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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DI 도서회원’이라면
 귀하는 이미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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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DI가 발간하는 최신 연구보고서와 정보자료들을 받아보시는 순간, 귀하는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KEDI 도서회원’으로 함께 하십시오.

 회원자격 및 특전 •회원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주어집니다.

  •우리 원에서 발간하는 『교육개발』(연 5회)과 『한국교육』(연 4회)을 보내 드립니다. 

  •기관회원 : 기본연구보고서를 우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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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수학교육의 과거와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학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 

일전에 한국을 방문한 수학자이자 벤처사업가인 영국인 

Wolfram을 만나 식사한 적이 있다. 작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열린 ‘교육과 산업 정상회의’에서 본 뒤, 

두 번째 만남이었다. 이튼스쿨과 옥스퍼드대학 수학과를 

나온, YouTube 등에서 천재로 소개되는 벤처사업가 

Wolfram과의 만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학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에피소드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수학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과 열정은 충격적일 만큼 인상적이었다. 2시간 

반에 걸친 저녁 식사 시간에 식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열정적으로 얘기한 Wolfram의 수학교육에 관한 

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수학교육은 ① 실생활에서 

수학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찾기, ②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수학적으로 공식화하기, ③ 컴퓨터 활용하여 

계산하기, ④ 계산 결과를 실생활 문제에 적용하여 

해결하기라는 네 요소로 구성된다. 따라서 수학교육은 

이런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문제발견 및 해결이라는 

하나의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학생들의 수학적 사유 역량 

및 문제해결 역량을 키워가기 위한 것이다. 

컴퓨터가 없는 상황에서 수식으로 표현된 문제를 틀리지 

않게 계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다양한 컴퓨터 

솔루션을 통해 수식화된 문제의 해결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수식의 문제풀이보다도 실제 

삶의 장면에서 수학적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수식화하며, 

컴퓨터로 계산된 결과를 해당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컴퓨터로 잠깐이면 

해결될 계산문제를 손으로 반복하여 풀게 하는 지루한 

작업을 시키면서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를 잃도록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컴퓨터를 활용하여 계산하기’에 대해 생각해 

보자. 수식 문제를 손으로 푸는 것과 컴퓨터를 통해 푸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수식 문제를 손으로 풀 경우 수학 

시간의 많은 부분을 계산하기에 사용해야 한다. 더 나아가 

수학교육은 실제 삶 속에서 수학적 문제 상황을 발견하여 

수식화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수학적 역량을 

기르는 대신에 계산하기라는 지루하고 단순한 반복 

작업만을 강조한다. 요컨대, 계산하기 중심의 수학교육은 

계산하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수학적 문제 상황을 

찾아 수식화하여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에는 

적은 시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최근 모 단체에서 영국과 미국의 최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한국의 수능 수학 문제를 풀게 한 적이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수학 문제를 제대로 

Wolfram에 따르면 우리 수학교육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첫째, 우리는 수학교육에서 세 번째 요소에 

해당하는 ‘계산하기’가 곧 수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둘째, 우리는 학생들에게 수학문제를 컴퓨터를 통해 푸는 

대신에 손으로 계산하여 풀도록 하고 있다. 

Wolfram이 지적한 두 가지 문제 즉 ‘수학과 계산하기

의 관계’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계산하기’에 대해서는 논

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문제제기는 교육

학자인 필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Wolfram이 제기한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수학과 계산하기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는 수학교육

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수학적 사유 역량 및 문제해결 역

량을 길러주고자 한다. 그렇다면 계산하기를 통해 이런 

역량을 길러 줄 수 있는가? Wolfram의 말대로 계산능

력은 기껏해야 수학적 역량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수

학적 역량과 계산하기가 같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계산능력을 기르는 것

이 수학적 역량을 기르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계산능력 

중심의 수학교육을 하고 있다는 Wolfram의 지적은 상

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Wolfram에 

따르면, 과거에는 계산능력이 매우 중요했다. 수학적 문제 

상황에 맞닥트려 그 문제를 수학적으로 공식화하더라도 

문제풀기 또는 계산하기 자체가 쉽지 않았다. 계산기나 

풀지 못했다. 더 인상적인 것은 학생들이 왜 이런 문제를 

계산기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풀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수학교육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우리 

학생들에게 수학적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수학교육이 과거지향적 수학교육에서 미래지향적 

수학교육으로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우리 학생들이 

즐겁게 수학을 공부하면서 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수학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미래 수학교육의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콘래드 울프램(Conrad Wolfram)

울프램 유럽연구소 소장

수학자이자 벤처사업가, 프로그래머이자 교육가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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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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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수식의 문제풀이보다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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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별기획 1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및 
환경 구축 방안 탐색
조진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연구위원

특별기획

최근 들어 학교시설 및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학교교

육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2015 개정 교육과

정 시행을 앞두고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가 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

라 과거에 비해 정보, 기술의 급격한 발달, 다양한 교육정

책, 지속가능한 건축 등 학교시설 및 환경에 요구되는 사

회적, 교육적, 건축적 사항도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요구사항을 단위학교에 모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 학교시설 및 환경은 이

처럼 다양한 요구뿐만 아니라, 미래의 교육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해야 하는가? 필자의 

해답은 우선 단위학교마다의 다양성(diversity)을 인정해

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양성에는 단위학교가 추

구하는 가치(value)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학교현장의 여

건과 상황이 고려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

한 요구사항의 선택과 집중은 교사와 학생중심의 사용자

가 참여한 가운데 결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급변하는 오늘날의 교육환경에 탄력적으

로 학교시설 및 환경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아이덴티티

(identity)가 부여된 다양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다만, 다

양한 학교시설 및 환경에 가장 기본이 되는 학생, 학교 모

두가 안전하고 쾌적해야 한다는 원칙(principle)을 잊어서

는 안 된다. 즉 시설 및 환경 분야에서의 안전성과 쾌적성

은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

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학교현장에서 강조

되고 있는 안전성과 쾌적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진, 화

재 등으로부터의 안전, 범죄 및 폭력 등으로부터의 안심, 

미세먼지, 급식 등으로부터의 안전 등을 들 수가 있다. 물

론 학교시설 및 환경 분야에서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주변에 장애가 되거나 유해한 환

경요소를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학

교의 물리적 환경측면에서 각종 안전성과 쾌적성을 제고

하기 위한 기술요소를 적극 도입, 적용해야 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특히 기존 학교에서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제

고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기존학교는 특

히 학교운영 측면에서의 각종 행동수칙, 공간이용지침, 수

업과 연계된 프로그램, 학생자치활동, 동아리활동, 학교캠

페인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학교 스스로가 다양한 해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운영적 측면에서의 다

양한 프로그램 시행 후에는 반드시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

분석 결과를 공유(feedback)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방식의
학교시설사업 추진 모델을 개발하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하나가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이다. 이는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분필 

칠판 및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낡은 학교 환경 개선과 

공기정화장치 등 학교 미세먼지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 2018년 학교시설 개선 종합계획 수립과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예산까지 확보하였다. 

최근 학교의 석면, 지진 등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❶ 를 

검색해 보면, 한반도에 진도 3.0 이상의 지진 발생 횟수가 

2010년 이전 연평균 3회에서 10.6회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시설의 내진율은 전체 학교의 약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심지어 작년 9월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의해 인근 지역의 학교 교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오염됐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왔다. 

교육부 내부 자료(2017.8)에 따르면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등에 소요되는 연간 투자비용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 제거는 10년(2027), 내진 보강은 17년(2034)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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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행을 앞두고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가 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

라 과거에 비해 정보, 기술의 급격한 발달, 다양한 교육정

책, 지속가능한 건축 등 학교시설 및 환경에 요구되는 사

회적, 교육적, 건축적 사항도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요구사항을 단위학교에 모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 학교시설 및 환경은 이

처럼 다양한 요구뿐만 아니라, 미래의 교육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해야 하는가? 필자의 

해답은 우선 단위학교마다의 다양성(diversity)을 인정해

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양성에는 단위학교가 추

구하는 가치(value)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학교현장의 여

건과 상황이 고려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

한 요구사항의 선택과 집중은 교사와 학생중심의 사용자

가 참여한 가운데 결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급변하는 오늘날의 교육환경에 탄력적으

로 학교시설 및 환경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아이덴티티

(identity)가 부여된 다양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다만, 다

양한 학교시설 및 환경에 가장 기본이 되는 학생, 학교 모

두가 안전하고 쾌적해야 한다는 원칙(principle)을 잊어서

는 안 된다. 즉 시설 및 환경 분야에서의 안전성과 쾌적성

은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

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학교현장에서 강조

되고 있는 안전성과 쾌적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진, 화

재 등으로부터의 안전, 범죄 및 폭력 등으로부터의 안심, 

미세먼지, 급식 등으로부터의 안전 등을 들 수가 있다. 물

론 학교시설 및 환경 분야에서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주변에 장애가 되거나 유해한 환

경요소를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학

교의 물리적 환경측면에서 각종 안전성과 쾌적성을 제고

하기 위한 기술요소를 적극 도입, 적용해야 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특히 기존 학교에서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제

고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기존학교는 특

히 학교운영 측면에서의 각종 행동수칙, 공간이용지침, 수

업과 연계된 프로그램, 학생자치활동, 동아리활동, 학교캠

페인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학교 스스로가 다양한 해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운영적 측면에서의 다

양한 프로그램 시행 후에는 반드시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

분석 결과를 공유(feedback)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방식의
학교시설사업 추진 모델을 개발하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하나가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이다. 이는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분필 

칠판 및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낡은 학교 환경 개선과 

공기정화장치 등 학교 미세먼지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 2018년 학교시설 개선 종합계획 수립과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예산까지 확보하였다. 

최근 학교의 석면, 지진 등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❶ 를 

검색해 보면, 한반도에 진도 3.0 이상의 지진 발생 횟수가 

2010년 이전 연평균 3회에서 10.6회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시설의 내진율은 전체 학교의 약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심지어 작년 9월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의해 인근 지역의 학교 교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오염됐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왔다. 

교육부 내부 자료(2017.8)에 따르면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등에 소요되는 연간 투자비용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 제거는 10년(2027), 내진 보강은 17년(2034)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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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석면 제거와 내진 

보강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그 완료 시기를 앞당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교육재정여건 악화로 교육시설 확충, 

노후시설 개축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투자의 

어려움이 있어 2005년부터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 중등학교시설뿐만 아니라, 국립대 

기숙사 시설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교육시설을 조기에 

확충, 개선하였다. 이렇듯 지난 10년 이상의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많은 성과도 거두었지만, 냉정한 평가를 

통해 개선해야할 부분과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열악한 교육재정여건으로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한계가 뚜렷한 국가사업의 경우 

정부차원에서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 아이디어 등을 

빌어 노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필자는 

유사한 해외 선진사례 탐색뿐만 아니라, 재정, 교육, 

법률, 건축,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에 의한 

정책과제를 우선 수행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환경 개선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개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용자 참여로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문화부터 조성하자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

다(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는 말이 있다. ‘마

을 가꾸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일본의 학교시설사업, 해

외 선진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 중

심의 ‘사용자 참여형 학교설계’ 등은 모두 학교를 잘 만들

기 위한 한 마음에서부터의 시작일 것이다. 필자는 어떠

한 학교시설 및 환경일지라도 그 시작은 사용자의 직접적

특별기획

[사진 1] 석면 제거를 위한 교육환경개선(Refurbishment) 
PPP사업, Doon Academy, Scotland

(http://www.gov.scot/Publications/2003/11/18546/29134), 검색일 2017-09-09 

1)  “흔들리는 한반도, 지진 대비 시급”, 내외뉴스통신(2017.08.29.일자) 임학근 

기자,http://www.nbnnews.co.kr/news/view.php?idx=109106(검색일 

2017-08-29), 

  “환경보건시민센터, 영남지역 8개 학교 조사...4곳서 백석면 검출”, 연합뉴스

(2016.10.14.일자) 권영전 기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

6/10/14/0200000000AKR20161014062700004.HTML?input=1195m(검색일 

2017-09-04)

2)  박성철 외(2011), 학교시설의 디자인 품질 지표 개발 연구(RR2011-28), 

한국교육개발원

  유웅상 외(2010), 선진형 학교시설 모형개발을 위한 사용자 참여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RR2010-31), 한국교육개발원

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EDUMAC)에서는 학교시설 디자인 

사용자 참여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 온라인(http://kebdimanage.edumac.

kr/)에서 사용자 참여형 학교설계가 가능하도록 도구를 개발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4)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5)  SE는 SBD처럼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단, ACPO의 권장사항으로 그 인증주체도 

ALO 또는 CPDA가 아닌 Martin Gill교수가 수행하며 유료(신청시 500￡ + 

현장평가시 750￡/일)임. 하지만 SE인증서는 ACPO CPI에서 발행하며 유효기간은 

3년간임

인 참여에 의해 조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참여형 학교설계의 대표적인 사례

로 영국의 “DQI(Design Quality Indicator)”를 손꼽을 수 

있다. 영국 정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가 협력하여 산업건설위원회(Construction In-

dustry Council)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2005년에 발표되었

다. WEB기반(http://www.dqi.org.uk/)으로 사용자 참여 

워크숍이 온라인으로도 진행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관련된 연구❷ 를 추진하였으며, 실제 학교를 대상으로 적용

해 보기도 하였다. 특히 기존 학교에 대해 리모델링, 증축, 

개축 등이 이루어질 경우 실제 학교의 사용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직접적인 참여에 의한 학교설계과정

을 통해 학교 맞춤형의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 향후 이러

한 과정을 통해 조성된 공간은 사용상의 만족도도 매우 높

게 나타난다. 또한 직접적인 사용자가 없는 신설학교라 할

지라도 영국의 DQI처럼 국내에서도 온라인 도구❸ 를 활용

해서 사용자 참여형 학교설계를 추진할 수 있다.

한편 영국, 일본 등에서는 지진 등의 자연재해뿐만 아

니라,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훈련 등을 단위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히가시삿포로초등학교(

의 경우 학생들이 교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위

치에 학년별 고유 색상의 스티커를 붙여 보건실 앞에 게

시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인근의 키타시

로이시초·중일관학교( · )의 

경우는 과거 노후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하나의 일관

학교로 재건축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뿐만 아니라, 초등

학교와 중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만남, 교류함으로써 오히려 과거보다 더 안

전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해외의 선진적 제도나 
디자인 기법을 적극 도입, 적용하자

필자는 지난 2012년 ‘학교시설 범죄예방디자인(CPTED)❹ 

평가모형 개발 연구’수행을 위해 영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영국은 1989년 ACPO(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에서 공식적인 CPTED제도로 SBD(Secured 

By Design)를 개발하였다. 이후 1998년 ‘범죄와 무질서 

법(Crime and Disorder Act)’제17조에 의거하여 

지방정부 자율권에 의해 적용을 의무화 하였다. 2010년에 

이르러 ACPO는 학교 맞춤형의 SBD Schools라는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하였다. SBD의 주요 인증절차는 

[사진 2] 석장고(가칭) Zero Emission School 기본설계를 위한 사용자 참여디자인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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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석면 제거와 내진 

보강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그 완료 시기를 앞당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교육재정여건 악화로 교육시설 확충, 

노후시설 개축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투자의 

어려움이 있어 2005년부터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 중등학교시설뿐만 아니라, 국립대 

기숙사 시설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교육시설을 조기에 

확충, 개선하였다. 이렇듯 지난 10년 이상의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많은 성과도 거두었지만, 냉정한 평가를 

통해 개선해야할 부분과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열악한 교육재정여건으로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한계가 뚜렷한 국가사업의 경우 

정부차원에서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 아이디어 등을 

빌어 노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필자는 

유사한 해외 선진사례 탐색뿐만 아니라, 재정, 교육, 

법률, 건축,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에 의한 

정책과제를 우선 수행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환경 개선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개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용자 참여로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문화부터 조성하자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

다(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는 말이 있다. ‘마

을 가꾸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일본의 학교시설사업, 해

외 선진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 중

심의 ‘사용자 참여형 학교설계’ 등은 모두 학교를 잘 만들

기 위한 한 마음에서부터의 시작일 것이다. 필자는 어떠

한 학교시설 및 환경일지라도 그 시작은 사용자의 직접적

특별기획

[사진 1] 석면 제거를 위한 교육환경개선(Refurbishment) 
PPP사업, Doon Academy, Scotland

(http://www.gov.scot/Publications/2003/11/18546/29134), 검색일 2017-09-09 

1)  “흔들리는 한반도, 지진 대비 시급”, 내외뉴스통신(2017.08.29.일자) 임학근 

기자,http://www.nbnnews.co.kr/news/view.php?idx=109106(검색일 

2017-08-29), 

  “환경보건시민센터, 영남지역 8개 학교 조사...4곳서 백석면 검출”, 연합뉴스

(2016.10.14.일자) 권영전 기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

6/10/14/0200000000AKR20161014062700004.HTML?input=1195m(검색일 

2017-09-04)

2)  박성철 외(2011), 학교시설의 디자인 품질 지표 개발 연구(RR2011-28), 

한국교육개발원

  유웅상 외(2010), 선진형 학교시설 모형개발을 위한 사용자 참여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RR2010-31), 한국교육개발원

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EDUMAC)에서는 학교시설 디자인 

사용자 참여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 온라인(http://kebdimanage.edumac.

kr/)에서 사용자 참여형 학교설계가 가능하도록 도구를 개발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4)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5)  SE는 SBD처럼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단, ACPO의 권장사항으로 그 인증주체도 

ALO 또는 CPDA가 아닌 Martin Gill교수가 수행하며 유료(신청시 500￡ + 

현장평가시 750￡/일)임. 하지만 SE인증서는 ACPO CPI에서 발행하며 유효기간은 

3년간임

인 참여에 의해 조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참여형 학교설계의 대표적인 사례

로 영국의 “DQI(Design Quality Indicator)”를 손꼽을 수 

있다. 영국 정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가 협력하여 산업건설위원회(Construction In-

dustry Council)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2005년에 발표되었

다. WEB기반(http://www.dqi.org.uk/)으로 사용자 참여 

워크숍이 온라인으로도 진행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관련된 연구❷ 를 추진하였으며, 실제 학교를 대상으로 적용

해 보기도 하였다. 특히 기존 학교에 대해 리모델링, 증축, 

개축 등이 이루어질 경우 실제 학교의 사용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직접적인 참여에 의한 학교설계과정

을 통해 학교 맞춤형의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 향후 이러

한 과정을 통해 조성된 공간은 사용상의 만족도도 매우 높

게 나타난다. 또한 직접적인 사용자가 없는 신설학교라 할

지라도 영국의 DQI처럼 국내에서도 온라인 도구❸ 를 활용

해서 사용자 참여형 학교설계를 추진할 수 있다.

한편 영국, 일본 등에서는 지진 등의 자연재해뿐만 아

니라,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훈련 등을 단위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히가시삿포로초등학교(

의 경우 학생들이 교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위

치에 학년별 고유 색상의 스티커를 붙여 보건실 앞에 게

시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인근의 키타시

로이시초·중일관학교( · )의 

경우는 과거 노후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하나의 일관

학교로 재건축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뿐만 아니라, 초등

학교와 중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만남, 교류함으로써 오히려 과거보다 더 안

전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해외의 선진적 제도나 
디자인 기법을 적극 도입, 적용하자

필자는 지난 2012년 ‘학교시설 범죄예방디자인(CPTED)❹ 

평가모형 개발 연구’수행을 위해 영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영국은 1989년 ACPO(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에서 공식적인 CPTED제도로 SBD(Secured 

By Design)를 개발하였다. 이후 1998년 ‘범죄와 무질서 

법(Crime and Disorder Act)’제17조에 의거하여 

지방정부 자율권에 의해 적용을 의무화 하였다. 2010년에 

이르러 ACPO는 학교 맞춤형의 SBD Schools라는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하였다. SBD의 주요 인증절차는 

[사진 2] 석장고(가칭) Zero Emission School 기본설계를 위한 사용자 참여디자인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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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별기획 1

건법의 ‘교사 내 환경위생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오염물질 

항목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총부유세균, 총휘발성유기

화합물, 폼알데하이드, 이산화탄소 등을 측정하여 분석하

였다. 특히 공기환경은 학교 주변의 오염원 분포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임에 따라 학교 주변의 오염원이 다소 양호

한 곳과 불량한 곳으로 구분❻ 하여 실시한 결과, 일부 항목

에 있어서 다소 양호한 곳에 위치한 초등돌봄교실이 불량

한 곳보다 상대적으로 공기환경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면역력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학생들의 

경우 실내 공기 오염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건강상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건축개발업자 또는 설계사가 건축설계 시 관련 서류를 

ACPO 산하 비영리 법인회사인 CPI(Crime Prevention 

Initiatives)에 무료로 신청한다. 그러면 전국 지역경찰서 

소속 400여명의 ALO(Architectural Liaison Officer) 

또는 CPDA(Crime Prevention Design Adviser)가 

건축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 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현장조사와 함께 SBD 가이드라인의 부합여부를 판단한 

후 승인과정을 거쳐 SBD 인증서를 CPI에서 교부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ALO 또는 CPDA로부터 승인받지 

못하면 지방정부로부터 건축물을 허가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즉 지역 내 범죄유형 및 수법 등을 잘 알고 

있는 노련한 수석 경찰관인 CPDA로부터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최초 설계안에 대해 여러 차례의 협의과정을 통해 

SBD Schools 가이드라인에 부합되게 설계안을 수정, 

보완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최종의 설계안으로 

따라서 실내오염원 저감 및 제거를 위한 환기시스템 도입

과 공기청정기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과 학생 및 교사 등 

직접적인 공간 사용자를 대상으로 보다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 관리 방안에 대한 홍보, 교육, 가이드라인 제공 등 다양

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 학교현장을 살펴보면, 전체 초, 중등학교 중 20

년 이상된 노후건물이 약 53.7%를 차지❼하고 있다. 아울러 

2011년 교육부 정책연구과제인 류호섭 외의 ‘유휴교실의 실태

분석 및 향후 사회변화 분석을 통한 활용방안 연구’를 살펴보

면,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휴교실은 

약 19,544개실이라고 한다. 우리는 제임스 윌슨과 조지켈

확정하여 시공, 준공해 나가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협의과정에 있어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교 및 지역사회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SBD Schools 가이드라인은 물리적 환경(De-

sign)에 초점을 두어 설계단계에서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신설학교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존 학교의 경

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

기 위해 영국의 Martin Gill 범죄학 교수가 학교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Management, Organization, Practice)

으로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SE(Secured Environ-

ment)를 ACPO에 제안하여 2006년부터는 SE인증제도가 

도입, 적용❺ 되고 있다.

