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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도서회원’이라면
귀하는 이미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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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부터 ‘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EDI가 발간하는 최신 연구보고서와 정보자료들을 받아보시는 순간,
귀하는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가 되시리가 확신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KEDI 도서회원’으로 함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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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는 인간
vs
상상하는 인간

‘기억’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망각이다.
우리는 뭔가를 기억하기도 하고 망각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은 기억의 반대말이 망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기억’의 반대말이 정말 망각일까?

김재춘•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상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시몬 페레스 전 이스라엘 대통령이 그렇다.
그런데 기억의 반대말이 어떻게 상상이라는 말인가?
망각과 상상 중 기억의 반대말로 어느 것이 더 적절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망각이라고 하므로 어법적으로는 망각이 기억의 반대말이다.
다수결에 따르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의 반대말로 망각을 지지할 것이다.
뭔가를 기억하는 걸 중시하는 사람은 특히 망각을 기억의 반대말이라고 말할 것이다.
기억이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다.
뭔가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나쁜 것이었다.
학교에서도 한 때는 기억이 무엇보다 더 중요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기억하는지 수시로 평가했고,
장학퀴즈왕처럼 많은 지식을 기억하는 사람을 천재 또는 지식인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기억이 중요했던 시절은 지나갔다.
IBM의 인공지능 왓슨은 미국 제퍼디쇼에서 퀴즈왕으로,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는 세계챔피언과 대결에서 바둑왕으로 등극했다.
인공지능 의사, 변호사, 회계사, 조교 등이 출현하여 활동하기 시작했다.
실제세계와 가상세계가 연결되고 융합되면서
실제와 가상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무의미해지는 미증유의 세계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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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기억의 반대말로 망각보다는 상상을 선호한다.

필자는 기억의 반대말로

기억은, 과거에 경험한 것을 기억한다는 점에서 과거지향적인 말이다.

망각보다는 상상을 선호한다.

상상은, 미래에 가능한 일을 상상한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말이다.

기억은, 과거에 경험한 것을

과거를 상상하는 것이 어색하듯이, 미래를 기억하는 것도 어색하다.

기억한다는 점에서 과거지향적인
말이다.

필자는 기억의 반대말로 망각보다는 상상을 선호한다.

상상은, 미래에 가능한 일을

기억은, 과거를 똑같이 기억한다는 점에서 동일성과 무료함을 친구로 삼는다.

상상한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상상은,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이라는 점에서 새로움과 흥미진진함을 친구로 삼는다.

말이다.
과거를 상상하는 것이

필자는 기억의 반대말로 망각보다는 상상을 선호한다.

어색하듯이, 미래를 기억하는

기억은 상자 속에 갇힌 사유에 기반하고 있다면,

것도 어색하다.

상상은 상자 밖의 사유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기억은 반복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을 지루하고 헐벗은 삶으로 이끈다면,

필자는 기억의 반대말로

상상은 차이생성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을 흥미진진하고 풍성한 삶으로 이끈다.

망각보다는 상상을 선호한다.
기억은, 과거를 똑같이

교육을 통해 어떤 인간을 기를 것인가?

기억한다는 점에서 동일성과

기억하는 인간을 기를 것인가? 상상하는 인간을 기를 것인가?

무료함을 친구로 삼는다.

과거지향적인 인간을 기를 것인가? 미래지향적인 인간을 기를 것인가?

상상은, 생각의 자유로운

반복하면서 무료하게 살아가는 인간을 기를 것인가?

흐름이라는 점에서 새로움과

매순간 새로움을 상상하면서 흥미진진하게 살아가는 인간을 기를 것인가?

흥미진진함을 친구로 삼는다.

미래 인간의 삶에서 기억의 자리는 축소되지만, 상상의 자리는 끝없이 확장될 것이다.
과거의 기억에 구속되어 살게 할 것인가, 미래를 상상하면서 자유롭게 살게 할 것인가?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을 기르는 교육활동의 종사자로서
필자는 기억의 반대말은 망각이 아니라 상상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시몬 페레스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필자는 작년 가을 이스라엘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텔아비브 공항에서 들었다.
기억의 반대말이 상상이라고 말했던
시몬 페레스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

교육개발 2017년 3월호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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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➊

4차 산업혁명과 사회구조변화
최항섭•국민대학교 교수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다. 언제 3차 산업혁명이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미디어, 학계,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오고 있으니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지게 하여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상품들을 소비하게 하는 마케팅 용어라고 비판한다. 종종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가보면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지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이어져 정작 4차 혁명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변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생각해보면 이는 과거 웹 2.0 시대, 웹 3.0 시대와
같은 용어들이 유행했을 때도 같았다. 그때도 웹 2.0이 무엇인가? 웹 3.0은 웹 2.0과 무엇이 다르길래 그렇게 불러야
하는가에 대해 논쟁들이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4차 혁명으로 부르는 그 변화의 흐름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4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미칠 사회 구조적 변화는 어떠한 것들인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다. 언제 3차 산업혁명이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미디어, 학계,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

시대가 오고 있으니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지게 하여

오랫동안 개인은 다른 개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상품들을 소비하게 하는 마케팅

사회화되었다. 어릴 적부터 부모와 상호작용을 하고

용어라고 비판한다. 종종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세미나나

자라서는 교육기관에서 동료들, 교사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심포지엄을 가보면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에 대해

사회화가 이루어졌다. 교육기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열띤 토론이 이어지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이어져 정작 4차

개인을 사회화된 개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혁명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변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인공지능은 이제 개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않는 경우가 많다.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사회화의 바탕이 되었던

생각해보면 이는 과거 웹 2.0 시대, 웹 3.0 시대와 같은
용어이 유행했을 때도 같았다. 그때도 웹 2.0이 무엇인가?

학교 동료들, 교사들과의 상호작용에 기계와의 상호작용이
새롭게 등장한다.

웹 3.0은 웹 2.0과 무엇이 다르길래 그렇게 불러야 하는가에

한편, 학교 동료와의 상호작용에서는 신뢰의 관계를

대해 논쟁들이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4차 혁명으로

형성하기도 한다. 설령 내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나의

부르는 그 변화의 흐름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편이 되어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것이 나의 학교 동료이다.

따라서 이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이러한 위로와 신뢰의 관계를 통해 인간은 사회화된다.

필요하다.

이 부분까지 기계가 대체하지는 못한다. 교사와의 관계도

기술사회의 변화와 관련해서 2016년을 지배했던 단어는

마찬가지이다. 교사는 단순히 사회의 규범을 전수하고,

단연코 ‘인공지능’이었다. 이후 테슬라 등 자율자행차들이

지식을 학습시키는 존재가 아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존경의

실제로 상용화되었고, 오큘러스와 같은 가상현실기기가

대상이 되기도 하며, 학생의 멘토가 되어 미래의 삶에 큰

시장에 출시되어 인간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고 있다.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존재다. 기계가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멀게만 느껴졌던 이러한 기술이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의

학생에게 지식을 전수할 수는 있지만, 학교 동료의 존재와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교사의 존재를 대체할 수는 없다.

이러한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는 새로운 혁명의 시대이며

하지만 문제는 기계가 점점 빅데이터를 가지고 진화하면서

이를 4차 산업혁명으로 천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인간에게 인간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을 들려줄 때 발생한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는 거대한

특히 치열한 경쟁주의로 물들어 동료의식이 사라지고 학생이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서로를 경쟁상대로만 생각하는 한국 교육계에서는 우려되는

그동안 인간을 보조해왔던 기계가 이제 인간의 능력을 ‘대체’

바이다. 교사 역시 과거와는 달리 입시 위주로 학생과의

혹은 ‘능가’하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인공지능기술에 있다.

관계를 맺게 되면서 사제지간의 관계는 해체되고 있는 것이

이로 인해 노동·경영 등 많은 영역에서 변화가 예상되지만,

현실이다. 이때 학생들은 극도의 외로움을 경험한다. 자신을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인간의 사회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위로해줄 학교친구, 교사를 찾기가 힘들고 가족들마저

하는 ‘교육’ 영역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자의 삶에 바빠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 영역에 큰 영향을

이때 자신의 기분을 표정과 말을 통해 인식하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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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을 풀어줄 수 있는 말을 해주며 상호작용 해주는 기계는

아니라 교사로서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그 학생에게 대단히 중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해주면서 그것을 통해 학생들이 삶의 지혜를 얻도록

그 학생의 사회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때 개인의

해야 하는데, 이 역시 입시 위주의 한국 교육의 현실 속에서

사회화는 학교동료, 교사, 가족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계를

쉽지 않다. 교사 역시 바쁜 생활 속에 새로운 경험을 하기가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의

쉽지 않으며, 학생 역시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한 활동을

사회관계에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계는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안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분명 인공지능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 사례를 계속해서

사회화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

업데이트해서 학생들에게 이를 전해주는 능력을 보유하게

정직한 지적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계는 나에게 그러지

될 것이다. 역사 수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은

않도록 프로그래밍이 될 것이다. 나에게 정직하게 고언을

가장 최신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

하는 기계는 시장성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듣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제

싶어 하는 말만 해주는 기계와 상호작용을 계속하게 되는

어디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는가가 아니다. 그 사건이

그 개인은 현실 세계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정직한 말을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배경과 원인, 그리고 그

할 때 이에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위험에

사건이 개인과 사회에 의미하는 바, 이를 통해서 인간이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경쟁만을 위주로 하는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는 무엇인가이다. 이러한 것은

한국 교육을 공존과 신뢰를 최우선가치로 하는 교육으로

교사들이 스스로의 삶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는

전환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개인의 사회화에 있어 가장

것이며, 여기에 교사들의 진정한 역할이 있다. 이는 미래

중요한 영향을 미칠 10여년간을 기계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공지능의 시대에 교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보내 결국 사회가 파편화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준다. 즉 교사들이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전달자 역할만을
한다면, 단순히 학생들의 입시를 위한 조력자로서 해야 할

인공지능 vs 인간의 경험과 지혜

역할만 한다면, 미래의 교사직은 없어질 것이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할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 있는 인력을 대체할 것이라는

훨씬 더 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가 중요한

전망의 바탕에는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능력에 있다.

이유는 교사가 자신의 삶의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학생에게

즉 인공지능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한한 데이터들인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 기계들이 지식, 정보,

지식을 가르치리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에

빅데이터, 딥러닝으로 무장하여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따르면 현장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는

시대에 교사들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 지혜의 전수에

내용, 자신의 한정된 경험을 통해서 가르치는 내용의

있다. 이를 위해서 교사들이 보다 많은 삶의 경험을 할 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 교사,

있게 하고, 교사들에게 더 많은 지혜를 갖기 위한 시간과

교수들은 자신들이 한 번 만들어 놓은 강의 자료를 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 한국교육계가 나아갈

기간 동안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사례는

방향이다.

업데이트하겠지만, 강의 자료 자체에 새로운 지식들과
정보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기는 쉽지 않다. 경험
역시 마찬가지다. 학생에게는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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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서의
학생 역량 개발
조석희•세인트존스대학교 교수

21세기에 필요한 핵심역량, 즉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의사소통, 협동능력 등을 키우는 교육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자연스런
호기심과 흥미로부터 교수 학습이 시작되어야 한다. 학습자 중심 수업이 되야 한다. 또 학생들 각자 관심과 흥미를 느끼는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학생들에게는 비구조화되고(unstructured), 정의가 잘 되어 있지 않고(ill-defined)
열려있는(open-ended)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문제기반 학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 탐구학습 등의 교수-학습
방법을 수시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조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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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동자의 역량 변화

literacy)이 있다. 이 중에서 문자문해력, 숫자문해력,
과학문해력은 이미 많이 평가되어 왔으나, 정보, 재정, 문화
시민 문해력은 아직 측정 평가 도구가 제대로 개발 활용되고

자동화, 정보화, 고령화, 디지털화 등으로 산업과

있지 않다.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도 급변하고 있다.

‘핵심역량(Competencies)’ 은 학생들이 복잡하고

OECD(2005)는 21세기에 인간에게 필요한 핵심역량(core

도전적인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competencies)으로 1) 주도적으로 자기 생애를 계획하고,

여기에는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의사소통, 협동 능력이

관리하며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2) 다양한 도구를

포함된다. 비판적 사고는 상황, 아이디어, 정보를

활용하여 상호작용하는 능력, 3) 다원화 사회에서 협력하며

찾아내고, 분석, 평가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반응 방식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정하는 능력이다. 창의성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에

Partnership for 21stCentury Skills(P21)은 21세기

답을 하거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식을 적용, 종합,

핵심역량을 학습과 혁신기술(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변형하여 혁신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상상하고 만들어

창의성, 협동), 삶과 직업 기능(빠르게 변화에 적응하고

내는 능력이다(Amabile, 1983). 의사소통과 협동은 다른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융통성, 적응성,

사람들과 협력하여 정보를 전달하거나 문제를 공략하는

주체성, 자기주도성, 사회성, 다문화 수용성, 생산성,

것을 포함한다. 이런 핵심역량은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리더십, 책무성 포함), 정보·미디어·테크놀로지 기능,

지식을 전달하고, 팀원과 협력하는 것이 일상적인 활동으로

st

핵심 교과(3Rs 과 21 CenturyThemes)의 4개 영역으로

요구되는 21세기 인력에게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구분했다(이지연, 2014에서 인용).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2015) 보고서는 21세기 기능을 16가지로

‘품성(Character qualities)’은 학생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구분하여 제시했다. 이 16가지 기능은 메타분석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관한 것으로 끈기, 적응력, 호기심,

추출되었고, 기초문해력(Foundational Literacies),

진취성, 지도력, 사회문화적 인식을 포함한다. 급격히

핵심역량(Competencies), 성품(Character qualities)의 3개

변화하는 시장의 소용돌이 속에서 끈기, 적응력 등의

영역으로 나뉜다.

특성은 장애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성공할 수 있게 해준다.
호기심(Curiosity)과 진취성(initiative)은 새로운 개념과

‘기초문해력’은 학생들이 기초 기능을 일상적인 과제해결에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일을 시작하게 한다. 지도력과 사회적

활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핵심역량과 성품을 구축해

문화적 인식(social and cultural awareness)은 사회적,

나가는 기초가 된다. 문자문해력, 숫자문해력, 과학 문해력,

인종적, 문화적으로 적절하게 다양한 사람들과 건설적으로

테크놀로지에 기반하여 정보를 찾고 공유하고, 질문에

상호작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1세기에 요구되는 핵심

답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역량을 지칭하는 구체적인 어휘는 조금씩 다르다. 또한

할 수 있는 정보문해력(Information and Computer

핵심역량과 품성의 정의, 측정 방법에서 합의가 아직 충분히

Technology Literacy), 재정 관련 개념적 숫적 측면을

이루어져 있지 않다. 교육과 측정 방법이 교육혁신을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재정문해력(Financial

가져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긍정적인 영향을

Literacy), 인문학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줄 수 있는 측정 평가 방법으로의 혁신이 요구된다.

분석하고 활용하는 문화시민 문해력(cultural and ci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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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교육방법의 혁신

자연스런 호기심과 흥미로부터 교수 학습이 시작되어야
한다. 학습자 중심 수업이 되야 한다. 또 학생들 각자
관심과 흥미를 느끼는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미래의 학교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니다. 학교는 역량을

학생들에게는 비구조화되고(unstructured), 정의가 잘 되어

계발시키는 문화이다. 새로운 교육 문화다. 대부분의

있지 않고(ill-defined) 열려있는(open-ended) 문제를

사물들이 디지털로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해결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문제기반 학습, 프로젝트

시기에 학교도 총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의

기반 학습, 탐구학습 등의 교수-학습 방법을 수시로 활용할

운영에서도 체계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최상덕,

수 있어야 한다(조석희).

2011). 이러한 변화는 교육계의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현행 우리나라 교과 중심 교육과정으로는 위에 제시된

미래지향적으로 사고를 할 때에 가능하다. 암기위주, 교사의

문제기반 학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 탐구학습 모형을

지식전달 위주 교육이 아닌, 21세기 핵심역량을 키우는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핀란드 정부는 2020년부터 세계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다음에서는 교육과정과

최초로 교과를 없애고, 현상기반 학습(phenomenon based

교수-학습 방식, 교육환경, 평가 방법에서의 혁신 방향을

learning)을 도입하기로 했다(Segal, 2017). 2020년까지

살펴본다.

핀란드 학교들은 일년에 한번 이상 현상기반 학습을 실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유치원에서는 놀이학습센터(Playful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혁신 : 현상 기반
학습 (Phenomenon-Based Learning)

Learning Center)가 도입되어 현상기반 학습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이미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가 한창 진행
중이다.

21세기에 필요한 핵심역량, 즉 비판적 사고, 창의성,

현상기반 학습과 교수는 실제적인 현상으로부터

의사소통, 협동능력 등을 키우는 교육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출발한다. 현상은 총체적인 실체로서 학습의 대상이 된다.

그림 1 | 현상기반 학습 (Segal, 2017)
현상
학습
자료

교수

학습 과제
학습 환경

교수

학습 과제
가이던스 /
피드백

가이던스 /
피드백

사례

핵심
역량
목표

학습 과정

사전 지식

학습과제

학습
자료

온라인 토론
교수

가이던스 /
피드백

학습
자료

가이던스 /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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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➋
실제적인 맥락 속에서 여러 교과를 넘나들면서 정보와

현상에 기반한 학습을 구조화한 교육과정은 다양한

기능, 이론들을 학습한다. 예를 들면, ‘인류’, ‘미디어와

교과를 통합할 수 밖에 없다. 또 서로 다른 교과의

테크놀로지’, ‘물’, ‘에너지’ 등이 학습대상이 되는 현상이다.

주제를 통합하고 탐구학습, 문제기반학습, 프로젝트

교과별로 작은 부분들을 따로따로 배우는 전통적인 교육에

학습, 포트폴리오 같은 의미 있는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비해 학습의 출발점이 매우 다르다. 현상기반 학습은

적용하기에 용이하다. 현상기반 접근 방법은 이러닝과 같은

학습해야 할 질문이나 이슈가 실제 현상과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학습 환경을 다양하게 활용하는데 필수적이다.

연관되어 있다.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정보와 기능은 교과

예를 들면, “왜 배가 물에 갈아 앉지 않고 뜨나?” 하는

영역을 뛰어넘어 교실 밖 문제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곧

질문이나 문제로부터 현상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바로 적용 및 활용된다.

시작된다. 이런 수업은 학습자가 질문이나 문제에 대한

학생들이 새로운 정보를 왜 학습해야 하는지는 학습

답을 구축해가는 문제기반 학습과 유사하다. 현상기반

상황, 그 자리에서 확실히 느껴진다. 학습한 정보를 그

학습의 강점은 실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할 때

자리에서 곧 바로 적용해보면 학생들은 새로운 정보를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현상기반 학습을 할 때 1)

습득할 뿐 아니라 깊이 있게 이해도 하게 된다. 책에서

학습자는 이론과 정보가 문제해결에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읽어 이론으로 배운 정보는 종종 피상적이고, 학습자에게

된다. 2) 학습자는 자신의 흥미와 문제를 학습의 출발점으로

파편으로 남기 쉽상이다. 이와 반대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삼는다. 3) 현상기반학습은 학습자 중심적이다. 4) 학습자는

과정에서 정보를 접하고 활용해보면, 새로 배운 정보가 쉽게

적극적인 창조자이자 행동가이다. 5) 배워야 할 이론들은

내면화되고 깊이 있게 이해될 수 있다.

실제 상황과 현상에 연계되어 있다. 6) 실질적인 해결
방법, 자료, 도구들을 학습상황에서 활용한다. 7) 학습은
의도적이고 목적이 분명한 활동으로 학습자들이 학습의
목적을 알고 있다. 8) 학습은 총체적이고 실질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다(이에 반대되는 학습은 탈맥락적이고 서로
연결되지 않은 작은 과제들로 구성된다). 9) 학습과정이
완전하다.
현상기반학습은 구성주의에 기반을 둔다. 학습자는
능동적인 지식의 구축자다. 문제해결의 결과로 정보가
구성된다. 협력적인 상황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정보는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구축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체 과정의 결과로 실질적인
시행이 이루어진다. 이런 혁신은 여러 교과 교사들간의 많은
협동이 요구된다.

