목) 오후 3시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

후 1시 30분 중국 북경사범대학에서 열리는 제16차 세

에서 ‘미래사회 전망과 교육 구상’이라는 주제로 KEDI

계비교교육학회(World Congress of Comparative

창립 44주년 학술세미나 겸 제95차 KEDI 교육정책포

Education Societies, WCCES) 특별세션에 연사로 나서

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김재춘 한국교육개발

우리나라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 중인 자유학기제를 국가

원 원장의 인사말, 김재복 한국교육개발원 동문회장의

교육혁신 사례로 발표하였다. 세계비교교육학회는 2016

환영사에 이어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전임 원장이 ‘미

년 8월 22(월)부터 8월 26일(금)까지 닷새간 열리는 행사

래사회 전망과 교육 구상’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

로, 김재춘 원장은 주요 인사들이 참가하는 특별세션에

행하였다. 김태완 前 원장은 과학기술의 발전과정에

서 발제자로 나서 한국의 교육혁신 사례로 현재 우리나

대한 설명과 함께 교육기술의 발전과 지향하는 가치의

라 중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자유학기제를 소개

변화에 대한 발표를 통해 현재교육·현재학교와 미래교

하고 그 동안의 성과와 향후 도전 과제를 참가자들과 공

육·미래학교를 비교하면서 미래학교 교육체제의 비전,

유하였다. 특히, 김재춘 원장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

교육목표, 주요 가치, 전략과 과제 등을 제안하였다.

중인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3차년도인 2015년에 중학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인수 수원대 석좌교수, 서정화 홍

교 1학년 학생 6,826명의 1∼3차년도 데이터 분석결과를

익대학교 명예교수, 주형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발표하였다. 이 분석결과를 통해서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위원, 이쌍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강인경 서울

학생들이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

화곡초등학교 교사가 패널로 나서 발표내용에 대한 논

고, 사교육비는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

평과 함께 미래 교육 구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하였다. 김 원장의 발표는 자유학기제가 중간·기말고사

학술세미나는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44주년을 맞이하

등 지필평가를 폐지하고 토론 위주의 학생 참여형 수업,

여 전·현직 동문들과 교육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예체능활동, 동아리활동 등 선택활동 강화, 체험형 진로

교육과 함께 한국교육개발원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은

탐색활동 등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사교

고민을 해보고자 기획된 것으로, 미래 사회의 한국교

육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했

육과 한국교육개발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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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KNOU)와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교육지표 개발 및 교육통계 역량 강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 개최

8월 29일(월) 오후 3시 원내 제2회의실에서 한국방

8월 31일(수) 오전 9시부터 9월 2일(금) 오후 2시까지

송통신대학교(KNOU, 총장직무대리 이동국)와 양 기관

사흘간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 3층 로터스 5홀에서 개

의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

발도상국 교육통계 공무원과 유네스코 통계국(UIS) 전문

결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습소외

가를 초청하여 ‘교육지표 개발 및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계층 대상 온라인 콘텐츠 공동 기획 및 개발 △인적·물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회의는 ‘개

적 자원의 교류 △운영 매체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발도상국 교육지표 개발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네팔, 몽

활동 공동 추진 △동반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의 발굴 및

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추진 △기타 상호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

파키스탄, 필리핀 등 아시아 9개국의 교육통계 공무원을

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금번 업무협약은 통일교육연

초청하여 통계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구실의 운영을 통해 탈북학생 교육 관련 연구와 사업을

날 국제컨퍼런스는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의 환영

진행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과 온라인 콘텐츠 등 소

사와 최보영 교육부 교육통계과장의 인사말에 이어, 유네

외계층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방송

스코 통계국의 Roshan Bajracharya가 UN ‘지속가능발

통신대학교가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한국사회

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계지표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었다.