필요한 기술 및 기기 등에
의존할 것은 과감히 투자하자

실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한 조진일 외(2015)의 「초

등돌봄교실의 환경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초

등학생들의 생활 및 건강과 가장 밀접한 초등돌봄교실을 

대상으로 공기환경, 온열환경, 빛 환경 측면에서 실내 환

경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중 공기환경 실태조사는 학교보

특별기획

[사진 3] 일본 히가시삿포로초등학교( ) 학생가방의 교통안전 커버(左)와

운동장 및 각층별 아동 안전사고 발생위치 표시 게시판(右)

6)  학교가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학교 중심으로부터 반경 200M이내에 녹지공

간(공원, 산 등)이 있는 경우를 양호한 곳으로 가정함. 반면에 학교가 주거지역에 

위치하되, 대지경계의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고 있거나, 학교 중심으로부터 반경 

200M이내에 교통량이 많은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불량한 곳으

로 가정, 구분하여 조사함.

  현재 온라인(http://kebdimanage.edumac.kr/)에서 사용자 참여형 학교설계가 

가능하도록 도구를 개발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사진 4] SBD인증을 받은 영국 Brentside High School(사진 a~c) 및 John Perryn School(사진 d)

(a)  주차장과 학교공간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원천적으로 

차량진입을 통제하며, 외부 쓰레기통도 방화 방지를 목적으로 

주물로 제작함.

(c)  학교내에는 그 어디에도 범죄자가 은폐, 은닉할 수 없도록 높

이 2M이내의 관목 식재를 지양하고, 교목 중심으로 식재함.

(d)  교내 고가의 기자재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생산시 외부 

색상을 오렌지색으로 생산함. 일명 ‘오렌지 프로젝트’라고 함.

(b)  학교 교문은 누구든 상관없이 모두 사전에 방문예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하교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잠겨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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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일본 히가시삿포로초등학교( ) 학생가방의 교통안전 커버(左)와

운동장 및 각층별 아동 안전사고 발생위치 표시 게시판(右)

6)  학교가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학교 중심으로부터 반경 200M이내에 녹지공

간(공원, 산 등)이 있는 경우를 양호한 곳으로 가정함. 반면에 학교가 주거지역에 

위치하되, 대지경계의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고 있거나, 학교 중심으로부터 반경 

200M이내에 교통량이 많은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불량한 곳으

로 가정, 구분하여 조사함.

  현재 온라인(http://kebdimanage.edumac.kr/)에서 사용자 참여형 학교설계가 

가능하도록 도구를 개발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사진 4] SBD인증을 받은 영국 Brentside High School(사진 a~c) 및 John Perryn School(사진 d)

(a)  주차장과 학교공간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원천적으로 

차량진입을 통제하며, 외부 쓰레기통도 방화 방지를 목적으로 

주물로 제작함.

(c)  학교내에는 그 어디에도 범죄자가 은폐, 은닉할 수 없도록 높

이 2M이내의 관목 식재를 지양하고, 교목 중심으로 식재함.

(d)  교내 고가의 기자재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생산시 외부 

색상을 오렌지색으로 생산함. 일명 ‘오렌지 프로젝트’라고 함.

(b)  학교 교문은 누구든 상관없이 모두 사전에 방문예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하교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잠겨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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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이 1982년 『애틀란타』라는 월간잡지에 발표한 깨진 유리

창의 법칙을 잘 알고 있다. 즉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

해 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각종 오물과 돌을 던져 그 

유리창의 나머지를 모두 깨뜨리고, 이를 계속 방치하면 그 

건물에서 절도나 강도 등의 범죄가 발생될 확률까지 높아

진다는 범죄학 이론이다. 이처럼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의

하면 깨진 유리창 하나가 그 건물과 도시를 완전히 폐허로

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❽

끝으로 필자는 상기에서 제안한 것 이외에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및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 기존의 

틀(Form)을 깨고 새로운 학교시설 모형을 개발하여, 실제 

학교현장에 도입, 적용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최근의 OECD CELE❾ 에서도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구축하기에 앞서 안전성과 쾌적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적 측면과 이용자 측면 등이 동시에 고려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배가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신설학교이든 

기존학교이든 보다 학생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및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참여에 의한 작업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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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PC : Education Policy Committee)의 Sub-Committee : Group of 

Experts on Effective Learning Environments로 편성되어 해체되었지만 ‘CELE’

의 명칭은 계속해서 유지하여 사용하고 있음. 주요 사업으로는 OECD 회원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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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교실 내 각종 센서(온/습도,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를 설치(左)하여 실시간 모니터를 통해 실내 환경의 쾌적도에 따라 

환기방식, 공기청정기 가동 여부를 결정하거나 자동시스템화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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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사회의 발달과 기술의 진보가 우리에게 미치는 파급력

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 진폭이 크다. 여러 측면

에서 눈부신 진보를 이룬 만큼 부작용 역시 상응할만하

다.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는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물

리적 공간의 제약 없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

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가지는 경험의 폭은 과거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했으나, 게임 중독, 사이버 폭력, 정서

적 혼란, 현실 감각의 상실 또한 과거 학생들의 경험과

는 비교할 수 없이 치명적이다. 2017년 3월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인 두 명의 여고생들은 

이른바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살

인에 관한 가상의 역할극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리가, 특히 청소년들이 겪는 경험의 경계가 통제

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위기와 불안으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사는 인성의 

회복이라는 근본적인 지점으로 회귀했다. 최근(2016년 

11월 5일)에 개최된 글로벌 인재 포럼의 사전 행사로, 

세계은행 주최로 열린 워크숍에서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정서적 역량(Socio Emotional Skills)이 미래 

인재 양성의 해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한국경제, 

2016.11.11., 조벽, 2017: 6-7에서 재인용)은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다시 말해, 인성은 개인의 내재된 도덕률이자 

사회의 변화에 조화롭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역량이다. 특히 인성, 감성, 창의성과 같은 직관의 영역이 

우세한 직업군은 매뉴얼에 의한, 공식에 따르는, 그리고 

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경향성을 추론하는 기술과는 

달리 앞으로의 사회에서 인공지능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차원적인 핵심 역량으로 언급된 

바 있다.❶

정책적 노력의 시작 

학생의 안전과 성장을 위해 ‘인성’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자 하는 정책적 노력은 2016년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시

작으로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와 7조

에 근거하여 인성교육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인성교

육 5개년 종합계획(̀'16-'̀20)」이 수립되었다. 여기에서 설정

한 인성교육의 방향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성공적으로 살

아가기 위해 필요한 바람직한 성품과 역량을 중심으로 참여

형 교육을 설계하고, “앎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교육 활

동을 체계적으로 조직, 운영하는 것이다(교육부, 2016). 한

2특별기획

1)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미국 내 모든 직업의 약 47퍼센트가 자동화의 

위험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간소득층의 단순 반복 업무 일자리는 크게 

줄어들지만 고소득 전문직과 창의성을 요하는 직군에서는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된다(Schwab, 2016). 

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핵심 역량을 자기관

리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갈등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구체화하여 교과 및 교과 외 교육활동 전

반을 통해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에서는 학교교육활동 전반, 학

생 맞춤형, 교원, 가정-학교-사회 연계, 대국민 홍보의 다

섯 개 영역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과제 수행 계획을 수립하

였다(<표 1> 참조). 

인성교육 정책 진단: 성과와 한계  

인성교육 정책은 현재 국민들에게 대체로 긍정적으

로 인식되고 있다. 2016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

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현재 정부가 가장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 누리과정(27.4%)과 초등돌봄교실

(24.1%)에 이어 인성교육 활성화(9.1%)를 꼽았다(임소현 

외, 2016: 142). 그리고 2016년 초·중·고 학생, 교원, 학부

모 30,465명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학교 인성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는 전반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정미경 외, 2016). 이러한 결과는 그동

안의 정책이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현장에 인식시켰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긍정적 평가를 지속·확대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정책 진

단을 통한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된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체계

적인 틀을 수립하여 정책의 강점과 극복해야 할 부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인성교육 

관련 기본과제 및 수탁과제 분석을 통해 향후 필요한 연

구 영역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추후 심층적으로 다루어

져야 하는 작업임을 제안하며 본고에서는 교육부로부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지원센터로 지정된 한국교육개

발원 인성교육연구실(인성교육지원센터)(교육부, 2016: 

52)이 수행한 인성교육진흥사업 중 일부를 간략히 살펴

<표 1>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추진 과제

영역 주요 과제 

1. 학교교육활동 전반을 인성 친화적으로 변화
1-1. 학생의 인성을 함께 가꾸는 생태계 조성
1-2. 인성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정착
1-3. 학교 인성교육 지원 체계 활성화

2. 학생의 인성을 깨우치는 교육 활성화
2-1.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활용
2-2. 인성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 내실화
2-3. 예술, 체육, 인문 등 인성테마별 교육 활성화

3.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확산 지원
3-1. 교원을 인성교육 선도주체로 육성 
3-2. 교사공동체의 참여와 자긍심 제고

4. 가정-학교-사회의 연계지원체제 구축 
4-1.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 회복
4-2. 지역사회의 인성교육 참여·지원 강화
4-3. 범부처 인성교육 지원·협력 강화

5. 대(對)국민적 인식제고 및 공감대 확산 
•인성교육 포럼 추진
•인성교육 실천한마당 참여 확대 
•다양한 공모전 및 행사를 활용한 공감대 형성 

자료 : 교육부(2016).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의 내용을 표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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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별기획

들어가는 말  

사회의 발달과 기술의 진보가 우리에게 미치는 파급력

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 진폭이 크다. 여러 측면

에서 눈부신 진보를 이룬 만큼 부작용 역시 상응할만하

다.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는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물

리적 공간의 제약 없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

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가지는 경험의 폭은 과거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했으나, 게임 중독, 사이버 폭력, 정서

적 혼란, 현실 감각의 상실 또한 과거 학생들의 경험과

는 비교할 수 없이 치명적이다. 2017년 3월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인 두 명의 여고생들은 

이른바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살

인에 관한 가상의 역할극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리가, 특히 청소년들이 겪는 경험의 경계가 통제

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위기와 불안으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사는 인성의 

회복이라는 근본적인 지점으로 회귀했다. 최근(2016년 

11월 5일)에 개최된 글로벌 인재 포럼의 사전 행사로, 

세계은행 주최로 열린 워크숍에서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정서적 역량(Socio Emotional Skills)이 미래 

인재 양성의 해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한국경제, 

2016.11.11., 조벽, 2017: 6-7에서 재인용)은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다시 말해, 인성은 개인의 내재된 도덕률이자 

사회의 변화에 조화롭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역량이다. 특히 인성, 감성, 창의성과 같은 직관의 영역이 

우세한 직업군은 매뉴얼에 의한, 공식에 따르는, 그리고 

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경향성을 추론하는 기술과는 

달리 앞으로의 사회에서 인공지능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차원적인 핵심 역량으로 언급된 

바 있다.❶

정책적 노력의 시작 

학생의 안전과 성장을 위해 ‘인성’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자 하는 정책적 노력은 2016년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시

작으로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와 7조

에 근거하여 인성교육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인성교

육 5개년 종합계획(̀'16-'̀20)」이 수립되었다. 여기에서 설정

한 인성교육의 방향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성공적으로 살

아가기 위해 필요한 바람직한 성품과 역량을 중심으로 참여

형 교육을 설계하고, “앎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교육 활

동을 체계적으로 조직, 운영하는 것이다(교육부, 2016). 한

2특별기획

1)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미국 내 모든 직업의 약 47퍼센트가 자동화의 

위험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간소득층의 단순 반복 업무 일자리는 크게 

줄어들지만 고소득 전문직과 창의성을 요하는 직군에서는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된다(Schwab, 2016). 

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핵심 역량을 자기관

리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갈등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구체화하여 교과 및 교과 외 교육활동 전

반을 통해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에서는 학교교육활동 전반, 학

생 맞춤형, 교원, 가정-학교-사회 연계, 대국민 홍보의 다

섯 개 영역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과제 수행 계획을 수립하

였다(<표 1> 참조). 

인성교육 정책 진단: 성과와 한계  

인성교육 정책은 현재 국민들에게 대체로 긍정적으

로 인식되고 있다. 2016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

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현재 정부가 가장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 누리과정(27.4%)과 초등돌봄교실

(24.1%)에 이어 인성교육 활성화(9.1%)를 꼽았다(임소현 

외, 2016: 142). 그리고 2016년 초·중·고 학생, 교원, 학부

모 30,465명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학교 인성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는 전반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정미경 외, 2016). 이러한 결과는 그동

안의 정책이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현장에 인식시켰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긍정적 평가를 지속·확대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정책 진

단을 통한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된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체계

적인 틀을 수립하여 정책의 강점과 극복해야 할 부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인성교육 

관련 기본과제 및 수탁과제 분석을 통해 향후 필요한 연

구 영역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추후 심층적으로 다루어

져야 하는 작업임을 제안하며 본고에서는 교육부로부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지원센터로 지정된 한국교육개

발원 인성교육연구실(인성교육지원센터)(교육부, 2016: 

52)이 수행한 인성교육진흥사업 중 일부를 간략히 살펴

<표 1>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추진 과제

영역 주요 과제 

1. 학교교육활동 전반을 인성 친화적으로 변화
1-1. 학생의 인성을 함께 가꾸는 생태계 조성
1-2. 인성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정착
1-3. 학교 인성교육 지원 체계 활성화

2. 학생의 인성을 깨우치는 교육 활성화
2-1.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활용
2-2. 인성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 내실화
2-3. 예술, 체육, 인문 등 인성테마별 교육 활성화

3.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확산 지원
3-1. 교원을 인성교육 선도주체로 육성 
3-2. 교사공동체의 참여와 자긍심 제고

4. 가정-학교-사회의 연계지원체제 구축 
4-1.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 회복
4-2. 지역사회의 인성교육 참여·지원 강화
4-3. 범부처 인성교육 지원·협력 강화

5. 대(對)국민적 인식제고 및 공감대 확산 
•인성교육 포럼 추진
•인성교육 실천한마당 참여 확대 
•다양한 공모전 및 행사를 활용한 공감대 형성 

자료 : 교육부(2016).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의 내용을 표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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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 컨텐츠 개발·보급, 인력 활용, 홍보 인프라,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몇 가지 정책 과제의 추진 상황과 한

계점을 파악하였다. 여기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인성교육 

정책의 특성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며, 

정교한 설계에 의한 분석 작업이 후속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인성교육 컨텐츠 개발·보급

한국교육개발원은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이전부터 인성교육 지도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오고 있

다. <표 2>에서 보듯이 지난 2년 간 8건의 자료가 개발되었

고❷, 대부분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그 중 1건이 학생과 학

부모 관계를 다루었다. 학교급은 초, 중, 고 및 공통학급을 

대상으로 하며, 주제 또한 가치 함양, 학급 운영, 인문(고

전) 중심, 공감능력, 사회정서, 배려와 존중 등 폭과 층위가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들은 인성이라는 익숙하고도 모호한 실체를 교

육의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효과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①프로그램과 지도자료 간의 명료한 개념 구분과 ②자료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첫

째, 8개 목록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토닥토닥 공감

교실 여행’은 ‘현장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세부 과제에서 추진된 것이며, 나머지 7개 자료는 ‘인성교

육 지도자료 개발’ 사업의 산출물에 해당한다. ‘프로그램’

과 ‘지도자료’는 엄연히 별개의 과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컨텐츠의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활용 범위, 형태, 목적 등의 측면에서 명료한 개념 구분이 

요구된다. 둘째, 기 개발된 인성교육 자료들은 제 각각 

특별기획

<표 2> 2015-2016년 교육부 수탁 인성교육 지도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현황 

자료명 발행 년도 대상 학교급 주제

마음아람 프로젝트 2015 학생 -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 함양(인물동영상 활용)

자아성찰과 인성 함양을 위한 
인문고전 읽기 자료

2015 학생 중 인문고전을 통한 인성 함양

두근두근 설레는 인성교실 여행 2016 학생 초 사회적 기술 기반 학급 운영

안다미로 프로젝트 2016 학생 고 인문학 중심 인성교육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토닥토닥 공감교실 여행

2016 학생·학부모
초·중·고 
공통

공감(자아공감, 타자공감, 사회공감)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와 자녀 인성교육

GPS로 떠나는 행복한 마음 여행 2017 학생 초 인성역량(공감/소통, 수용/배려, 진정성/관계) 함양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프로젝트 2017 학생 중 스토리텔링과 사회정서학습을 기반 인성역량 함양

한살공 프로젝트 2017 학생 중·고 배려와 존중의 공동체 

2)  <표 2>에 제시된 자료 목록 중 상위 4편은 인성교육연구실의 전신(前身)인 창의

인성교육연구실에서 개발이 착수되었고, 이 중 2016년 발행된 2편은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인성교육연구실로 개편된 이후 보급되었다.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인성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insung.kedi.re.kr)에 탑재된 산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 

현장의 수요 조사를 통해 충실히 개발되었지만, 전체적

인 관점에서는 체계성이 부족하다. 주제, 목적, 대상, 교

과 등의 측면에서 어떠한 프로그램 또는 지도자료가 개

발되어야 할지 전체 그림의 빈자리를 찾아 채워가야 할 

시점이다.

 

● 인성교육 전문가의 발굴 및 활용

성교육 우수학교 지정·운영, 우수 선진교사 위촉, 

인성교육 실천사례연구 발표대회,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인성교육대상 등은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거나 인성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시행한 

또는 시행 중에 있는 정책 과제들이다(교육부, 2017). 

이 중 실천사례 발표 대회, 인성교육대상 등은 전문가 

양성보다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해당 

과정에서 발굴된 기관 또는 개인이 이후 다른 인성교육 

활동의 전문가(예: 각종 심사위원, 포럼 특강, 학교운영 및 

수업 컨설턴트 등)로 활동하기도 한다. 현재 2017년 우수 

선진교사를 인성교육 우수학교 운영에 관련한 컨설턴트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교사의 잠재된 전문성을 개발시켜 

인성교육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선순환 사례이다. 

이러한 기획은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전문가”라는 문제의식 아래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까지는 

‘활용’보다는 ‘발굴’에 초점이 맞추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인성교육 전문가를 발굴하고 어떤 영역에서 무슨 활동을 

하도록 할지는 개별 과제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정책과제들과 연계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망이 시급하다. 

● 홍보 인프라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개발하고 좋은 사례를 발굴해도 

많은 교사들이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필수 조건이다. 인성교육 포럼, 인성교육 

실천한마당 등이 이를 위한 오프라인 활동이라면 

인성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은 온라인 활동에 

해당한다. 현재의 홈페이지 운영 시스템은 독립된 서버 

없이 기초적인 기능에 국한되어 다양한 유형의 방대한 

자료를 탑재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학습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별도의 기획이 

이루어진 바 없다. 전국의 교원들이 자료를 공유하고 

재생산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장기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선 방안 

인성교육이 당초 기획한 의도에 맞게 학교 현장에 스며

들기 위해서는 세부 정책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계되

어 기획될 때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인성교육 정책은 학

교 현장에 인성을 파급하는 강한 동력이 필요한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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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 컨텐츠 개발·보급, 인력 활용, 홍보 인프라,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몇 가지 정책 과제의 추진 상황과 한

계점을 파악하였다. 여기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인성교육 

정책의 특성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며, 

정교한 설계에 의한 분석 작업이 후속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인성교육 컨텐츠 개발·보급

한국교육개발원은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이전부터 인성교육 지도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오고 있

다. <표 2>에서 보듯이 지난 2년 간 8건의 자료가 개발되었

고❷, 대부분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그 중 1건이 학생과 학

부모 관계를 다루었다. 학교급은 초, 중, 고 및 공통학급을 

대상으로 하며, 주제 또한 가치 함양, 학급 운영, 인문(고

전) 중심, 공감능력, 사회정서, 배려와 존중 등 폭과 층위가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들은 인성이라는 익숙하고도 모호한 실체를 교

육의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효과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①프로그램과 지도자료 간의 명료한 개념 구분과 ②자료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첫

째, 8개 목록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토닥토닥 공감

교실 여행’은 ‘현장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세부 과제에서 추진된 것이며, 나머지 7개 자료는 ‘인성교

육 지도자료 개발’ 사업의 산출물에 해당한다. ‘프로그램’

과 ‘지도자료’는 엄연히 별개의 과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컨텐츠의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활용 범위, 형태, 목적 등의 측면에서 명료한 개념 구분이 

요구된다. 둘째, 기 개발된 인성교육 자료들은 제 각각 

특별기획

<표 2> 2015-2016년 교육부 수탁 인성교육 지도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현황 

자료명 발행 년도 대상 학교급 주제

마음아람 프로젝트 2015 학생 -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 함양(인물동영상 활용)

자아성찰과 인성 함양을 위한 
인문고전 읽기 자료

2015 학생 중 인문고전을 통한 인성 함양

두근두근 설레는 인성교실 여행 2016 학생 초 사회적 기술 기반 학급 운영

안다미로 프로젝트 2016 학생 고 인문학 중심 인성교육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토닥토닥 공감교실 여행

2016 학생·학부모
초·중·고 
공통

공감(자아공감, 타자공감, 사회공감)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와 자녀 인성교육

GPS로 떠나는 행복한 마음 여행 2017 학생 초 인성역량(공감/소통, 수용/배려, 진정성/관계) 함양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프로젝트 2017 학생 중 스토리텔링과 사회정서학습을 기반 인성역량 함양

한살공 프로젝트 2017 학생 중·고 배려와 존중의 공동체 

2)  <표 2>에 제시된 자료 목록 중 상위 4편은 인성교육연구실의 전신(前身)인 창의

인성교육연구실에서 개발이 착수되었고, 이 중 2016년 발행된 2편은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인성교육연구실로 개편된 이후 보급되었다.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인성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insung.kedi.re.kr)에 탑재된 산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 

현장의 수요 조사를 통해 충실히 개발되었지만, 전체적

인 관점에서는 체계성이 부족하다. 주제, 목적, 대상, 교

과 등의 측면에서 어떠한 프로그램 또는 지도자료가 개

발되어야 할지 전체 그림의 빈자리를 찾아 채워가야 할 

시점이다.

 

● 인성교육 전문가의 발굴 및 활용

성교육 우수학교 지정·운영, 우수 선진교사 위촉, 

인성교육 실천사례연구 발표대회,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인성교육대상 등은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거나 인성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시행한 

또는 시행 중에 있는 정책 과제들이다(교육부, 2017). 