교육환경의 변화
교육환경은 개방되어야 한다. 미래에는 이미 존재하는
지식 중에서 누가 더 많은 양을 머리 속에 담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경쟁하지 않는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학습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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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선택하고, 다른 학습자들과 협동해서 지식을

전망된다. 문해력에 관한 평가는 전통적인 평가 방법을

구축해 가고, 자신만의 내용과 질문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여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핵심역량과 품성은

한다. 열린 학습 환경은 완전히 색다른 학습과정을 가능케

기존의 방법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매우 혁신적인 방법의

한다. 현대의 학습 이론을 적용한다면, 열린 학습 환경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의

물리적, 사회적인 학습 도구를 학습자들에게 나눠준다.

측정 방법은 충분히 개발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의 도구에 해당하는 ‘개념’, ‘이론’, ‘다이어그램’, ‘기계’,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활동’ 등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눠준다. 학생들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면
상상 가능한 풍경이다. 미래의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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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는 현상을 총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여(시험에 대비해서가 아니라), 자연과 인문 현상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창의적인 문제해결이라는 본질에 가까운
학습이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평가 방법의 변화
21세기에는 ‘답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지’, ‘지식을 생성해 낼 수 있는지’, ‘유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가 평가의 대상이
된다. 정보를 공유하는 교육환경에서 서로 협력하여

Amabile, T. M. (1983). The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New York:
Springer-Verlag.
Lin, C. Y. & Cho, S. (2011). Predicting Math creative problem solving with
the Dynamic System of Creative Problem Solving Attributes. Creativity
Research Journal, 23,255-261.
UNESCO (2005).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s: Executive
Summary.
Segal, S. (2017). Yeap ! Finland will become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get rid of all schoos.http://curiousmindmagazine.com/goodbye-subjectsfinlan-taking-revolution-education-step/ Retrieved on Feb 26th,2017.
World Economic Forum (2015). New vision for education: Unlocking the
potential of technology.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역량이 주요 평가의
대상이 된다.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는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 제시하였다. 협력적
문제해결력은 사회적 역량(참여, 균형적 관점획득, 사회적
조절)과 인지적 역량(과제조절, 지식형성)을 발휘하여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가 주관하는 2013년
평가에서는 직무 수단과 사회생활방식의 두 영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네트워크에서의 학습 역량을 평가했다.
또한 2015년 PISA에서는 사고방식과 직무방식의 영역을
중심으로 ‘협력적 문제 해결력’ 을 평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협동력과 네트워크에서의 학습력을
평가하려 했던 예이다. 앞으로의 평가는 이보다 더 폭넓고
주관성이 개입되는 평가 방법들이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교육개발 2017년 3월호 _

11

특별기획 ➌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4차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사회에서의
교원 역량 개발의
제4의 길
정바울•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 로봇,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의
기술이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정보기술, 인지과학의 융합
기술로 발전하고, 이로 인한 지능형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생산을 주도하는 사회구조의 혁명(김진숙, 2016)”으로
정의된다. 교육계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한
학교교육 및 교직의 지형 변화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화두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말 그대로 산업은 물론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그 실체와
내용을 제대로 포착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이 교직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여 교원의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사회에서의 교원의 역량은

역량 개발 과제를 발굴하는 것은 더욱 도전적인 일이라고

학교교육 실천 장면에서 ‘딥러닝’ 과 ‘딥협력’ 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하는 역량, 이를 통해 형성되는 인간의 다양한 잠재력, 창의력,

지능정보화사회에서의 교원 역량 개발을 위한 단서를

글로벌 협업 능력과 융·복합적 역량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하는 보다 깊은 ‘딥
역량’ 이라고 할 수 있다(Zhao, 2016). 이와 같은 딥 역량은
단순히 부가적인 연수나 새로운 기기, 매혹적인 소프트웨어의
보급만으로는 개발되기 어렵다. 딥러닝과 딥협력에 필요한
보다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실제 재구조화와 교사의 ‘전문적
자본(professional capital)’ 의 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과 교육 거버넌스의 재설계 또는 리디자인(redesign)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Hargreaves & Shirley, 2012).

학교변화 분야의 권위자인 Hargreaves와 Shirley(2012)가
제시한 ‘학교 변화 제4의 길’ 논의 속에서 탐색적 차원에서
논의해 보려고 한다.
Hargreaves와 Shirley는 지난 40여 년간의 전 세계의
교육개혁의 흐름을 3가지 흐름(제1의 길부터 제3의 길)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이고,
영감을 주는 대안적 접근으로 제4의 길의 학교 변화 접근을
제시하였다1). 흥미롭게도 제4의 길과 4차 산업혁명 모두
‘4 또는 네 번째’ 차원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4의 길’ 의 학교변화 논의에서도 테크놀로지의
역할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 4차 산업혁명과 교원의 역량을
살펴보려는 본 주제와 잘 부합한다고 여겨진다(Shirley,
2011).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이 글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1)	1) Hargreaves와 Shirley(2012)는 지난 사십년간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 교육변화의
접근 방법을 복지 차원에서 국가의 투자와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한 제1의 길, 시장
과 표준화를 강조한 제2의 길, 공공영역(국가)와 사적 영역(시장)의 실용적 파트너
십을 변화와 리더십을 핵심 기제로 하여 모색한 제3의 길, 그리고 시민사회와 지역
사회의 참여, 교사의 전문적 자본, 그리고 체계성과 지속가능성을 핵심 축으로 하
는 제4의 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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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역량에 대해, 탐색적 차원에서 ‘딥러닝(deep

사이의 반복된 실패 주기의 ‘데자뷰(Déjà Vu)’를 보는 것은

learning)’과 ‘딥협력(deep collaboration)’과 같은 교원의 ‘딥

아닐까 하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과연 4차 산업혁명은 앞서

역량(deep competentcies)’ 개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테크놀로지를 교육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반복적

이에 앞서, 다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교육에 주는

실패의 패턴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여줄 것인가?

의미를 이해하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테크놀로지와 교육

아니면 비슷할 것인가?

사이의 길고 험난한 여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4차 산업혁명과 교원 역량 개발 제4의 길
테크놀로지와 교육의 경주
: 주기적 기억상실증 또는 데자뷰?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광범위한 학문간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창의성이 강조됨에 따라 창의·융합형 인재

미국의 교육학자 Cuban(1986)은 지난 한 세기동안

양성과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온라인과

테크놀로지를 교육에 적용하려는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오프라인의 학습 경험 융합, 교과 간 학문간 융합, 형식교육과

체계적으로 조명한 후 거기에는 ‘열광-실망-비난’으로

비형식 교육의 융합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학습을

이어지는 반복된 사이클이 존재한다고 분석하였다.

증진하는 데 필요한 교원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곤

1920년 이래 영화, 슬라이드,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한다(김진숙, 2016). 이와 관련하여 2015 교육과정에서는

도입으로부터 최근 컴퓨터와 인터넷의 도입에 이르기까지

“인문, 사회, 과학기술의 기초 소양 함양이나 문·이과

테크놀로지 옹호자들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가능성에 대해

통합 교과 신설,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 교육과정 운영의

‘열광’하고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테크놀로지가

자율성 확대, 전체적인 학습량 감소를 통한 깊이 있는

제한적으로만 교실에 침투하게 되면서 ‘실망’하게 되고, 결국

학습 추진, 교과 내, 교과 간 통합적 연계, 토의·협력,

이러한 실패를 교사들의 탓으로 돌리고 그들을 ‘비난’하는

탐구학습의 강조, 과정 중심 평가(김진숙, 2016)” 등을

반복적 주기를 띤다는 것이다. 보다 최근 저술에서 Zhao와

실제 학교교육과정에 실천하기 위한 교사의 역량 강화를

동료들(2015)은 이와 같은 반복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출현하게 되면 또 다시 열광적으로

흥미로운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4차 산업혁명

수용했다가 실패하고 또 실망하는 패턴을 보이는 현상을

논의가 활발해지기 전 시점에 저술한 ‘학교변화 제4의

‘주기적 기억상실증(cyclic amnesia)’ 이라는 흥미로운

길’이라는 책에서 Hargreaves와 Shirley(2012)는 은 4차

표현을 활용하여 분석하기도 했다. 그들은 반복된 실패에도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 사회에 요구되는 교원의 역량과

불구하고,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주는 매혹은 고통스럽고

관련하여 주의를 기울일 만한 예리한 분석과 통찰을

비싼 실패의 기억을 잊기에 충분하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제공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수업에서 디지털 기기를

테크놀로지의 옹호자들은 기존의 노력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활용하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조하며, 융·복합 수업을

실패로 끝난 이유를 깊이 음미하지 못한 채, 늘 ‘열광-실망-

하고, 또 맞춤형 수업을 하는 데 필요한 능력 등 4차

비난’의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언뜻

산업혁명에 요구된다는 역량을 기능적으로 세분화한 후

보기에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이를 개발하려는 역량 기반(competency-based) 접근(소위

이를 둘러싼 변화와 개혁 담론과 신드롬은 마치 우리가

제3의 길 또는 제3.5의 길 접근) ‘그 이상’의 접근이 요구

지난 한 세기 동안 충분히 겪어왔던 테크놀로지와 교육

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을 그대로 둔
채 몇 가지 역량을 추가하고 강화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교육개발 2017년 3월호 _

13

특별기획 ➌
본다. 특히 교원 역량 개발과 관련해서는 교사와 테크놀로지

비유적인 의미에서의 딥러닝이 아니라)의 추구에 전념하는

사이의 관계부터 새롭게 재정립하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방향으로 차별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을 것이다(Fullan

변화의 새 틀을 짤 필요고 있고, 이를 토대로 교사에게

& Langworthy, 2014; Zhao et al., 2015). 한편, 4차

요구되는 역량도 새롭게 재정의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에 대한 열렬한 지지와 기대는 자칫

있다고 주장한다.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는 중독적이고 주의를 분산시키는
특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거나 망각하기 쉽다(Hargreaves

딥러닝, 딥협력 그리고 딥역량

& Shirley, 2012). 딥러닝은 교사가 학생들로 하여금
유창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하여 Zhao와 동료들(2015)의 “기계가 대신할

‘디지털 주의력 분산(digital distraction)’ 으로 인해 깊이

수 있는 일, 사람이 절대 안 하기 : 교육 테크놀로지 활용의

있는 논의와 논증의 과정에 대한 인내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다섯 가지 대표적인 실수들(Never send a human to

극복하여 균형 있는 학습 역량을 함양하는 방향도 함께

do a machine’s job: Correcting the top 5 Ed-Tech

모색할 필요가 있다.

mistake)라는 흥미로운 최근 저서는 유용한 통찰을 제공해

또한 교사는 컴퓨터와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깊고 인간적인

준다. 그들은 교육 테크놀로지 활용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협력, 소위 ‘딥협력’을 조장할 수 있다. Turkle(2012)은 “함께

실수 가운데 하나로 교사와 테크놀로지 사이의 대결적

그러나 외로운: 왜 우리는 테크놀로지에 더 기대하고

또는 위계적 관계 설정을 지적한다. 그들에 따르면 로봇과

서로에게는 덜 기대하는가?” 라는 통찰력 있는 책에서

인공지능 기기가 인간 교사를 대체할 지도 모른다는

지능정보화의 쓰나미와 낙관주의 속에서 학생들이

두려움과 거부감을 촉발하는 대결적 관점이나 어디까지나

문자 메시지와 집착하게 되면서 친밀한 말과 대화의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는 교사의 교육활동 가운데

깊고 풍부한 소양과 깊은 상호작용이 상실되고 있다고

주변적이고 부수적인 기능만을 담당한다는 위계적(종속적)

우려하였다. 그리고 스마트기기는 학생들로 하여금

관계 설정은 이제는 그 설득력이나 타당성이 현저히

“서로서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연결되기보다는 기기에

떨어지는 관점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착오적

매여지게(tethered) 할 뿐” 이라고 하였다(Hargreaves

관점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인간교사와 테크놀로지가

& Shirley, 2012, p. 41). 교사는 때로 온라인과 디지털

파트너십을 이루어 코티칭(co-teaching)을 추구할 수

매트릭스에 지나치게 매여 있는 아이들로 하여금 온라인을

있다는 차원에서의 보다 전향적인 관점을 지향할 필요가

잠시 멈추고 오프라인에서의 학습공동체(학급 또는 학교)와

있다는 것이다. 교수-학습 과정 가운데 인공지능 로봇과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온-오프라인을 주체적으로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있는 비교적 단순한 학습 내용이나 반복, 연습 활동 등은

필요한 역량이 요구된다(Hargreaves & Shirley, 2012).

테크놀로지가 담당할 수 있도록 과감히 재분배할 필요가

게다가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있다. 오히려 이렇게 될 경우 교사는 테크놀로지에 의해

학습 활동과 생활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비판적 능력, 창의력,

스마트기기와 소셜 네트워크, 앱과 같은 소통 수단이

정서적 능력, 개척자적 소양과 같은 보다 더 인간적이고

깜짝 놀랄 정도로 발전하고 보편화되면서 교사와 학부모

비교우위가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딥러닝’(최근에

사이에서도 기존의 피상적이고 방어적 형태의 상호작용이

유행하는 것처럼 기계가 뇌와 같은 방식의 고차원적인

아닌, 보다 더 투명하고 깊은 차원의 협력과 파트너십이

사고를 하도록 만드는 인공지능과 학습 알고리즘을 말하는

요청된다. 따라서 교사들에게는 이와 같은 다양한 대상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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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의 협력과 보다 긴밀한 상호작용에 효과적으로

교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고 할

대응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리더십’ 역량을 갖출 필요가

수 있다. 더 다양하고 새로운 차원의 교사 역량 등은

있을 것이다(Cho, 2016).

후속 연구를 통해 분석되어지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사의 딥역량 개발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과

맺는 말

지능정보화사회에서의 교육이 테크놀로지와의 경주에서
다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해 준다고 할 수

앞에서 제기한 질문 “과연 4차 산업혁명은 앞서 테크

있다.

놀로지를 교육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반복적
실패의 패턴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비슷할 것인가?” 에 대한 답을 하거나 예측을 제시하는
것은 글쓴이의 능력 밖의 문제이고, 어쩌면 시간만이 해답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도래는 기존의 3차에 걸친 산업 혁명과는 그 내용, 정도,
수준이 현저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와 교육 사이의
경주에서도 이미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다는
차원에서, 적어도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변화로 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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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과 딥협력에 필요한 보다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재구조화와 교사의 ‘전문적 자본(professional
capital)’ 의 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과 교육
거버넌스의 재설계 또는 리디자인(redesign)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Hargreaves & Shirley, 2012). 이
글에서 제시한 딥러닝과 딥협력은 새롭게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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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우리 교육은 국가 발전을 견인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우수한 교육성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저마다 다른 능력과
관심사를 지닌 학생들에게 표준화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성적’ 이라는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지나친 경쟁의식과 학업 부담을 안겨준 것이 사실이다. 교육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원하는 인재를
제대로 길러낼 수 없으며,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교육부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을 마련하고 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모습과 우리 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기반하여 향후 우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각각의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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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 세계는 이른바 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Ⅱ.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우리교육의 방향
1. 유연화 :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눈부신 기술혁명에 직면하고 있다. 고도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교육

특징으로 하는 지능정보기술은 유례없는 속도와 영향력으로

앞으로 인공지능의 발달로 단순반복 또는 매뉴얼에

인류의 삶 전반에 거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클라우스

기반한 업무를 기계가 대체하게 될 것이다. 보스턴 컨설팅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삶의

그룹(BCG)은 2025년에는 40%의 제조업 노동력이 로봇으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혁명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인성·감성·창조적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사고가 필요한 업무분야가 점점 우세해질 것이다.

전혀 다를 것” 이라고 말했다. 지능정보사회는 교육에도

그간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선택중심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학교교육 외에 다양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도입, 수업시수 증감 편성 허용, 창의적 체험활동

혼합교육(blended learning)이 일상화되고, 개개인에

편성, 자유학기제 도입, 진로교육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최적화된 교수학습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경주해 왔다. 그러나 학년제에 기반한 교육과정의 경직성,

세계 각국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부족 등으로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초·중등 단계에서는 동영상 강의를 활용한 ‘칸 아카데미’,

맞는 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과정상 타 학교

학년이 아닌 흥미와 적성에 따라 학급을 편성하는 ‘알트

과목 수강과 지역사회 학습장에서의 학습도 허용하고

스쿨’ 등 새로운 교육모형이 등장하고 있다. 고등교육

있으나 실제 운영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단계에서도 물리적인 캠퍼스 없이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는 ‘미네르바 스쿨’ 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 교육도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수업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학습활동이

그간 우리 교육은 국가 발전을 견인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우수한 교육성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저마다 다른 능력과
관심사를 지닌 학생들에게 표준화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성적’ 이라는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지나친 경쟁의식과 학업 부담을 안겨준 것이
사실이다. 교육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원하는 인재를 제대로 길러낼 수 없으며,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교육부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을 마련하고 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모습과 우리 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기반하여 향후 우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각각의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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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1.
2.
3.
4.
5.

(유연화)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
(자율화)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
(개별화) 개인의 학습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전문화) 지능정보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기르는 교육
(인간화) 사람을 중시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교육
미래전망

•인성·감성·창조적 업무분야 우세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 창의성 중시
•에듀테크 산업 발전, 맞춤형 교육
•지능정보기술 분야 인력수요 증가
•사회양극화 심화, 인간소외

우리현실

키워드

•학년제 경직성, 선택과목 다양성 부족
•강의식·암기식 수업, 경쟁중심 평가
•기술을 활용한 개별맞춤형 교육 미흡
•SW 전문인력 공급부족, 인력유출
•교육격차 심화,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유연화
자율화
개별화
전문화
인간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사제도를 유연화 해나가는 것이

부각될 것이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바람직하다. 특히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필요한 인재는 복잡한 문제를 푸는 능력, 비판적 사고력,

흥미와 적성에 맞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소

창의력, 협력 능력을 갖춘 인재라고 한바 있다.

성취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학년이 지나서도 다시 배울 수

그간 STEAM 교육을 통한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

있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 핀란드 등

자유학기제를 통한 다양한 수업혁신 모델 창출에 노력해

이미 많은 나라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대학처럼 학점제로

왔으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2015 개정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고등학교를 선택중심

교육과정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이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의 방향에

지향하는 수업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업이

따라 고등학교 단계부터 학점제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가능하도록 교사에게 수업과 평가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야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학기 운영 관련 규제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전체 중학교에 시행 중인 자유학기제,

완화하여 대학이 다학기제, 유연학기제, 4·8·15주 등

교과교실제 등을 활용하여 토의·토론, 발표, 프로젝트

다양한 방식의 블록수업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

수업, 거꾸로 학습 등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 모델’ 을

학사운영의 자율성도 높일 예정이다.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국가가 정하는 교육과정은
교육목표와 최소한의 성취기준 정도로 간소화하고 학교와

2. 자율화 :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
3차까지의 산업혁명이 인간의 육체적 노동을 대체했다면,

선생님들에게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여 다양한 수업이 실시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은 지적인 노동까지 대체할 것으로

평가 역시 과목별 특성 및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전망된다. 이미 인공지능기술이 법률, 의료서비스 분야에

최적화된 평가방식을 교사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영역과 가치를 창출할 수

중간·기말고사 등 학교 단위의 총괄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등이 더 중요하게

형성평가·과정평가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선생님들이

18

이처럼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또한, 교사는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유·무료 콘텐츠가

함양할 수 있도록 현행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하고,

수준별·주제별로 분류돼 있는 ‘교육콘텐츠 오픈마켓’ 을

신임교원의 수업 및 생활지도 능력 강화를 위해 선발 후

통해 학습자 수준에 맞는 학습자료를 선별하여 학생의

일정기간 교육과 현장연수기간을 거쳐 배치하는 방안 검토도

맞춤형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필요하다.