교육개발원의 김창환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장이 한국과
개도국의 통계협력 방안에 대해 기조발표를 하였다. 이어,
9개 참가국 대표들이 각 국의 교육통계생산 현황, 문제
점,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국내 교육통계 전문가들이 한
국의 교육통계 발전과정과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금번
KEDI 국제컨퍼런스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0년 동안
축적해온 교육통계분야 연구사업의 성과를 개도국들과
공유하며, 개도국들이 자력으로 교육통계를 생산하여 증
거기반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
을 이룰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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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직업의 미래’라는 보고
서를

토대로 쓴 글이 인상
깊었습니다.
빅 데이터와 머신러닝
같은 새로운 기술이 가져
올 사회적 변
화와 이를 통해 생계를
위협받을 사람들, 혹은
자라나는 아이
들을 위해 교육계가 어떻
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제안 외에
대응 사례라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인공지능의 현황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전망’, ‘로봇의 교육적
활용’ 등의 기사를 통해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활용되는 미래의
교육 현장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로봇 교사, 디지털 교구 등
이 함께하는 교실의 모습이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인공
지능을 바람직하게 활용하기 위해 교육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
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강대열(전남 광양)

의 교육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홍콩
홍콩의 교육제도에 관한 글을
언어능
로 알고 있는데, 2~3 가지의
열이 우리나라 못지않은 것으
다. 「교
교육과정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
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된
다루
국가들의 교육제도를 다양하게
육개발」에서 여러 동남아시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어주고 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장나영(충남 금산)

우리나라 대졸자의 취업현황
을

통계적으로 다룬 글이 기억
에
남습니다. 전공일치 취업률
지표가 보여주고 있듯이 대학
교
육과 사회수요 간의 미스매치
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
입니다. 대학이 변하고 교육
이 변해야 취업난을 겪고 있는
현
실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슬기(강원 원주)

여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하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
에 대해 궁금했었는데, 이번 여름호를 통해
연구지원센터의 연구와 프로
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예방
응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모
젝트들이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든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김가람(경기 안산)

취업에 관심이 많다보니 ‘통계로 본 우리나라 대졸자의 취업현황’
기사가 눈에 들어오네요.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들이 취업준비
생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빨리 경기가 회복
되어 예전처럼 계속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정 (경북 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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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미연(경북 상주)

예전 수행평가는 내신 부풀리기를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호에 수록된 수행평가와 관련된
글에 나온 시사점과 대안들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
서 우리나라 교육현장이 사고력과 창의력 그리고 학생 개인
의 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희(대전 유성구)
재미있게 읽었
혁신 사례를 다룬 글을
광주 선운중학교의 공간
졌다는 점이 혁
곧 교육의 변화로 이어
습니다. 공간의 변화가
철학을 배우
바꿔나가는 활동을 통해
신적이었습니다. 공간을
지향하
교의 모습이 ‘자유학기제’가
고 예술을 배우는 선운중학
보였습니다.
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곽예지(광주 광산구)

사상 최대의 취업난이라고
들 합니다. 정부와 대학
에서도
산학협력을 통해 많은 것들
을 하고 있다는 것을 수록
된글
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
다만, 학문의 요람이 되어
야 할 ‘상
아탑’에서 취업을 위한 기술
을 입학하면서부터 가르
치는 것
을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때때로 씁쓸한 기분이 드는
군요.
원정은(부산 서면)

학교 협동조합이라는 말만 듣고 정확한 내용은 알고 있지
못했는데, 장종익 교수님의 글을 통해 개념과 사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는 학교 독자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며,
발전한다는 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최인자(대구 달서구)

독

자

엽

서

보내는 사람
성명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전화번호

발송 유효기간
2016. 1. 19 ~ 2016. 12. 31

주소

서울서초우체국
승인 제 10113-41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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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는 학생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지성과 인성의 균형을 통해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누가기록 장부로서, 학생의 신변사항·출결사항·신체발달과 건강상태·장래희망과 계획·
특별활동·성격형성과 발달·각종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담고 있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Q3. 한
 국교육개발원
센터는 개소 10주년을 맞이하여 <EDUMAC 2030>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시설환경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 및 가이드라인 개발,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교육환경보호제도, 학교설립 및
적정규모, 학교안전 및 CPTED, 교육시설통합정보시스템 등 정부시책 지원과 함께 교육시설포럼 개최,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 및 연수, 그리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소중한 의견을 주시거나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는 채택·추첨 등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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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시나리오에서는 20년 뒤 미래교육을 예상, 희망, 좌절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하면서, 좌절·예상 시나리오를 극복하고 ‘모두가 주인공’인 희망 시나리오로 가기 위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교육의 공공성·평등성·네트워크형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2016 autumn

읽고 퀴즈 빈칸을 채워 주세요.

  「교육개발」 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  「교육개발」을

  보내주신 의견은 「교육개발」 제작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읽고… 「교육개발」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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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교육개발」을

KEDI 홈페이지(국문)
htt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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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