이 중 실천사례 발표 대회, 인성교육대상 등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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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넷 활용을 중심으로
❶

박종효  건국대학교 교수

1)   본고는 박종효 외(2017) 논문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해당 논문의 출처는 참고문헌에 수록함.

2

시작되었고, 이러한 측면에서는 학교, 교원, 학생, 범국

민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세부 정책들이 소기의 목적

을 달성했다고 본다. 그러나 수많은 정책 과제들의 산발

적 수행은 학교 현장의 에너지가 소진될 뿐 장기적 성과

로 이어질 수 없다. 이제는 정부, 연구기관, 학교 현장이 

그간의 작은 활동들을 정련하여 정책의 큰 목표 아래 재

구성할 시기이다. 

첫째, 정부 기관은 기획 단계에서 수탁 연구기관, 시도

교육청, 그리고 학교 현장과의 충분한 상호작용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간의 인성교육 정책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데 1차적 목적이 있었던 만큼 단기 행사의 형태를 띤 과제

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단발성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러 해 반복적으로 실행

되어온 터라, 각 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전

년도 업무에 대한 충분한 리뷰와 피드백을 통해 사업 수

행이 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년 과제 수행 

당시의 난제(難題)는 무엇이었는지,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또는 행정적 보완이 요구되는지, 다른 과제와 연

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경우 운영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에 대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기관은 정책사업 수행과 함께 관련한 기초 

연구 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

에서 의도하는 인성교육, 인성교육 정책결정가가 의도

하는 인성교육,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이해하는 인성교

육의 의미가 모두 합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얼마간 생각

해볼 부분이다.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인성교육은 공감, 

배려, 존중과 같이 관습적으로 통용되는 덕목을 포괄하

되 주체적이고 생성적인 미래 사회 역량으로서의 고차

원적 가치를 의미한다.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의도를 완

전히 구현하고 있을지, 즉 ‘의도된’ 개념과 ‘실행된’ 개념

의 간극을 파악해야 하는 것은 연구기관 본연의 역할 중 

하나일 것이다.    

셋째, 따분한 표현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의 적극적 의지는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및 연구기

관에서 다양한 자료와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도 학교 

현장이 이를 수용할 역량, 여건,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실행이 가능하다. 학교장과 중간 관리자의 관심과 

의지를 요청한다. 

원고를 마무리하며, 인성교육이 학교 현장에 자연스럽

게 체화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주체적 실행력과 실행 

의지를 잃지 말아야 함을 제언한다. 수탁 기관은 사업 수

행의 단순 대행자가 아니라, 전문성을 기반으로 질 높은 

정책 실행을 책임져야 하는 곳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사업 수행에 대한 철저한 반성적 검토를 통해 앞으로의 

기획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기

획과 실행 과정에서 정부 기관과의 건강한 상호작용 문화

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 기관의 주체적인 책무성

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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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학이나 심리학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

론 중 하나는 사회생태학 모형이다. 사회생태학 모형은 인

간의 행동을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이론적 틀로서, 개인

의 사고와 행동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특성과 자신이 속해 

있는 여러 겹의 환경체계로부터 영향 받는다고 가정한다

(Bronfenbrenner & Morris, 1998). 환경체제는 물리적, 

대인관계, 사회체계까지 다양하며 한 개인은 자신이 속한 

미시체계, 미시체계들을 매개하는 중간체계, 그리고 외체

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Neal & Neal, 2013). 

사회생태학 관점에서 바라보면 학급은 학생과 교사, 

학생들 사이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학급 문화와 풍토를 형성한다. 

학급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오랫동안 생활하는 

물리적 환경이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생각과 판단, 태도와 

신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발달적 

맥락이다(Eccles & Roeser, 2011).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은 

학급의 문화와 풍토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문화와 풍토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 받을 수 

있다. 학급 구성원 사이에 공유된 믿음과 태도는 학급에서 

권장되거나 금기시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규범이 된다(Jackson, Cappella, & Neal, 2015). 

또래 연결망을 이용한
건강하고 긍정적인 학급 문화

학교폭력은 학급 내 집단 과정으로서 학급 규범과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학교폭력이 허용되는 

정도는 학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학교폭력을 포함한 

공격행동은 또래들로부터의 인기나 선호를 낮춘다고 

알려져 있으나 특정 학급, 예를 들어 소수의 학생이 

사회적 지위를 독점하는 위계적인 학급이나 교우 관계의 

상호작용이 적은 학급에서는 특정 유형의 공격행동이 

인기나 선호를 높이기도 한다(Ahn & Rodkin, 2011). 

필자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하고 

시범 운영하고 있는 클래스넷은 학급 내 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학급의 규범을 진단하기 위하여 구안된 웹 

기반 사회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이다(박종효 외, 2017). 

클래스넷은 기존의 사회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이 간과하고 

있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학급 수준의 문화와 

풍토를 함께 진단해 주며, 이러한 개인과 학급 환경의 

상호작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 양상과 

이러한 변화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적 조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클래스넷 결과의 일부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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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클래스넷 결과표의 일부[그림 1]클래스넷 결

1]은 학급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정에 기반한 교우관계 

연결망을 보여주며 학급 내에서 중심적인 학생, 매개자 

역할을 맡은 학생, 위계가 높은 학생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 

또한 클래스넷을 통해 학급의 밀집도(Density)와 

위계성(Hierarchy) 정보를 얻어을 수 있다(Borgatti 

& Ofem, 2010). 밀집도는 학급 구성원 간의 연계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밀집도가 높은 학급에서는 

학생들 사이에 치밀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파급하는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밀집도가 높은 

학급에서는 대인관계 공격성이나 따돌림 등 간접적 유형의 

괴롭힘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위계성은 학급 내 또래들 사이에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사회적 지위는 

또래로부터의 수용(acceptance)이나 선호(preference), 

인기(perceived popularity)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위계적인 학급은 일부 소수 학생에게 선호나 인기와 같은 

사회적 지위가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위계적이지 않은 

학급,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급에서는 선호나 인기와 

같은 사회적 지위가 학생들에게 골고루 퍼져 있다. 

소수의 학생에게 인기나 선호가 집중되어 있을 경우, 이 

학생들은 자신이 가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외현적 공격성이나 대인관계 공격성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Ahn & Rodkin, 2014).  

담임교사는 학급 내에서 또래 연결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학급에 지배적인 행동 규범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에 학급에 관한 

이러한 정보를 갖고 있을 때 비로소 교사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지지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할 수 있다. 

Farmer 등(2011)은 교사가 학급 규범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학급 내 개별 학생의 역할과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사는 일종의 또래 관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s)”이라고 

명명하였다. 교사가 또래들의 사회적 지위에 기초하여 

학급 규범을 경험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이들은 

학생들의 또래 역동을 고려하면서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지지하도록 학급을 운영하거나 수업을 실행할 수 있다. 

학생들의 교우관계 연결망을 고려한 교육적 개입은 학급 

내에서 연계가 많이 되어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긍정적 규범을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할 뿐 아니라 이러한 

긍정적 규범에 일치하는 행동을 강화하도록 학급을 

관리할 수 있다. 

교사는 생활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급 

내 규칙을 만들도록 도우며 이러한 규칙에 근거하여 특

정 학생들에게 처벌이나 보상을 줌으로써 명시적, 암묵

적 규범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모둠구성이나 자리배치, 

학급 내 역할 분담도 학생 개인의 평판과 명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소외되거나 주변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학

생들이 인기 있고 선호되는 학생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급 내 또래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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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학이나 심리학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

론 중 하나는 사회생태학 모형이다. 사회생태학 모형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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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고와 행동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특성과 자신이 속해 

있는 여러 겹의 환경체계로부터 영향 받는다고 가정한다

(Bronfenbrenner & Morris, 1998). 환경체제는 물리적, 

대인관계, 사회체계까지 다양하며 한 개인은 자신이 속한 

미시체계, 미시체계들을 매개하는 중간체계, 그리고 외체

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Neal & Neal, 2013). 

사회생태학 관점에서 바라보면 학급은 학생과 교사, 

학생들 사이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학급 문화와 풍토를 형성한다. 

학급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오랫동안 생활하는 

물리적 환경이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생각과 판단, 태도와 

신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발달적 

맥락이다(Eccles & Roeser, 2011).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은 

학급의 문화와 풍토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문화와 풍토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 받을 수 

있다. 학급 구성원 사이에 공유된 믿음과 태도는 학급에서 

권장되거나 금기시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규범이 된다(Jackson, Cappella, & Neal, 2015). 

또래 연결망을 이용한
건강하고 긍정적인 학급 문화

학교폭력은 학급 내 집단 과정으로서 학급 규범과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학교폭력이 허용되는 

정도는 학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학교폭력을 포함한 

공격행동은 또래들로부터의 인기나 선호를 낮춘다고 

알려져 있으나 특정 학급, 예를 들어 소수의 학생이 

사회적 지위를 독점하는 위계적인 학급이나 교우 관계의 

상호작용이 적은 학급에서는 특정 유형의 공격행동이 

인기나 선호를 높이기도 한다(Ahn & Rodkin, 2011). 

필자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하고 

시범 운영하고 있는 클래스넷은 학급 내 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학급의 규범을 진단하기 위하여 구안된 웹 

기반 사회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이다(박종효 외, 2017). 

클래스넷은 기존의 사회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이 간과하고 

있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학급 수준의 문화와 

풍토를 함께 진단해 주며, 이러한 개인과 학급 환경의 

상호작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 양상과 

이러한 변화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적 조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클래스넷 결과의 일부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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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클래스넷 결과표의 일부[그림 1]클래스넷 결

1]은 학급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정에 기반한 교우관계 

연결망을 보여주며 학급 내에서 중심적인 학생, 매개자 

역할을 맡은 학생, 위계가 높은 학생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 

또한 클래스넷을 통해 학급의 밀집도(Density)와 

위계성(Hierarchy) 정보를 얻어을 수 있다(Borgatti 

& Ofem, 2010). 밀집도는 학급 구성원 간의 연계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밀집도가 높은 학급에서는 

학생들 사이에 치밀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파급하는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밀집도가 높은 

학급에서는 대인관계 공격성이나 따돌림 등 간접적 유형의 

괴롭힘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위계성은 학급 내 또래들 사이에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사회적 지위는 

또래로부터의 수용(acceptance)이나 선호(preference), 

인기(perceived popularity)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위계적인 학급은 일부 소수 학생에게 선호나 인기와 같은 

사회적 지위가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위계적이지 않은 

학급,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급에서는 선호나 인기와 

같은 사회적 지위가 학생들에게 골고루 퍼져 있다. 

소수의 학생에게 인기나 선호가 집중되어 있을 경우, 이 

학생들은 자신이 가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외현적 공격성이나 대인관계 공격성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Ahn & Rodkin, 2014).  

담임교사는 학급 내에서 또래 연결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학급에 지배적인 행동 규범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에 학급에 관한 

이러한 정보를 갖고 있을 때 비로소 교사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지지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할 수 있다. 

Farmer 등(2011)은 교사가 학급 규범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학급 내 개별 학생의 역할과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사는 일종의 또래 관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s)”이라고 

명명하였다. 교사가 또래들의 사회적 지위에 기초하여 

학급 규범을 경험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이들은 

학생들의 또래 역동을 고려하면서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지지하도록 학급을 운영하거나 수업을 실행할 수 있다. 

학생들의 교우관계 연결망을 고려한 교육적 개입은 학급 

내에서 연계가 많이 되어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긍정적 규범을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할 뿐 아니라 이러한 

긍정적 규범에 일치하는 행동을 강화하도록 학급을 

관리할 수 있다. 

교사는 생활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급 

내 규칙을 만들도록 도우며 이러한 규칙에 근거하여 특

정 학생들에게 처벌이나 보상을 줌으로써 명시적, 암묵

적 규범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모둠구성이나 자리배치, 

학급 내 역할 분담도 학생 개인의 평판과 명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소외되거나 주변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학

생들이 인기 있고 선호되는 학생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급 내 또래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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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생 관계

학급은 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함께 담임교사가 학생들

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그들의 발달과 적응을 돕는 중요한 

교육 환경이다. 학급 내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의 질

은 학급의 정서적 풍토(Classroom Emotional Climate)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Pianta  & Allen, 2008). 긍정적 

정서 수준이 높은 학급은 교사가 학생들의 요구에 민감하

며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따뜻하고 배려적이며 진실하

고, 교사가 학생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엄격하게 훈육할 필요

가 없다. 

이러한 학급에서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촉진시켜 주는데 학생에게 따뜻함을 표현하거나 

존중을 보여주며 관심을 갖고 학생들끼리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한다. 정서적 풍토가 높은 학급의 교사는 학생들의 

정서적, 학업적 욕구를 잘 인식하고 있고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한 교육활동을 선택하여 반응하며 자기표현을 

격려하고 학생들의 관심과 관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반대로 부정적인 정서적 풍토를 가진 학급에서는 

담임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정서적인 유대가 부족하며 

상호 존중이나 존경이 적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인간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처벌하고 

통제한다. 이러한 학급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관점이나 

수준에 맞추어 수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학습에 관한 

흥미나 동기를 잃기 쉽다.  

학급의 정서적 환경은 CLASS(Pianta & Allen 2008)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이 척도는 학급의 긍정적 풍토, 

부정적 풍토(의 결여), 교사 민감성과 학생 관점에 대한 

존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풍토 수준이 높고 

부정적 풍토가 낮은 학급은 학생들 사이에 유대와 소속감, 

즐거움과 열정, 존중을 많이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학급에 소속된 학생들은 학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교폭력을 포함하여 문제행동의 

발생도 적었다. 교사 민감성이 높은 학급은 교사가 학생의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를 잘 인식할 뿐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잘 도와줄 

수 있다. 교사가 학생의 요구에게 민감하고 반응적일수록, 

학생들은 학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학생의 관점을 

존중해주는 학급의 교사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촉진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자극함으로써 학업 지향적인 

학급풍토를 형성한다. 학생의 적극적인 학습 참여와 

관심은 학교폭력이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중요한 보호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학급 관리 및 학생 상담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물론 학교폭력이 학급 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담임교사의 노력만으로 예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담임교사의 인식과 노력은 다른 어떤 

제도나 규정보다도 강력하며 근원적이다. 담임교사가 

학생들과 학급을 잘 이해하고 촘촘히 관리·지도한다면 

잠재적인 학교폭력 중 상당수는 억제되고 약화될 수 있다. 

특히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가해학생이나 목표 대상이 되는 

피해학생, 그리고 주변에서 동조하거나 방관하는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행동은 학급 내 경험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의 담임교사, 

특히 초임교사는 학급 내에서 수시로 변하는 학생들의 

교우관계를 충분히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학생들의 

신념과 행동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학급의 (암묵적) 

규범이나 풍토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파악되거나 학급 내 

지배적인 암묵적 규범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학생에게 적절한 도움과 지도가 제공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의도적이고 명확한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 

SEALS(Supporting Early Adolescent Learning 

and Social Success, Farmer et al., 2013)나 

PATHS(Promoting Alternative Thinking Strategies; 

Domitrovich et al., 2010)와 같이, 오랫동안 이론적, 

경험적으로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은 학급 내 생활교육과 

학급 관리를 중심으로 교사 교육을 핵심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교사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행동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과 맥락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며, 학생의 학교적응과 사회성 발달, 

정서적 성숙을 돕는 일련의 교육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필자가 앞에서 소개한 클래스넷은 또래 연결망을 기초로 

학생 생활교육과 학급 관리를 위한 진단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의 학교적응을 돕도록, 

학급 맞춤형 교사 컨설팅과 자문 서비스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학급문화는 학생들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도, 학교규범에 

대한 순응과 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학급의 풍토와 문화는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 학급 규범에 따라 폭력 성향을 가진 학생이 

폭력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폭력 성향을 억제하고 

친사회적 성향이 더 발현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학급 내 

또래관계와 교사-학생 관계가 학교폭력 발생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학급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신념이나 반응이 어떠한지를 교사가 예민하게 관찰하고 

모니터링이 하는 것이야말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장 

근원적 접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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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급 풍토로서
교사-학생 관계

학급은 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함께 담임교사가 학생들

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그들의 발달과 적응을 돕는 중요한 

교육 환경이다. 학급 내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의 질

은 학급의 정서적 풍토(Classroom Emotional Climate)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Pianta  & Allen, 2008). 긍정적 

정서 수준이 높은 학급은 교사가 학생들의 요구에 민감하

며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따뜻하고 배려적이며 진실하

고, 교사가 학생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엄격하게 훈육할 필요

가 없다. 

이러한 학급에서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촉진시켜 주는데 학생에게 따뜻함을 표현하거나 

존중을 보여주며 관심을 갖고 학생들끼리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한다. 정서적 풍토가 높은 학급의 교사는 학생들의 

정서적, 학업적 욕구를 잘 인식하고 있고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한 교육활동을 선택하여 반응하며 자기표현을 

격려하고 학생들의 관심과 관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반대로 부정적인 정서적 풍토를 가진 학급에서는 

담임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정서적인 유대가 부족하며 

상호 존중이나 존경이 적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인간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처벌하고 

통제한다. 이러한 학급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관점이나 

수준에 맞추어 수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학습에 관한 

흥미나 동기를 잃기 쉽다.  

학급의 정서적 환경은 CLASS(Pianta & Allen 2008)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이 척도는 학급의 긍정적 풍토, 

부정적 풍토(의 결여), 교사 민감성과 학생 관점에 대한 

존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풍토 수준이 높고 

부정적 풍토가 낮은 학급은 학생들 사이에 유대와 소속감, 

즐거움과 열정, 존중을 많이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학급에 소속된 학생들은 학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교폭력을 포함하여 문제행동의 

발생도 적었다. 교사 민감성이 높은 학급은 교사가 학생의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를 잘 인식할 뿐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잘 도와줄 

수 있다. 교사가 학생의 요구에게 민감하고 반응적일수록, 

학생들은 학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학생의 관점을 

존중해주는 학급의 교사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촉진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자극함으로써 학업 지향적인 

학급풍토를 형성한다. 학생의 적극적인 학습 참여와 

관심은 학교폭력이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중요한 보호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학급 관리 및 학생 상담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물론 학교폭력이 학급 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담임교사의 노력만으로 예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담임교사의 인식과 노력은 다른 어떤 

제도나 규정보다도 강력하며 근원적이다. 담임교사가 

학생들과 학급을 잘 이해하고 촘촘히 관리·지도한다면 

잠재적인 학교폭력 중 상당수는 억제되고 약화될 수 있다. 

특히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가해학생이나 목표 대상이 되는 

피해학생, 그리고 주변에서 동조하거나 방관하는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행동은 학급 내 경험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의 담임교사, 

특히 초임교사는 학급 내에서 수시로 변하는 학생들의 

교우관계를 충분히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학생들의 

신념과 행동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학급의 (암묵적) 

규범이나 풍토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파악되거나 학급 내 

지배적인 암묵적 규범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학생에게 적절한 도움과 지도가 제공되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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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교육철학과 국정과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국가·사회체제를 

재정립하고 불평등 해소와 분권,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혁신 요구를 반영하여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실시한 국민정책제안에서도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교육부가 주관하는 국정과제는 ①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②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③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④고등교육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⑤미래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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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고영종  교육부 기획담당관

교육 분야에 대한 변화요구가 빗발쳤다.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협력하고 같이 성장하는 

교육’으로의 변화, ‘시험을 위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생각하고 토론하는 교육’으로의 변화, 처한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마음 편히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는 

교육’으로의 변화,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등 교육발전을 위한 수많은 제안들이 제시되었으며, 

보다 많은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은 한명 한명의 아이들에게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 달라는 요구로 집약되어,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 교육철학으로 집대성되었다.

학교 구현, 그리고 ⑥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등 총 6개로 구성되어 있다. 6대 국정과제는 주로 

5대 국정목표 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20대 국정전략 

중에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에 포함되어 있다. 

<표 1>  문재인 정부 교육 분야 국정과제 체계도

5대 국정목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대 국정전략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 분권

100대 국정과제 (교육부 주관)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52. 고등교육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54. 미래 교육 환경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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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추진 방향

교육부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한 교육정책 

추진방향으로 먼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국정철학을 토대로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학력과 학벌이 사회적 지위 

및 재화 취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입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 치열한 경쟁은 학교교육의 모습을 

대학입시가 중시되는 교육으로 변질시켰다. 이제는 이러한 

입시위주·경쟁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 지나친 

경쟁 위주의 틀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에 맞게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체제로 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미래사회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평생 직업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 혁신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성인들의 인생 

재도전 학습기회도 국가가 앞장서서 보장해 나가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주요 방향이 될 것이다.

둘째,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정부 국정역사교과서 

추진과정에서 쌓인 교육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인식하고 이제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간 누적된 교육분야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혼란과 갈등으로 상처를 입은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구성원의 아픔을 치유해 나갈 것이다.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육정책에 담겨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국가 

교육회의 및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활성화하며,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1

<표 2>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방향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으로 교육의 국가책임 구현

•현장에서 시작된 혁신학교 성과 확산

•학점제 도입, 고교체제 개편 등 
    고교교육 혁신
•대입전형 단순화 등 대입제도 혁신

교육 혁신을 통한
학생 중심 교육기반 마련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변화 선도

교육 공공성 강화 및 
거버넌스 개편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경쟁력 제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평생ㆍ직업
   교육 활성화

•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고용 안정화

•유아에서 대학까지 학비부담 완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강화 등 
    희망사다리 복원

•협력과 분권 중심의 교육 거버넌스 개편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성장-고용-복지’ 

선순환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 

있어 교육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득주도의 성장은 

소득분배 개선이 사회적 통합성 및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제고와 경제 안정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며, 포용적 성장은 경제성장에 

따른 기회가 국민 각계각층에게 주어지고 늘어난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적 

맥락에서의 포용적 복지국가란 경제발전의 수준에 

맞추어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복지의 급여수준을 점차적으로 인상하고, 복지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복지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서의 기본은 인적자원의 경쟁력이다. 우리나라의 

<표 3> ‘성장-고용-복지’ 정책과 교육정책 결합 구조

•  성장
인적자본 확충으로 안정적·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

•  고용 
변화되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통해 고용 촉진

•  복지 
‘교육이 최고의 복지’라는 정신으로 교육을 통한 
희망사다리 복원 및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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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추진 방향

교육부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한 교육정책 

추진방향으로 먼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국정철학을 토대로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학력과 학벌이 사회적 지위 

및 재화 취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입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 치열한 경쟁은 학교교육의 모습을 

대학입시가 중시되는 교육으로 변질시켰다. 이제는 이러한 

입시위주·경쟁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 지나친 

경쟁 위주의 틀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에 맞게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체제로 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미래사회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평생 직업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 혁신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성인들의 인생 

재도전 학습기회도 국가가 앞장서서 보장해 나가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주요 방향이 될 것이다.