이와 같은 최첨단 지능정보기술과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해 미래인재를 키우는 세계 수준의 ‘첨단

3. 개별화 : 개인의 학습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미래학교 육성 프로젝트’ 도 추진한다. 해외에서는 2013년

지능정보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학습효과를

설립된 알트 스쿨이 나이가 아닌 학생의 흥미와 특성에 따라

극대화할 수 있는 학습 콘텐츠가 개발되고, 개인 맞춤형

반을 편성하고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여 큰

교육체제 구축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호응을 얻고 있으며, 2014년 설립된 칸랩 스쿨(Kahn Lab

에듀테크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기존의 교실단위 집합식

School)의 경우, 시험이나 평가가 없이 협력·프로젝트

교육은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으로 변화될

학습으로 운영돼 새로운 미래학교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학교

교육정보화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왔으나, 현장의 ICT 기술

운영체제 등을 총체적으로 혁신한 다양한 ‘첨단 미래학교’

활용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2014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모델을 교육청별로 공모·선정하여 지원을 본격화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교의 ICT 접근성과 학생 수

예정이다.

대비 PC 보급률은 OECD 평균이하이며, 특히 학교에서의
ICT 활용율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2015년 말

4. 전문화 : 지능정보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기르는 교육

기준, 전체 227,434개 교실 중 11.2% 수준인 25,538개

앞으로 지능정보기술을 선접하는 기업이 시장을

교실에만 무선망이 구축되어 있을 뿐이다. 지능정보기술의

독점하는 승자독식 구조가 강해지고, 지능정보기술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투자 부족 현상이

경제적 파급력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도 애플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교육경쟁력에 큰 손실이 우려된다.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시장 수익을 독점하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능형 학습지원 시스템 및 첨단
미래학교 구축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다.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신산업 분야 우수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노력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능정보기술 분야 인력양성 정책이 추진되고

교육부가 개발 예정인 지능형 학습 플랫폼은 수행결과물,

있으나, 지능정보기술의 핵심인 SW 전문인력은 공급부족에

학습시간, 참여횟수 등 학생의 모든 학습 빅데이터를

직면한 상황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망에 따르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학생의 강점과 약점, 수준, 흥미 등을

2018년까지 약 1만1천명의 SW분야 고급인력 부족문제를

고려하여 적절한 학습경로를 안내해주는 시스템이다. 그

겪게 될 것이다. 또한, 우수인재 유인체계가 부족하여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 확보를 위해, 교과성적 뿐 아니라 각종

인력유출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2015년 IMD 조사결과에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생의 모든 학습결과를 누적·수집한

따르면 우리의 두뇌유출지수는 10점 만점에서 3.98점

‘온라인 학습 포트폴리오’ 를 구축하여 학생 특성에 맞게

수준으로 61개국 중 42위에 불과하다.

개별화된 학습설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초·중학교 SW 교육을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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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화하고, 2020년에는 모든 초·중·고에 학생 SW

예술체험 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단순한 학교

동아리가 최소 1개씩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체육을 넘어 평생에 걸쳐 예술·체육 등을 향유할 수

아울러, 각급 학교에서 SW 교육이 안정적으로 실시될

있는 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보소외계층에

수 있도록 신규 채용, 복수전공 연수 등을 통해 중등

대한 정보문해교육을 확대하는 등 사회통합을 이루고

정보·컴퓨터 담당 교사를 2020년까지 600여명 가량 추가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소외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확보하고, 컴퓨터실 등 시설 기반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능정보 핵심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어려서부터

Ⅲ. 결론

재능을 발굴하여 꾸준히 지원할 수 있도록 초·중등 영재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차원에서는 인공지능 기술(AI)을 포함한 5대

제4차 산업혁명은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곧 직면할

지능정보기술 영역의 최고 수준 학과와 대학원을 선정하여

현실이다. 우리의 준비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10년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 대학의

변화에 대응할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 미래교육이 ‘무한한

지능정보기술 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박사 후 연구자에게

학습기회와 최첨단의 풍부한 학습자원을 누릴 수 있는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에서의 연수기회 및 연구비를 지원하여

이상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혹은 ‘취약계층의 교육기회가

우수 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고, 대학 특허·원천기술 등 창의적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위기에 직면할

자산에 대한 기술사업화 지원, 대학(원)생 창업 활성화를 위한

것인가’의 문제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혜안과

투자 펀드 운용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대비에 달려 있다.
미래교육 방향 설정에 대한 면밀한 논의와 체계적인

5. 인간화 : 사람을 중시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교육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으나, 기술이 인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인간소외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만이 갖는 감성·사회성·윤리성을
키우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변화에 뒤처지기
쉬운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적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가치를 구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인성·예술·체육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갈등해결, 또래조정 등 학생 간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는 관계중심 생활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인간과
기술, 환경과 복지, 미래에 대한 책임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교육도 강화한다. 예술·체육교육은 기본적으로
1학교 1스포츠클럽 활성화, 오케스트라·뮤지컬·연극 등

20

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우리 세대의 사명이다. 그것이 바로 미래 세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미래 교육의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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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사회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정책적 과제
소경희•서울대학교 교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래 사회가 창의융합형 인재를 요청할 것임을 예견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 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 던져진 제4차 산업혁명이나 지능정보화사회라는 화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사회
변화에 좀 더 민감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의 양성이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내세운 수사가 학교교육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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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미래

2015; 김경자 외, 2015). 그러나 국가 교육과정은 ‘수사학적

사회를 염두에 두고 개정되곤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육과정(rhetorical curriculum)’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최근에 고시된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이다.

‘창의융합’, ‘역량’이라는 수사만으로 기대되는 학교교육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5년 9월 23일에 고시된 것으로,

변화를 이끌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지능정보화사회는 ‘2015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1, 2학년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개정 교육과정’ 이 예측한 것보다도 더 창의융합과 역량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도

강조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2015 개정 교육과정’ 에서

미래의 사회상을 그려보고 이에 적절한 비전을 내세웠다.

내세운 교육 비전이 그 적용 시점에서 학교교육의 실질적인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연구되거나 고시될 당시에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후속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이나

이하에서는 지능정보화사회에 필요한 학교교육의 비전과

‘지능정보화사회’라는 용어가 회자되지 않았었다. 2015 개정

이에 따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교육과정이 염두에 둔 사회는 ‘지능’보다는 ‘지식’이라는

제시해 본다.

용어가 강조된 ‘지식정보사회’ 였다.
사실, 제4차 산업혁명이나 지능정보화사회라는 화두는

Ⅰ.	지능정보화사회에 필요한 학교교육의 비전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들어선 감이 없지 않다. 아마도
여기에는 지난 해에 화제가 되었던 ‘다보스 포럼’ 에서 전망한

미래 사회에 대해 어떤 명칭을 부여하든 간에, 우리는

향후 일자리 지형의 변화, 그리고 TV를 통해 생생하게

이미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이끄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목격된 인공지능 ‘알파고’ 의 활약이 큰 역할을 했을

있다.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등의 첨단 네트워킹

것이다. 그러나 다보스 포럼에서 언급한 사물인터넷이나

시스템이나 빅데이터와 연계된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의

빅데이터 등의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우리 사회의 변화는

행위와 인식, 존재 방식을 바꾸고 있다. 지능정보화사회가

이미 조금씩 가시화되어 왔으며, 인공지능 또한 사회

가속화될 것임을 감안하면, 학교교육은 이러한 변화에

여러 분야에서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해 왔다. 다만 우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은 그동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를 그저
지켜보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제4차

1. 학생들의 역량 함양에 초점을 두는 교육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는 ‘혁명’ 이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지능정보화사회에서는 학교교육을 위한 기반을 분명히

이러한 변화가 조만간 우리 삶의 양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있음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이제 이를 지켜만 볼 수 없다는

확산은 고정되고 확실한 지식이 있다거나, 중앙에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혹은 전문가만이 지식을 생산하고 유포할 수 있다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나

생각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더군다나 다보스 포럼에서

지능정보화사회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제시되었듯이,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미래의 삶의

않지만 미래 사회를 전망하면서 그에 대응한 인재를

양식과 일자리 지형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학교가 길러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즉 2015 개정

할 인재상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의

지능정보화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을 염두에 둔다면,

양성을 목표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다(교육부,

지금부터라도 학교교육의 중점을 교과의 지식을 가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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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부터 학생들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따라서 지능정보화사회에서 요청하는 창의적 인재를

있다.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학생들이 직면하게 될 미래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신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을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할 때, 지식을 확실한 내용체계로

발견하거나 표출하는 기쁨, 즉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확정짓고 이를 교육의 목표와 내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다.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학교교육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학생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과열된 관심으로 인해

능력을 기르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역량 함양은 미래 교육을

이제 지능정보화사회에서 요청되는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왜냐하면

위해서라도 그동안 상실된 배움의 즐거움을 학생들이 맛볼

역량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적절한 경험을 통해 획득될 수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배움의 즐거움은

있는 것으로서, 모든 종류의 문제에 열려 있는 능력이기

국가 교육과정에 담겨진 화려한 수사와 교육내용의

때문이다. 역량은 학생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을

변화만으로는 맛보기 어렵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수-

언급하는 것으로, 학교교육을 받은 인재가 어떤 존재가

학습 ‘방법’ 이 바뀌어야 한다. 학생들의 호기심을 존중하고,

되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드러낸다.

교과 지식이나 기능을 학생들의 삶과 관련시키며, 학생들이

지능정보화사회는 학교교육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서로 격려하고 지원하는 협력적인 학습이 가능할 때 배움을

보다는, 학생을 어떤 존재(being)로 키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즐기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다.

우선적인 관심을 두길 요청한다.

2. 배움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교육

Ⅱ.	지능정보화사회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의 과제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창의성이다. 창의성은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에서는 미래 사회가 창의융합형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데에 핵심적인

인재를 요청할 것임을 예견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

속성으로 이해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내세우는

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 던져진

창의융합형 인재에 대한 강조도 이러한 맥락에서라고 할 수

제4차 산업혁명이나 지능정보화사회라는 화두는 ‘2015

있다. 지능정보화사회에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들을 우리

개정 교육과정이 사회 변화에 좀 더 민감하게 대응할

삶과 관련하여 창의적으로 연결지우고 발전시키는 능력이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의

국가 경쟁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성이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내세운 수사가

창의성이 더욱 더 강조될 것이다.

학교교육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그러나 창의성은 학생들이 자신들이 배우는 것에 즐거움을
느낄 때에 비로소 길러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1. 핵심 역량의 실질적인 함양을 위한 노력

있다. 모든 학생들은 각자 타고난 잠재성이 있으며, 이를

‘2015 개정 교육과정’ 의 총론에서는 6개의 핵심 역량

스스로 깨닫고 발현하는 이른바 자아실현의 과정 자체가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창의성을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소경희, 2016).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을 규명하고, 이를 모든 교과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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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교육이 이러한

통합 혹은 융합적인 학습 경험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핵심 역량을 어떻게 길러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2015

있다. 국가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통합한 통합사회나

개정 교육과정’ 에서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각

통합과학만으로, 그리고 한 학기의 자유학기만으로

교과의 내용체계는 여전히 교과별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창의·융합적인 인재를 기르기는 쉽지 않다. 모든 학교급의

지식’을 중심으로 계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2015 개정

학생들이 여러 형태의 통합적인 학습을 자주 경험할 수

교육과정’ 을 통해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부터 미래 사회가

있어야 한다.

요구하는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핀란드가 2016학년도부터 적용된 새
교육과정(FNBE, 2016)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주제(topic)로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에서

가르치기’라는 파격적인 실험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제시한 핵심 역량은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해 어떤 존재가

핀란드는 미래 사회를 대처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되어야 하는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역량은 미래를

위해 전통적인 교과를 통해 가르치는 방식이 아닌

살아갈 학생들의 정체성이나 자아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주제를 통해 가르치는 방식을 도입했다. 물론 핀란드의

있는 것으로, 역량 중심 교육이란 모든 교과교육이 이러한

새 교육과정에는 교과를 통해 가르치는 방식도 여전히

학생들의 역량 발달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는

존재한다. 그러나 핀란드는 학생들의 삶과 관련된 주제나

것이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이 역량 중심 교육을

현상을 기반으로 하여 여러 교과 교사들이 협력하여

적극 구현하는 방향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역이나

공동으로 가르치는 협력적인 수업을 제도화했다. 이러한

학교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개혁은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핀란드의

혁신적인 방법을 구안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안내하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핀란드의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평가의 일부로 핵심 역량에

새 교육과정에서는 교과가 아닌 주제로 가르치는 수업을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이 탐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1~9학년의 학생들이 적어도 매년 한번 이상 경험할 수

방안은 전통적인 교과 중심 교수·학습법과 역량 중심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업의 빈도나 기간, 그리고

교수·학습법 간의 협력적인 실행을 꾀하는 것으로, 이에

구체적인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은 전적으로 개별 학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일임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도 단위학교에서 교과
간의 경계를 허물고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수업을 운영할 수

2. 교과 간의 경계를 허무는 수업의 활성화

있는 공간이 많이 있다. 그러나 모든 학교가 이러한 자율적인

‘2015 개정 교육과정’ 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기

공간을 교과 간의 통합적인 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했다. 고등학교에 통합사회와

위해서는 교사들 간의 협력적인 수업을 제도화하는 후속적

통합과학을 공통과목으로 신설하여 모든 학생들이

조치가 필요하다.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학교의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수준에서 여러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교육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자주 언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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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교과 수업을 통한 디지털 역량의 강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을 기반으로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이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역량을 함양하는 것은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이제 막 적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은

이루어진다면 지능정보화사회가 요청하는 역량에 초점을 둔

이러한 미래 사회를 예견하여 정보처리 역량을 모든

학교교육을 이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기

교과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핵심 역량의 하나로 제시하고,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체질을 역량 중심 교육으로 바꾸겠다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초등 5-6학년의 실과와 중학교 정보

국가의 확고한 의지가 적극적으로 표출될 필요가 있다. 즉

교과를 통해 필수화 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담긴 창의융합, 핵심 역량, 배움의

그러나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야기할
사회 변화를 생각하면 정보처리 역량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즐거움이라는 미래 지향적 수사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 이 추구하는 창의융합형

무엇보다도 교실의 실제적인 교수-학습이 ‘2015 개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에

교육과정’ 이 추구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하고 창의융합적인

빈번히 노출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디지털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데에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정책적 관심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를 학습

일부 학년이나 특정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공동체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도 요청된다.

교육만으로는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디지털 역량을

지능정보화사회를 위한 어떠한 개혁 정책도 학교 구성원의

함양하기 어렵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에서 핵심

자발적인 변화 의지나 실천 역량이 없다면 실제적인 변화를

역량의 하나로 내세운 정보처리 역량을 모든 교과교육을

이끌기 어렵다.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통해서 실질적으로 함양해 낼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학교 지식을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문제와 관련시킨다거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모든 학생들이 모든 교과

여러 교과의 지식과 기능을 결합하는 수업이 요구된다.

수업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 교사들의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 간에 소통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수업을 지원할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미래 사회와는

조성되어야 한다. 교사들의 자발적인 협업 의지와 실천이

다른 환경에서 교육받은 교사들은 급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학교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수업에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학교가 교사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배우는 학습공동체로

교사의 어려움은 단기간의 연수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제공될

있다. 따라서 교사 수업을 지원하는 방안의 하나로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기술에 능한 튜터의 활용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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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사회에서의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김선아•한양대학교 교수

요즈음 사회, 경제, 교육 분야의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혁명’ 이라 이름 붙여질 만큼 가까운

선발, 입시 등 교육 제도의 모든 면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임시방편적 처방 이상의 숙고를 요구하는 것이다.

미래의 생활상에 있어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심화되는 지능정보화사회의 렌즈를 통해

2016년 초 다보스 포럼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서로

학교교육과 학교 교육과정 어딘가에 놓인 예술교육을

연결되고 지능적이기까지 한 4차 산업혁명은 그 속도,

되돌아보고자 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도래의 확실성이나

범위, 충격에 있어 이전의 어떤 혁명과도 비교되지 않을

실효성에 대한 판단을 떠나서 학교교육을 성찰하고

것으로 예상된다(이민화, 2017). 이에 우리는 인공지능과

인간 교육을 위한 예술교육의 가치를 새로운 관점에서

가상현실의 핑크빛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한편 로봇과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급변하는

인간의 일자리 다툼(고현실, 김영대, 2017)을 염려하기도

사회경제 상황 속에서 학교교육의 변혁을 위한 예술교육의

하고 ‘인간됨’ 에 대한 성찰을 요구받기도 하는 복잡하고도

의미를 재조명하고, 실제적인 예술교육 활성화를 가능하게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는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기술적 변화와 함께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저변에는 공통적으로 사회 전반에

학교교육 다시 보기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근대주의적 인식론과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당혹감이 깔려 있다. 특히 과학적 합리주의에 기초하여

지능정보화사회에서 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성의 발달과 지식의 축적만을 강조해 온 학교교육이

사회 전반과 일상생활에 침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래 사회의 전망에 비추어 볼 때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심화시킴과 동시에 미래

데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교육과정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상의 불균형을 수정하는 것을 넘어서 학습자가

것이다.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적 과제에 관하여

경험하는 학교교육의 의미, 교사-학습자 간의 관계, 평가와

조상식(2016)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와 ‘인간의 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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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함께 발달’시키는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사회적

되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갈등과 단절의 심화는 양극화, 분열, 갈등과 같은 불평등적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또

사회구조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디지털 매체에의

다른 용어가 ‘소프트파워’ 이다.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몰입에 따른 공감 능력의 약화, 세대 간 경험 양식의 단절

소프트파워에 있어 다양한 개체를 상상력과 아이디어로

등 개개인의 심리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한편

연계하는 연결성(connectivity)이 핵심이 된다(김상윤,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창의적 사고 역량의 차원에서 그는

2016). 생물학, 물리학, 공학 등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상황맥락적 지능(정신), 정서지능(마음), 영감지능(영혼),

융합되는 기술 혁명을 주요 특징으로 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신체지능(몸)을 함께 발달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며 따라서

단순히 새로운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식과

“‘느낌’도 반드시 커리큘럼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고

경험을 새로운 역량으로 엮어내고 상상력을 기반으로

강조한다(조상식, 2016, p. 170). 이와 같이 미래 사회로의

다양한 대상을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전환은 기술력의 문제 못지않게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 관한

요구된다. 이에 산업 분야에서는 조직의 자원을 조합하고

것이며, 교육에서의 전인적인 관점을 회복하는 가운데

재조합하여 더 많은 혁신의 가능성을 창출해가는 ‘혁신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측정할 수 없고 불확실한

다양성’ 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조길수, 2017).

것으로 간주되면서 교육의 주변으로 밀려나버린 느낌과

이는 지식의 양적 크기 못지 않게 복잡성과 모호함을 즐기고

감정, 감각과 직관의 사용법을 인간 교육의 중요한 위치로

서로 다른 요소들을 연결하는 가운데 다양성을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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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정서적 태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예술교육 다시 보기

다양한 혁신이 폭넓은 자원의 활용과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협업과 소통의 사회적 기술 또한
소프트파워를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학교가 지식을 전수하는 기관이 아닌 미적 감수성과
예술적 표현이 자라나는 환경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미래 사회에 대한 다양한 전망 속에서 창의성의 가치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천재적인 혹은 재능을 가진 소수를

관한 비고츠키(Vygotsky, 1930/2001, p. 16)의 다음과

발굴하여 교육하는 방식의 예술교육으로부터의 인식적

같은 경고는 현재 학교교육이 당면한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전환이다. 특별한 예술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제공한다.

영재교육 또한 매우 중요한 예술교육의 일부임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학교교육에서 예술교육의 전형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인간의 활동이 낡은 것을 똑같이 재생하는
것에만 그친다면 인간은 과거로만 향해 있는
존재가 되고, 그 존재가 그 과거를 재생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미래에 순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이야말로
미래를 향하고 미래를 창조하고 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될 것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의 원리로서 예술교육의
체계가 요구되는 이유는 창의성을 문명의 진화와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모방자, 밈(meme)으로 설명하였던
칙센트미하이(1996/2014) 의 접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창의적 업적을 남긴 인물들에 관한 저서에서 ‘어떻게
1400년과 1425년 사이의 짧은 시기에 유럽의 플로렌스라는
특정한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새로운 미술작품이 꽃피우면서
르네상스의 황금기를 이룰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시기에 브루넬레스키는 로마의 건축 형식을
기초로 돔을 설계하여 건축의 새로운 조화와 미를

위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만약 우리가 미래

창조하였으며, 그에 의해 처음 과학적으로 시도된 원근법이

학교로의 변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다면, 이는 학습자

1425년 마사초의 <삼위일체>에서 회화적으로 구현되면서

안의 감정, 정서, 직관, 상상력, 통찰력, 연결성, 다양성의

세계를 이해하고 재현하는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였다.

힘을 활용하는 교육으로 서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또한 증기엔진, 인쇄술, 망원경, 시계 등 르네상스 시대의

맥락에서 예술교육은 학교교육 개혁을 위한 하나의

발명품은 인간의 사고와 삶의 시공간을 새로운 차원으로

방법론으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홍성욱(2012, p.

확장하였는데, 이는 가히 현재의 인공지능, 가상현실 기술에

256)은 융합적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근대적 이성에

비견될 수있을 것이다.

가려졌던 “감성, 상상력, 환상 등과 같은 비합리적 요소들을

칙센트미하이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복권시키는 작업” 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중세 수세기 동안 침묵하였던 인간의

지능정보화사회에서 예술교육의 활성화는 논리적, 공식적

창조가 어떻게 특정한 시기, 특정한 지역에서 가능할 수

언어와 합리성만을 진보의 전제로 삼았던 학교교육에 대한

있었던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특별한 창조적 개인의

반성적 성찰과 함께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확장된 믿음을

출현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 속에서 사회의

회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존속과 발전을 위해 플로렌스를 가장 아름다운 도시, ‘새로운
아테네’ 로 만들기 위해 창의적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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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투자를 하였던 당시의 문화적 환경 속에서 찾는

하고 평가하기이다(Lincoln Center Institute, 2009).

것이 적절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창의성의 발현에

그린(Greene, 2001/2011, p. 143)은 예술 활동에 참여하

대해 칙센트미하이(1996/2014, p. 57)는 “자동차 사고를

면서 경험적인 가능성과 질문, ‘사랑할 수 있는 질문’ 을

당하는 것과 같을지도 모른다.” 라고 적고 있다. 운전자의

만드는 것이 “질문하지 않는 수동적인 태도, 소비중심적인

실수만으로 사고를 설명할 수는 없으며 도로와 교통

태도, 편하고 전통적인 길로 인도하는 부주의와 나태한 태도

상황, 날씨, 다른 차량 등 많은 변수들이 함께 연계하여

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치...처럼(what

작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의성을 개인만이 아닌 체계의

if...)’ 이라는 관점에서 대안적인 실제를 탐색하는 상상력이

문제에 속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에 관해

수면상태에 있는 학생들의 의식을 깨우고 사회를 변혁하는

칙센트미하이(1996/2014, p. 209)는 창의적인 인물들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삶에서 이상하리만큼 학교의 영향이 미비함을 지적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버드 대학의 Project Zero팀에서 개발된

“학교의 영향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이가 학교 밖에서

Artful Thinking 프로그램에서는 창의적인 ‘마음의 습관’ 을

발견한 관심과 호기심을 억제했다는 것” 이라는 우울한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여기에서는 미술로 사고하고,

진단을 내리고 있다.

사고를 시각화하는 순환적 과정을 통해 단련할 수 있는 사고

그렇다면 학교 안에서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능력을 ‘미적 사고의 팔레트(Artful Thinking Palette)’ 로

예술교육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이름붙이고 다음 6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① 의문을 던지고

예술의 교육적 의미를 몇 개의 단어로 압축하는 것은 쉽지

탐구하기, ② 관찰하고 묘사하기, ③ 비교하고 연결하기,

않으나,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예술을 통한 학습의 요소들은

④ 복잡성 발견하기, ⑤ 다양한 관점 탐구하기, ⑥

향후 예술교육의 방향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이정표가 될

추론하기이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예술교육이 정서의 순화,

수 있다. 아이즈너(Eisner, 2002/2007)는 ‘예술이 가르치는

감정의 표출, 조형적 표현 능력의 개발 뿐만 아니라 미적

것은 무엇인가’ 에 관하여 다음의 7가지의 능력을 제시한다.

매체를 통해 사고하고 생각과 느낌을 시각화하는 실험을

① 관계에 대한 주의, ② 융통성 있는 목적, ③ 매개체로서

통하여 창의적인 사고를 내면화하고 마음의 습관으로

재료를 사용하기, ④ 표현하는 내용을 만들기 위한 형식

자리잡게 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만들기, ⑤ 상상력의 사용, ⑥ 미학적 관점에서 세상을
구성하는 것을 학습하기, ⑦ 경험의 질을 말과 텍스트로

창조하는 학교 만들기

변형시키는 능력이다. 이와 같은 학습요소들이 앞서 논의한
지능정보화사회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다.

앞서 학생들이 예술 활동 직접 참여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능력들을 열거한 것은 학교교육 안에서 예술교육의

예술을 통한 미적 교육을 실천하는 링컨센터 예술

필요성을 정당화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원 (LCI)에서 제시한 상상력 학습 능력(Capacities

논리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속화되는

for Imaginative Learning)도 유사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지능정보화사회 안에서 창의적 사고를 위한 학교교육의

있는데, 이는 ① 깊이 있게 주목하기, ② 체화하기, ③ 의문

대전환이 요구된다는 전제 하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던지기, ④ 패턴 인식하기, ⑤ 연결 짓기, ⑥ 공감 표현하기,

방안으로 예술교육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⑦ 모호함 감수하기, ⑧ 의미 만들기, ⑨ 행동하기, ⑩ 반성

예술교육의 가치에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모든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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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교육을 통하여 미래 사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신중한 토의와 설득의 과정을 통하여 합의를 구해나가는

있도록 하는 환경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즉 학생들의 감정,

같은 실천적인 노력과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서, 상상,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첫째, 전체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예술 관련 교과의

위한 정책은 단기간의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투입이 아닌

위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균형 잡힌 교육과정 운영을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학교교육 개혁을 위한 일련의 과정

위한 실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단지 시수, 편성의 차원이

안에서 장기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아니라 공식적, 잠재적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들에게

둘째, 우리나라의 학교교육 맥락 안에서 예술교육의

예술교육이 어떻게 경험되고 인식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여야

성과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한다. 통합적 교육을 위한 예술과목을 과학과목과 동등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정부,

위치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던 미셀 루트먼스타인과

기관, 학교 단위의 책무성이 점차 강조되면서 서구의

로버트 루트번스타인(1999/2007, p. 417)은 “창조과정에

여러 국가에서는 정책 수립 혹은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직관적이고 상상적인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분석과 평가, 질적으로 수준

생각하는 것은 느끼는 것이고, 느끼는 것은 생각하는

높은 정보를 토대로 기대하는 목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교육과정은

근거기반실천(evidence-based practice)의 접근이

가치중립적이거나 진공상태에 놓여있지 않다. 따라서 균형

확산되고 있다(조정환, 2013). 따라서 중장기적인 예술교육

잡힌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투입하고 이에 관한 면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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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평가를 실시하여 타당성 있는 예술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회적, 산발적, 중복적으로 제공되는 예술교육 사업과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흥미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의미 있는 예술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측면에서 그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계획안에서 높은 수준의 예술교육이
개발, 투입되고 평가와 환류과정을 통해 질적으로 개선되는
선순환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이상적 가치나 막연한 효과에 호소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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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사회에서의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제2차 체육교육 르네상스를 위하여
최의창•서울대학교 교수

Ⅰ.	체육교육의 첫 번째 르네상스

급증하면서 2년 연속 가장 많은 중등교사를 뽑는 교과가 된
것이다.

2000년 이후 지난 기간은 체육교육(이하 학교체육과

한편, 지난 20여 년간 일반 시민들의 엘리트스포츠와

혼용)의 부흥기라고 할만하다. 예산의 규모, 정책의 다양성,

생활체육에의 관심 증가, 각종 언론의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인력의 전문성 등에서 그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성장세를

스포츠의 성과 보도, 유능하고 열정 가득한 체육지도자의

보였다. 88서울올림픽 이후 1990년대에 들어 기지개를 켜다

활약 등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처럼

IMF 시기에 주춤한 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로

스포츠의 가치에 주목하여 청소년기와 학교 현장에

접어들면서,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학령기 청소년을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해주는 체육활동에

대상으로 기획되고 집행된 체육교육은 급격한 변화를

대한 기대와 투자도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10년

겪는다. 다른 교과 분야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교육 여건에

이후로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축으로 십대

놓여있지만, 그래도 지난 시절보다는 상대적으로 괄목할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인성 함양을 위한 특효 처방으로서의

발전을 이루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체육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명백한 증거가 될 만한 최근의 두 가지 사실이 있다.

가히 한국 체육교육의 르네상스라 할만하다. 그런데,

첫째, 2012년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체육교육만을

지금 급격히 도래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현재와 같은

위한 독자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학교체육의 르네상스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

한국체육의 기틀을 마련하였듯, 학교체육을 위한 든든한

현재를 발판 삼아 더 성숙된 제2차 르네상스의 전기를 만들

기반이 번듯하게 갖춰진 것이다. 둘째, 2016년, 2017년에는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성장을 멈추고(중세체육과 같은

공립 중등학교 교사 선발에 있어 체육교사의 모집 정원이

운명처럼) 뒷걸음치게 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의 거센

국어, 영어, 수학 교사보다도 많았다. 교육과정에서 수업

물결을 견뎌내야 하는 교육 분야와 함께 학교체육은 어떠한

시수가 증가하고 체육교과에 대한 학교 현장의 수요가

자세로 이 새로운 변화를 대응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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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능정보화사회 속 학교체육의 위기와
기회

이렇듯 4차 산업혁명과 체육교육의 관계는 그다지
장밋빛으로 물들어있지는 않다. 오히려 여러 형태와
성격으로 관계맺음이 가능하다. 2015년 영국의 “청소년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에 의해 촉발된 4차

스포츠진흥재단”(Youth Sport Trust)에서는 미래사회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의 모든 사회 분야가 들끓고

디지털 문화 속에서 청소년들이 체육에 보이는 반응과

있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적응 형태에 대한 예측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The Class

유비쿼터스 모바일 인터넷, 더 작고 강력해진 인공지능과

of 2035>(부제: 내일의 청소년들을 위한 보다 더 밝고

센서, 기계학습 등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보다 더 활기찬 미래를 만들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이다.

이미 뒤떨어져있다고 평가되는 한국이 이 혁명에 참여하고

이 보고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만연하는 20년 후

만회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4가지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아직 3차 산업혁명에 안주하는

양상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해준다(그림

수준에 머물러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국교육의 오래된

1참조). 이 과정에서 체육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영향을

고질병이 된 정보습득 중심의 지식교육을 근본적으로

미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결과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치료하지 않은 한 우리의 장래는 밝지 않다.

지능정보화사회에서 전개될 체육교육의 다양한 상황을

그런데, 학교교육의 중요한 배역으로 떠오른 학교체육

이해하는 데에 직접적 도움을 준다.

의 경우는 어떠한가? 체육은 더 이상 장식 교과, 혹은 이차

첫째,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적응을 보여주는

교과라고 불리던 예전의 그 교과가 아니다. 입시의 주인공인

경우(제1사분면)인 “최상으로 적응된 그룹(the fit-for-

국영수 교과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쉬는 시간, 뜨거워진

purpose generation)” 은 체육적으로 높은 접근성을 지니고

머리를 식히고 노는 시간도 아니다. 체육은 학생들의 지·

있으며, 지식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있는 아이들이다.

덕·체를 골고루 발달시켜주는 가장 뛰어난 전인교과로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체육활동에 맘껏 자유롭게

학교교육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제, 4차

참여하며, 학교 밖에서도 높은 활동 수준을 유지한다.

산업혁명을 이끄는 미래의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교체육의

이들은 매주 일정시간을 체육활동에 반드시 할애한다.

위치는 이와 동일한 것, 또는 더 중핵적인 것이어야 한다.

디지털 혁명이 주는 부정적 폐해들을 잘 피해가며, 오히려

이처럼 체육이 세간의 기대를 가득 받고는 있으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형편이다. 한국의 학교체육은 여전히

그림 1 | 디지털 문화 내에서 체육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다양한 적응 방식
다양한 역량을 지닌 교사

아날로그적 패러다임에 바탕하여 참여율과 장비와 시설
확보율을 높이는 외형적 측면에만 집중하고 있다. 양적
팽창과 관련되어 파생되는 문제들이 서서히 노출되고 있다.
어떤 것들은 심각한 위험수준의 상태에까지 이른 것도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는 분열화,
비인간화, 불평등화를 수반하는 4차 산업혁명이란 큰
물결은 우리의 체육교육에, 희망의 빅 웨이브가 아니라,
파괴적인 쓰나미가 될 수도 있다.

디지털에 중독된
그룹
디지털문화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한
아이

최상으로 적응된
그룹
디지털문화의
혜택을 많이
받은 아이

주변부로 소외된
그룹

혼자서만 열심인
그룹

훈련과 지원부족 상태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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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기, 앱, 시스템을 자신의 건강과 스포츠 활동을 잘

없으며, 아이들의 건강상태는 좋지 않다.

조절하고, 단체 게임을 조직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한다.

넷째, 다소 긍정적인 환경과 여건에 놓인 경우(제4

제대로 훈련 받은 전문지도자가 학생들 개개인에 최대한의

사분면)인 “혼자서만 열심인 그룹”(the go-it-alone

활동 효과가 생겨날 수 있도록 조언해준다. 학생의 안녕과

generation)은 디지털 혁명의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으며,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지도자의 최우선 과제이며,

활동적인 생활패턴을 열심히 추구하는 아이들이다. 하지만,

체육활동과 건강의 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이 아이들에게 전문지도자가 제공하는 도움과 환경의 질은

점에서 이 적응 방식은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아이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수용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둘째, 소극적인 적응 형태를 보이는 경우(제2사분면)인

학교는 아이들의 체육활동과 건강에 더 이상 중요한 영향

“디지털에 중독된 그룹”(the digitally distracted

요인이 되지 못한다. 그에 따라, 아이들은 자신의 생활을

generation)은 디지털 혁명에 부정적으로 영향 받은

홀로 외롭게 개척해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아이들은

아이들이다. 유아기 초기부터 디지털 기계에 노출이 되며,

(부모, 교사, 스포츠지도사 등) 신뢰할만한 권위를 지닌

컴퓨터 게임에 중독이 되고, 전적으로 SNS를 통해서만

전문가가 아니라, 온라인상의 정보나 친구들로부터 정보를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등의 특징을 보인다. 이런

얻게 된다. 새로운 앱이나 SNS 기술을 활용해서 자신이

연유로 주변 환경과 스스로를 격리시키며 신체 발달에

스스로 활동을 만들어나간다. 하지만, 학교교육의 구조적

필요하고 유용한 것들을 차단시킨다. 학교가 여러 면에서

도움이 없이는 이러한 노력들은 아이들에게 부정적 결과를

풍족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낳게 한다.

아이들에게 체육활동을 동반한 생활패턴이 얼마나 중요한

이 보고서의 결론은 미래 세대는 어떤 한 가지 단일한

것인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효과적인 정책이나

모습만을 보이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를 일으키지

예상하여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못하고 약간의 변화도 겨우 조짐만 보일 수 있을 뿐이다.

제 2, 3, 4 분면에 있는 청소년들이 최종적으로 긍정적이고

셋째, 가장 부정적인 적응을 보여주는 경우(제3사분면)인

적극적인 방향(제1사분면)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변부로 소외된 그룹(the sidelined generation)” 은

이 점진적 이동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이 바로 지능정보화

완전히 무시되고 고립된 아이들이다. 디지털 혁명이 거의

사회에서 체육교육의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인 것이다.

전적으로 부정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게 된 경우이며,

간단히 말하면, 한편으로는 지능정보화사회의 부정적

비활동적이고 무기력한 아이들이 되어 전반적으로 불행한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체육을 활용하고, 다른

생활이 지속되게 된다. 비활동적 생활스타일을 떨쳐버리기

한편으로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체육의 효과를

위한 필요한 지원과 환경을 제공받지 못한다. 비활동적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생활패턴과 전자 기기에 중독되어 독자적으로 문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육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해결하는 지식이나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 어떤 자극이
주어져도 의지도 없고 동기부여도 되지 않는 아이들을

Ⅲ.	지능정보화사회 속 체육교육 정책의 방향

지원할 양질의 학교체육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학교의 대부분은 화면을 보면서

체육교육 분야 역시 지능정보사회로의 이행은 피할 수

하는 활동으로 넘쳐흐르고, 교실 밖, 학교 밖 활동은 거의

없다. 학교체육은 4차 산업혁명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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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이다. 신체와 운동을 근간으로 하는 체육교육은 그

비활동화, 청소년기의 낮은 활동성을 저지하는 기존의

성격상 아날로그적 성향이 강하다. 실제로 손발을 사용해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몸으로 해보는 것이 체육의 기본이다. 지금까지의 제

더욱 효과적인 청소년 발달의 기제로써 활용될 수 있는

1차 체육교육 르네상스기에 우리의 학교체육 정책은 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측면이 강화되도록 노력해왔다. 공부와 입시로 인해서

다만, 아날로그적 특징을 지나치게 고집하는 것은 좋은

학령기 청소년들의 생활이 지나치게 좌식화되고 신체

전략이 아니다. 21세기 사회에서 요청되는 핵심 자질을

활동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체육은

갖춘 청소년들을 잘 길러내는 체육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움직이지 않은 부동의 생활에서 움직이도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적극 활용하는

만드는 활동의 생활로 학교체육 정책의 기본성격을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적극 선회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구성해온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신체활동에

테크놀로지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이미

적극적 참여를 하도록 돕는 다양한 조처들(시설, 프로그램,

스포츠 사이언스 전문가들, 그리고 에듀테크를 체육교육

지도자 등)을 마련해서 실행해왔다.

분야에 적용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알 수 있다.

물론, 지능정보화사회에서도 이 방향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지능정보화사회를 이끄는 디지털

이하에서는, 이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반드시 주목해야 할 다섯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혁명으로 인해서 육체적 활동 자체가 덜 필요한 생활방식은
점점 더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만히 앉아 손가락만

1. 체육활동 친화적 학교환경 조성

활용하여 고정된 스크린을 통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체육교육의 관점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어두운

많은 것들이, 지금 보다도 더 간단히, 신속히 해결될

측면인 디지털 중독현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체육교육은 청소년 생활패턴의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생활습관과 활달한 생활패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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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는 관건임을

국가별로 다양한 체육 참여 기회를 마련해주고 국민들의

관련 연구들은 확인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집단적,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이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집중적, 장기적, 체계적, 그리고 효과적으로 진행시킬 수

선진국들에서 앞다투어 준비하고 있는 “장기적 참여자

있는 유일한 곳은 초·중·고등학교라는 것은 분명하다.

발달(Long-Term Participant Development)” 계획은

체육수업만이 아니라, 학교생활의 전 부분에서 활발한

그러한 아이디어의 대표적 사례다. 여러 나라들에서

신체활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처가 마련되어야

유소년부터 노년기까지의 신체활동 참여 활성화를

한다. 등교, 수업 중, 학교생활 중, 그리고 방과 후에 활발한

위해 과학적 연구에 기초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신체활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총체적 환경(교육과정,

유초중고에서의 체육은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설, 문화, 행정 등)을 조성해야 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기초를 닦는 과정으로 간주되어 교육부만이 아니라

교육, 가족, 건강, 보건 등 관련 영역들을 통합적 정책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련된 모든

분야로 주목을 하고 학교 안에서도 이를 아우르려는 정책적

부서에서 함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4. 평등한 체육 참여 기회의 제공
2. 건강한 삶을 위한 운동소양 습득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개인의 인생

운동소양(sport literacy)이란 신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경로와 발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움직이며, 활용하는지에 대한 방법, 태도, 지식을 함께

나오고 있다. 사회적, 문화적 자본으로서 스포츠 참가

습득하는 것이 한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된다는

경험과 습관이 개개인의 사회적 성공에 중요한 변수이자

점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문자를 읽을 수 있고 쓸 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회경제적 빈곤층,

있는 “리터러시” 능력이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듯이,

여학생, 소극적 성향의 학생, 장애인과 다문화 및 여타의

운동과 신체에 대한 지식, 태도, 기능을 습득하여 그것을

소외된 학생들에게는 스포츠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에 삶의 질이 높아질 수

매우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외학생을 위한

있음이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현대 사회와 미래

스포츠(social inclusion)” 와 “사회개발과 평화를 위한

생활이 “스포츠 리터러시”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스츠”(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등 민주적이고

요구하고 있으며, 학교와 사회는 아이들에게 이 역량을

평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개발 및 복지적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접근으로서 국내적, 국제적 규모의 참여 기회 제공

있는 것이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스포츠 리터러시를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다. 열악한 디지털 환경에 처한

융합하여 현명한 방식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인종적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있도록 청소년들을 도와야한다.