둘째,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정부 국정역사교과서 

추진과정에서 쌓인 교육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인식하고 이제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간 누적된 교육분야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혼란과 갈등으로 상처를 입은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구성원의 아픔을 치유해 나갈 것이다.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육정책에 담겨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국가 

교육회의 및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활성화하며,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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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방향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으로 교육의 국가책임 구현

•현장에서 시작된 혁신학교 성과 확산

•학점제 도입, 고교체제 개편 등 
    고교교육 혁신
•대입전형 단순화 등 대입제도 혁신

교육 혁신을 통한
학생 중심 교육기반 마련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변화 선도

교육 공공성 강화 및 
거버넌스 개편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경쟁력 제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평생ㆍ직업
   교육 활성화

•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고용 안정화

•유아에서 대학까지 학비부담 완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강화 등 
    희망사다리 복원

•협력과 분권 중심의 교육 거버넌스 개편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성장-고용-복지’ 

선순환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 

있어 교육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득주도의 성장은 

소득분배 개선이 사회적 통합성 및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제고와 경제 안정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며, 포용적 성장은 경제성장에 

따른 기회가 국민 각계각층에게 주어지고 늘어난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적 

맥락에서의 포용적 복지국가란 경제발전의 수준에 

맞추어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복지의 급여수준을 점차적으로 인상하고, 복지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복지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서의 기본은 인적자원의 경쟁력이다. 우리나라의 

<표 3> ‘성장-고용-복지’ 정책과 교육정책 결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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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변화되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통해 고용 촉진

•  복지 
‘교육이 최고의 복지’라는 정신으로 교육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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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고용-복지를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교육이며,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국가 발전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설정해 나갈 것이다.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

교육분야 국정과제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6대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6대 국정과제는 30개 실천과제❶로 

구성되어 있다. 49번 국정과제인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공교육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출발선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하기 위한 과제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등이 실천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50번 

국정과제인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은 경쟁·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핵심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학교 교육으로 변화하는 것이며, 공교육 혁신의 

핵심적인 과제이기도 한다. 고교 학점제 도입, 혁신학교 

확대, 교원전문성 신장, 대입제도 개선 등이 실천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51번 국정과제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은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등으로 교육을 

통한 출발점 평등 실현 및 사회에서 격차 해소를 지원하는 

과제이며, 주요 실천과제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대입지원 확대, 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고졸취업자 지원 

확대 등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52번 국정과제는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 직업교육 

혁신”이다. 이것은 고등·직업·평생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해 

효율적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잠재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과제이며, 주요 실천과제로는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 

대학자율성 확대, 전문대 질 제고,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 

등이다. 초중등교육의 업무가 단계적으로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로 이양됨에 따라 향후 고등·평생·직업교육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54번 

국정과제인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생활 

구현”은 ’22년 OECD 평균 수준의 교수-학습여건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과제이다. 

실천과제로는 지식정보·융합교육, 학교 노후시설 개선, 

학교 주변환경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76번 국정과제인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학비리 등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여, 

교육정책 신뢰 회복 및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과제이며, 교육 거버넌스 개편에 관한 과제이기도 한다. 

주요 실천과제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교육 민주주의 

회복, 국가교육회의 설치, 교육부 기능개편, 현장과의 

소통·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별로 주관 부서 및 담당 

실국장을 설정하여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매월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정과제 점검 

결과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연의 징후가 보일 경우 사전에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정과제의 

실천에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학생 및 학부모, 시도교육청,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에 따라, 유아교육 단계부터 평생교육까지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교육부가 국민에게 더욱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해 본다. 

 1)   교육부 주관 실천과제 수는 정확하게 말하면 31개이다. 다만 1개의 실천과제

(SW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창의ㆍ융합교육 확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주관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는 이를 제외한 30개 실천과제로 

표현함을 알려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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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고용-복지를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교육이며,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국가 발전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설정해 나갈 것이다.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

교육분야 국정과제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6대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6대 국정과제는 30개 실천과제❶로 

구성되어 있다. 49번 국정과제인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공교육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출발선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하기 위한 과제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등이 실천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50번 

국정과제인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은 경쟁·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핵심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학교 교육으로 변화하는 것이며, 공교육 혁신의 

핵심적인 과제이기도 한다. 고교 학점제 도입, 혁신학교 

확대, 교원전문성 신장, 대입제도 개선 등이 실천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51번 국정과제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은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등으로 교육을 

통한 출발점 평등 실현 및 사회에서 격차 해소를 지원하는 

과제이며, 주요 실천과제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대입지원 확대, 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고졸취업자 지원 

확대 등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52번 국정과제는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 직업교육 

혁신”이다. 이것은 고등·직업·평생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해 

효율적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잠재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과제이며, 주요 실천과제로는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 

대학자율성 확대, 전문대 질 제고,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 

등이다. 초중등교육의 업무가 단계적으로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로 이양됨에 따라 향후 고등·평생·직업교육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54번 

국정과제인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생활 

구현”은 ’22년 OECD 평균 수준의 교수-학습여건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과제이다. 

실천과제로는 지식정보·융합교육, 학교 노후시설 개선, 

학교 주변환경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76번 국정과제인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학비리 등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여, 

교육정책 신뢰 회복 및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과제이며, 교육 거버넌스 개편에 관한 과제이기도 한다. 

주요 실천과제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교육 민주주의 

회복, 국가교육회의 설치, 교육부 기능개편, 현장과의 

소통·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별로 주관 부서 및 담당 

실국장을 설정하여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매월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정과제 점검 

결과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연의 징후가 보일 경우 사전에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정과제의 

실천에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학생 및 학부모, 시도교육청,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에 따라, 유아교육 단계부터 평생교육까지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교육부가 국민에게 더욱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해 본다. 

 1)   교육부 주관 실천과제 수는 정확하게 말하면 31개이다. 다만 1개의 실천과제

(SW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창의ㆍ융합교육 확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주관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는 이를 제외한 30개 실천과제로 

표현함을 알려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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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우리나라는 근대적 형태의 학교시스템을 갖추고 교육을 

시작한 이래 시대적·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교육개혁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전통적 관료주의에 의존하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교육개혁은 교육관련 당사자들의 일상적 참여와 실천을 

통한 변화와 연계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교육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현장 교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왔다. 또한 진보적인 교원단체의 

학교개혁 운동도 제도 개혁을 위한 대정부 투쟁에 초점이 

맞추어짐으로서 학교개혁을 위한 집단적 실천 동력이 아닌 

개별 교사에 의존한 참교육 실천 운동에 의존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고자 2000년대 이후 ‘교사중심의 아래로 

부터의 자생적인 학교개혁 운동’인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과 새로운 학교운동❶이 탄생되었고 2009년 경기도 

민선교육감의 당선과 함께 혁신학교로 제도화된다. 

경기도의 혁신학교 정책은 현장중심의 학교 개혁 

운동을 도교육청 단위의 정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한국 

교육사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교육 주체들의 역량과 내부로부터의 변화 동력을 형성한 

선도적인 학교에서부터 성공적 사례를 창출함으로써 

학교혁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제시하며 전국적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시대적 흐름과 교육 내적, 

외적 변화의 과정을 반영하며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을 

통해 학교문화를 바꾸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학교혁신의 성과를 나타냈다. 

경기 혁신학교의 특징

경기 혁신학교가 대한민국 교육 개혁의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만들고 공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를 ‘경기 혁신학교의 특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경기도의 혁신학교는 기존의 연구학교 운영 방식이나 

프로그램적 접근이 아닌 ‘학교란 무엇인가? 학교란 

어떠해야 하는가? 교사란? 학생이란? 교육과정이란? 

수업이란?’ 등등의 철학적 사유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철학과 비전, 학교헌장 등을 수립하고 

교육의 본질을 찾아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가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도 

혁신학교는 관료적이고 보수적인 환경과 개인주의가 강한 

교직문화를 민주적이고 역동적인 문화로 바꾸어 내는 것에 

주목하게 된다.

혁신학교 제도화의 초기 단계에서 학교단위 개혁을 

위한 6대 혁신추진 과제❷를 제시한 것과 혁신학교 선정 

시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학교 경영에서 벗어나기 위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권한위임 체제와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학교의 노력을 반영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것이 역동적인 학교 문화와 긍정적인 

학생 교육으로 이어지며 학부모와 여론의 지지를 받게 되며 

혁신학교 확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새로운 학교운동은 ‘2000년대 이후 공교육 제도로서의 학교 단위에서 학교 운영 체제와 교육과정 및 수업을 개혁하려는 교사들의 자발적ㆍ집단적ㆍ지속적 움직임’을 

가리킨다(정진화, 2014,『혁신학교에 대한 교육학적 성찰』, p.65). 남한산초등학교는 새로운 학교 운동의 모태가 되었다.

2)  권한위임체제 구축, 교수학습중심의 운영 시스템 구축,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 대외협력·참여 확대, 생산적인 학교문화 형성

2009년 8교로 시작한 혁신학교가 2012년 154교로 확대 

되었고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한 모델화 전략을 추구하며 

핵심적인 실천 과제인 ‘자율운영 체제 구축, 민주적 

자치공동체, 전문적 학습공동체, 창의지성 교육과정 

운영’을 4대 과제로 설정하게 된다. 또한 배움중심수업과 

창의지성 교육을 통해 학교교육과 개혁을 방해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공통의 객관적인 원리와 공유된 교수학습의 

기준을 세우게 된다. 이는 교사 전문성 향상과 수업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교사 개인이 고스란히 져야 하는 교직문화, 

수업에 있어 개인적인 믿음, 습관, 스타일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수업의 개인화 내지 사유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그러나 창의지성 교육과정과 배움중심수업이 역량 

중심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 운영으로 

집중됨으로서 컨설팅, 벤치마킹, 전달 연수 등 기존의 

장학 관행은 ‘위로부터 고안된 협력’을 강화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변형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교사 간의 

수직적 관계로 형성된 전문성과 교사 학습공동체의 

공동체 양식은 ‘이끄는 이와 이끌려 가는 이’로 구분되면서 

새로운 지배구조와 갈등을 낳게 된다. 또한 파편화, 

분절화, 개인화된 교직문화와 교실 속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수업 개방화와 수업 비평은 ‘가장된 

협력’과 ‘수업의 개인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교사 

학습공동체의 지체 현상을 보이게 된다. 

2015년에는 그간의 혁신학교 정책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 교실 수업과 방법의 혁신에서 학교 구조와 

학교문화 혁신으로 그 중심을 옮기고 기존 4대 운영 과제 

추진에 있어 과제 간 중복된 개념, 실천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교사의 협력적 성장과 윤리적 규범을 

강조하는 과제❸로 수정 운영하며 공동체성을 강조하게 

된다. 그간 혁신학교 운영에 있어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공동체성을 저해하는 민주 

자치의 역설 현상❹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윤리적 생활공동체를 도입하여 학교 

구성원의 관계 양식을 권력적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의 

관계로 전환하고자 했다. 

한편 정부는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사 자율연수의 

학점화, 연수 실적에 대한 교원평가 반영 등으로 교사들의 

개별적 연구를 유도하고 이에 따른 장학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는 각종 집합식 전달 연수, 사이버 클릭 

연수, 동아리 학습 등을 양산하였고 교직의 전문성을 

통한 교실개혁과 학교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오히려 성과주의나 개인주의, 교실주의, 할거주의 관행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조직을 

개방, 협력, 공유의 학습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핵심정책인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추진한다. 모든 학교를 연수 기관화 

하고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학점화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 내 학습공동체 활동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학교 문화를  개인주의, 교실주의의 폐쇄적인 교직문화에서 

개방과 협력의 교직문화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학교조직은 

개인 역량에서 집단 역량으로, 개인 전문성에서 집단 

전문성으로, 장학 연수에서 공동 연구 개발이 있는 학습 

조직으로 변화를 꾀하고자 했다. 그러나 학점화 정책은 

3)   2015년 경기도교육청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민주성, 윤리성, 전문성, 창의성의 철학 위에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 윤리적 생활공동체, 전문적 학습공동체, 창의적 

교육과정’의 4대과제로 수정 운영한다. 

4)    민주자치의 역설이란 민주적인 학교경영 체제가 자리 잡고 혁신의 주도 그룹이 형성됨으로서 오히려 학년 간 할거주의, 상호배제와 알력, 이해관계에 따른 동조화, 합의 

결정의 불이행, 규범의 무력화를 가져오는 편의주의, 소수 그룹의 권력 독점 등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2014. 서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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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우리나라는 근대적 형태의 학교시스템을 갖추고 교육을 

시작한 이래 시대적·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교육개혁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전통적 관료주의에 의존하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교육개혁은 교육관련 당사자들의 일상적 참여와 실천을 

통한 변화와 연계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교육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현장 교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왔다. 또한 진보적인 교원단체의 

학교개혁 운동도 제도 개혁을 위한 대정부 투쟁에 초점이 

맞추어짐으로서 학교개혁을 위한 집단적 실천 동력이 아닌 

개별 교사에 의존한 참교육 실천 운동에 의존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고자 2000년대 이후 ‘교사중심의 아래로 

부터의 자생적인 학교개혁 운동’인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과 새로운 학교운동❶이 탄생되었고 2009년 경기도 

민선교육감의 당선과 함께 혁신학교로 제도화된다. 

경기도의 혁신학교 정책은 현장중심의 학교 개혁 

운동을 도교육청 단위의 정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한국 

교육사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교육 주체들의 역량과 내부로부터의 변화 동력을 형성한 

선도적인 학교에서부터 성공적 사례를 창출함으로써 

학교혁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제시하며 전국적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시대적 흐름과 교육 내적, 

외적 변화의 과정을 반영하며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을 

통해 학교문화를 바꾸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학교혁신의 성과를 나타냈다. 

경기 혁신학교의 특징

경기 혁신학교가 대한민국 교육 개혁의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만들고 공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를 ‘경기 혁신학교의 특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경기도의 혁신학교는 기존의 연구학교 운영 방식이나 

프로그램적 접근이 아닌 ‘학교란 무엇인가? 학교란 

어떠해야 하는가? 교사란? 학생이란? 교육과정이란? 

수업이란?’ 등등의 철학적 사유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철학과 비전, 학교헌장 등을 수립하고 

교육의 본질을 찾아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가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도 

혁신학교는 관료적이고 보수적인 환경과 개인주의가 강한 

교직문화를 민주적이고 역동적인 문화로 바꾸어 내는 것에 

주목하게 된다.

혁신학교 제도화의 초기 단계에서 학교단위 개혁을 

위한 6대 혁신추진 과제❷를 제시한 것과 혁신학교 선정 

시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학교 경영에서 벗어나기 위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권한위임 체제와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학교의 노력을 반영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것이 역동적인 학교 문화와 긍정적인 

학생 교육으로 이어지며 학부모와 여론의 지지를 받게 되며 

혁신학교 확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새로운 학교운동은 ‘2000년대 이후 공교육 제도로서의 학교 단위에서 학교 운영 체제와 교육과정 및 수업을 개혁하려는 교사들의 자발적ㆍ집단적ㆍ지속적 움직임’을 

가리킨다(정진화, 2014,『혁신학교에 대한 교육학적 성찰』, p.65). 남한산초등학교는 새로운 학교 운동의 모태가 되었다.

2)  권한위임체제 구축, 교수학습중심의 운영 시스템 구축,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 대외협력·참여 확대, 생산적인 학교문화 형성

2009년 8교로 시작한 혁신학교가 2012년 154교로 확대 

되었고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한 모델화 전략을 추구하며 

핵심적인 실천 과제인 ‘자율운영 체제 구축, 민주적 

자치공동체, 전문적 학습공동체, 창의지성 교육과정 

운영’을 4대 과제로 설정하게 된다. 또한 배움중심수업과 

창의지성 교육을 통해 학교교육과 개혁을 방해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공통의 객관적인 원리와 공유된 교수학습의 

기준을 세우게 된다. 이는 교사 전문성 향상과 수업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교사 개인이 고스란히 져야 하는 교직문화, 

수업에 있어 개인적인 믿음, 습관, 스타일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수업의 개인화 내지 사유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그러나 창의지성 교육과정과 배움중심수업이 역량 

중심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 운영으로 

집중됨으로서 컨설팅, 벤치마킹, 전달 연수 등 기존의 

장학 관행은 ‘위로부터 고안된 협력’을 강화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변형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교사 간의 

수직적 관계로 형성된 전문성과 교사 학습공동체의 

공동체 양식은 ‘이끄는 이와 이끌려 가는 이’로 구분되면서 

새로운 지배구조와 갈등을 낳게 된다. 또한 파편화, 

분절화, 개인화된 교직문화와 교실 속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수업 개방화와 수업 비평은 ‘가장된 

협력’과 ‘수업의 개인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교사 

학습공동체의 지체 현상을 보이게 된다. 

2015년에는 그간의 혁신학교 정책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 교실 수업과 방법의 혁신에서 학교 구조와 

학교문화 혁신으로 그 중심을 옮기고 기존 4대 운영 과제 

추진에 있어 과제 간 중복된 개념, 실천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교사의 협력적 성장과 윤리적 규범을 

강조하는 과제❸로 수정 운영하며 공동체성을 강조하게 

된다. 그간 혁신학교 운영에 있어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공동체성을 저해하는 민주 

자치의 역설 현상❹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윤리적 생활공동체를 도입하여 학교 

구성원의 관계 양식을 권력적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의 

관계로 전환하고자 했다. 

한편 정부는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사 자율연수의 

학점화, 연수 실적에 대한 교원평가 반영 등으로 교사들의 

개별적 연구를 유도하고 이에 따른 장학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는 각종 집합식 전달 연수, 사이버 클릭 

연수, 동아리 학습 등을 양산하였고 교직의 전문성을 

통한 교실개혁과 학교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오히려 성과주의나 개인주의, 교실주의, 할거주의 관행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조직을 

개방, 협력, 공유의 학습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핵심정책인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추진한다. 모든 학교를 연수 기관화 

하고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학점화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 내 학습공동체 활동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학교 문화를  개인주의, 교실주의의 폐쇄적인 교직문화에서 

개방과 협력의 교직문화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학교조직은 

개인 역량에서 집단 역량으로, 개인 전문성에서 집단 

전문성으로, 장학 연수에서 공동 연구 개발이 있는 학습 

조직으로 변화를 꾀하고자 했다. 그러나 학점화 정책은 

3)   2015년 경기도교육청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민주성, 윤리성, 전문성, 창의성의 철학 위에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 윤리적 생활공동체, 전문적 학습공동체, 창의적 

교육과정’의 4대과제로 수정 운영한다. 

4)    민주자치의 역설이란 민주적인 학교경영 체제가 자리 잡고 혁신의 주도 그룹이 형성됨으로서 오히려 학년 간 할거주의, 상호배제와 알력, 이해관계에 따른 동조화, 합의 

결정의 불이행, 규범의 무력화를 가져오는 편의주의, 소수 그룹의 권력 독점 등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2014. 서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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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인 학점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교직문화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개인주의를 부추기는 

교실주의와 불간섭주의, 파당화된 협력을 이끄는 써클주의, 

폐쇄적인 학교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 

안 교사 학습공동체를 넘어 ‘학교 간, 학교 밖’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학습네트워크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은 모든 학교가 혁신교육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총체적 접근방식을 취하며 

2015년부터 ‘학교혁신의 모델로서 혁신학교’와 ‘학교혁신의 

일반화를 위한 혁신공감학교’의 두 축으로 운영된다. 

또한 혁신학교의 지역화, 특성화, 지속화를 꾀하기 위해 

혁신학교 평가 방식을 개별학교 중심의 외부전문가 평가 

관리 방식에서 혁신학교 네트워크를 통한 구성원의 

참여 평가, 성장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혁신학교 간 

경험의 공유를 위한 콘퍼런스 등 협력 체계를 강화 한다, 

학교혁신의 전면적인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방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학교 개선을 

위한 학교네트워크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정책은 학교 안, 

학교 밖, 학교 간의 학습공동체 형성을 통해 집단역량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학교 개선을 위한 학교네트워크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동료개발 중심의 장학제도 개선, 학교 조직 

진단 도구 개발, 학교 민주주의 지수 등 정책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였다. 경기혁신교육의 제도화 과정을 

돌아보면, 교사 중심 교육개혁에서 학교 단위 교육개혁으로 

전환하여 정책을 추진한 것이 커다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 과정은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간이었으며, 그 개혁의 핵심은 학교 단위의 

개혁으로 대한민국 교육개혁에 커다란 성과를 남겼다. 

경기혁신학교의 과제 
그리고 나갈 방향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은 우리나라 교육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며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책 도입 초기에는 ‘제2의 열린교육’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와 

정치적인 역학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견제를 받으며 성장해 

왔다. 2017년 현재 시점은 새로운 정부의 시작과 함께 교육 

분야 국정과제에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혁신학교 

등 확대’가 포함되어 혁신학교 정책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도 기존의 혁신학교 정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보편적 혁신을 위한 

혁신학교의 확대를 지향하고자 한다. 초기 혁신학교는 

학교혁신의 성공모델 창출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목표로 

파일럿 스쿨로서의 혁신학교를 만들어 가고자 하였고 

최대 20%의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혁신학교 확대라는 정부 정책의 지원 속에 20%의 선을 

넘어 혁신학교를 희망하는 학교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4년 

운영 1회 재지정, 총 8년 운영’의 지정 연한을 폐기하고 

학교가 희망한다면 지속적으로 혁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혁신교육의 연계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지정 방식의 

변화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기존 개별 학교나 초·중·고 

연계형 혁신학교 지정 방식에서 동일 학교급간 연계❺와 

학교급간 연대❻ 지정으로 학교 간 협력과 연계를 통해 

지속적, 체계적으로 혁신학교의 가치를 구현해 가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혁신학교, 혁신학교의 자생성, 지속적 성장’ 

등의 문제는 혁신학교 정책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던져졌던 문제들이다. 혁신학교의 지속 가능성 문제는 

혁신학교 지정 비율과 연한 폐지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판단되나 단위학교의 지속 가능성과 자생성과 성장의 

문제는 해결해 가야 할 과제이다. 

공립학교는 순환구조 인사시스템이 작동된다. 이러한 

속에서 혁신학교의 구성원은 매년 바뀌고 이에 따라 

학교비전 공유와 혁신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학교 역량을 재투입하게 된다. 따라서 한발 더 나아가는 

혁신학교를 만들거나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데에는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의 전문가 양성 연수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한다. 