충분한 체육 참여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평생체육 참여 시스템의 마련

5. 체육을 통한 전인적 인성교육 강화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요람에서

좋은 시민이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똑똑한

무덤까지, 0세에서 100세까지 신체활동을 활발하게

머리와 재능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의 인생 경험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지원시스템이 절실하다. 현재

이를 상식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성품과 인성이 인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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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에 매우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능정보화사회가 생산해낸 어둠을 지능정보화사회가

실력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품과 인성을 함양시켜야

창조해 낸 빛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 전략을

함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 시절 형성된

제대로 적용하는 일에 성공하는 바로 그 때, 체육교육의 두

성품이 평생 지속되며, 한 번 형성된 인격은 고치기 매우

번째 르네상스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어렵기 때문이다. 체육활동은 이기심과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통로라고 고대부터 여겨져 왔다.
정규 체육수업과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전인교육에
다가가려는 시도가 활성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 스포츠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 실천되고 있다.
학교체육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지·덕·체가 통합적으로 발달되는 최고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Ⅳ.	두 번째 르네상스를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은 체육교육에 있어 양날의 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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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으로 되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체육교육은
지능정보화사회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심각한
병폐를 치유하는 구원자가 될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지능정보화사회는 체육교육에 있어 위기 속의
기회라고 말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사회 속에서 제 2차 르네상스를 위한 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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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취해야만 한다. 즉, 체육교육이 지능정보화사회가
만들어낸 문제점들을 제거하고 해결해내는 과정에서,
지능정보화사회의 테크놀로지를 체육교육에 창의적이고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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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 대비 학생역량 강화를 위한
스코틀랜드의 ‘Curriculum for Excellence’
임유나•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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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우선적으로 3~15세 교육과정의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후
15~18세 교육과정은 국가자격체계와 연계하여 개발되었다.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對局)이 펼쳐진지 1년이

스코틀랜드 CfE는 총론, 교과교육과정, 그리고

지났다. 그사이 인공지능(AI) 기술은 더욱 진보하여 인간

실행을 위한 다섯 편의 가이드라인 문서들(Building the

고유의 영역으로 생각해 왔던 음악, 미술과 같은 예술

Curriculum Series)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CfE의

영역까지 도전해 예술 작품을 창작해 냈다고 한다. 우리

총론(Scottish Executive, 2004)과 교과교육과정(Scottish

사회의 면면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켜 온 과학 기술의 발전이

Government, 2009b), 기능에 관한 지침 문서(Scottish

가속화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Government, 2009a)를 중심으로 역량과 기능 제시 방식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지식 정보가 폭증하고 불확실성이

소개하고자 한다.

높아지는 사회에서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고

2. Curriculum for Excellence 총론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교육을 논의해 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 10여 년간

CfE 총론이 제시하는 상위 가치는 ‘지혜, 정의, 자비,

지구촌 곳곳에서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녀야 할

신실’로 스코틀랜드 사회가 지향하는 공유된 가치를 그대로

능력, 즉 ‘핵심역량’ 을 설정하고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채택한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스코틀랜드 사회가 기반하고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있는 가치들, 사회 정의와 개인 및 공동체적 책임감을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바탕으로 자신의 자세나 태도를 올바르게 정립하도록 하는

스코틀랜드의 ‘Curriculum for Excellence’(이하 CfE)

것을 학교교육의 필요성으로 보기 때문이다. 동시에 CfE는

역시 과학기술, 경제, 사회 변화에 따른 학생 능력 개발의

스코틀랜드의 모든 학생들이 그들의 학습과 일과 삶을

필요성에 의해 대규모 국가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통해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성향, 지식, 기능 등을 잘 발달시킬

개발되었고, 2010년부터 학교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수 있도록 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CfE 총론은

종전의 스코틀랜드 교육과정이 특정 연령에 국한된 개정을

‘성공적인 학습자, 자신감 넘치는 사람, 책임감 있는 시민,

통해 개발되었다면, CfE는 단일 교육과정으로 개발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여자’ 를 핵심역량(key capacities)으로

3~18세 전 연령에 걸쳐 총론적 비전과 원리 등을 공유하고

제시하고, 모든 학생들이 핵심역량을 발달시키도록 하는

학생 발달 단계에 따른 연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것을 스코틀랜드 교육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였다(Priestley & Humes, 2010). 개발 과정에 있어서는

스코틀랜드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그림 1 | 스코틀랜드 학제 및 교육과정 단계
ISCED
국제표준교육분류

ISCED 0
취학전 교육

ISCED 2
전기중등교육

ISCED 3
후기중등교육

Curriculum for Excellence

교육과정 단계
교육과정 단계

초기단계

학교

유아학교

학년

-

연령

ISCED 1
초등교육

3

1단계
P1

4

2단계

3~4단계

후기단계

초등학교
5

P2
6

P3
7

P4
8

중등학교
P5

9

P6
10

P7
11

S1
12

S2
13

S3
14

S4
15

S5
16

S6
17

18

일반 공통교육 기간
의무교육 기간
출처: OECD(2015, p. 35)의 그림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4단계는 선택에 의한 과정으로, 국가자격체계와 연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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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인간상’ 과 유사한 형태로, 핵심역량을 갖춘

각 교과의 성격, 목표, 학습내용과 진보 정도에 관한 기준,

사람의 모습을 간략히 특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관련 사항 등을 안내하는 기준

역량이 교육과정 정책과 실행의 방향이 되는 경우 교육의

문서의 명칭은 ‘Experiences and Outcomes’ 이다. 여기서

목적은 학생들이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가’ 에 중점을

‘Experiences’ 는 학습에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두기보다는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는가’ 의 관점에서

것이자 학습과 핵심역량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들을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Biesta & Priestley, 2013), CfE의

의미하고, ‘Outcomes’ 는 기대하는 성취 결과를 의미한다.

핵심역량은 후자의 관점에서 접근한 형태이다. 그러나

CfE는 각 교과교육을 통해 네 개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인간상의 형태만으로는 그것이 어떤 역량이나 능력을

있도록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교육과정 실행에 있어서도

의미하는지 모호하기 때문에, CfE는 [그림 2]와 같이

교과학습이 역량 개발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핵심역량별 특성과 능력들을 여러 항목으로 구체화하고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있다. 즉 CfE의 핵심역량은 각각의 특성과 능력들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교과교육과정이 지식 위주의 목표와 활동을
강조하는 형태를 띠어 왔다면, CfE는 수행을 통해 보여야
하는 능력들을 중심으로 성취기준을 진술하고, 교과를 통해

3. Curriculum for Excellence 교과교육과정

길러야 하는 기능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CfE의 교과는 ‘언어, 종교와 도덕교육, 사회, 수학,

내용교과의 특성이 큰 과학과 사회교과에서는 기능의

과학, 기술, 표현예술, 건강과 웰빙’ 의 8개로 구성된다.

중요성과 기능의 종류, 기능 발달을 위한 지침들을 별도의

그림 2 | 핵심역량: 스코틀랜드 교육의 목적
성공적인 학습자
■학습에 대한 열의와 동기를 지닌 학습자
■높은 성취기준을 향한 투지를 지닌 학습자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을 지닌 학습자
•문해력, 의사소통 능력, 수리력을 지님
•학습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음
•창의적이고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음
•독립적으로 그리고 협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음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새로운 상황에 여러 분야의 학습내용을 연계시키고 적용할 수 있음

책임감 있는 시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시민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시민
■세계와 세계 속의 스코틀랜드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음
•서로 다른 신념과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음
•정보에 근거하여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음
•환경, 과학, 기술적 이슈들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음
•복잡한 문제에 대해 윤리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견해를 전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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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 넘치는 사람▫
■자기존중감이 있는 사람
■육체적·정신적·정서적 행복과 안녕을 느끼는 사람
■안정적인 가치와 신념을 지닌 사람
■포부가 있는 사람
•타인과 관계 맺을 수 있고 자기관리를 할 수 있음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함
•자기 자신에 대해 인식함
•신념과 세계관을 개발하고 소통할 수 있음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음
•위험요소에 대한 판단과 정보에 입각한 결정이 가능함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성취를 이루어 낼 수 있음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여자
■진취적인 태도를 지닌 기여자
■탄력성을 지닌 기여자
■▫자립적 태도를 지닌 기여자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음
•협력적 관계 속에서 일할 수 있음
•주도력을 가지고 앞장설 수 있음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새로운 맥락에 적용할 수 있음
•새로움을 창조하고 발전시킬 수 있음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님

항목으로 하여 더 안내하고 있다.

예시하는 등 분과학문적 교과교육을 넘어 교과통합적 학습

교과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학습자를 교육과정의 중심에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놓는다는 방침에 의해 학생의 시점에서 진술되었고,
3~15세 교육과정의 다섯 단계(초기~4단계)에 따라 지식,

4. Curriculum for Excellence 가이드라인 문서

기능, 수행활동이 점차적으로 심화·확장하는 형태로

CfE는 기능들(skills)이 교과학습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개발되었다. 역량은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 그리고 일생을

전반을 통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고, 교육과정은 삶의

통해 발달하고 변화할 수 있으며(OECD, 2005), 단시간이나

다양한 맥락과 일의 세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단기간의 학습으로 길러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능들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학생 발달 단계에 따라 이를 심화·확장시키는 형태로

기능 측면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문서인 ‘Building the

개발된 성취기준은 역량 함양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표

Curriculum 4’ 에는 ① 문해력, ② 수리력, ③ 건강과 웰빙,

1>은 과학교과 성취기준 일부 영역의 예이다.

④ 사고 기능, ⑤ 개인의 학습, 계획, 경력 관리 기능, ⑥ 다른

CfE의 성취기준은 우리나라 교과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사람과의 협력, ⑦ 리더십, ⑧ 신체 관리와 운동, ⑨ 진취성과

있는 성취기준들에 비해 그 수가 적다. 또한 스코틀랜드

고용가능성을 공통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교육부는 교육내용 기준을 이전에 비해 덜 상세하고 덜

학습, 삶, 직업생활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처방적으로 만들 것을 의도하였다. 이는 학교와 교사에게

필요한 기능들이자, 총론이 제시하는 핵심역량을 기르는

더욱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교사가 수업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로서 설정된 것이다. 기능 가이드라인

데 있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보다

문서는 아홉 개 각각의 기능이 포함하고 있는 특성들을

활동적이고 열의 가득한 수업을 실천해 가기를 기대한

<표 2>의 예와 같이 구체화하고 있다.

것이다. 또한 학습자에 따른 교육과정 개별화가 지속적으로
강조된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Brown, 2014).

CfE는 교과지식이 실제적인 맥락 속에서 여러 종류의
기능들과 잘 연계된 통합적 경험을 할 때에 더욱 잘

이 외에도 CfE 교과교육과정은 각 교과마다 학제간

발달될 것으로 보고, 이를 학습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

활동의 중요성 및 다른 교과의 학습과 어떻게 연계될 수

방법으로 여긴다. 따라서 기능 가이드라인 문서에는 각

있는가를 설명하고, 교과에 따라서는 해당 교과의 특정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맥락과 환경이 안내되고 있다.

성취기준과 연계될 수 있는 다른 교과의 성취기준도 함께

또한 야외학습, 커뮤니티 활동, 직업체험학습, 학교-대학

표 1 | 교육내용 성취기준의 예(과학교과)
과학 – 지구
초기단계
생물의 다양성과 상호
의존성
- 학습자는 생물이
지닌 풍부하고 가변적인
다양성을 탐구하고
유기체들이 지역과 세계
수준에서 어떻게 상호
연관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킨다.
<이하 생략>

나는 식물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었고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나는 식물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식물을
돌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 할 수
있다.
SCN 0-03a

1단계
나는 식물이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찾아내기 위한 실험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나는 관찰, 발견, 학습한
것을 기록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
SCN 1-03a

2단계
나는 비료가 식물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설계에 협력한다.
나는 비료 사용이 주는
이점과 위험에 대하여
정보에 근거한 의견을
전개할 수 있다.
SCN 2-03a

3단계

4단계

나는 조사연구와 실험적
증거를 토대로 농업에
여러 화학 물질의
사용하는 것 및 그
대안적인 방법을 설명할
수 있고, 그것들이
세계 식량 생산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검토할
수 있다.
SCN 3-03a

나는 질소 사이클에 대한
연구와 실제 실험 결과의
검토를 통해 환경적
영향력을 고려한 비료
설계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SCN 4-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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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프로그램 등과 같은 교과외 활동들을 권장하고,

논의의 중심을 이루어 왔고, 시대가 변화했다고 하여

지역사회 인사들을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에 활발히

지식교육의 가치를 무조건 폄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참여시키고 있다. 교사나 지역사회 인사들이 교과 외 활동을

못하다. 다만, 지식 생산의 양식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계획할 때에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기능들을

고려하고 어린 학생들이 미래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역량과 기능 발달의 목적을 분명히

역할을 다하고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할

인식하고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책무가 학교교육에 있다면, 학생들이 실제적 수행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형태로 학교교육이 변화하는 것은 시대와

5. 나가며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더욱이 지금

역량을 지식, 기능, 태도, 가치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사회로 접어들고

개념으로 볼 때에 학교교육은 학생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있다. 역량교육으로의 변화 방향이 전통적 학교교육을

실제적 맥락의 학습 경험들을 통해 지식과 기능을 형성해

21세기형 학교교육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수행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동기,

기대한다.

정서 역시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코틀랜드 CfE는
핵심역량을 전 교육과정과 학교교육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하나의 강력한 교육 비전으로서 작동시키고 있는 점, 각
교과 성취기준과 지침을 통해 교과 특성에 따른 기능들을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학습, 직업,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통기능들을 설정하여 강조하고 있는 점, 교과통합적 수업
설계를 위한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는 점, 실제 삶과 직업
세계 맥락 속에서의 배움을 중요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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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역량중심 교육과정 정책의 확산에 따라
지식교육이 경시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Young, 2013).
전통적으로 인식론적 관점에서의 지식교육은 학교교육

표 2 | ‘다른 사람과의 협력’ 기능이 포함하는 특성들
•다른 사람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와 독립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을 때를 인식함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때와 그 방법을 알고 있으며, 자신의 신념에 대해
용기가 있음
•팀의 강점을 이끌어 내는 방법, 강점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팀에 소속된 학습자로서 행동함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으며, 자신만의 관점을 발전시킴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학습방식이 현명하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또한
참고하여 자신의 학습을 발전시킴
•공동과제, 정보 탐색과 제공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알고 책임감을 가짐
•공동과제와 활동에 대한 자신의 기여와 공헌을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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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교육 ➋

호주의 역량 기반 교육과정 설계의 특징
온정덕•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가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 개혁의 주된 방향이다. 그 중에서 호주는 우리나라의 핵심 역량에 해당하는 일반 능력(general
capabilities)을 설정하고 이를 교과 교육과정과 관련짓고 있다(백남진·온정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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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호주의 역량과 역량별 하위 요소

그림 1 | 호주 교육과정에서의 일반 능력

호주의 교육과정은 멜버른 선언의 교육 목표에 기반하여
미래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멜버른
선언의 교육 목표인 모든 청소년이 ‘성공적 학습자, 자신감
있고 창의적인 개인, 적극적이고 지식을 갖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필수 기능을 설정하였고,
이는 ‘문해력’, ‘수리력’,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ICT)
능력’, ‘비판적ㆍ창의적 사고’, ‘개인적·사회적 능력’,
‘윤리적 이해’, ‘문화상호간 이해’ 로 구성된다(ACARA,
2015). 그리고 이러한 필수 기능을 ‘일반 능력’(general
capabilities)으로 부른다. 일반 능력은 학습 결과를 특정한
교과를 공부하면서 습득하게 되는 지식보다는 역량으로
출처: ACARA(2015)

보는 관점을 반영하여 설정되었다. 하지만 일반 역량의
달성을 위해 교과의 구분과 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AEU, 2006).

적용될 수 있다(ACARA, 2013: 87). 그리고 각 일반 능력은

호주 교육과정에서 일반 능력은 ‘학생이 21세기에

‘조직 요소’(organizing elements)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성공적으로 살며 일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로서 지식,

들어, ‘문해력’ 의 경우 듣기, 읽기, 보기를 통해서 텍스트를

기능, 행동, 성향을 포함하는 것”이다(ACARA, 2013:

이해하기, 말하기, 쓰기, 창작을 통해서 텍스트 만들기 등의

13). 일반 능력은 학생을 복잡하고 정보가 풍부한 글로벌

과정을 텍스트 지식, 문법 지식, 어휘 지식, 시각적 지식과

사회에서 자신감 있게 사는 평생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같은 지식의 영역에 적용하는 조직 요소들로 구성된다

준비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모든 학문 영역에 걸쳐

(<표-1> 참조).

표 1 | 호주 일반 능력과 조직 요소
일반 능력
문해력
수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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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요소
•듣기, 읽기 및 보기를 통해 텍스트 이해하기
•말하기, 쓰기 및 창작을 통해 텍스트 작성하기

•텍스트 지식 •문법 지식 •어휘 지식 •시각적 지식

•측정 사용하기 •자연수로 측정하고 계산하기 •패턴과 관계를 인식하고 사용하기
•분수, 소수, 백분율, 비와 비율을 사용하기 •공간에 대한 지각을 사용하기 •통계 정보를 해석하기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ICT)역량

•ICT를 활용할 때 사회적 및 윤리적 규범과 관행 적용하기 •ICT를 활용하여 조사하기
•ICT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ICT로 의사소통하기 •ICT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비판적·창의적인
사고 역량

•탐구하기-정보와 아이디어를 파악하고 탐색하고 조직하기 •아이디어, 가능한 것들, 행동을 생성하기
•사고와 과정에 대해서 성찰하기 •추론과 절차를 분석, 통합, 평가하기

개인적·사회적 역량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사회적 관리

윤리적 이해

•윤리적 개념과 이슈 이해하기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고 행동하기 •가치, 권리, 책임을 탐색하기

문화 상호간 이해

•문화를 인식하고 존중하기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공감하기 •간문화적 경험을 성찰하고 책임감 갖기

그림 2 | ‘ICT를 활용하여 조사하기’ 의 수준 및 관련 학습 영역
1단계
유치원 끝날 때

2단계
2학년 마칠 때

3단계
4학년 마칠 때

4단계
6학년 마칠 때

5단계
8학년 마칠 때

6단계
10학년 마칠 때

정보 검색을 정의하고 계획하기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 위해
ICT를 활용할 수
있다.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텍스트 정보와
그래픽 정보를 찾아
기록하고 분류할 수 있다.

정보 탐색을 계획하거나
정보를 만들어 내거나
그 정보들 안에서 패턴을
파악하는데 ICT를 활용할 수
있다.

ICT를 활용하여 정보를
파악하고 정보 내의
패턴을 표현할 수 있다.
검색을 위한 질문을
제기하거나 추가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정보 검색이나 생성을
계획하기 위한 기초로서
정보를 암시적인 패턴과
구조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독립적으로 그리고
협력하여 ICT를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정보를
분석하여 질문을 만들고
검색 전략 혹은 정보 생성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예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보기 위해
아이콘 기반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예시: 색깔 코딩과 그리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순서에 따른 단계
알아내기

예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어디에 있을지를
제안하기, 실험으로부터 나온
정보를 기록하는 방법 만들기

예시: 표, 도표, 개념
지도와 같은 그래픽
조직자를 활용하기

그래픽 조직자를
활용하여 링크가 있는
정보원에서 검색을
계획하기

예시 : 위키나 다른 공유
문서들을 활용하기,
데이터베이스 검색하기

수학ACMMG045
과학ACSI9039
역사ACHHK044

수학ACMSPO69
과학ACSIS054
역사ACHHS068

영어ACELY1712
수학ACM3P119
과학ACSIS086
역사ACHHS120

수학ACMNA174
과학ACSIS125
역사ACHHS208

과학ACSIS165
역사ACHHS168

호주의 일반 능력은 조직 요소들로 구체화될 뿐 아니라,

교과의 내용은 일반 능력, 범 교육과정 주제, 타 학습

발달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개념화되어 여러 수준으로

영역과의 연결성 속에서 제시된다. 이 중에서 사회과를

제시된다. 호주의 교육과정 평가 보고 기관(ACARA,

선정하여 역량이 교과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학습

2013)이 발행한 ≪호주 교육과정에서의 일반 능력≫이라는

내용 제시 방식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호주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문서에서는 일반 능력을 소개하며 각 일반

교육과정에서 학습 내용은 ‘지식과 이해(knowledge and

능력과 관련되는 학습 영역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정보와

understanding)’ 와 ‘탐구와 기능(inquiry and skills)’

의사소통 기술 능력’ 의 여러 조직 요소 중, ‘ICT를 활용하여

영역으로 구성된다.

조사하기’ 의 조직 요소를 다루는 학습 영역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2]와 같다.

가. 지식과 이해
‘지식과 이해’ 영역은 4개의 하위 학문(역사, 지리, 공민

Ⅱ.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 내용 선정 및 조직

및 시민교육, 경제와 경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유치원부터
2학년까지는 ‘역사, 지리’ 만을 다루며, 3∼4학년은 ‘역사,

호주에서는 총론 수준의 문서 없이 교과 교육과정

지리, 공민 및 시민교육’ 을, 5∼7학년은 모든 하위 학문의

문서들만이 제시된다. 각 교과의 교육과정 문서는 비교적

내용을 학습한다. ‘지식과 이해’ 영역은 간학문적 사고를

동일한 형식을 취한다. 교과 교육과정 문서에서 교과의

위한 개념(concepts of interdisciplinary thinking)1)과

성격, 목표, 내용 구조, 성취 기준과 함께 일반 능력, 범

학문적 사고를 위한 개념(concepts of disciplinary

교육과정 주제, 타 학습 영역과의 관련 등에 대해 설명한다.

thinking)으로 구성된다. 간학문적 사고를 위한 개념은

1)	의미(significance), 연속성과 변화(continuity and change), 원인과 결과(cause and effect), 장소와 공간(place and space), 상호관련(interconnections), 역할, 권리, 책임감(role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관점과 행동(perspectives and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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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탐구와 기능(질문하기)의 내용 계열성
유치원 ~
2학년

과거와 현재의 물건, 사람, 장소, 사건들에 대해 질문하기
(ACHASSI001, ACHASSI018, ACHASSI034)

3 ~ 4학년

사람, 사건, 장소, 이슈를 탐구하기 위해서 질문하기
(ACHASSI052, ACHASSI073)

5 ~ 6학년

사람, 사건, 발전, 장소, 체제 및 도전 문제에 대한 탐구를
안내하는 적절한 질문 만들기 (ACHASSI094, ACHASSI122)

7학년

사람, 사건, 발전, 장소, 체제 및 도전 문제에 대한 탐구를
안내하는 의미 있는 질문과 명제 만들기 (ACHASSI152)

무엇인지 제시한다. 또한 학년별로 학생들이 주제를
탐구하는 데 초점이 되는 탐구 질문(inquiry questions)을
제시한다. 이 질문들은 학생들의 사고를 유발하며 교과
학습이 탐구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사회과 초등학교 2학년에서 ‘사람과 장소에 대해
우리는 과거 및 현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를 주제로
설정하였고, 탐구 질문은 ‘나의 장소가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장소와 다른

사회과의 하위 영역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장소, 과거 혹은 현재와 연결되어 있는가?’ ‘과학기술이

학문적 사고를 위한 개념은 교과 기반 학문에서 중요하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의 삶, 그리고 다른 곳에 사는

다루어지는 주요 개념들이다(ACARA, 2016).

사람들 간의 연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다.

나. 탐구와 기능

나. 학습 내용 구성

‘탐구와 기능’ 영역은 역사적인 혹은 현대 사회의 사건이나

사회과에서는 학습 내용을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발전, 주제, 현상 등을 탐구하는데 사용하는 여러 가지

할 것을 ‘탐구와 기능’ 으로,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기능을 포함하는 영역이다. 탐구를 위한 기능은 모두

것을 ‘지식과 이해’ 로 범주화한다. 그리고 각 범주에

5가지로 ‘질문하기(questioning), 조사하기(researching),

구체화(elaborations)라는 항목으로 학년별 내용을

분석하기(analysing), 평가하기와 성찰하기(evaluating

제시한다. 예를 들어 2학년의 학습 내용 중 ‘탐구와

and reflecting), 의사소통하기(communicating)’ 이다.

기능’ 에서 관점 탐색하기는 [그림-3]과 같다. 아이콘은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5가지 기능은 학년군별(유치원-

일반 역량과 범교과학습 주제를 보여주며, 학습 영역의

2학년, 3-4학년, 5-6학년, 7학년)로 반복하되 심화되는

내용과 일반 능력의 연결성을 드러낸다(아이콘의 의미는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표-2> 참조).

<표-1> 참조).

또한 각각의 탐구 기능을 ‘역사, 지리, 공민과 시민, 경제와
경영’ 이라는 학문 내용과 결합하여 학생들이 해야 할 탐구

다. 성취기준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탐구 기능에 대한 교사의

성취 기준(achievement standards)은 지식과 기능의 두

이해를 돕고 실제 수업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영역을 아우르며 학습의 결과 학생들이 알고 할 수 있어야

제공한다.

할 것을 총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성취기준은 학년별,
그리고 영역별로 제시된다. 다음은 사회과에서 5학년 성취

Ⅲ.	학년별 교과 교육과정의 구성 방식

기준과 영역별 성취 기준의 예이다. 5학년의 ‘지식과 이해’
영역에서 다루고자 한 핵심 개념이 하위 학문과 합쳐져

가. 학년별 주제 설정 및 탐구 질문 제시
학년별 주제는 흥미 위주의 개별 사건, 혹은 단순한

서술되어 있으며, 5학년에서 배워야 하는 모든 탐구 기능이
빠짐없이 성취 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사실들의 통합을 이루는 주제가 아니라 사회과의 일반화나

5학년이 끝날 때까지, 학생들은 변화를 가져온 사람과

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끄는 유의미한 탐구 주제의 성격을

사건/발전의 의미에 대해 서술한다. 학생들은 특정한

띤다. 그리고 학년별 주제의 초점이 되는 핵심 개념들이

공동체의 변화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며, 변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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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호주 2학년 교육과정의 내용 설명과 일반 능력을 연결하는 방식
분석하기
관점을
탐색하기

구체화
왜 어떤 사람들이(예: 부모님, 원주민들, 그들의 조부모나
조상들, 퇴역 군인, 야생동물 관리인) 특정 장소를 중요하고
특별하게 여기는지 토론하기

능력은 그 자체로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교과 내용을
통해서 구현됨을 시사한다.
셋째, 교과의 지식을 하위 영역들을 아우르는 공통
개념으로 구조화하여 영역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지식과 함께 탐구 및 사고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예: 자연환경과 건축 환경의 변화,

탐구를 통한 학습이 강조된다. 이는 역량 함양을 목표로

일상의 변화)에 대한 이전 세대들의 관점 조사하기

하는 교육이 지식 습득만을 위한 교육은 지양하지만 여전히
교과의 지식이 중요하며, 다만 어떤 지식을 어떻게 가르칠

계절이 변화하는 이유 혹은 지구의 자연 현상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예: 꿈 이야기, 창조

것인가에 함의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야기)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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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한 점을 발표한다.

Ⅳ.	시사점
첫째, 우리나라의 핵심역량에 해당하는 일반 능력은 조직
요소로 구체화되며 그 수준과 함께 수학, 과학, 역사, 영어
등 관련 학습 영역의 내용이 제시된다. 이는 조직 요소
수준에서 학습 영역 간 연결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일반 능력과 교과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일반 능력은 내용 설명의
구체화(elaborations)에서 아이콘으로 표시되어 교과의
내용(지식과 기능)과의 연결성을 나타낸다. 이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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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봄, 새 건물, 새 학생을 맞이한
‘KEDI와의 첫 협력학교’
충북 진천 ‘서전고’ 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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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 서전고등학교(이하 서전고)가 지난 3월 2일 개교식을
개최하고 첫 입학생을 맞이했다.
서전고의 교명 ‘서전(瑞甸)’ 은 ‘상서로운 배움터’ 라는 뜻으로,
진천 지역의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인 보재 이상설 선생 1)이
1906년 간도에 설립한 민족교육기관 ‘서전서숙(瑞甸書塾)’ 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올해는 이상설
선생이 순국하신지 딱 100년이 되는 해이다. 선생의 고향 땅에
그의 정신과 철학을 이어가고자 하는 새 학교의 설립과 개교가
남다르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서전고는 한국교육개발원(이하 KEDI)과의 첫 협력학교라는
점에서 본원과의 인연도 깊다. KEDI는 충북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준비하면서 기관이전 이후의 발전 방안을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모색했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왔다. 이러한 고민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교육분야
사업’ 의 하나인 ‘KEDI 협력학교, 서전고등학교’ 이다. ‘KEDI
협력학교’ 는 충청북도교육청과 KEDI가 협력•운영하고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및 기초지자체에서 행•재정을 지원하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 학교을 말한다. 이를 위해 작년 10월 12일
충북교육청에서 관련 기관장이 모여 업무 협약식도 가진 바 있다.
서전고는의 설립 단계부터 KEDI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교의
교육이념, 인재상 등의 기본방향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안)을
마련해 왔다.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의
교육분야 협력 사례’ 등 여러 면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서전고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서전고의 기본 설립 취지와 교육이념, 교육과정 등의 특징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 임소현 연구기획실장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어서 공모형 교장으로 부임한신 한상훈 교장선생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진행하여 향후 서전고의 운영 계획 및 교육목표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마지막으로 서전고에 자녀를 입학시킨 학부모 세
분과의 간담회 내용을 소개하였다.

1)	보재 이상설 선생은 을사늑약의 아픔 속에 국권 회복 운동을 위해 해외 망명을 결심했고 1906년 이동녕, 정만순 선생과 함께 북간도 옌지(延吉), 현 룽징(龍井)촌에서 민족교육의
요람인 서전서숙을 세워 교장을 맡았다. 서전이라는 명칭은 일대 '서전벌'에서 따왔다는 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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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전고를 가다’ ➊

한국교육개발원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 진천군,
충북발전연구원 등과 함께 미래 지향적 고등학교 혁신
모델로 ‘KEDI 협력학교’를 구상하였고, 오랜 준비를 통해

KEDI가 협력하는
미래형 학교
: 서전고등학교
임소현•한국교육개발원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실 실장

2017년 3월 마침내 KEDI 협력학교인 ‘서전고등학교’가
개교하였다. KEDI 협력학교는 개별 학생, 개별 학교에
초점을 맞추는 미시적 접근 혹은 탈 맥락적 학교교육의 상을
그리기보다 생태적 관점에서의 학교의 상, 교육 실천의 상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 | KEDI 협력학교 학습생태계
글로벌
글로벌 Hub 기관
국가
국가 Hub 기관
지역사회
이전기관

지난 해 알파고로 시작된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와

지역 Hub
기관

디지털화, 기계의 지능화 및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청소년
문화센터 등

학교

교육과정

융합 등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교육을 포함한

지역
주민

학생

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 나아가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에

교사

학부모

대해 각계의 많은 사람들이 심도있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계기되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생 수의 감소,
세계화의 진전과 우리사회의 급속한 다문화 사회로의

자율, 참여, 상생의 교육이념 실현

전환은 교육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교육이념은 교육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있다. 즉, 이러한 사회 변화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능을 해온

관념으로 서전고등학교가 궁극적으로 함께 도달해야 할

교육에도 교육체제의 재구조화, 미래지향적 학교 구상 등

교육이념으로 자율, 참여, 상생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변화와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 변화가

‘자율(自律)’ 은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가 세운

빠르게 진행될수록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사회에서

원칙에 따라 스스로 규제하는 것으로 학생이 자기 삶의

요구하는 능력 간의 괴리가 커질 수 있고, 학생들 각각의

주인이 되어 미래 사회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올바른 가치를

요구와 수준에 맞는 다양한 학습경로를 제공하기 어렵기

갖고 판단하며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때문에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타고난 적성과

포함하고 있다. ‘참여(參與)’ 는 학생들이 현실을 회피하거나

재능을 최대한 잘 살릴 수 있는 교육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부정하기보다 주인 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를 지니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최상덕 외, 2011).

주체적인 민주시민이 되기를 희망하는 이념이며, ‘상생

사회 변화를 전망하며 각 시․도에서는 혁신학교 운영 등

(相生)’ 은 개인에서 사고가 확장되어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적용과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작용하며, 함께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공존하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세계시민이 되기를 희망하는

이러한 변화 요구에 2017년 2월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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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학교
서전고등학교는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위해
충북혁신도시 전체가 교육공동체를 이루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학교를 기본방향으로, 충북에서
세계를 향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학교, 고등학교 교육의
글로벌 리더로서 미래지향적인 고등학교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나를 세우고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서전인
‘자율’, ‘참여’, ‘상생’ 의 교육이념과 학교 비전인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학교를 토대로

서전고등학교는 지역의 전문기관들과 산학겸임교사,

서전고등학교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상은 ‘나를 세우고

멘토,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서전인’ 으로 새로운 배움과 도전을

운영하고자 하며,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을 연구·개발하는

주저하지 않는 열정적인 사람, 다양성을 존중하며 새로움을

한국교육개발원의 협력학교로서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만들어 가는 창의적인 사람, 탐구와 성찰을 통해 스스로

형태의 고등학교를 꿈꾸고 있다.

실천하는 주체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협력적인 사람을 기대하고 있다.

서전고등학교의 꿈
서전고등학교는 지역사회, 나아가 사회 전체가 학교와

서전고등학교의 특징

긴밀하게 연계하여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파트너십

서전고등학교는 학생의 선택과 참여를 존중하며, 무계열의

구축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학교를 꿈꾸고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입제도 등

있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소통하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진로교육을 운영하고자

협력하는 배움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것을 꿈꾸고 있으며,

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등 교육전문가 집단이

삶과 연결되는 교육 속에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배움을

학교 운영을 지원하며, 학교가 위치한 충북혁신도시

실천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학교를 통해 새로운 미래

내 전문기관(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법무연수원,

고등학교의 모습을 실현하고자 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의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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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파트너십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학교가
지역사회의 시설 및 인적 자원과의 연계･활용을 통해 창의적
체험학습이나 실기교육의 질을 높이고, 비교과 교육과정이나
비정규 교육활동의 운영 내실화를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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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기운이 가득한 3월, 기대와 설레임 속에 첫 개교한 서전고를 방문하였다.

서전고등학교
한상훈
교장선생님과의
인터뷰

새 건물, 새 학생들로 학교는 활기찬 분위기였다. 공모형 교장으로 서전고에
부임한 한상훈 교장을 모시고 학교 운영 방향과 계획 등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한상훈 교장선생님은 “학생과 교사 모두가 주인이 되는 지속가능한 학교
만들 것” 이라고 포부를 밝히며 “서전고의 ‘자율’, ‘참여’, ‘상생’의 교육 목표와
추구하는 인간상인 ‘나를 세우고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서전인’에 공감하고
오늘날 꼭 필요한 교육적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전고가 “당대
천재 유학자 보재 이상설 선생님의 서전서숙(瑞甸書塾)의 정신을 계승하려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전통성과 뿌리를 둔 학교라는 생각이 든다.”며 서전고 운영에 대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맞춤형 개별화 교육과정’,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진로 교육과정’으로
대표되는 서전고의 교육과정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관심 영역에도 차이를 보인다.”며 “학생 개개인의 차이를 최대한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하고, 예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강사들을 배치하는 등 아이들이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1인 1논문쓰기’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입시에서의 경쟁력에 대한 질문에 한상훈 교장은 “서전고가 계획하고
있는 자율적, 자기주도적, 참여형 교육과정이 잘 진행된다면 현행 입시제도에서
요구하는 소위 스펙 준비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학교에 내려오는
예산을 자기주도적, 선택형 학습에 활용하고 ‘진로진학클리닉’ 등을 운영하는데도
투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KEDI의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전고에 대한 모니터링, 자문 등의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학교 시스템, 교육시설, 교육과정운영, 수업 등 분야별로 컨설팅 TF팀을 꾸려서
교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밝혔다.
이 외에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의 구체적 사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교육,
서전고 운영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서전고 한상훈 교장과 한국교육개발원 김은영 대외교류홍보실장의 인터뷰
전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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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감, 교직 30년 경험, 포부

니다. 경기도나 서울의 몇 안되는 성공적인 혁신고등학교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충북현실에 맞게 정착시키는 과정

김은영(대외교류홍보실장, 이하 실장) : 교장선생님, 신학기 준비에

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이 자양분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바쁘실텐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혁신학교 정착과정에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은 학교

충북혁신도시에 서전고가 생겨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하다고

조직 내의 ‘협의 문화’였습니다. 의사결정방식을 포함한

들었습니다. 서전고에 입학한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학교 조직에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유지되고 있는

서전고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님께 서전고에 대한 유익한

관료주의적인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학교마다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교장을 정점으로 이끌어지는 관료적인 문화가 한국

부임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의 탄력성을 없애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첫 번째 고민은 ‘협의 문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혁신학교 운영하면서 성공한 경험이 있어 서전고를 잘 이끌어 갈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선생님들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방식, 협의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가르치고 적용하는 부분에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

한상훈(서전고 교장, 이하 교장)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학교 내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조금 갑작스럽게 서전고에 오게 되었습니다. 앞서 근무한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운영에서

국원고등학교(이하 국원고)에서 교직 생활을 마칠 생각이었

일반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수업 혁신’입니다. 여러

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권고 등으로 서전고에 부임하게

선생님들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지난

좀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교사들도 자신의 전문성에 대해서

2년간 근무했던 국원고라는 혁신학교에서 나름 선생님들과

바꿔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반 혁신학교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학교를 운영해 나갔던 경험이 있어서, 기존의

3~4년차 되어야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험을 살려 서전고도 잘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리더십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학교

어떤면에서는 기대도 되고, 우려보다는 자신감이 큽니다.

구성원들의 자율운영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학교장의 수평적

무엇보다 서전고에 와서 보니 선생님들의 팀워크가 매우

리더십이야 말로 혁신학교의 정착, 성공 등을 위해 반드시

좋아서 훨씬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영 실장 : 교장선생님께서는 30여 년의 교직 생활 등 풍부한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충북 고등학교 중 유일한
혁신학교인 국원고에서의 경험이 서전고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혁신학교의 정착 과정 등에서의 고민과
경험담, 그리고 서전고에 부임하셔서 가장 고민이 되셨던 것들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상훈 교장

충북 고등학교 중 유일하게 혁신학교인 국원고에서 ‘행복
씨앗학교운영부장’ 으로 근무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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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전고에 와서 가장 고민했던 점은 교사의 역량을 최대한

한상훈 교장

끌어오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30년의 교직생활을 하면서

이곳 진천이 보재 이상설 선생님의 고향이고, 이상설

관찰한 결과, 선생님들의 개개인의 역량은 뛰어납니다.

선생님이 설립하신 최초의 학교가 서전서숙(瑞甸書塾)입니다.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교사로 오는데 이러한 훌륭한

이상설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나간다는 학교의 설립

선생님들을 시스템이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취지가 역사적 전통성을 주고 학교의 기틀을 다지는

듭니다. 학교의 인사제도, 평가제도 등이 선생님들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상설

잠재역량을 억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에 관해서 공부를 많이 하다보니. 이상설 선생님이

이러한 면에서 서전고 선생님들의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대단히 매력적인 분입니다. 우리나라3) 양명학의 진원지인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강조하고 싶은

강화파의 전통 속에서 공부하신 실천적 유학자로 당대의

것은 서전교육의 지속가능성입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천재 유학자라고도 불리셨다고 합니다. 양명학의 영향으로

측면에서 보면 저는 학생의 주인의식과 민주적 역량이

평생을 올 곧게 한길로 가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주체가

했습니다. 훌륭한 유학자이신 이상재 선생님의 삶과 뜻을

되어 있다면 전통은 이어져 갈 것입니다. 아이들을 오롯이

서전고가 계승하여 학교의 전통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주인으로 성장시키는 것, 이 또한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에서 학교에 기품도 생기고 서전교육의 좋은 자산이 될

이러한 점에서 영국의 협동조합학교와 같은 모델을 참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전고가 학생, 교사, 학부모의
주인의식으로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학교가 되도록
앞으로도 많이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서전고 운영 방향
김은영 실장 :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서전고를 잘 이끌어가주실
적임자로서 부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서전고의 역사적 전통성

서전고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의 목표, 또는 비전이 있다면 말씀해
김은영 실장 : 서전고의 교명 ‘서전(瑞甸)’은 진천 지역의

주시길 바랍니다.