소수의 리더 양성을 통해 위로부터 이끌어가는 방식에서 

모든 교원과 함께하는 변화 촉진자 양성 방식으로, 

혁신학교 이해와 사례 적용을 위한 모델화연수 중심에서 

학교 문제해결과 특성화를 위한 실행학습 위주의 연수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현재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혁신 정책은 학교를 단위

로 하는 정책이었다. 앞으로는 학교 단위를 넘어 지역 단위, 

교육생태계 단위로의 교육 개혁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위 학교의 학습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이를 

5)   동일 학교급간 연계란 지역 내 학교 간 공유와 협력으로 공동교육과정을 개발·운영 할 수 있는 연계이며 2∼4교가 연계할 수 있음(혁신학교 참여 가능) 

 예) 초(혁신공감학교)-초(혁신공감학교), 초(혁신공감학교)-초(혁신공감학교)-초(혁신학교), 중(혁신공감학교)-중(혁신공감학교)-중(혁신학교), 

      고(혁신공감학교)-고(혁신공감학교)-고(혁신학교) 등 

6)    학교급간 연계란 동일 학군(구) 내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하는 형태로 학교급별간 2∼4교 연계할 수 있음 (혁신학교 참여 가능)

 예) 초(혁신공감학교)-중(혁신학교)-고(혁신학교), 초(혁신공감학교)-중(혁신학교), 초(혁신공감학교)-중(혁신공감학교)-고(혁신공감학교), 

      중(혁신학교)-고(혁신공감학교), 초(혁신공감학교 2교)-중(혁신학교 2교), 초(혁신학교 3교)-중(혁신공감학교 1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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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인 학점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교직문화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개인주의를 부추기는 

교실주의와 불간섭주의, 파당화된 협력을 이끄는 써클주의, 

폐쇄적인 학교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 

안 교사 학습공동체를 넘어 ‘학교 간, 학교 밖’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학습네트워크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은 모든 학교가 혁신교육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총체적 접근방식을 취하며 

2015년부터 ‘학교혁신의 모델로서 혁신학교’와 ‘학교혁신의 

일반화를 위한 혁신공감학교’의 두 축으로 운영된다. 

또한 혁신학교의 지역화, 특성화, 지속화를 꾀하기 위해 

혁신학교 평가 방식을 개별학교 중심의 외부전문가 평가 

관리 방식에서 혁신학교 네트워크를 통한 구성원의 

참여 평가, 성장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혁신학교 간 

경험의 공유를 위한 콘퍼런스 등 협력 체계를 강화 한다, 

학교혁신의 전면적인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방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학교 개선을 

위한 학교네트워크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정책은 학교 안, 

학교 밖, 학교 간의 학습공동체 형성을 통해 집단역량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학교 개선을 위한 학교네트워크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동료개발 중심의 장학제도 개선, 학교 조직 

진단 도구 개발, 학교 민주주의 지수 등 정책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였다. 경기혁신교육의 제도화 과정을 

돌아보면, 교사 중심 교육개혁에서 학교 단위 교육개혁으로 

전환하여 정책을 추진한 것이 커다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 과정은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간이었으며, 그 개혁의 핵심은 학교 단위의 

개혁으로 대한민국 교육개혁에 커다란 성과를 남겼다. 

경기혁신학교의 과제 
그리고 나갈 방향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은 우리나라 교육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며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책 도입 초기에는 ‘제2의 열린교육’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와 

정치적인 역학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견제를 받으며 성장해 

왔다. 2017년 현재 시점은 새로운 정부의 시작과 함께 교육 

분야 국정과제에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혁신학교 

등 확대’가 포함되어 혁신학교 정책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도 기존의 혁신학교 정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보편적 혁신을 위한 

혁신학교의 확대를 지향하고자 한다. 초기 혁신학교는 

학교혁신의 성공모델 창출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목표로 

파일럿 스쿨로서의 혁신학교를 만들어 가고자 하였고 

최대 20%의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혁신학교 확대라는 정부 정책의 지원 속에 20%의 선을 

넘어 혁신학교를 희망하는 학교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4년 

운영 1회 재지정, 총 8년 운영’의 지정 연한을 폐기하고 

학교가 희망한다면 지속적으로 혁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혁신교육의 연계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지정 방식의 

변화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기존 개별 학교나 초·중·고 

연계형 혁신학교 지정 방식에서 동일 학교급간 연계❺와 

학교급간 연대❻ 지정으로 학교 간 협력과 연계를 통해 

지속적, 체계적으로 혁신학교의 가치를 구현해 가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혁신학교, 혁신학교의 자생성, 지속적 성장’ 

등의 문제는 혁신학교 정책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던져졌던 문제들이다. 혁신학교의 지속 가능성 문제는 

혁신학교 지정 비율과 연한 폐지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판단되나 단위학교의 지속 가능성과 자생성과 성장의 

문제는 해결해 가야 할 과제이다. 

공립학교는 순환구조 인사시스템이 작동된다. 이러한 

속에서 혁신학교의 구성원은 매년 바뀌고 이에 따라 

학교비전 공유와 혁신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학교 역량을 재투입하게 된다. 따라서 한발 더 나아가는 

혁신학교를 만들거나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데에는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의 전문가 양성 연수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한다. 

소수의 리더 양성을 통해 위로부터 이끌어가는 방식에서 

모든 교원과 함께하는 변화 촉진자 양성 방식으로, 

혁신학교 이해와 사례 적용을 위한 모델화연수 중심에서 

학교 문제해결과 특성화를 위한 실행학습 위주의 연수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현재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혁신 정책은 학교를 단위

로 하는 정책이었다. 앞으로는 학교 단위를 넘어 지역 단위, 

교육생태계 단위로의 교육 개혁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위 학교의 학습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이를 

5)   동일 학교급간 연계란 지역 내 학교 간 공유와 협력으로 공동교육과정을 개발·운영 할 수 있는 연계이며 2∼4교가 연계할 수 있음(혁신학교 참여 가능) 

 예) 초(혁신공감학교)-초(혁신공감학교), 초(혁신공감학교)-초(혁신공감학교)-초(혁신학교), 중(혁신공감학교)-중(혁신공감학교)-중(혁신학교), 

      고(혁신공감학교)-고(혁신공감학교)-고(혁신학교) 등 

6)    학교급간 연계란 동일 학군(구) 내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하는 형태로 학교급별간 2∼4교 연계할 수 있음 (혁신학교 참여 가능)

 예) 초(혁신공감학교)-중(혁신학교)-고(혁신학교), 초(혁신공감학교)-중(혁신학교), 초(혁신공감학교)-중(혁신공감학교)-고(혁신공감학교), 

      중(혁신학교)-고(혁신공감학교), 초(혁신공감학교 2교)-중(혁신학교 2교), 초(혁신학교 3교)-중(혁신공감학교 1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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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교사 간, 학교 간, 지역 간, 더 나아가 다른 조직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과 교육생태계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다원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원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과 교육생태계의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이를 매개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교육지원청은 성과중심, 

과업중심, 선별적 지원 기제의 체제와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를 학교 간 개방과 협력을 통한 수평적 네트워킹의 

활성화와 지역의 개념이 도입된 네트워킹과 다른 조직과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 수 있는 개방적, 공유적 기제가 

작동하는 체제와 역할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혁신학교는, 아니 대한민국의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다양한 교육적 

상상과 새로운 도전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제도, 교육체제, 인사제도, 

교육환경, 교육행정 등 학교 교육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혁신과 함께 ‘왜’라는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무엇부터,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어느 교육청의 단순한 

시도만으로 될 일은 아니며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라는 

조직과 그 속에 있는 학생이 있는 한 교육부를 비롯한 사회 

전체가 관심과 책무성을 갖고 함께 가야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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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8학년도 대입 전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2018학년도 전체 모집 인원은 

352,325명으로 전년 대비 3,420명이 감소한 반면, 수시 모

집 인원은 73.7%로 전년 대비 3.8% 증가하였다. 2016학년

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전체 모집 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으나 수시 모집 인원은 증가하고 있다.

학생부 위주 전형

학생부 위주 전형은 학생부를 주된 전형 요소로 반영하는 

유형으로 교과와 종합 전형으로 구분된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 모집 

단위의 특성에 알맞게 학생부를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 

비교과 중심으로 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 평가하는 전형이다. 학생부 위주 전형은 

전년도보다 3.6% 증가하여 전체 모집 인원의 63.9%인 

225,092명을 선발한다.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부 교과보다는 종합 

전형의 비중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2> 전체 모집 인원 추이

구분
수시 모집 정시 모집

합계(명)
모집 인원(명) 비율 모집 인원(명) 비율

2018학년도 259,673 73.7 92,652 26.3 352.325

2017학년도 248,669 69.9 107,076 30.1 355.745

2016학년도 243,748 66.7 121,561 33.3 365.309

<표 3> 학생부 위주 전형 모집 인원 추이

구분
수시 모집 정시 모집

합계(명)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2018학년도
140,935명
(40.0%)

83.231명
(23.6%)

491명
(0.1%)

435명
(0.1%)

225,092명
(63.9%)

2017학년도
141,292명
(39.7%)

72,101명
(20.3%)

437명
(0.1%)

671명
(0.2%)

214,501명
(60.3%)

2016학년도
140,181명
(38.4%)

67,631명
(18.5%)

434명
(0.1%)

1,412명
(0.4%)

209,658명
(57.4%)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대입제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

다. 이는 대입제도가 교사의 교육과,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입제도로 인해 우리나라 학생들

은 밤낮없이 공부하고, 학교 교육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은 점점 약화

되고 있고, 미래 사회의 경쟁력으로 대표되는 핵심 역량 교

육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 교

육의 상황은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대학 교육뿐만 아니

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대학 진

학을 분기점으로 교육과 사회 계층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

화 되고 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대입제도의 개선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입 문제는 여전히 고교 교육의 정상화

를 저해하고, 사교육을 팽창시키며, 교사와 학부모의 진학 

지도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0일에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개

편 시안’을 발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처음 실시

되는 2021학년도 수능 대상은 현 중3 학생이 된다. 2021학

년도 수능에는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을 신설하고, 이들 

과목을 포함해 4과목(1안) 또는 전 과목(2안)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1안과 2안 중 하나를 학생과 

학부모, 학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8월 31일에 확정 발표

하기로 하자 온 나라가 갑론을박으로 뜨겁게 달구어 졌고, 

어떤 합의도 이끌어내기가 어려워지자 결국 교육부는 2021

학년도 수능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대신 1년간의 연

구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교육 개혁 방안을 내

년 8월에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대입제도의 개선과 변화를 

통하여 모든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

입제도는 교육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입 전형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

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2015

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핵심 전형 요소를 중심으로 대입 전

형 체계가 표준화 되었다.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위주 전형으로,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실기 위

주 전형으로 전형 방법수가 축소되었으며, 전형 유형별로 

주요 전형 요소가 확정되었다. 

<표 1> 대입 전형 체계

구분 전형 유형 주요 전형 요소

수시

학생부 위주
(학생부 교과) 교과 중심

(학생부 종합) 비교과, 교과 면접 등(자기 소개서, 추천서 활용 가능)

논술 위주 논술 등

실기 위주 실기 등(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

정시
수능 위주 수능 등

실기 위주 실기 등(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시, 정시 모집 전형 중에서 모집 

인원 규모가 가장 크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49.4%는 ‘학생부 

교과 100’ 전형으로, 48.4%는 ‘학생부 교과+면접’전형으로 

실시되며, ‘학생부 교과+서류(비교과)’전형은 2.2%에 

불과하다.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은 34.5%이다. 2016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서울시내 16개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표본 조사 결과, 

지원자의 40~50% 정도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가 당락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학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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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8학년도 대입 전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2018학년도 전체 모집 인원은 

352,325명으로 전년 대비 3,420명이 감소한 반면, 수시 모

집 인원은 73.7%로 전년 대비 3.8% 증가하였다. 2016학년

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전체 모집 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으나 수시 모집 인원은 증가하고 있다.

학생부 위주 전형

학생부 위주 전형은 학생부를 주된 전형 요소로 반영하는 

유형으로 교과와 종합 전형으로 구분된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 모집 

단위의 특성에 알맞게 학생부를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 

비교과 중심으로 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 평가하는 전형이다. 학생부 위주 전형은 

전년도보다 3.6% 증가하여 전체 모집 인원의 63.9%인 

225,092명을 선발한다.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부 교과보다는 종합 

전형의 비중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2> 전체 모집 인원 추이

구분
수시 모집 정시 모집

합계(명)
모집 인원(명) 비율 모집 인원(명) 비율

2018학년도 259,673 73.7 92,652 26.3 352.325

2017학년도 248,669 69.9 107,076 30.1 355.745

2016학년도 243,748 66.7 121,561 33.3 365.309

<표 3> 학생부 위주 전형 모집 인원 추이

구분
수시 모집 정시 모집

합계(명)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2018학년도
140,935명
(40.0%)

83.231명
(23.6%)

491명
(0.1%)

435명
(0.1%)

225,092명
(63.9%)

2017학년도
141,292명
(39.7%)

72,101명
(20.3%)

437명
(0.1%)

671명
(0.2%)

214,501명
(60.3%)

2016학년도
140,181명
(38.4%)

67,631명
(18.5%)

434명
(0.1%)

1,412명
(0.4%)

209,658명
(57.4%)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대입제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

다. 이는 대입제도가 교사의 교육과,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입제도로 인해 우리나라 학생들

은 밤낮없이 공부하고, 학교 교육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은 점점 약화

되고 있고, 미래 사회의 경쟁력으로 대표되는 핵심 역량 교

육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 교

육의 상황은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대학 교육뿐만 아니

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대학 진

학을 분기점으로 교육과 사회 계층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

화 되고 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대입제도의 개선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입 문제는 여전히 고교 교육의 정상화

를 저해하고, 사교육을 팽창시키며, 교사와 학부모의 진학 

지도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0일에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개

편 시안’을 발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처음 실시

되는 2021학년도 수능 대상은 현 중3 학생이 된다. 2021학

년도 수능에는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을 신설하고, 이들 

과목을 포함해 4과목(1안) 또는 전 과목(2안)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1안과 2안 중 하나를 학생과 

학부모, 학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8월 31일에 확정 발표

하기로 하자 온 나라가 갑론을박으로 뜨겁게 달구어 졌고, 

어떤 합의도 이끌어내기가 어려워지자 결국 교육부는 2021

학년도 수능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대신 1년간의 연

구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교육 개혁 방안을 내

년 8월에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대입제도의 개선과 변화를 

통하여 모든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

입제도는 교육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입 전형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

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2015

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핵심 전형 요소를 중심으로 대입 전

형 체계가 표준화 되었다.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위주 전형으로,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실기 위

주 전형으로 전형 방법수가 축소되었으며, 전형 유형별로 

주요 전형 요소가 확정되었다. 

<표 1> 대입 전형 체계

구분 전형 유형 주요 전형 요소

수시

학생부 위주
(학생부 교과) 교과 중심

(학생부 종합) 비교과, 교과 면접 등(자기 소개서, 추천서 활용 가능)

논술 위주 논술 등

실기 위주 실기 등(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

정시
수능 위주 수능 등

실기 위주 실기 등(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시, 정시 모집 전형 중에서 모집 

인원 규모가 가장 크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49.4%는 ‘학생부 

교과 100’ 전형으로, 48.4%는 ‘학생부 교과+면접’전형으로 

실시되며, ‘학생부 교과+서류(비교과)’전형은 2.2%에 

불과하다.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은 34.5%이다. 2016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서울시내 16개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표본 조사 결과, 

지원자의 40~50% 정도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가 당락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학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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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정량 평가하는 전형의 특성상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적정 지원하는 경향이 많아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적성 전형 등에 비해 경쟁률이 낮은 

반면, 합격자의 교과 내신 등급 컷은 높게 형성된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반영 교과목 수, 학년별 반영 비율, 교과 

성적 산출 지표, 이수 단위 반영 여부 등에 따라 대학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속하는 적성고사 전형은 2018학년도에 

13개 대학에서 실시하며, 4,885명을 선발한다. 적성고사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서울, 경기, 대전, 충청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적성고사 전형은 학생부 교과 비중이 

59~60%로, 적성고사 성적보다 반영 비율이 높지만, 실제 

교과 내신 성적의 1~5등급까지는 등급 간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적성고사 성적이 당락을 결정한다.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체 모집 정원의 23.6%(83,231명), 

수시 모집 인원의 32.1%를 차지하는 전형으로 수도권 지역의 

중·상위권 대학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부(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서류를 전형 

요소로 활용하는데, 추천서를 폐지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의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중심으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의 평가 요소를 정성적,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별 전형

특별 전형은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지역 인재, 농어촌 

지역,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 전형이 있다.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은 지역의 인재들이 속한 지역 내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형으로 전체 모집 인원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총 모집 인원 대비 비율은 3.1%로 

전년 대비 0.3% 증가하였다. 농어촌 특별 전형은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과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유형과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 중, 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전형으로 구분된다. 특성화고교 특별 

전형은 특성화고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이다. 

논술 위주 전형

논술 위주 전형의 주요 전형 요소는 논술과 학생부 교과 

성적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질적인 학생부의 반영 비율

이 매우 낮아 논술 성적이 당락을 결정한다. 수능 최적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의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약 40~60% 정도이므로 수능 최저학력 기

준 충족 여부가 당락의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논술 전형 경쟁률이 약 30~50:1 정도이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결국 높은 경쟁률로 논술 성적이 

당락을 결정하게 된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

감,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방안으로 논술 시험 문제를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하고 있지만 논술 위주 

전형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가 강한 전형이다. 따라서 

수능 절대평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수능이 절대

평가로 실시된다면 논술 성적이 더욱 중요해져 사교육을 더

욱더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인재상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이 추구해 

나가야 할 교육 비전으로써 교육적 인간상을 제시해 

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기존의 인간상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그림 1]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 역량, 인재상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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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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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4가지(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를 

제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바탕으로 

설정된 인재상인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는 ‘바른 

인성을 가지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함양해야 할 

핵심 역량 6가지(자기 관리, 지식 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를 제시하였고, 교과의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과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 학습을 강화하였다. 특히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대입제도의 방향과 고교 교육의 정상화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되어 있는 교과의 

진도를 빨리 끝내고, 다음 학기에 편제되어 있는 교과의 

진도를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사교육을 받지 않거나 

선행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 교육에만 의존하는 

학생들이나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그 과목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는 성취평가제가 실시되면서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평가 문항을 출제 하고 있고, 교육청 주관으로 

선행 출제 여부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선행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공교육정상화법으로 

공교육에서의 선행교육을 방지할 수 있듯이 대입제도 개선을 

통해서도 고교 교육을 정상화 할 수 있다고 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되고,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진다. 보통 1학년에는 공통 과목, 

주로 2학년에는 일반 선택 과목, 3학년에는 진로 선택 

과목을 편성하게 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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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정량 평가하는 전형의 특성상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적정 지원하는 경향이 많아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적성 전형 등에 비해 경쟁률이 낮은 

반면, 합격자의 교과 내신 등급 컷은 높게 형성된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반영 교과목 수, 학년별 반영 비율, 교과 

성적 산출 지표, 이수 단위 반영 여부 등에 따라 대학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속하는 적성고사 전형은 2018학년도에 

13개 대학에서 실시하며, 4,885명을 선발한다. 적성고사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서울, 경기, 대전, 충청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적성고사 전형은 학생부 교과 비중이 

59~60%로, 적성고사 성적보다 반영 비율이 높지만, 실제 

교과 내신 성적의 1~5등급까지는 등급 간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적성고사 성적이 당락을 결정한다.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체 모집 정원의 23.6%(83,231명), 

수시 모집 인원의 32.1%를 차지하는 전형으로 수도권 지역의 

중·상위권 대학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부(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서류를 전형 

요소로 활용하는데, 추천서를 폐지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의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중심으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의 평가 요소를 정성적,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별 전형

특별 전형은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지역 인재, 농어촌 

지역,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 전형이 있다.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은 지역의 인재들이 속한 지역 내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형으로 전체 모집 인원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총 모집 인원 대비 비율은 3.1%로 

전년 대비 0.3% 증가하였다. 농어촌 특별 전형은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과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유형과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 중, 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전형으로 구분된다. 특성화고교 특별 

전형은 특성화고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이다. 

논술 위주 전형

논술 위주 전형의 주요 전형 요소는 논술과 학생부 교과 

성적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질적인 학생부의 반영 비율

이 매우 낮아 논술 성적이 당락을 결정한다. 수능 최적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의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약 40~60% 정도이므로 수능 최저학력 기

준 충족 여부가 당락의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논술 전형 경쟁률이 약 30~50:1 정도이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결국 높은 경쟁률로 논술 성적이 

당락을 결정하게 된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

감,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방안으로 논술 시험 문제를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하고 있지만 논술 위주 

전형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가 강한 전형이다. 따라서 

수능 절대평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수능이 절대

평가로 실시된다면 논술 성적이 더욱 중요해져 사교육을 더

욱더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인재상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이 추구해 

나가야 할 교육 비전으로써 교육적 인간상을 제시해 

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기존의 인간상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그림 1]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 역량, 인재상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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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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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4가지(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를 

제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바탕으로 

설정된 인재상인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는 ‘바른 

인성을 가지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함양해야 할 

핵심 역량 6가지(자기 관리, 지식 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를 제시하였고, 교과의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과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 학습을 강화하였다. 특히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대입제도의 방향과 고교 교육의 정상화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되어 있는 교과의 

진도를 빨리 끝내고, 다음 학기에 편제되어 있는 교과의 

진도를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사교육을 받지 않거나 

선행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 교육에만 의존하는 

학생들이나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그 과목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는 성취평가제가 실시되면서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평가 문항을 출제 하고 있고, 교육청 주관으로 

선행 출제 여부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선행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공교육정상화법으로 

공교육에서의 선행교육을 방지할 수 있듯이 대입제도 개선을 

통해서도 고교 교육을 정상화 할 수 있다고 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되고,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진다. 보통 1학년에는 공통 과목, 

주로 2학년에는 일반 선택 과목, 3학년에는 진로 선택 

과목을 편성하게 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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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소인수 학생이 선택하는 

교과는 석차 등급을 잘 받기가 어려워 결국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포기하여 개설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고등학교에서 

물리Ⅱ를 배우지 못하고 공과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아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교육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내신 성적을 상대평가로 산출한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권은 

보장될 수 없게 된다. 