2)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인 보재 이상설 선생 이 설립한
민족교육기관 ‘서전서숙(瑞甸書塾)’에서 나온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서전고의 설립 취지와 서전서숙(瑞甸書塾)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상훈 교장

서전고의 ‘자율’, ‘참여’, ‘상생’ 의 교육 목표와 ‘나를
세우고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서전인’ 으로 제시된 추구하는
인간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서전고의 교육 목표가

“당대 천재 유학자 보재 이상설 선생님의 서전서숙(瑞甸書塾)의

지금 시대상황에 꼭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은

정신을 계승하려한다는 점 마음에 들어...역사적 전통성과 뿌리를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인데, 주인이 되려면

가진 서전고를 더 잘 이끌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영혼이 자유로워야 하고, 영혼이 자유로워야 창의력도

2)	보재 이상설 선생은 을사늑약의 아픔 속에 국권 회복 운동을 위해 해외 망명을 결심했고 1906년 이동녕, 정만순 선생과 함께 북간도 옌지(延吉), 현 룽징(龍井)촌에서 민족교육의
요람인 서전서숙을 세워 교장을 맡았다. 서전이라는 명칭은 일대 '서전벌'에서 따왔다는 얘기가 있다.
3)	중국 송나라 때 주자(朱子)에 의해 확립된 성리학(性理學)의 사상에 반대하여 명나라 때 왕양명(王陽明)이 주창한 학문이다. 성리학과는 대립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육상산(陸象
山)의 철학과 함께 심학(心學)으로도 불린다(두산백과).

54

생긴다고 봅니다. ‘참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상생’은
서로 살린다는 뜻인데 인간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 오늘날
자연과 인간의 관계로 까지 개념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전고가 추구하는 인간상은 이러한 교육목표를
풀어놓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세워’ 즉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는(상생하는)
인간상’이니까요. 특히 저는 교육이념 중 ‘상생’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는 오늘날 ‘생태 위기’라고 불리는 문명사적인
상황과 관련지을 때 서전교육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깊이
고민하는 미래인재를 기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학교 운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가 공동체 협의문화 즉,
학부모, 교사 모두 다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자율경영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율경영시스템이 정착되고
실현되면 교육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능동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학교의 주인의식을 갖고
생활을 하다보면 학교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학업 효율성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주인이 되어서 학교를 운영해 나가자’ 라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경영 비전입니다.

형태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교사가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회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을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의사결정 방식 사례

생각하다가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사용하는 ‘의사봉’ 같은
것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김은영 실장 : 학생, 교사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학교의 운영에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교장이 심의하고 보고받고 결정하는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는 민주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교사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고 합의해서 최종

학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생, 교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결론을 도출하는 수평적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교장과

민주적인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교사들 사이의 의사결정 방식부터 민주적으로 바뀌고

것들이 있을까요? 사례 중심으로 말씀해주셔도 좋습니다.

선생님들도 훈련을 해야 학생의 자치활동도 구체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훈 교장

제가 서전고에 와서 교직원 회의를 하는데요. ‘방망이’
하나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웃음). 일반적으로 학교

김은영 실장 : 학생과 교사 모두 참여한 대표적인 의사결정 사례를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회의에서는 이미 결정된 사항을 탑다운 방식으로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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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논문쓰기는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못하게 하고

학생들이 5월부터 교복을 입습니다. 교복도 결정해야하고,

있습니다만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 적용하려고 합니다.

일단 학생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화장은 어떻게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과제연구’형식으로 주제탐구

해요?’ ‘귀걸이 해도 되요?’ ‘핸드폰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활동을 활성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관심있는 주제에

고등학교에서 주제탐구나 소논문 쓰기를 한다 하더라도

대해 5월까지 어떻게 할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검토해야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

할 항목이 9가지 항목이 되더라구요. ‘휴대폰 사용’, ‘두발

국원고에서의 경험도 있고 해서 자신이 있습니다.

규정’, ‘여학생의 치마 기장’, ‘화장’, ‘렌즈’, ‘귀걸이’ 등에

학생들에게 DBpia(논문 검색 프로그램) 등의 사이트를

관해서 학생 설문조사를 (안)을 만들었습니다. 학부형,

참고하게 해서 체계적으로 논문을 쓰게 잘 이끌어주면

선생님들도 (안)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학생 150명이

수준 있는 논문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지금

모여서 토론과, 공청회를 2시간 동안 진행하였고, 교사,

제가 서전고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1인

학부모, 학생 대표 각각 5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의견을

1졸업작품(논문)’ 제도입니다. 사실 일반 학교에서 엄두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못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능력, 잠재성을 얼마나 믿고 지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학을

서전고 교육과정 운영 방향과 프로그램 소개

포함하여 혁신도시에 포진해 있는 전문가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은영 실장 : 서전고의 민주적인 학교 운영 방식과 선생님의 경영
철학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질문을

김은영 실장 : 교장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좋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전고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논문을 지도하거나 학생들이 1~2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하나의 소논문을 쓰는 것을 지도하려면 선생님들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들 인력으로 가능할까요? 어떤 계획이

한상훈 교장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교육과정은 기본 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창의체험활동 교과교육과정이 있습니다. 1학년의 경우

한상훈 교장

음악, 미술 시간이 없는데 음악, 미술하고 싶은 학생을

서전고 선생님들도 충분히 열의가 있고 실력도 상당

위해서 소인수로 교육시간을 편성해서 야간에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만, ‘1인 1논문 쓰기’ 의 경우 ‘지역 연계 진로 탐색

하는 등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로, 지역 인프라와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혁신도시 내에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관심 영역에도 차이를 보입니다.

많은 연구기관이 있다는 점에서 혁신도시에 개교한 학교의

이러한 차이를 최대한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하고, 예산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고등학교에서 무슨

가능한 범위에서 강사들을 배치하고 아이들이 희망하는

졸업논문을 쓰냐?’ 이렇게 옛날 사고방식에 빠져 비판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교사들도 아직 옛날 교육과정중심

특히, R&E(Research&Education) 프로그램을 시행할

사고에서 못 벗어나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육의

계획입니다. R&E는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서 활동하게

질이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강남 등에서는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다행히 서전고 선생님들은 낡은 교육에 대해 혁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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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갖고 계시고 능력도 갖추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
김은영 실장 : 지역인프라를 많이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
적인 정보를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개발’ 독자 중에 교장
선생님처럼 학교를 운영하고 싶으신 여러 교사, 교장선생님들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상훈 교장

지역의 인프라가 고등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동아리활동’ 의 경우 보통 담당

대학입시 준비

교사가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흥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의 전문가를 활용해서

김은영 실장 :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막중하고 앞으로 바쁜 시간을

진행하면 반응이 좋습니다. 지역 전문가와 동아리 활동을

보내리라 짐작됩니다. 이어서 서전고가 갖고 있는 미래지향적 체제와

통해 ‘지역의 역사, 문화재’, ‘노동인권’, ‘협동조합 등

대학입시의 준비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적 경제’, ‘환경오염 또는 공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토론하고 해결해나가면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한상훈 교장

참여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납니다. 지역의

저는 서전고의 교육과정은 미래지향적일 뿐 아니라

교사들이 참여하는 ‘인문학 아카데미’도 운영해 보았습니다.

대입에서의 경쟁력도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서전고가

대학교수, NGO활동가 들이 흔쾌히 참여해 주셨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자율적, 자기주도적, 참여형 교육과정이 잘

이후에는 이렇게 참여하신 지역 인사들과 협력위원회를

진행된다면 현행 입시제도에서는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꾸려서 ‘지역사회 협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도 개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존적인 학습에 익숙한 학생들을

경험이 있습니다. 학생의 교육과정에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주도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지가 가장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을 늘려나가다 보니 이렇게 거버넌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요즘 많이 거론되는

구축되었고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지속적인 토대가

‘하브루타 학습 방법 4)’도 학교에 정착시키면 좋겠다고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도 KEDI와의 협력위원회를 기본

생각하고요 이를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끼리

축으로 이후에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결합되는 지역의

‘공부두레’를 만들어 멘토 활동을 하게 하고 친구들과 지식을

인프라를 연결하여 ‘지역사회협력위원회’도 구성해서 의미

나누고 배려한 부분에 대하여 봉사점수를 부여하는 식으로

있고 발전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제도화시키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부효과가 극대화되고
서로 성장의 촉진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저는 지역에서

4)	하브루타는 나이, 계급, 성별에 관계없이 두 명이 짝을 지어 서로 논쟁을 통해 진리를 찾는 것을 의미한다. 유대교 경전인 탈무드를 공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이스라엘의 모
든 교육과정에 적용된다(한경 경제용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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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Report | ‘서전고를 가다’ ➋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이 수능성적이 잘 안나오는 이유가

한상훈 교장

강제 보충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이나 충주에서의

‘공부두레’는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진행합니다.

경험을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강제로 야간 자율학습

학생들이 멘토-멘티 형태로 계획을 세워 서로 공부를

시키고, 심야에 보충수업 시켜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실행결과를 제출하면 봉사점수를

시간을 빼앗고 능력까지 없애버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그래서 저는 학교에 내려오는 예산을 보충학습에

아직도 의존적인 학습에 길들여져 있고, 학원을 많이 찾는

사용하더라도 자기주도적, 선택형 학습에 활용하고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들이 학원에 나가지 않으면서도

‘진로진학클리닉’을 운영하는데에도 투자하려고 합니다.

학교활동인 ‘공부두레’ 또는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어떻게

클리닉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능력 MBTI’, ‘개별 진로

할 것인가에 관해 선생님들과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저희 학교에 방과후 학습으로 ‘주제중심선택형 활동’과

신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학생설계형 집중탐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강제로 야간자율학습 시키는 것보다

주제 중심 활동은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과 함께 하는 영어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갖춘 인재로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교실’, ‘지도위의 세상을 만나다’ 와 같이 하나의 과목이 아닌

생각합니다. 보통 ‘학습클리닉’, ‘진로 컨설팅’ 등은 서울

다양한 주제로 연계하여 개설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이후

강남 등에서는 사교육의 영역이지만 서전고에서는 지자체

대입준비에서 생활기록부 기록할 때에도 학생이 다양한

예산 등을 과감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재로 사고하고 활동했다는 내용으로 쓸 수도 있어 입시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인문 고등학교이지만

김은영 실장 : 교장선생님께서 역시 학교 운영에서도 미래지향적인

‘비만탈출’, ‘농구’ 등 체육 과정도 개설해서 운영하다보니

풍부한 경영 아이디어를 갖고 계십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공부두레’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고 방과후로

는 전학생 참여인가요? 이런 프로그램으로 사교육에 대한 불안감은

운동을 신청해서 체력도 기르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금 사라지던가요?

학교에서 이렇게 풍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동하는 것이 학습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도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영 실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지식 학습에 더 중점을
둬 달라고 요청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이신지요?

한상훈 교장

제 원칙은 우선 강제학습은 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참여한다면 이러한 활동 자체가 대학입시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학교에는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있고 자존감이 낮은 학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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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생들에게는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을 강요하기

한상훈 교장

보다는 자율적인 프로그램의 참여가 훨씬 효과적일 수

지자체와 협력하면서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 KEDI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길 원하는 학생은 자기주도적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학습방법으로 도서관이나 보충학습 등 시간을 활용하면

KEDI에는 워낙 전문인력이 많으니까 서전고에 대한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전고는 진로진학클리닉 운영 등을

모니터링, 자문 등의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통해서 고 2때부터 자기소개서를 쓴다거나 대입을 위한

시스템, 교육시설, 교육과정 운영, 수업 등 분야별로

포트폴리오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컨설팅 TF팀을 꾸려서 교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전고 학생들은 국영수 교과지식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또한 제가 앞에서도 언급한 논문지도, 과제탐구, 동아리,

역량 개발까지 모두 갖추어 수능과 입시에도 경쟁력을 갖춘

인문학 아카데미와 같은 프로그램에도 많은 참여를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인재상
김은영 실장 : 이번 ‘교육개발’ 3월호의 주제가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미래’ 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인재상에 관하여
교장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상훈 교장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대비한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마치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한 역량 개발이라는 관점에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게 유토피아인지 디스토피아인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
없이 그 흐름에 무조건 맞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흐름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대안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EDI에 바라는 점
김은영 실장 : 한국교육개발원의 첫 정책연구학교로서 KEDI에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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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전고등학교
학부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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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전고는 고등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자기주도형 입학전형을 실시하여 신입생을 선
발했다. 경쟁률이 예상보다 높았다고 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서전고를 찾고, 지원하
는 과정에서 학부모님의 생각은 과연 어떠했을까? 첫 개교한 학교에 자녀를 보낸 이후
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궁금했다. 서전고에 자녀를 입학시킨 학부모님 세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전고 학부모님과 한국교육개발원 김은영 대외교류홍보실장이
나눈 대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수학 시간에 국어를, 국어 시간에 수학을 질문해도 혼나지 않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학교 적응이 조금 힘들었어요.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의 학교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서전고에 입학하기로 했죠.”
“성적 관계없이 모두가 주인공인 학교에 다녔으면 좋겠다고

“자녀 스스로 유럽형 수업방식 등을 유튜브로 검색하며 찾아보는
모습에 ‘한국에도 이런 학교가 있다면 보내겠다.’ 고 생각했어요.”

생각했어요.”

이런 와중에 아이가 유튜브를 통해서 유럽형 학교의
김은영 실장 :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업방식과 같은 영상을 찾아보더라고요. 영상에서

서전고에 대한 이야기나 정보는 어떻게 알게 되셨고, 자녀의 입학을

학생들이 토론도 활발히 하고 수업시간에 교사와 대화와

결정하시게 된 계기나 이유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도
‘한국에도 이런 학교가 있다면 보내겠다.’ 고 생각했고 내심

유은실 어머니

그런 기대를 하고 서전고를 보내기로 결심 했습니다.

교육계에서 근무하는 남편의 지인 소개로 처음 서전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과 아이가

“중학교에서 설명회 듣고 결심 굳혀…. 맞춤형, 체험형 교육과정이

먼저 의논을 해서 입학을 결정해 버렸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서전고와 기존 학교의 차이를 잘 몰랐는데 아빠의 설명을
듣고 입학을 결정하였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아이에게

홍미표 어머니

“서전고는 기존의 학교수업 방식과는 다를 거야. 학습

사실 저는 충북 진천에 서전고가 생긴다는 소식을 처음

분위기도 대화식으로 풀어나가고 토론도 많이 하는 학교래”

들었을 때부터 서전고에 보내겠다고 결심했어요. 그 이후

라고 설명해주었대요. 저는 아빠와 아이가 결정한 상태에서

중학교에서 개최한 설명회를 듣고 결심을 굳혔지요. 아이도

통보를 받아 처음엔 조금 당황스럽고 걱정도 많이 했어요.

학교 설명회를 듣고 결심하더라고요. 우선 서전고의 맞춤형,

사실 새로 생긴 학교에 보내는 것이 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체험형 교육과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떤 면에서는 모험이고, 또 집과 가까운 학교에서 편하게

수업이 진행 되면 앞으로 아이가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다니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되리라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토론하는 분위기가 아직은 생소하다고 말하기도

“중학교 때 수업시간에 질문하면 혼나는 분위기에서 아이가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분위기를 익히고 훈련하는 것이

힘들어했어요. 고등학교는 자유롭게 토론하고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나가서 큰 도움이 될

할 수 있는 학교를 찾다가 서전고를 선택했습니다.”

것이란 기대가 있습니다. 서전고의 학교 교육과정을 보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이와 남편의 결정 이후, 저도 서전고에 대해 관심을 두고
알아보고 나서 결정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저희

다만 아이 스스로가 학교생활에서 상처를 받지 않고
행복하게 3년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중학교 때 학교 수업 방식에 적응을 못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학교 수업 시간에는 학생이 질문하면

이혜연 어머니

‘조용히 해’ 라고 한다거나, 사회 시간에 수의 개념을 물으면

오늘 참석한 학부모님 모두 아이 셋을 두셨네요. 저도

‘지금은 수학 시간이 아니다.’ 라고 하며 질문을 받아주질

첫째와 둘째 아이의 경험 때문인지 셋째를 키울 때는 조금

않잖아요. 우리 아이는 이런 수업 방식에 항상 불만이 있었고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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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키우면서 학교 교육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고요.

무작정 따라 적거나, ‘몇 페이지까지 읽고 있어.’ 라는 식의

셋째만큼은 좀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하자는

이런 일방적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서전고에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음성에서 자영업을 하는데,

기존과는 다른 색다른 수업 방식으로 지도해 주시길 바라요.

청주와 음성에 있는 학교를 고민하던 중에 지역신문과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방식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사가

주변 분들의 정보를 통해 서전고를 알게 되었고 입학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공부하는, 마냥 점수 따는 것이 목표가

결심하였습니다.

아닌 학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서전고가 저의 기대를 실현해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김은영 실장 : 입학 전 활동 과제로 ‘내가 꿈꾸는 학교 만들기’를
내주었다고 화제가 되었는데요. 부모님과 학생이 꿈꾸는 서전고는
어떤 모습인가요?

홍미표 어머니

저도 역시 학생들이 주어진 자유 속에서도 규율과 규칙을
지키는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앞의 어머님처럼 저도 며칠

“학생들이 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전 토론회를 참관했어요. 저의 학창시절에서는 경험하지

“학생과 교사가 하나가 되어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공부하는 학교,

못한 것이거든요. 아이들이 관심 있는 주제로 토론을

마냥 점수 따는 것이 목표가 아닌 학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토론 문화에 익숙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상 속의 토론을 통해 아이들이 내가

유은실 어머니

주장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는 방법, 상대방을

학생들이 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는 방법들을 훈련하게 되면 나중에

그렇다고 학생의 자유만을 강조해서 예를 들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거나 대학에 진학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바르게

화장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학교의 틀

관철하고 토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안에서 자율성을 갖춘 학생이 될 수 있는 ‘열린 학교’였으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토론회에서 본 아이들의

좋겠습니다. 또 선생님과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모습이 며칠 전 입학식 때와는 다르게 한층 성숙해졌다고

기존 수업처럼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판서하시고 필기하는

느꼈습니다. 서전고에서는 토론 문화가 수업뿐 아니라

수업이 아니라 선생님들과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지식을

학교의 일상생활 속에 활발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쌓아가는 학교였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 학교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어요. 학생 대표, 교사 대표가 참여해서

“학생 모두가 즐겁고 매일 가고 싶은 학교였으면 좋겠어요. 학생

교복 문제를 포함한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주제로 토론회를

하나하나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학교, 학생 중심의 학교가 되었으면

개최하였습니다. 저는 서전고의 토론 수업에 관심이 많아

좋겠습니다.”

참관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교과서의 지식을 주제로 하는
토론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오히려 학교생활의

이혜연 어머니

자연스러운 주제로 많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기

위의 두 분 말씀대로 결국 ‘민주적인 학교’, ‘학생의 의견이

좋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 TV에서 봤는데요. 자동차도

잘 받아들여지는 학교’, ‘성적이 뒤처진 학생이 들러리가

발전하고, 집의 형태도 초가집, 기와집으로 발전되는 등

되지 않는 학교’, ‘학생 모두가 즐겁고 매일 가고 싶은 학교’

모든 것이 발전하고 있는데, 유독 학교 교육방식은 발전하지

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학생 하나하나가 주인공이 될 수

않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있는 학생 중심의 학교’ 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선생님은 칠판에 판서하시고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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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실장 : 그렇다면 혹시 자녀분들이 꿈꾸는 학교도 같을까요?