최근에 학생부 위주 전형의 증가로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중요해지면서 조금씩 수업이 

변하는 부분도 있다. 교육과정 재구성-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강조하고 있는데다, 학생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학생 활동 중심으로 기록을 해야 하므로 학습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지필평가나 강의식 

수업만으로는 학생들의 학습 과정 중심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이나 

하지만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 또한 3년 

동안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보다 

내신 관리를 하지 않고도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권리가 우선되어서도 안 된다. 

현 정부의 대입제도의 기본 방향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등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 등 

3가지로 대입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과 함께 

학교와 교사에 따라 학생부 기록의 편차가 심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는 

학생부 기록 방식을 표준화하고,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동시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을 

공조함으로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의하면 학생부에 

원점수와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수강자 수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대학별로 

교과 성적 산출 지표를 마련한다면, 석차 등급을 활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고 내신 성적 

부풀리기도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실시하되 학생부를 일부 반영하고, 수능은 

절대평가로 실시하여 수능의 의존도를 낮춘다면 불필요한 

점수 경쟁을 막고, 수능을 객관적인 성취수준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가며

니트족(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란 일할 능력은 되지만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실업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졸업자 대비 니트족의 비중은 2009년 15%에서 2015년 

17.5%로 2.5%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무한 

활동 수업에 익숙한 학생들은 강의식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점점 

수업을 고민하는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교과마다 차이는 있지만 수행 평가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학생 참여형 활동 수업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고3 교실에서는 EBS 교재를 

활용하여 강의와 문제 풀이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여전히 

내신 성적 ‘한 줄 세우기’를 위해 지필평가 문항을 어렵게 

출제한다. 따라서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대입 준비가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유의미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내신 성적과 수능은 절대평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에서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실시하면, 대학 입시에서 

변별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수능의 역할이 약해져 정시가 

축소되면, 학생부가 중요해져 내신 성적 관리를 위해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고, 내신 관리를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패자부활의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의 고통 속에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하지만, 청년이 

되어서는 현실 장벽에 니트족이 되고 만다. 교육의 최고 

목표는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더 이상 학생들이 

대학이나 학과를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 진로 희망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신 성적이나 수능 점수에 맞춰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월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에는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고교체제 개편을 포함한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대입정책까지 

포괄적으로 담겠다”고 말했다. 

우리의 대입 정책이 지향해야 할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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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소인수 학생이 선택하는 

교과는 석차 등급을 잘 받기가 어려워 결국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포기하여 개설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고등학교에서 

물리Ⅱ를 배우지 못하고 공과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아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교육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내신 성적을 상대평가로 산출한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권은 

보장될 수 없게 된다. 

최근에 학생부 위주 전형의 증가로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중요해지면서 조금씩 수업이 

변하는 부분도 있다. 교육과정 재구성-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강조하고 있는데다, 학생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학생 활동 중심으로 기록을 해야 하므로 학습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지필평가나 강의식 

수업만으로는 학생들의 학습 과정 중심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이나 

하지만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 또한 3년 

동안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보다 

내신 관리를 하지 않고도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권리가 우선되어서도 안 된다. 

현 정부의 대입제도의 기본 방향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등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 등 

3가지로 대입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과 함께 

학교와 교사에 따라 학생부 기록의 편차가 심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는 

학생부 기록 방식을 표준화하고,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동시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을 

공조함으로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의하면 학생부에 

원점수와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수강자 수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대학별로 

교과 성적 산출 지표를 마련한다면, 석차 등급을 활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고 내신 성적 

부풀리기도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실시하되 학생부를 일부 반영하고, 수능은 

절대평가로 실시하여 수능의 의존도를 낮춘다면 불필요한 

점수 경쟁을 막고, 수능을 객관적인 성취수준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가며

니트족(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란 일할 능력은 되지만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실업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졸업자 대비 니트족의 비중은 2009년 15%에서 2015년 

17.5%로 2.5%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무한 

활동 수업에 익숙한 학생들은 강의식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점점 

수업을 고민하는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교과마다 차이는 있지만 수행 평가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학생 참여형 활동 수업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고3 교실에서는 EBS 교재를 

활용하여 강의와 문제 풀이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여전히 

내신 성적 ‘한 줄 세우기’를 위해 지필평가 문항을 어렵게 

출제한다. 따라서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대입 준비가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유의미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내신 성적과 수능은 절대평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에서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실시하면, 대학 입시에서 

변별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수능의 역할이 약해져 정시가 

축소되면, 학생부가 중요해져 내신 성적 관리를 위해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고, 내신 관리를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패자부활의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의 고통 속에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하지만, 청년이 

되어서는 현실 장벽에 니트족이 되고 만다. 교육의 최고 

목표는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더 이상 학생들이 

대학이나 학과를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 진로 희망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신 성적이나 수능 점수에 맞춰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월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에는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고교체제 개편을 포함한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대입정책까지 

포괄적으로 담겠다”고 말했다. 

우리의 대입 정책이 지향해야 할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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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교육자치와 교육위원회의 역할
오오쯔시(大津市)의 사례를 통해 본 교육위원회의 개혁과 역할에 관하여

엄아름  동경대학교 교육학연구과 박사과정

들어가며

2011년 일본 시가현 오오쯔시( )의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자살한 사건은 당시 전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남아있다. 조사 결과 자살의 

원인은 학교에서 당한 집단 따돌림(이지메 いじめ)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밝혀졌다. 198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학생간의 이지메가 사회 문제로 거론될 만큼 

학교 내에서 비일비재로 일어났던 하나의 현상이었다. 

하지만 2011년 오오쯔시의 학생 자살 사건이 일본 정부와 

교육학계 등에서 여전히 회자될 정도로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이 교육위원회가 종래와는 다른 체제로 변하게 

되는 개혁의 신호탄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 사건의 

사후대처를 해 온 교육위원회의 대응방식이 신속하지 

못하고 책임체제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교육위원회의 

개혁의 필요성이 거론되었다❶. 이에 1948년 교육위원회 법 

제정 이후 수차례 일어났던 교육위원회의 개혁은 2014년 

6월의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교행법)의 개정으로 현재의 체제로 정착하게 된다.

본 글에서는 2011년 오오쯔시 학생 이지메 자살 사건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대응방식을 사례로 들어 이 사건을 

기점으로 변화한 교육위원회의 새로운 체제와 역할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위원회의 창설과 

구조를 개관하고, 2011년 당시 교육위원회의 어떠한 

구조가 문제가 되었는지를 정리한 후, 신(新) 교육위원회의 

체제 속에서 이지메 방지를 위한 오오쯔시 교육위원회의 

새로운 역할변화에 대해 정리한다.

교육위원회의 개관

현재 일본의 교육행정의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국가 단위로서는 문부과학성이 중심이고, 지방자치체는 

도도부현( )과 시구정촌( )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공공단체의 조합에 설치된 

교육위원회가 중심이다. 본 장에서는 지방자치체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위원회가 어떠한 구조로 창설된 조직인가에 

관하여 개관하고자 한다.

1) 교육위원회의 창설 : 교육의 지방분권과 

 민주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지방교육 행정기관

전전(戰前)의 일본의 교육체제는 천황제 교육체제로, 

교육에 관한 사무는 국가와 각 지자체의 장(長)들이 

담당했던 구조였다. 이러한 체제는 중앙집권적이며 

관료주의적이라는 비판과 반성 아래 전후(戰後)인 1948년 

일본은 일반 정치·행정으로부터 독립한 행정위원회❷로서 각 

지자체에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村上, 

2014:76). 교육의 지방분권과 민주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교육 정책의 

계속성과 안정성 확보, 지역주민의 의향을 반영한 교육 

사무의 집행이라는 세 가지 취지에 맞춰 설립된 합의제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이다. 

2) 교육위원회의 구조: 교육위원(집행기관)과 

 교육장+사무국(보조기관)의 합의체 행정기관

194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지방교육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위원회는 자치 

1)   교육위원회의 존폐론을 비롯한 제도개혁과 관련한 움직임은 1960년대부터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며 국가 담당의 사업들이 지방의 

관련기관으로 위임되는 등 지자체의 자율성이 이전에 비해 커지면서 교육위원회의 역할변화와 관련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 , 2014:76-77)

2)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일반행정 부문에 속하는 행정청으로서 복수의 위원에 의해 구성된 합의제의 형태를 뜻한다 .행정의 민주화와 행정 운영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행정위원회는 국가에 설치된 것과 지방공공단체에 설치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위원회와 같이 지방공공단체에 설치된 행정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인사( )위원회, 

공평위원회 등이 있다. (위키피디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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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주의적이라는 비판과 반성 아래 전후(戰後)인 19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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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위원회의 존폐론을 비롯한 제도개혁과 관련한 움직임은 1960년대부터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며 국가 담당의 사업들이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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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모든 도도부현 

및 시정촌 등에 설치되어 교육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❸ 이러한 교육위원회는 좁은 의미로 교육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 자체를 일컫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는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나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육장이 구체적인 사무를 집행하는 교육위원과 

사무국을 합한 합의체를 뜻하기도 한다(小川,2010). 

교육위원회의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3) 교육위원회의 역할

교육위원회는 지역내의 교육, 문화, 스포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직무를 담당한다.❹ 다음의 표는 

교육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큰 방향을 정한다면, 교육위원회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시책을 집행할 수 있기에 각 

지자체별로 교육위원회의 재량을 발휘한 특색 있는 교육 

사업들이 존재한다. 실제로 2008년 국가의 교육과정 

특례교(校)제도❺아래 지자체별로 특별 커리큘럼과 

교과서를 편성·제작한 사례는 교육위원회의 재량과 역량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1

 2011년 오오쯔시 이지메 자살 사건과 같이 관할 학교 

에서 발생한 긴급한 사태를 처리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대표적인 역할이다. 그러기에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도 교육위원회가 진다. 하지만 2011년 당시 오오쯔시 

교육위원회의 경우는 이러한 역할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에 문제가 되었다. 당시 교육위원회의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다음과 같다. 

교육위원회의 개혁과 역할변화

1) 교육위원회의 개혁

2013년 4월 교육재생실행회의와 중앙교육심의회의 

심의, 자민당과 공명당에 의한 여당협의과정을 통해 교육 

위원회가 집행기관의 성격은 유지하면서 교육위원장과 

교육장을 일체화한 신(新) 교육장의 탄생으로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갈무리 되었다. 2014년 지교 

행법의 개정으로 현재의 구조를 갖춘 교육위원회의 새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자치단체장의 역할 

교육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시책(大網)을 정하고 교육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교육위원회와 함께 협의·조정하는 ‘총합교육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가 안될 경우,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을 

가짐.

•신 교육장의 역할 

교육위원회를 대표하는 집행자. 위임된 사무의 집행상황을 교육 

위원회에 보고함.

•교육위원의 조건

교육장을 선임하고 지휘·감독하는 법적권한이 사라짐.

(글 : 村上, 2014참조, 그림 : www.mext.go.jp 참조)

•  교육위원의 조건 

교육, 학술 및 문화에 대한 식견을 갖춘 자로써 자치단체장이 임명 

하는 비상근직. 원칙적으로는 5명.

•  교육위원의 역할 

교육에 관한 일반 방침을 결정하고, 교육장을 지휘감독하며, 교육 

위원회칙의 제정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음.

•  교육장의 조건 

법률상으로 교육위원이 임명하나 현실은 자치 단체장이 임명했음. 

교육위원과 겸임 가능한 상근직.

•  교육장의 역할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하고 교육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사무를 

집행하며 사무국을 지휘·감독을 할 수 있음.

(글 : 小川, 2010참조, 그림 : www.mext.go.jp 참조) 

자치단체장

교육위원을 임명

교육장
겸임

동의

의회

교육장을 임명

교육위원회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위원

사무국

3)   당초 교육위원회는 도도부현과 5개시(오사카시, 교토시, 나고야시, 고베시, 요코하마시)에 설치되었고 1950년까지 시정촌 40곳에 설치되었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도도부현 47곳, 시구정촌 1,737곳, 일부사무조합 82곳에 설치되었다.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www.mext.go.jp 참조)

4)   교육위원회의 직무권한은 지교행법 제 21조에 규정되어있다. 자치단체장에 관한 사무는 제 22조, 원칙은 교육위원회의 직무지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자치단체장에게 

이관할 수 있는 특례권한은 제 23조에 규정되어있다. (일본 전자정부 총합창구 홈페이지: http://law.e-gov.go.jp 참조)

5)   학교교육법시행규칙 제 55조 2에 근거하여 국가의 학습지도요령을 따르지 않고,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살려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학교를 뜻한다. 도쿄도 

세타가야구( )의 일본어 교과서, 구마모토현 우부야마( )의 특별 커리큘럼인 우부야마 학( )이 대표적이다. (www.mext.go.jp 참조) 

구분 주된 역할

교육위원회

▶학교교육에 관한 것
•공립학교의 설치, 관리, 폐지   
•교직원의 인사·연수
•아동학생의 입학, 퇴학
•학교의 조직편성, 교육과정, 학생지도
•교과서 선택, 그 밖의 교재의 취급
•학사 등의 시설의 설비 및 정비

교육위원회

▶ 사회교육에 관한 것
•강좌, 집회의 개설 등 사회교육사업의 실시
•공민관, 도서관, 박물관 등의 설치, 관리

▶ 문화재 보호에 관한 것

▶ 학교 체육에 관한 것

조례를 제정 
한다면 

자치단체장에게 
이관 가능한 사무

▶문화에 관한 것
  (문화재 보호에 관한 사무는 제외)       

▶스포츠에 관한 것
  (학교 체육에 관한 사무는 제외)   

자치단체장

※2006년 
지교행법 개정이후
교육위원회로부터 

권한 이한

▶대학에 관한 것 
▶   유치원보육원 연계형 인정 어린이원(園)에 
관한 것 

▶ 사립학교에 관한 것 
▶ 교육재산의 취득·처분 
▶ 계약의 체결 
▶ 예산의 집행

( 2013:9)

 ①보조기관(교육장과 사무국)에 
의한 조치

②오오쯔시장에 의한 조사위원
회의 구성

원인

비상근직인 교육위원에의 
보고가 늦어져 교육행정 사무의 
집행권한이 없는 상근직의 
교육장이 사무를 대신함.

원인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의 
늦어진 대응으로 사건에 대한 
책임이 없는 오오쯔시장(長)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함.

▼

결과

교육위원회의 형해화, 무책임이 주된 이유로 교육위원회 구조의 전면 
수정 여론이 일어남. 이에 제 2차 아베정부는 2013년 이지메 방지 대책 
추진법의 시행과 함께 교육위원회 제도의 수정을 단행하는 방침을 
결정함(村上, 20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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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모든 도도부현 

및 시정촌 등에 설치되어 교육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❸ 이러한 교육위원회는 좁은 의미로 교육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 자체를 일컫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는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나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육장이 구체적인 사무를 집행하는 교육위원과 

사무국을 합한 합의체를 뜻하기도 한다(小川,2010). 

교육위원회의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3) 교육위원회의 역할

교육위원회는 지역내의 교육, 문화, 스포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직무를 담당한다.❹ 다음의 표는 

교육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큰 방향을 정한다면, 교육위원회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시책을 집행할 수 있기에 각 

지자체별로 교육위원회의 재량을 발휘한 특색 있는 교육 

사업들이 존재한다. 실제로 2008년 국가의 교육과정 

특례교(校)제도❺아래 지자체별로 특별 커리큘럼과 

교과서를 편성·제작한 사례는 교육위원회의 재량과 역량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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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오오쯔시 이지메 자살 사건과 같이 관할 학교 

에서 발생한 긴급한 사태를 처리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대표적인 역할이다. 그러기에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도 교육위원회가 진다. 하지만 2011년 당시 오오쯔시 

교육위원회의 경우는 이러한 역할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에 문제가 되었다. 당시 교육위원회의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다음과 같다. 

교육위원회의 개혁과 역할변화

1) 교육위원회의 개혁

2013년 4월 교육재생실행회의와 중앙교육심의회의 

심의, 자민당과 공명당에 의한 여당협의과정을 통해 교육 

위원회가 집행기관의 성격은 유지하면서 교육위원장과 

교육장을 일체화한 신(新) 교육장의 탄생으로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갈무리 되었다. 2014년 지교 

행법의 개정으로 현재의 구조를 갖춘 교육위원회의 새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자치단체장의 역할 

교육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시책(大網)을 정하고 교육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교육위원회와 함께 협의·조정하는 ‘총합교육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가 안될 경우,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을 

가짐.

•신 교육장의 역할 

교육위원회를 대표하는 집행자. 위임된 사무의 집행상황을 교육 

위원회에 보고함.

•교육위원의 조건

교육장을 선임하고 지휘·감독하는 법적권한이 사라짐.

(글 : 村上, 2014참조, 그림 : www.mext.go.jp 참조)

•  교육위원의 조건 

교육, 학술 및 문화에 대한 식견을 갖춘 자로써 자치단체장이 임명 

하는 비상근직. 원칙적으로는 5명.

•  교육위원의 역할 

교육에 관한 일반 방침을 결정하고, 교육장을 지휘감독하며, 교육 

위원회칙의 제정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음.

•  교육장의 조건 

법률상으로 교육위원이 임명하나 현실은 자치 단체장이 임명했음. 

교육위원과 겸임 가능한 상근직.

•  교육장의 역할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하고 교육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사무를 

집행하며 사무국을 지휘·감독을 할 수 있음.

(글 : 小川, 2010참조, 그림 : www.mext.go.j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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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초 교육위원회는 도도부현과 5개시(오사카시, 교토시, 나고야시, 고베시, 요코하마시)에 설치되었고 1950년까지 시정촌 40곳에 설치되었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도도부현 47곳, 시구정촌 1,737곳, 일부사무조합 82곳에 설치되었다.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www.mext.go.jp 참조)

4)   교육위원회의 직무권한은 지교행법 제 21조에 규정되어있다. 자치단체장에 관한 사무는 제 22조, 원칙은 교육위원회의 직무지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자치단체장에게 

이관할 수 있는 특례권한은 제 23조에 규정되어있다. (일본 전자정부 총합창구 홈페이지: http://law.e-gov.go.jp 참조)

5)   학교교육법시행규칙 제 55조 2에 근거하여 국가의 학습지도요령을 따르지 않고,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살려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학교를 뜻한다. 도쿄도 

세타가야구( )의 일본어 교과서, 구마모토현 우부야마( )의 특별 커리큘럼인 우부야마 학( )이 대표적이다. (www.mext.go.j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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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교교육에 관한 것
•공립학교의 설치, 관리, 폐지   
•교직원의 인사·연수
•아동학생의 입학, 퇴학
•학교의 조직편성, 교육과정, 학생지도
•교과서 선택, 그 밖의 교재의 취급
•학사 등의 시설의 설비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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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에 관한 것
•강좌, 집회의 개설 등 사회교육사업의 실시
•공민관, 도서관, 박물관 등의 설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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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체육에 관한 사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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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로부터 

권한 이한

▶대학에 관한 것 
▶   유치원보육원 연계형 인정 어린이원(園)에 
관한 것 

▶ 사립학교에 관한 것 
▶ 교육재산의 취득·처분 
▶ 계약의 체결 
▶ 예산의 집행

( 2013:9)

 ①보조기관(교육장과 사무국)에 
의한 조치

②오오쯔시장에 의한 조사위원
회의 구성

원인

비상근직인 교육위원에의 
보고가 늦어져 교육행정 사무의 
집행권한이 없는 상근직의 
교육장이 사무를 대신함.

원인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의 
늦어진 대응으로 사건에 대한 
책임이 없는 오오쯔시장(長)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함.

▼

결과

교육위원회의 형해화, 무책임이 주된 이유로 교육위원회 구조의 전면 
수정 여론이 일어남. 이에 제 2차 아베정부는 2013년 이지메 방지 대책 
추진법의 시행과 함께 교육위원회 제도의 수정을 단행하는 방침을 
결정함(村上, 2014:77).

자치단체장

교육장을 임명

동의

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위원교육위원을 임명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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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위원회의 역할 변화

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로 귀결된 교육위원회의 새로운 

체제 아래, 오오쯔시 교육위원회는 국가의 2013년 이지메 

방지 대책 추진법 아래, 이지메 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시의 행동계획을 발표한다. 오오쯔시장이 이지메 방지를 

위한 기본 행동계획을 책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몫이 

되었다. 이지메 방지를 둘러싼 시장과 교육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오오쯔시(장)의 역할 

이지메 방지에 관련한 기본 행동계획 책정과 방향 수립

•  이지메 방지를 위한 기본 행동계획 책정: 오오쯔시의 이지메 방지 

기본 방침으로써 2014년도부터 3년간의 계획기간을 두고 제 1기 

행동계획을 책정했다.

•  교육위원회로부터 독립된 시장 직속의 제 3의 상설 조사기관의 

설립: 학교와 교육위원회로부터 독립된 상설기관을 통해 이지메와 

관련한 모든 필요한 조사와 조정을 일임했다. 위원은 임상심리사, 

학식경험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5인 이내이며 임기는 2년이다. 

•  이지메 대책 추진실 설치: 이지메 대책 추진실에 상담 조사 전문원을 

두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화요일은 오후 8시까지 

위해 시비(市費) 부담의 임시 강사를 고용하거나, 교무주임이 이를 

겸하는 학교에는 주 8시간 근무의 시간 강사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  학교 내 교사 연수 실시: 각 학교에 이지메 방지 대책을 담당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연수를 실시한다. 

•  어린이 지원 서포트 사업 실시: 생활지도상의 문제가 있는 초,중학교에 

어린이 지원 서포트 팀을 설치하여 이곳에 변호사와 사회복지사, 임상 

심리사를 파견하여 전문가 조언을 통해 학교와 학생의 문제를 개선한다. 

•  이지메 대책위원회와의 연계: 이지메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사립학교의 이지메 대책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책에 대해 조언과 

지도를 한다.  

마치며

2014년 지교행법의 개정의 결과, 교육행정에 관한 도도부 

현 지사, 즉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한층 더 강해지는 체제로 

교육위원회가 변화되었다. 오오쯔시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새로운 교육위원회 구조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를 통한 신속한 문제 대응과 분명한 책임체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는 

자치단체장 개인의 의견이 교육행정정책에 반영되기 쉬운 

구조로서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는 뜻이기에 

교육위원회 창설 당시에 강조되었던 교육 정책의 중립성, 

안정성, 계속성의 확보에 관한 문제가 남는다. 또한 이지메 

방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은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지메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최종 책임은 교육위원회에 있다는 점에서 책임과 권한의 

분산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 무엇보다 2011년 당시 오오쯔시 

상담에 응하도록 하였다. 이곳에서 상담한 내용과 결과는 시장 직속 

위원회에 보고된다.