있는 민주적인 학교를 기대하고 계시네요. 서전고가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뜻을 더 잘 구현하기 위해 어떤 점을 잘 해야 할까요?

유은실 어머니

서전고에 꼭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저희 아이는 서전고에 와서 ‘글을 많이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선생님과 항상 열린 대화, 토론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사 교육이 강화

‘선생님들과 공감하는 수업방식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말해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특출하게 잘하는 것은 아니었고

“서전고 학생들은 좀 더 인간적이고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중간 수준이었는데,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성적을 이끌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요.”

준 선생님보다 아이의 재능을 발견해 주신 선생님이 기억에
남고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2 때 수학 선생님이

유은실 어머니

계셨는데, 아이가 대화와 토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서전고의 교과 혹은 수업 운영방식이 기존과는 달라서

잘 지도해 주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아이가 글쓰기에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도 됩니다. 토론식 수업,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열린 학교, 자율적인 참여의 취지로 학교를 운영 하다보면,

국어 선생님이 아닌 수학 선생님이셨는데도 많이 신경

수업 분위기가 산만해진다거나 학생들에게 주어진

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생활에 불평이

자유를 통제하기 힘들다거나 하는 문제점들을 고민한

많던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글쓰기 대회에서 상도 타고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선 교사 교육이

자신감도 얻게 되었죠. 이런 경험 때문인지 아이가 꿈꾸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학교는 좋아하는 글을 많이 쓸 수 있는 학교, 대화와 토론을

훌륭하신 선생님이시고 많은 연수를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통해 지식을 얻는 열린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만, 특히 토론 수업을 잘 이끄는 방법, 학생의
다양한 재능을 발견하여 지도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김은영 실장 : 학부모님 세 분 모두 학생이 주체적으로 생활할 수

전문적인 교사 교육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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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습니다.

유은실 어머니

더불어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제 아이를 보낸 학교이니까

사실 우리 현실에서는 ‘좋은 고등학교’라는 기준이 ‘SKY

‘서전고는 뭔가 다르다.’ 는 평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대학 몇 명 보냈느냐?’ 가 되잖아요. 제가 집에서 10분이면

인간적인 사랑을 배우는 학교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갈 거리에 있는 학교를 두고 서전고에 우리 아이를 보낸

우리 아이 중학교 졸업식에서 느꼈는데 졸업식에서 우는

이유는 대학을 잘 보내는 학교가 아닌 살아있는 교육을

학생들이 한 명도 없어서 조금 당황했거든요. 서전고

해주는 학교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학생들은 좀 더 인간적이고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서전고 홈페이지나 공지사항에서 보니 선생님들도 역량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강화 연수도 많이 받으시고 열의가 느껴져서 믿음이

서전고의 급식비가 조금 비싸다고 해요. 여러 학생들을

갔어요. 저희 아이들이 첫 회 졸업생이 될 텐데, 아이들과

위해서 급식비나 학생 복지와 같은 부분은 지자체, 국가에서

선생님 모두 합심해서 많은 학생이 오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많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학하는

만들어 가길 바라요. 제가 요즘 학교에 부쩍 관심을 두고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도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요.

학부모 활동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소위 치맛바람(?) 센 엄마가 되긴 싫었거든요(웃음).

홍미표 어머니

아이가 중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학부모 활동에 전혀

저처럼 셋째 자녀가 아닌 첫째를 학교에 보낸 엄마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늘 존재감 없는 학부모였지요. 근데

서전고가 입시 준비도 잘해줄지 불안감을 느낀다고

제가 서전고에 와서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말씀하세요. 사실 한국에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대학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아이한테 혼나기도 하고(웃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좋은 수업 방식과 자율적인

아이들은 엄마가 학교에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학교 문화가 혹시 교과 공부에 영향을 주거나 입시 준비에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학부모 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불안할 때도 있죠.

저와 아이가 관심을 두고 지원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개최하는 행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혜연 어머니

서전고가 첫 개교라서 학교가 발전하고 성공해 가는 길에

맞아요. 저도 주변에서 ‘가까운 학교를 두고 왜 서전고를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겼어요. 아이와

보냈냐?’ 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과연

서전고 모두 나날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앞으로도

대학도 잘 갈 수 있을까?’ 걱정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서전고의 수업방식이나 자율적인
분위기를 원해서 저와 아이가 믿고 선택한 학교이기

김은영 실장 : 서전고는 한국교육개발원과의 첫 협력학교라는

때문인 것 같아요. 서전고의 여러 교육운영 방식이 앞으로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사실 어머님들에게 한국교육개발원이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도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소하리라 생각되지만, 한국교육개발원에 특별히 바라시는 점이

확신합니다.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도 선생님도 모두 합심해서 이후에 입학생들이 서전고에 꼭

“설령 교육정책에 대한 반응이 처음엔 안 좋더라도 금방 없애거나

오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길 바라요.”

바꾸지 말고 장기적으로 아이들한테 적용해보고 안 좋은 것들을

“서전고가 발전하고 성공해 가는 길에 제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보충해 가면서 개선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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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어머니

아이를 연년생으로 키우면서 해마다 바뀌는 입시정책

주변에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도 있지만, 아직 자녀가

때문에 아주 힘들었거든요. 교육정책 중에서도 좋은 것들은

어리고 특히 외부에서 이주해 온 학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좀 더 지속해서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설령

이런 분들은 서전고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큽니다. 박사님들이

교육정책에 대한 반응이 처음엔 안 좋더라도 금방 없애거나

많이 계시고,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연구기관이 서전고와

바꾸지 말고, 장기적으로 적용해보고 안 좋은 것은 보충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면서 정책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서전고가 지금은 들어가기 쉽지만,

교육개발원에서는 전문성을 갖고 교육정책을 만드는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입학 경쟁이 치열할

곳이니까 의견을 잘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것이라는 농담도 하곤 해요(웃음).
교장선생님과의 인터뷰와 학부모 간담회를 마치고 난
홍미표 어머니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기관이 생소해서 인터넷

후, 서전고가 현재의 기대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학교라는 믿음이 강해졌다.

검색을 통해 알아보았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제가 예상했던

30년 교직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교장선생님의 확고한

것보다 많은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알게

철학과 비전, 자육적이고 능동적인 교육을 바라고 학교에

되었습니다. 서전고가 한국교육개발원과의 첫 협력학교라는

입학시킨 학부모님, 스스로 원하고 선택한 학교를 다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와 자부심,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더 나은

한국교육개발원에 바라는 점은 한 번 실행한 교육정책이

교육을 열망하는 한마음으로 ‘서전고’라는 울타리 안에서

꾸준히 지속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가 첫째와 둘째

꽃을 피울 것이라 기대하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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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IS 결과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의 교사
허 주•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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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된 것을 후회 20%, OECD 1위”라는 제목의 기사가 주요 일간지를 통해 보도되었다. 이는
OECD에서 실시한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교사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
이하 TALIS)의 2주기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한 것으로 세간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TALIS의
결과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교사 봉급이 최장 경력 교사의 비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내용과 함께 보도되면서 교사집단의 ‘무기력감,’ 또는 ‘자괴감’으로 표현되었다.

1. 들어가며

비율도 낮은 수준이고 ‘다른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았겠다
(40.2%).’ 는 응답률 역시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교사들은

2015년 2월 “교사가 된 것을 후회 20%, OECD 1위”라는
제목의 기사가 주요 일간지를 통해 보도되었다. 이는

TALIS 전체 평균에 비해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OECD에서 실시한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TALIS는 교사와 관련된 여러 내용에 대해 교사의 인식을

Survey(교사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 이하 TALIS)의

조사하는 설문조사이다. 따라서 위의 결과는 우리나라

2주기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한 것으로 세간에 이목을

교사들이 실제 체감하고 있는 교직환경을 반영하고 있다할

집중시켰다. 이러한 TALIS의 결과는 OECD 회원국 중

수 있다. 하지만, TALIS의 결과에는 우리나라 교사들이

우리나라의 교사 봉급이 최장경력 교사의 비교에서 가장

단순히 ‘무기력’하고 ‘자괴감’에 빠져있다고 표현하기에는

높은 수준이라는 내용과 함께 보도되면서 교사집단의

다소 무리가 있는 통계 결과도 다수 있다. 다시 말해, TALIS

1)

‘무기력감,’ 또는 ‘자괴감’으로 표현되었다 .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교사들이 무기력하게 느끼고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사는 TALIS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찾을 수 있다.

평균과 비교해 ‘교직을 다시 선택하겠다(63.4%).’ 는

2. TALIS에 대한 이해

그림 1 |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 유사 문항 평균 비교
(%)

77.6

한국 평균
TALIS 2013 평균

63.4

구체적인 TALIS의 결과를 살펴보기 이전에 우선
TALIS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TALIS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교사에

40.2
31.6
20.1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교사 및 그들의
직무환경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그 결과를

9.5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이
후회된다

활용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즉, 교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시 선택할 수 있다해도
나는 교사라는 직업을
택할 것이다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

현재 교사들이 일하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교수학습의 질적 향상하는데 주된 목적을 갖는다.

1)	중앙일보 2015년 2월 10일.
한국경제 2015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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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TALIS 2주기인 ‘TALIS

표 1 | TALIS 2013 참여국
OECD 회원국
캐나다(앨버타) 벨기에(플란더스)*

TALIS 참여국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아부다비)

2013’에는 우리나라를 포한함 총 34개국이 참여하였으며,
우리나라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유럽 국가가

호주*

프랑스

노르웨이*

브라질*

칠레

아이슬란드*

폴란드*

불가리아*

주된 참여국이다. TALIS에 참여하는 교사는 중학교

체코*

이스라엘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교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TALIS 2013’에 우리나라는

덴마크*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키프로스

무선표집된 전국 183개 중학교에서 약 3,300명의 교사가

영국(잉글랜드)

일본

스페인*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한국*

스웨덴

말레이시아*

핀란드

멕시코*

미국

루마니아

설문에 참여한 우리나라 교사의 평균 연령은 40-49세가

세르비아

33.5%로 가장 많았고, 30-39세가 28.4%, 50-59세가

싱가포르

2013년 5월 온라인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26.4%로 그 뒤를 이었으며, 전체 참여자 중 68.2%가

*표는 TALIS 2008에 참여한 국가

여교사였다. 교사의 경력과 관련해서는 참여 교사의
교직 경력 평균이 16.4년이었으며, 약 4년을 한 학교에서

그림 2 | 참여교사 연령분포 및 여교사 비율
80

68.2 68.1

70

이와 같은 TALIS에 배경정보는 TALIS 결과에 대한

한국 평균
TALIS 2013 평균

60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TALIS가 중학교 교사를

50
40
28.4 29.2

30

33.5

대상으로 했다는 점, 학기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된 5월에
28.8

26.4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점, 여교사의 비율이 거의 70%였다는

23.8

점 등은 결과의 이해에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20
10
0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7 10
1.2

25세
이하

TALIS 설문조사가 실시된 2013년 5월, 우리 나라는

6.3

1.9

0.9
25~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학생인권조례’, ‘학생체벌금지법’, ‘중2병’ 등이 사회적
여교사

이슈가 되었던 시기로, 특히 TALIS 참여 교사의 약 70%가
여교사였던 점을 감안하면 교사 20%의 교사가 된 것을

그림 3 | 참여교사 경력 비교
18
16
14
12
10
8
6
4
2
0

후회한다는 결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16.4 16.2

한국 평균
TALIS 2013 평균

6.5
3.9
1.6

‘TALIS 2013’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학교
교사는 평균적으로 주당 약 37시간의 근무를2)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ALIS 평균인 38.3시간에 비해

현재 학교에서의
근무 경력

교사로서의
근무 경력

타교육관련 포함
집업 경력

2) TALIS는 교사의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로 실제 근무 시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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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는 한국 교사

9.8

약 1시간가량 적은 것으로 의외의 결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업무 내용별 시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TALIS 평균인 70%와 52%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는

교사들이 대부분의 주요 업무에 TALIS 평균보다 많은

2000년대 중반 교원평가제 및 의무 연수제가 도입되면서

시간을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이 의무적으로 전문성 개발 활동에 참여하기

학생 상담 시간(4.1시간), 학교운영 참여 시간(2.2시간),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행정업무 시간(6시간), 학부모 상담 시간(2.7시간) 등 교사

우리나라 교사가 참여하는 전문성 개발 활동 중에서

본연의 업무인 수업 및 수업 관련 업무(수업 준비 등) 이외의

특히 물리적인 시간의 할애가 필요한 강의, 워크숍, 회의

업무에 TALIS 평균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났다. 특히, 학교에서 일반 행정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이

우리나라 교사들은 강의와 워크숍 형태의 전문성 개발 활동

6시간으로 TALIS 평균인 2.9시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참여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아 학교 내에서의 전문성 개발

학교에서의 일상적인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교사의

활동(교사학습공동체 등)의 비율이 높은 유럽권 국가들과는

전문성 개발 활동에서도 많은 시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적이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성별, 학교유형, 근무형태와 시간에

교사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도 우리나라는 TALIS

관계없이 TALIS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 개발 활동

평균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인다. [그림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교사의 대부분은 학교장,

멘토링 프로그램의 운영 및 참여 수준도 각각 86%와 67%로

동료교사, 또는 각종 위원회 등으로부터 공식적인 평가를

그림 4 | 교사 업무 시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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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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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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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에서 동료교사와 협의 시간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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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과제 체점 시간

4.1

학생 상담 시간

2.2
2.2
1.6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 시간

6

일반 행정업무 시간

2.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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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상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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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사평가를 통해 제공되는

그림 5 |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유형별 교사 참여 일수
최근 12개월 내에 전문성 개발활동에 활동에 참여한
참여한 교사 비율
평균 일수

프로그램 유형

71%

강의/워크샵

8

44%

교육 관련 회의나 세미나

14%

7

사업장, 공공단체, 비정부단체 시찰

13%

3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목적으로
형성된 교사모임에 참여

공식적인 학교 계획에 따른 멘토링,
동료관찰, 지도

31%

-

29%

-

4. 교사에 대한 지원 부족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사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 상담, 행정업무,
교사로서의 전문성 개발 활동, 교원 평가 등의 다양한

-

18%

자격훈련 프로그램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7%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한 개인적 또는 공통 연구

인식을 보면 그 만큼 교사들이 본인의 역량 개발에 대해서

3

사업장, 공공단체, 비정부단체에서의
현장교육강의

이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도입으로 모든 교사가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도에 대한

4

19%

타 학교 시찰

피드백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에 대한 지원은 항상
부족한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교원의 행정업무경감은

그림 6 | 교사평가 참여도 비교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TALIS 결과에서도 볼

97.5

93.8

86.2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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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IS 2013
평균

70.2

수 있듯이, 여전히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많은 시간을
행정업무에 할애하고 있다. 또한, 교사의 연수 의무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은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지원으로

47.5

시작된 정책이나, 학교 현장 교사들은 이를 또 하나의
업무로 느끼고 정책 시행에 따른 지원은 미비한 것을 알
학교경영진 구성원으로 동료교사에게 공식적
공식적 평가를 받음
평가를 받음

수 있다. 예를 들어, TALIS 결과에서 교사평가에 대한

학교장에게 공식적
평가를 받음

높은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교사가 교사평가와
피드백이 행정적 필요조건의 충족 때문에 실시되고 있다고

그림 7 | 학교 내 교사평가 및 피드백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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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보다는 이에 따르는 행정업무가 많은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41
60

전문성 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부족도 TALIS의 결과에
나타난다. 아래 [그림 8]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38

교사들은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43
51
학교에서 성취도가 높은 교사는 매우 인정 받는다
교사평가와 피드백은 교사의 수업방식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교사평가와 피드백은 주로 행정적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행한다

70

응답하였다([그림 7] 참조). 이는 교사평가와 피드백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에
비용 부담이 없다는 응답의 경우 우리나라는 25.2%만
응답한 반면, TALIS 평균은 66.1%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비용의 지출에서도 TALIS의 평균은 25.2%인데 비해

그림 8 | 전문성 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개인 비용
66.1

70

우리나라 교사들은 64.1%로 나타나, 전문성 개발 활동에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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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금전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지원(시간, 학교장

40
30

25.2

지원, 인센티브 등) 또한 우리나라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25.2

20

낮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에서

10.8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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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바와 같이, 비용문제보다 오히려 학교장의 지원

0
없음

일부

전부

부족이나 업무시간과의 중복이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의
더 큰 저해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규 근무 시간

그림 9 |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 저해 요인

중 발생하는 전문성 개발 활동에 대한 시간적인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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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로 TALIS 최하위 수준이었으며, 수업시수의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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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83.1
70.2
50.6

43.8

휴가 등에 대한 지원 또한 10.7%로 TALIS 평균보다 낮은

57.0
43.4

48.0
39.0

교사에 대한 지원 부족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드러난다.

31.6

29.6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아래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11.1

TALIS가 묻는 전문성 개발의 전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요구를 보이고 있다. 이는 TALIS 평균과 비교해 매우 높은

선수조건 비용 문제 학교장 업무시간과 적합한
인센티브
미비
지원 부족
중복 영역이 없음 부족

요구 수준으로, 특히, 교수법, 학급관리, 학생상담 등은
압도적으로 높다. 이러한 전문성 개발에 대한 요구는 학교

그림 10 | 전문성 개발 활동 요구 정도
교과 지식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25.2

8.7

교수법

예를 들어, 학급관리 및 학생 상담에 대한 요구는 일명 ‘중2
31.3

9.7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23.5

7.9

학생 평가
ICT활용 기술

보여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교사에 대한 연수가 그들이

25.3

11.6
18.9

학급관리
학생 상담

12.4

학생 개별
학습 지도

12.5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24.9
30.4

13.1

(문제학생 관리)

25.1

TALIS의 결과에서, 교사 20%가 교사가 된 것을
36.0

22.3

창의융합 교육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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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교사의 자기효능감으로, TALIS 결과에서 우리나라

25.0

10.4
0

후회한다는 것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결과가 있다. 그것은

27.5

11.0

(문제해결력 등)

5. 나오며
42.6

특수교육
범교과 교수법

병’으로 불리는 만큼 어려운 중학생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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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매우 낮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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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이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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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TALIS에서는 문제해결, 프로젝트, ICT 활용 등을

그림 11 | 수업에 대한 교사의 자기효능감
한국 평균

TALIS 2013 평균

적극적 교수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12]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교사들이 TALIS 평균과 비교해

62.5

다양한 수업 기법을
사용한다

77.4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예를
들어 설명한다

낮은 수준이다.

81.4
92.0
66.6

다양한 평가전략을
사용한다

이러한 TALIS의 결과들은 우리나라 중학교 교사가 왜
무기력하고 자괴감에 빠져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어쩌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81.9

TALIS의 결과에 의하면 과중한 행정업무는 둘째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질문을 제시한다

77.4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정책 또한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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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교사들에게는 또 다른 업무가 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더욱

그림 12 | 교사의 수업에서의 적극적 교수활동
한국 평균

문제인 것은 교사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결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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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프로젝트나
수업과제를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도록 한다

수업의 질 저하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27.6

우리나라에서는 매 정부마다 또는 사회적 이슈가 있을

37.5

때마다 교사와 학교에 추가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을 완성하는데
최소 1주일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에 참여시킨다

14.0

우리 사회는 학업성취, 인성교육, 안전교육, 진로교육 등

27.5

교사들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슈퍼맨의 역할을

학생들에게 문제나 과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소규모 팀 수업을 한다

31.8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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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21세기 핵심역량,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기에 앞서 교사들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지원을

개인의 믿음으로 정의되는데,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사의

선행해야 한다. 특히, TALIS를 통해 밝혀진 필요한 교사에

자기효능감과 학생의 학업성취도, 학습동기, 교사의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업활동, 교사의 직무만족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교사의 수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TALIS의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TALIS에서 조사된 학생과의 관계 및 학급관리에 대한
자기효능감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을 보고하고 있다.
교사의 낮은 자기효능감은 자연스럽게 저하된 수업
역량으로 연결된다. TALIS의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교사들은 낮은 수준의 적극적 교수활동을 보고하고 있다.
적극적 교수활동은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 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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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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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