•  이지메 관련 재판의 경우: 이지메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최종 책임은 교육위원회에 있지만, 이지메 관련 재판의 경우 시장이 

피고(被告)가 된다.

교육위원회(아동학생지원과)의 역할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구체적인 시책의 집행

•  이지메 대책 담당 교원의 전임 배치: 정규직 교원을 이지메 대책 담당 

교원 혹은 학생지도 협동추진교원으로서 각 학교에 전임배치를 하여 

학내 이지메 대책 업무를 맡긴다. 이들 교사의 수업 시수 부족을 메우기 

이지메 자살 사건의 경우 사무집행권한이 없는 보조기관이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던 점을 

상기하면 새로운 교육위원회 구조 내에서 집행기관만이 

아닌 보조기관에도 법적 권한이 부여됐는지, 그 권한이 

집행기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장 이외의 

집행기관이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새 체제는 오히려 

교육 위원회의 문제해결능력을 떨어뜨리고 교육위원회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 범위를 축소시킨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남기 때문이다. 

일본의 교육행정학자 무라카미 유우스케(村上祐介)는 이 

모든 문제들은 교육위원회의 문제가 아닌, 일본의 지방교육 

자치제도 자체가 가진 문제이며, 그 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村上,2014:86). 일본의 지방교육자치라는 

거대한 틀에서 교육위원회의 재량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본래의 교육위원회의 운영원리였던 

민중통제(Layman control)와 전문적 리더십(Professional 

leadership)간의 균형❻이 회복될지는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점은 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로 인해 교육감을 

정점으로 한 교육자치의 약화가 우려되는 한국의 현재 

지방교육자치제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아동학생지원과

답문

조언 · 지도

시장 요청

시정 요청 대응
상황보고

자문

속보

오오쯔시립초등학교 중학교
이지메 등 사안대책검토위원회

<중대사태조사기관>

시  장

오오쯔시 어린이를
이지메로부터 보호하는 위원회

<상설의 제3기관>

활동보고
조사보고

방책등의 제언

보고

조사·조정등의
지시

조사·조정등의
지시

이지메 대책 추진실

오오쯔시 어린이 상담팀

오오쯔시 교육위원회

사립학교
(초등학교·중학교)

이지메 대책 위원회

어린이·보호자의 
호소 교직원의 인지

연계

합의

조정

속보

6)   일본의 교육행정학자 오가와 마사히토( )가 설명한 교육위원회에 의한 교육행정 운영원리. 교육에 관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 )들이 교육위원으로서 지역의 

교육정책이나 교육행정운영의 기본방침을 결정하게 된다(Layman control). 이 때 교육위원들은 전문가인 교육장의 조언을 얻어 정책과 행정운영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교육장이 집행하는 구조(Professional leadership)가 교육위원회의 운영원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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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위원회의 역할 변화

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로 귀결된 교육위원회의 새로운 

체제 아래, 오오쯔시 교육위원회는 국가의 2013년 이지메 

방지 대책 추진법 아래, 이지메 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시의 행동계획을 발표한다. 오오쯔시장이 이지메 방지를 

위한 기본 행동계획을 책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몫이 

되었다. 이지메 방지를 둘러싼 시장과 교육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오오쯔시(장)의 역할 

이지메 방지에 관련한 기본 행동계획 책정과 방향 수립

•  이지메 방지를 위한 기본 행동계획 책정: 오오쯔시의 이지메 방지 

기본 방침으로써 2014년도부터 3년간의 계획기간을 두고 제 1기 

행동계획을 책정했다.

•  교육위원회로부터 독립된 시장 직속의 제 3의 상설 조사기관의 

설립: 학교와 교육위원회로부터 독립된 상설기관을 통해 이지메와 

관련한 모든 필요한 조사와 조정을 일임했다. 위원은 임상심리사, 

학식경험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5인 이내이며 임기는 2년이다. 

•  이지메 대책 추진실 설치: 이지메 대책 추진실에 상담 조사 전문원을 

두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화요일은 오후 8시까지 

위해 시비(市費) 부담의 임시 강사를 고용하거나, 교무주임이 이를 

겸하는 학교에는 주 8시간 근무의 시간 강사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  학교 내 교사 연수 실시: 각 학교에 이지메 방지 대책을 담당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연수를 실시한다. 

•  어린이 지원 서포트 사업 실시: 생활지도상의 문제가 있는 초,중학교에 

어린이 지원 서포트 팀을 설치하여 이곳에 변호사와 사회복지사, 임상 

심리사를 파견하여 전문가 조언을 통해 학교와 학생의 문제를 개선한다. 

•  이지메 대책위원회와의 연계: 이지메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사립학교의 이지메 대책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책에 대해 조언과 

지도를 한다.  

마치며

2014년 지교행법의 개정의 결과, 교육행정에 관한 도도부 

현 지사, 즉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한층 더 강해지는 체제로 

교육위원회가 변화되었다. 오오쯔시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새로운 교육위원회 구조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를 통한 신속한 문제 대응과 분명한 책임체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는 

자치단체장 개인의 의견이 교육행정정책에 반영되기 쉬운 

구조로서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는 뜻이기에 

교육위원회 창설 당시에 강조되었던 교육 정책의 중립성, 

안정성, 계속성의 확보에 관한 문제가 남는다. 또한 이지메 

방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은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지메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최종 책임은 교육위원회에 있다는 점에서 책임과 권한의 

분산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 무엇보다 2011년 당시 오오쯔시 

상담에 응하도록 하였다. 이곳에서 상담한 내용과 결과는 시장 직속 

위원회에 보고된다.

•  이지메 관련 재판의 경우: 이지메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최종 책임은 교육위원회에 있지만, 이지메 관련 재판의 경우 시장이 

피고(被告)가 된다.

교육위원회(아동학생지원과)의 역할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구체적인 시책의 집행

•  이지메 대책 담당 교원의 전임 배치: 정규직 교원을 이지메 대책 담당 

교원 혹은 학생지도 협동추진교원으로서 각 학교에 전임배치를 하여 

학내 이지메 대책 업무를 맡긴다. 이들 교사의 수업 시수 부족을 메우기 

이지메 자살 사건의 경우 사무집행권한이 없는 보조기관이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던 점을 

상기하면 새로운 교육위원회 구조 내에서 집행기관만이 

아닌 보조기관에도 법적 권한이 부여됐는지, 그 권한이 

집행기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장 이외의 

집행기관이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새 체제는 오히려 

교육 위원회의 문제해결능력을 떨어뜨리고 교육위원회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 범위를 축소시킨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남기 때문이다. 

일본의 교육행정학자 무라카미 유우스케(村上祐介)는 이 

모든 문제들은 교육위원회의 문제가 아닌, 일본의 지방교육 

자치제도 자체가 가진 문제이며, 그 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村上,2014:86). 일본의 지방교육자치라는 

거대한 틀에서 교육위원회의 재량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본래의 교육위원회의 운영원리였던 

민중통제(Layman control)와 전문적 리더십(Professional 

leadership)간의 균형❻이 회복될지는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점은 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로 인해 교육감을 

정점으로 한 교육자치의 약화가 우려되는 한국의 현재 

지방교육자치제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아동학생지원과

답문

조언 · 지도

시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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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의 교육행정학자 오가와 마사히토( )가 설명한 교육위원회에 의한 교육행정 운영원리. 교육에 관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 )들이 교육위원으로서 지역의 

교육정책이나 교육행정운영의 기본방침을 결정하게 된다(Layman control). 이 때 교육위원들은 전문가인 교육장의 조언을 얻어 정책과 행정운영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교육장이 집행하는 구조(Professional leadership)가 교육위원회의 운영원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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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마을교육공동체
함께하며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천하는 헬링스캄프 초등학교

정수정  독일 기센대학교 박사과정

2

들어가며

독일은 연방 국가의 특성상 사회 전반에 연계, 연대 

체제와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있다. 또한 

독일 학교의 90%가량이 공립으로 교육이 공교육체계로 

운영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학교와 외부 관련 교육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이 체계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연방주의에 따라 

교육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주 교육부는 학교 교육을 위해 

필요한 외부의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정부 기관, 협회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단위 학교가 해당 대표 기관 및 

협회에 속한 지역의 학교 외부 파트너와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가 

학교운영자(Schulträger)로 교사 및 교육내용을 제외한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어 학교 교육이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의 다양한 학교 외부 기관과 협회, 

단체 등과의 밀접한 협력 하에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가 

교육을 위한 공동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취약 

계층 아동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독일의 헬링스캄프 

초등학교를 예로 학교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활발하게 협력하며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우수하게 실시하는 마을교육공동체적 학교운영의 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헬링스캄프 초등학교 
(Städtische Gemeinschaftsgrundschule 
– Hellingskampschule) 

헬링스캄프 초등학교는 1891년에 설립한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빌레펠트 시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사회소외계층 밀집 지역에 위치한 학교로 

대부분 학생이 국가의 생활 지원을 받는 가정의 자녀 

이거나 이주 배경이 있다. 학교 근처에 망명 신청자 

들을 위한 거주기관이 있어 이주 학생의 유입이 많다. 

아우스지들러(Aussiedler)❶와 망명 신청자들이 많았던 

1975년부터 독일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수업과 

지원학급을 운영하였다. 2007년부터 아우스지들러의 

이주가 급감하자 지원학급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2009년 

이라크 망명자가 대규모로 독일로 이주해 오면서 

지원학급을 재개설하였고 2015~2016년 독일이 전쟁과 

경제 난민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이주 학생이 더욱 

증가하였다. 헬링스캄프 초등학교는 불리한 환경의 

학생들이 낙오하지 않고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를 학교 

교육을 위한 공동체로 조성하기 위해 학교 외부의 교육 

파트너와 활발히 협력하며 학교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수한 학교 운영의 결과로 빌레펠트시에 

제2의 헬링스캄프 초등학교(분교)가 설립되었다.  현재 

헬링스캄프 초등학교에는 아프리카와 남동유럽의 여러 

국가 및 러시아 등 수십 개 국가에서 온 이주 학생이 

재학중이다. 헬링스캄프 초등학교 본교에는 150명, 제2 

헬링스캄프 초등학교에는 8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전체 

15명의 교사와 2명의 사회교육사(Sozialpädagoge), 2명의 

1)   이들은 독일인으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옛 소련과 동남유럽에 흩어져 살다가 귀향한 사람들로 대부분 옛 소련(51%)이나 폴란드(34%)에서 다시 돌아온 이들이며, 

 1950년에서 2002년까지 약 4천 3백만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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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사(Schulsozialarbeiter)가 근무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교사교육 및 학교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 실습생 및 자원봉사자, 온종일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간제 교육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헬링스캄프 초등학교의 교육지원의 토대 
- 교육 지원콘셉트

헬링스캄프 초등학교는 학교 입학 때에 학생, 학부모, 

학교가 교육과 훈육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이를 토대로 상호 밀접한 협력을 한다. 수업과 인성교육, 

미디어 교육, 학교폭력방지, 건강 보호 등의 교육 방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의 특성상 

밀집한 취약계층 학생을 위해 교사, 학교사회복지 관련 

전문 인력, 학교 외부기관이 활발히 협력하며 포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학교사회 

복지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다. 또한 독일어와 

독일 교육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난민 학생 및 중도입국 

이주 학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제학급 

(Internationale Klasse)”을 개설하고 의무형 온종일학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헬링스캄프 초등학교는 교육 지원을 받아 학생이 함양 

해야 할 역량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학생이 이러한 역량을 

2

함양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통해 학생의 능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각 학생의 개별 필요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헬링스캄프 초등학교는 학교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지역의 학교 외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매우 광범위한 학교 외부의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대표 협력 파트너는 빌레펠트 

지역 (이주민) 통합센터, 빌레펠트시 통역사 사무실, 지역 

적십자 협회, 빌레펠트 아동보호 협회의 대부(Paten) 

프로그램, 시 지역기관 “HELLI(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 

여가시설)”, 빌레펠트 전문대학교, “학교와 통합” 연구회, 

공익 상호문화협회 코스모폴리트(Kosmopolit), 빌레펠트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실험학교(Laborschule), 취약계층 

학생 대상 문화 프로젝트 운영 협회, 빌레펠트 디아코니, 

난민과 망명자를 위한 전문기관,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근교의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각종 

의료진(내과, 이비인후과, 안과, 치과, 보건청), 아동과 

청소년 심리 및 정신과 상담 및 치료 기관, 빌레펠트시 

학교심리학적 상담 기관, 응급상황의 가족 지원 전문기관, 

다양한 아동 돌봄 기관, 여가 활동을 위한 스포츠 협회, 

빌레펠트시 가족/청소년청, 취약 계층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시민 이니시어티브 타불라(Tabula) 협회 등이 있다. 

학교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지역사회와 만들어가는 
학교사회복지(교육복지) 프로그램

헬링스캄프 초등학교는 불리한 환경의 학생과 부모의 

필요를 고려하여 이들을 지속해서 지원하기 위해 학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 

사회복지 업무는 아동과 청소년, 가족의 교육과 복지와 

관련 있는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의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업무를 통해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헬링스캄프 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업의 목적은 

학생의 발달을 과정 중심으로 동행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교육과 관련 있는 학생과 가족의 다양한 문제를 도와 

출처: Hellingskampschule. 

http://hellingskampschule.de/userfiles/3.3.2__Schematische_Darstellung_Diagnose_und_Foerderung.pdf 

역량 진단 지원 프로그램

•사회적/감정적 역량

•동기

•지식과 이를 활용할 능력

•집중력

•정밀 운동능력

•인식

•인지능력

•어휘량

•운동력

•음운론적 능력

•언어역량

•읽기역량

•쓰기역량

•철자법 역량

•수학적 역량

•취학 전 아동 보육기관과 정보교환

•학교입학능력 진단(가을)

•학교입학능력 확대진단(봄)

•학교입학을 위한 의사진단

•교사/ 교사 외 교육인력의 학생 능력  관찰

•팀 수업 실시

•Dr. Gomm 음운론 테스트

•언어능력 검사(Mottier test)

•  교육과정 관련한 독일어와 수학 능력 지속 
진단

•읽기 속도, 내용 파악 관련 읽기 능력 검사

•고감도 검사

•2학년 말 수학능력검사

•학부모 상담 

•학교외부 지원 방안에 관한 정보제공

•국제학급

•  언어교육지원
-    RAA ❷ (지역 이주 아동과 청소년 지원기관)의 
독일어 교육 지원 수업 

-    미트슈프라흐 (Mitsprach: 언어교육지원) 
프로젝트 참여

•  인식/ 정밀운동력/ 산수 이해를 위한 
기초교육/ 독일어 역량/계산/읽기(독서) 
프로그램

•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개별 교육 
지원시간

•  모든 학생을 위한 개별 주간 계획 또는 작업 
계획 수립

•  학생의 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 
계획수립

•  온종일학교 

•  계산 장애 학생 교육

•  통합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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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사(Schulsozialarbeiter)가 근무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교사교육 및 학교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 실습생 및 자원봉사자, 온종일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간제 교육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헬링스캄프 초등학교의 교육지원의 토대 
- 교육 지원콘셉트

헬링스캄프 초등학교는 학교 입학 때에 학생, 학부모, 

학교가 교육과 훈육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이를 토대로 상호 밀접한 협력을 한다. 수업과 인성교육, 

미디어 교육, 학교폭력방지, 건강 보호 등의 교육 방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의 특성상 

밀집한 취약계층 학생을 위해 교사, 학교사회복지 관련 

전문 인력, 학교 외부기관이 활발히 협력하며 포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학교사회 

복지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다. 또한 독일어와 

독일 교육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난민 학생 및 중도입국 

이주 학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제학급 

(Internationale Klasse)”을 개설하고 의무형 온종일학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헬링스캄프 초등학교는 교육 지원을 받아 학생이 함양 

해야 할 역량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학생이 이러한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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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통해 학생의 능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각 학생의 개별 필요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헬링스캄프 초등학교는 학교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지역의 학교 외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매우 광범위한 학교 외부의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대표 협력 파트너는 빌레펠트 

지역 (이주민) 통합센터, 빌레펠트시 통역사 사무실, 지역 

적십자 협회, 빌레펠트 아동보호 협회의 대부(Paten) 

프로그램, 시 지역기관 “HELLI(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 

여가시설)”, 빌레펠트 전문대학교, “학교와 통합” 연구회, 

공익 상호문화협회 코스모폴리트(Kosmopolit), 빌레펠트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실험학교(Laborschule), 취약계층 

학생 대상 문화 프로젝트 운영 협회, 빌레펠트 디아코니, 

난민과 망명자를 위한 전문기관,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근교의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각종 

의료진(내과, 이비인후과, 안과, 치과, 보건청), 아동과 

청소년 심리 및 정신과 상담 및 치료 기관, 빌레펠트시 

학교심리학적 상담 기관, 응급상황의 가족 지원 전문기관, 

다양한 아동 돌봄 기관, 여가 활동을 위한 스포츠 협회, 

빌레펠트시 가족/청소년청, 취약 계층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시민 이니시어티브 타불라(Tabula) 협회 등이 있다. 

학교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지역사회와 만들어가는 
학교사회복지(교육복지) 프로그램

헬링스캄프 초등학교는 불리한 환경의 학생과 부모의 

필요를 고려하여 이들을 지속해서 지원하기 위해 학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 

사회복지 업무는 아동과 청소년, 가족의 교육과 복지와 

관련 있는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의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업무를 통해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헬링스캄프 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업의 목적은 

학생의 발달을 과정 중심으로 동행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교육과 관련 있는 학생과 가족의 다양한 문제를 도와 

출처: Hellingskampschule. 

http://hellingskampschule.de/userfiles/3.3.2__Schematische_Darstellung_Diagnose_und_Foerderu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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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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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역량

•취학 전 아동 보육기관과 정보교환

•학교입학능력 진단(가을)

•학교입학능력 확대진단(봄)

•학교입학을 위한 의사진단

•교사/ 교사 외 교육인력의 학생 능력  관찰

•팀 수업 실시

•Dr. Gomm 음운론 테스트

•언어능력 검사(Mottier test)

•  교육과정 관련한 독일어와 수학 능력 지속 
진단

•읽기 속도, 내용 파악 관련 읽기 능력 검사

•고감도 검사

•2학년 말 수학능력검사

•학부모 상담 

•학교외부 지원 방안에 관한 정보제공

•국제학급

•  언어교육지원
-    RAA ❷ (지역 이주 아동과 청소년 지원기관)의 
독일어 교육 지원 수업 

-    미트슈프라흐 (Mitsprach: 언어교육지원) 
프로젝트 참여

•  인식/ 정밀운동력/ 산수 이해를 위한 
기초교육/ 독일어 역량/계산/읽기(독서) 
프로그램

•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개별 교육 
지원시간

•  모든 학생을 위한 개별 주간 계획 또는 작업 
계획 수립

•  학생의 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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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분야는 첫째 동행, 지원, 상담과정을 통해 학생의 

인성과 사회성 그리고 절박한 위기 상황을 돕는 것, 둘째 

학생과 학부모를 학교 교육에 통합하고 새로운 관점과 

참여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 셋째 학부모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 넷째 온종일학교를 운영하는 교사 및 교육 

인력이 자신의 학급 또는 그룹과 갈등이 있을 때 자문과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 다섯째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상담을 제공하는 것, 여섯째 지역의 다양한 시설 

및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 일곱째 교사교육생 및 사회교육과 학교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이 헬링스캄프 학교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여 

헬링스캄프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고 그들의 전공교육을 

돕는 것이다. 

헬링스캄프 초등학교의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의 

소재 지역이 지난 2009년 국가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이주 배경이 있는 자, 한부모 가정 등 모든 

부분의 사회소외계층이 빌레펠트시에서 가장 밀집된 

지역으로 선정되어 국제학급이 개설되고 사회교육사 

닐스 벤쉬가 오면서 활성화되었다. 이후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닐스 벤쉬를 포함한 2명의 사회교육사와 2명의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사회복지사업 실현을 위한 멀티 

전문팀(multiprofessionellen Team)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소속기관 및 주 근무지, 담당업무가 다르다. 이들의 

업무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공동체적 

학교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회교육사 닐스 벤쉬는 헬링스캄프 초등학교 학교 

사회복지 업무의 중심으로, 독일어를 전혀 모르고 새로 

이주해오는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국제학급을 교사 

1인과 함께 담당하고 있다. 닐스 벤쉬는 국제학급의 

교육과 학급 학생과 학부모의 생활 전반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 및 시설과 협력하고 있다. 우선 

지자체의 통합청과 소통하며 이주 학생과 학부모의 생활 

및 교육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언어교육과 전체 교육과 

생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자신이 개발한 언어교육과 

지원 방안을 통합청에 제공하기도 하고 통합청에서 

교육 인력 대상으로 이주 학생 교육과 관련한 연수를 

시행하기도 한다. 학생이 자신이 처한 특수한 환경적 요인 

으로 심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학교심리학 상담기관에 

자문하거나 도움을 받도록 돕는다. 가족, 디아코니, 교육 

관련 지역의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자문을 받거나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연계하고 있다. 

취약 계층 학생 교육지원을 하는 타불라(Tabula) 협회와 

협력하여 국제학급의 학생이 방학기간 무상으로 방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타불라 협회에 

속한 자원봉사자가 매주 1회 국제학급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성탄절과 부활절 등 특별한 독일 명절 에는 기업 

및 개인 기부자를 찾아 선물 받기가 어려운 국제학급의 

모든 학생이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빌레펠트 

대학교와 협력하여 사회교육 또는 학교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국제학급에서 단기 또는 장기로 

실습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학급에는 지속해서 

1명 이상의 실습생이 이주 학생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정기적으로 국제학급 학부모의 

자녀 교육과 생활에 관한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을 

한다. 한편 닐스 벤쉬는 이주 학생 교육과 지원 전문가로 

타 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상담과 자문을 하고 이주 학생과 

학부모 교육 인력을 대상으로 여러 기관과 협회에서 연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사회교육사 하이드룬 프렝거의 주 업무는 입학생과 

재학생의 학업능력과 역량을 진단하는 것이다. 학생의 

역량에 따라 개별지원 계획을 세워 지원하고, 개별지원과 

관련하여 교사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상담을 제공한다. 

다른 소외계층 밀집 지역 학교 학생의 진단 업무도 겸하고 

있으며 타 학교에서 진단과 관련하여 지원 요청이 있으면 

상담을 제공한다. 업무의 특성상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 

사회교육사, 학부모 및 학교청, 학교심리학 기관과 밀접한 

협력을 하고 있다.

학교사회복지사 아크만은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 

(Bildungs- und Teilhabepaket)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 

교육을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은 

실업 수당이나 기초생활수급비 등 국가의 부조를 받는 

가정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국가 프로그램이다. 해당 

학생이 교육과 참여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소풍, 견학, 

수학여행비, 학교 교육을 위한 물품, 학교통학을 위한 

교통비, 과외 수업료 등의 학습지원비, 점심 급식비, 문화 

프로그램 참여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학부모가 독일어와 행정 사항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외 

아크만은 학교 학생 건강 보호 프로그램과 학부모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아크만은 업무 수행을 위해 지자체의 

청소년청, 복지와 건강, 문화 관련 부서 및 협회와 협력 

하고 있다. 

2

사회교육사

닐스 벤쉬 
(Nils Bensch)

•국제학급 담당

•  입학하거나 중도 입국하는 

이주 학생지원 담당

•  제1헬링스캄프 초등학교에서 

주 5일 근무 

•주 정부 직원

사회교육사

하이드룬 프렝거
(Heidrun Frenger)

•입학생 및 학생의 능력진단

•학생 능력에 따른 개별지원

•  타 학교 학생 능력진단과 

관련한 업무 자문

•  제1헬링스캄프 초등학교에서 

3일 플라스 초등학교에서 2

일 근무

•주 정부 직원

학교사회복지사

아크만
(Akman)

•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 관련 

업무

•  제1헬링스캄프 초등학교 3일, 

기타 학교에서 2일 근무

•  레게 (빌레펠트시 지역 

인력개발 기관) 직원

학교사회복지사

비안카 하이트만
(Bianca Heitmann)

•멀티전문팀 관련 업무

•새로 입학하는 이주 학생지원 

•  제2헬링스캄프슐레에서 3일 

학교청에서 2일 근무

•주 정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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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분야는 첫째 동행, 지원, 상담과정을 통해 학생의 

인성과 사회성 그리고 절박한 위기 상황을 돕는 것, 둘째 

학생과 학부모를 학교 교육에 통합하고 새로운 관점과 

참여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 셋째 학부모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 넷째 온종일학교를 운영하는 교사 및 교육 

인력이 자신의 학급 또는 그룹과 갈등이 있을 때 자문과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 다섯째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상담을 제공하는 것, 여섯째 지역의 다양한 시설 

및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 일곱째 교사교육생 및 사회교육과 학교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이 헬링스캄프 학교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여 

헬링스캄프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고 그들의 전공교육을 

돕는 것이다. 

헬링스캄프 초등학교의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의 

소재 지역이 지난 2009년 국가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이주 배경이 있는 자, 한부모 가정 등 모든 

부분의 사회소외계층이 빌레펠트시에서 가장 밀집된 

지역으로 선정되어 국제학급이 개설되고 사회교육사 

닐스 벤쉬가 오면서 활성화되었다. 이후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닐스 벤쉬를 포함한 2명의 사회교육사와 2명의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사회복지사업 실현을 위한 멀티 

전문팀(multiprofessionellen Team)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소속기관 및 주 근무지, 담당업무가 다르다. 이들의 

업무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공동체적 

학교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회교육사 닐스 벤쉬는 헬링스캄프 초등학교 학교 

사회복지 업무의 중심으로, 독일어를 전혀 모르고 새로 

이주해오는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국제학급을 교사 

1인과 함께 담당하고 있다. 닐스 벤쉬는 국제학급의 

교육과 학급 학생과 학부모의 생활 전반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 및 시설과 협력하고 있다. 우선 

지자체의 통합청과 소통하며 이주 학생과 학부모의 생활 

및 교육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언어교육과 전체 교육과 

생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자신이 개발한 언어교육과 

지원 방안을 통합청에 제공하기도 하고 통합청에서 

교육 인력 대상으로 이주 학생 교육과 관련한 연수를 

시행하기도 한다. 학생이 자신이 처한 특수한 환경적 요인 

으로 심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학교심리학 상담기관에 

자문하거나 도움을 받도록 돕는다. 가족, 디아코니, 교육 

관련 지역의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자문을 받거나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연계하고 있다. 

취약 계층 학생 교육지원을 하는 타불라(Tabula) 협회와 

협력하여 국제학급의 학생이 방학기간 무상으로 방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타불라 협회에 

속한 자원봉사자가 매주 1회 국제학급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성탄절과 부활절 등 특별한 독일 명절 에는 기업 

및 개인 기부자를 찾아 선물 받기가 어려운 국제학급의 

모든 학생이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빌레펠트 

대학교와 협력하여 사회교육 또는 학교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국제학급에서 단기 또는 장기로 

실습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학급에는 지속해서 

1명 이상의 실습생이 이주 학생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정기적으로 국제학급 학부모의 

자녀 교육과 생활에 관한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을 

한다. 한편 닐스 벤쉬는 이주 학생 교육과 지원 전문가로 

타 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상담과 자문을 하고 이주 학생과 

학부모 교육 인력을 대상으로 여러 기관과 협회에서 연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사회교육사 하이드룬 프렝거의 주 업무는 입학생과 

재학생의 학업능력과 역량을 진단하는 것이다. 학생의 

역량에 따라 개별지원 계획을 세워 지원하고, 개별지원과 

관련하여 교사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상담을 제공한다. 

다른 소외계층 밀집 지역 학교 학생의 진단 업무도 겸하고 

있으며 타 학교에서 진단과 관련하여 지원 요청이 있으면 

상담을 제공한다. 업무의 특성상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 

사회교육사, 학부모 및 학교청, 학교심리학 기관과 밀접한 

협력을 하고 있다.

학교사회복지사 아크만은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 

(Bildungs- und Teilhabepaket)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 

교육을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은 

실업 수당이나 기초생활수급비 등 국가의 부조를 받는 

가정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국가 프로그램이다. 해당 

학생이 교육과 참여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소풍, 견학, 

수학여행비, 학교 교육을 위한 물품, 학교통학을 위한 

교통비, 과외 수업료 등의 학습지원비, 점심 급식비, 문화 

프로그램 참여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학부모가 독일어와 행정 사항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외 

아크만은 학교 학생 건강 보호 프로그램과 학부모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아크만은 업무 수행을 위해 지자체의 

청소년청, 복지와 건강, 문화 관련 부서 및 협회와 협력 

하고 있다. 

2

사회교육사

닐스 벤쉬 
(Nils Bensch)

•국제학급 담당

•  입학하거나 중도 입국하는 

이주 학생지원 담당

•  제1헬링스캄프 초등학교에서 

주 5일 근무 

•주 정부 직원

사회교육사

하이드룬 프렝거
(Heidrun Frenger)

•입학생 및 학생의 능력진단

•학생 능력에 따른 개별지원

•  타 학교 학생 능력진단과 

관련한 업무 자문

•  제1헬링스캄프 초등학교에서 

3일 플라스 초등학교에서 2

일 근무

•주 정부 직원

학교사회복지사

아크만
(Akman)

•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 관련 

업무

•  제1헬링스캄프 초등학교 3일, 

기타 학교에서 2일 근무

•  레게 (빌레펠트시 지역 

인력개발 기관) 직원

학교사회복지사

비안카 하이트만
(Bianca Heitmann)

•멀티전문팀 관련 업무

•새로 입학하는 이주 학생지원 

•  제2헬링스캄프슐레에서 3일 

학교청에서 2일 근무

•주 정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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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사회복지사 비안카 하이트만은 새로 이주한 

학생의 교육 통합을 지원하는 멀티 전문팀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하여 원활한 팀 운영을 돕는다. 멀티 

전문팀은 취약 계층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사 및 사회교육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다. 비아카 하이트만은 헬링스캄프 

초등학교와 학교청에서 근무하고 주 업무는 멀티 전문팀 

지원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확립하는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며 학교의 상황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학교와 학교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외 학생과 학부모 상담, 학생 개별 

지원, 지원 프로젝트 운영 등의 학교사회복지 업무와 

취학 전 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 입학, 국제학급에서 일반 

학급으로 편입, 초등학교 졸업 후 중등학교 진학의 학생 

교육 이행기 과정도 지원하고 있다.   

학부모 협력

이주 배경이 있는 학생 및 취약계층 아동의 학교 적응과 

교육의 성공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학부모의 

적극적인 지원과 학교와 학부모 간의 신뢰와 협력이다. 

헬링스캄프 초등학교는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결정적인 

중복되거나 상호 책임 전가가 있을 수 있어 수요자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취약계층 

학생의 경우 타고난 고착화된 환경의 불리함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기회가 적다. 교육 환경적인 측면에서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체로 

정보에 어둡고 동기도 낮다. 또한 교육은 가족 내에서 시작 

되며 가족은 아동과 청소년 삶 전체에 관련이 있으므로 

개별 학생의 능력과 실정 그리고 가족을 통합한 지원을 

통해서야만 출신 배경에서 야기되는 교육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헬링스캄프 초등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 전문 인력은 이들의 조력자로 학생의 

개별적 흥미와 요구, 교육을 위한 개인의 전제조건과 

능력을 인식하여 지원하고 학부모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부모의 양육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여러 분야의 

학교사회복지 인력이 같은 학교에서 협력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더욱 전문적인 도움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관련 기관 간에 정보 공유와 소통이 

수월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세분된 인력이 구축하는 

교육지원 네트워크의 확대는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간 공동체적인 교육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므로 학부모도 독일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교사와 학교사회복지 

전문 인력은 편지, 전화, 학부모의 밤, 면담시간을 통해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상담을 하고 있다. 

사회교육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과 학부모가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정해진 면담시간 외에도 수시로 

연락하며 가정방문도 자주 한다. 자녀 교육의 어려움이나 

교육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합한 지원을 연계하거나 

직접 돕고 있다. 헬링스캄프 초등학교에는 이주민으로 

독일어가 부족하고 독일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가 많으므로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가 거주지를 구하는 것이나 구직하는 것도 

돕고 있으며 학부모가 독일 교육과 문화를 바로 이해하고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급 프로그램, 

학교축제, 놀이, 만들기, 요리 프로그램, 견학 등에 참여 

하도록 한다. 

특징 및 시사점

헬링스캄프 초등학교는 독일의 연계체계를 토대로 

학교를 마을교육공동체로 훌륭히 운영하고 있다. 취약 

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은 다방면의 후원이 필요한데 

헬링스캄프 초등학교는 다양한 학교사회복지 인력을 

중심으로 이들의 지원 분야를 전문적으로 세분화하여 

이들이 각자 분담한 업무 분야에 따라 여러 방면으로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협력을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필요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였다. 지역 사회와의 다방면의 협력과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공동체로 

협력하도록 하여 모두가 함께하며,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실현하고 마을교육공동체와 같은 

학교 운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분야의 인력과 

기관의 연계 협력은 협력을 위한 조율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업무분담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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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내용은 2017년 9월 1일 헬링스캄프 초등학교 사회교육사 닐스 벤쉬와 

인터뷰를 정리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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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사회복지사 비안카 하이트만은 새로 이주한 

학생의 교육 통합을 지원하는 멀티 전문팀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하여 원활한 팀 운영을 돕는다. 멀티 

전문팀은 취약 계층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사 및 사회교육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다. 비아카 하이트만은 헬링스캄프 

초등학교와 학교청에서 근무하고 주 업무는 멀티 전문팀 

지원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확립하는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며 학교의 상황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학교와 학교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외 학생과 학부모 상담, 학생 개별 

지원, 지원 프로젝트 운영 등의 학교사회복지 업무와 

취학 전 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 입학, 국제학급에서 일반 

학급으로 편입, 초등학교 졸업 후 중등학교 진학의 학생 

교육 이행기 과정도 지원하고 있다.   

학부모 협력

이주 배경이 있는 학생 및 취약계층 아동의 학교 적응과 

교육의 성공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학부모의 

적극적인 지원과 학교와 학부모 간의 신뢰와 협력이다. 

헬링스캄프 초등학교는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결정적인 

중복되거나 상호 책임 전가가 있을 수 있어 수요자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취약계층 

학생의 경우 타고난 고착화된 환경의 불리함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기회가 적다. 교육 환경적인 측면에서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체로 

정보에 어둡고 동기도 낮다. 또한 교육은 가족 내에서 시작 

되며 가족은 아동과 청소년 삶 전체에 관련이 있으므로 

개별 학생의 능력과 실정 그리고 가족을 통합한 지원을 

통해서야만 출신 배경에서 야기되는 교육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헬링스캄프 초등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 전문 인력은 이들의 조력자로 학생의 

개별적 흥미와 요구, 교육을 위한 개인의 전제조건과 

능력을 인식하여 지원하고 학부모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부모의 양육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여러 분야의 

학교사회복지 인력이 같은 학교에서 협력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더욱 전문적인 도움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관련 기관 간에 정보 공유와 소통이 

수월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세분된 인력이 구축하는 

교육지원 네트워크의 확대는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간 공동체적인 교육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므로 학부모도 독일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교사와 학교사회복지 

전문 인력은 편지, 전화, 학부모의 밤, 면담시간을 통해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상담을 하고 있다. 

사회교육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과 학부모가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정해진 면담시간 외에도 수시로 

연락하며 가정방문도 자주 한다. 자녀 교육의 어려움이나 

교육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합한 지원을 연계하거나 

직접 돕고 있다. 헬링스캄프 초등학교에는 이주민으로 

독일어가 부족하고 독일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가 많으므로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가 거주지를 구하는 것이나 구직하는 것도 

돕고 있으며 학부모가 독일 교육과 문화를 바로 이해하고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급 프로그램, 

학교축제, 놀이, 만들기, 요리 프로그램, 견학 등에 참여 

하도록 한다. 

특징 및 시사점

헬링스캄프 초등학교는 독일의 연계체계를 토대로 

학교를 마을교육공동체로 훌륭히 운영하고 있다. 취약 

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은 다방면의 후원이 필요한데 

헬링스캄프 초등학교는 다양한 학교사회복지 인력을 

중심으로 이들의 지원 분야를 전문적으로 세분화하여 

이들이 각자 분담한 업무 분야에 따라 여러 방면으로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협력을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필요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였다. 지역 사회와의 다방면의 협력과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공동체로 

협력하도록 하여 모두가 함께하며,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실현하고 마을교육공동체와 같은 

학교 운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분야의 인력과 

기관의 연계 협력은 협력을 위한 조율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업무분담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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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옥진  인천신현고등학교  수석교사

각 미디어에서 보는 
인천신현고의 특별함

오래전에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다. 포스터 속에 있는 여주인공의 아름다움에 

이끌리기도 하였지만 메리에게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였던 터였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쯤 

그 특별함이 무엇인지 알고는 혼자 웃었던 유쾌한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2017년 봄부터 “인천신현고에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영화 제목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신문과 방송에서 

취재를 나오더니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을 붙여 보도하였다.  

「인천신현고, 학생들에게 수업 선택권 줬더니 잠자는 

아이들이 ‘싹~’」 (중앙일보),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과목 

선택하고 수업 주도, 생각하는 힘이 자라요!」 (동아일보), 

「“반은 같아도 시간표가 달라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늘린 신현고를 가보니...」 (한겨레), 「학생중심 선택교육과정, 

학교를 찾아가다 인천 최초 자율형 공립고」 (월간 좋은 

교사), 「고교학점제 성공적 정착 요건은?」 (MBC) 등이다. 

전국의 각 교육청과 학교에서 
신현고를 탐방하러 오다

신문과 방송의 보도를 보고 이제는 각 지역의 학교와 

교육청에서 버스를 대절하여 신현고의 특별함을 찾으러 

탐방을 온다. 그러면 교장, 교감선생님께서는 학생의 교과 

선택권 확대와 선진형교과교실제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곳곳에 있는 홈베이스 및 교과교실을 안내한다. 신현고의 

선진형교과교실제는 아이들이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교과교실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짝꿍하고도 

시간표가 다르면 서로 다른 교실로 가야한다.

사실, 신현고의 특별함이란 학생의 미래를 고민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에 있다.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5년이면 교육과정이 바뀌고 

아이들이 한 세대를 만들어 변한다고 한다. 소위 2009 개정 

교육과정 세대, 2015 개정 교육과정 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지속적으로 수능 방식이 바뀌고 대입 방법이 

바뀌는 통에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정책을 따라가기 바빴다. 

그래서 애초에 신현고는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교육의 본질과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하기로 하였다. 

지금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과 내용이 

아이들의 미래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면서 다양성을 요구하는 사회에 적응할 능력을 

길러주는 것인지에 대하여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토론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여 중지를 모았다. 이 토론 문화라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선생님들은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신현고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니까 

특별함의 하나일 수도 있겠다.

2017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교육과정 TF팀이 

꾸려졌다. 5월에는 교육과정 편성 관련 제반 여건을 

분석하고, 학생(학부모)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신설 과목 

개설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교육부가 보도자료(2017. 5.17)를 

통해 내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하였으나 고교 학점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현재 신현고는 기초, 탐구, 예술·체육교과 영역 

외에 13개의 과제 연구, 공학기술, 정보, 창업, 진로와 직업, 

환경과 녹색성장, 보건, 심리학, 교육학, 논술, 인문학적 

상상여행, 논리학, 철학, 실용 경제,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이 개설되어 있고 실제로 학생들이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금 현재 신현고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택교과 확대는 

차후 고교학점제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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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옥진  인천신현고등학교  수석교사

각 미디어에서 보는 
인천신현고의 특별함

오래전에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다. 포스터 속에 있는 여주인공의 아름다움에 

이끌리기도 하였지만 메리에게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였던 터였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쯤 

그 특별함이 무엇인지 알고는 혼자 웃었던 유쾌한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2017년 봄부터 “인천신현고에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영화 제목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신문과 방송에서 

취재를 나오더니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을 붙여 보도하였다.  

「인천신현고, 학생들에게 수업 선택권 줬더니 잠자는 

아이들이 ‘싹~’」 (중앙일보),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과목 

선택하고 수업 주도, 생각하는 힘이 자라요!」 (동아일보), 

「“반은 같아도 시간표가 달라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늘린 신현고를 가보니...」 (한겨레), 「학생중심 선택교육과정, 

학교를 찾아가다 인천 최초 자율형 공립고」 (월간 좋은 

교사), 「고교학점제 성공적 정착 요건은?」 (MBC) 등이다. 

전국의 각 교육청과 학교에서 
신현고를 탐방하러 오다

신문과 방송의 보도를 보고 이제는 각 지역의 학교와 

교육청에서 버스를 대절하여 신현고의 특별함을 찾으러 

탐방을 온다. 그러면 교장, 교감선생님께서는 학생의 교과 

선택권 확대와 선진형교과교실제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곳곳에 있는 홈베이스 및 교과교실을 안내한다. 신현고의 

선진형교과교실제는 아이들이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교과교실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짝꿍하고도 

시간표가 다르면 서로 다른 교실로 가야한다.

사실, 신현고의 특별함이란 학생의 미래를 고민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에 있다.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5년이면 교육과정이 바뀌고 

아이들이 한 세대를 만들어 변한다고 한다. 소위 2009 개정 

교육과정 세대, 2015 개정 교육과정 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지속적으로 수능 방식이 바뀌고 대입 방법이 

바뀌는 통에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정책을 따라가기 바빴다. 

그래서 애초에 신현고는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교육의 본질과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하기로 하였다. 

지금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과 내용이 

아이들의 미래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면서 다양성을 요구하는 사회에 적응할 능력을 

길러주는 것인지에 대하여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토론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여 중지를 모았다. 이 토론 문화라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선생님들은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신현고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니까 

특별함의 하나일 수도 있겠다.

2017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교육과정 TF팀이 

꾸려졌다. 5월에는 교육과정 편성 관련 제반 여건을 

분석하고, 학생(학부모)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신설 과목 

개설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교육부가 보도자료(2017. 5.17)를 

통해 내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하였으나 고교 학점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현재 신현고는 기초, 탐구, 예술·체육교과 영역 

외에 13개의 과제 연구, 공학기술, 정보, 창업, 진로와 직업, 

환경과 녹색성장, 보건, 심리학, 교육학, 논술, 인문학적 

상상여행, 논리학, 철학, 실용 경제,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이 개설되어 있고 실제로 학생들이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금 현재 신현고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택교과 확대는 

차후 고교학점제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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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의 열정으로 시작된 
학생 참여형수업

신현고를 방문하신 선생님들께서 학교 탐방이 끝나 

가면 수석교사인 나에게 살짝 질문을 하신다. “학교의 

시스템과 운영의 장점을 알겠는데 그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이냐?”고. 5월 어느 날 기획회의 시간에 

사회과 부장선생님께서 프린트된 용지를 나누어주셨다. 

법과 정치라는 교과 시간에 학생들이 학교에 정책 제안을 

해왔는데 상당히 많은 제안이 나와서 기록했으니 살펴보라는 

것 이였다. 읽어보니 몇 개의 문제점은 학생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적혀 있고 또 몇 개는 학교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적혀 있었다. 

통상의 기획회의를 생각하며 유인물을 접어서 수첩에 

넣는 순간 부장선생님들의 토의가 시작되었다. 학년은 

학년대로 교과는 교과대로 행정실은 행정실대로 나름의 

의견이 있었고 교장선생님께서는 최선의 해결 방법을 유도해 

내셨다. 그렇게 해서 해결된 것이 화장실은 예쁘게 개조해서 

모자랐던 여학생용 탈의실을 만들었고, 공영교실의 책상 속 

휴지를 버리지 않도록 서랍을 제거 하였다. 학생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수업 시간에 배운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를 노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생식당 앞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게시판이 

만들어지고 길가 좌판대 같은 것도 펼쳐진다. 수업 중 

제작된 프로젝트 자료를 발표하여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자 포스트잇을 나누어주기도 하고 창업 시간에 제작한 

물건들을 내놓고 판매를 하며 창업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체험한다. 선생님은 선생님들대로 

학생들의 참여형수업을 위해 고민하고 함께 연구하며 함께 

수업디자인을 한다. 그래서 어렵다는 융합수업(STEAM)이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국어 시간에는 역사, 수학, 미술이 

함께한다. 인문학적 상상여행 시간에는 특색 있는 주제로 

작가와 래퍼를 초대하여 글쓰기와 힙합을 즐기기도 하며 

동시에 X좌표 갤러리를 전시한다. 지리 시간에는 드론을 

제작해 하늘 높이 날려서 촬영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동네 

지도를 그린다. 사회와 미술 연계 수업 시간에는 세계 

시민교육을 실시하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가지에 대한 

실천적 방법을 탐색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선다. 

과학 교과로 가면 점점 더욱 풍성해진다. 그래서 아이들은 

수업이 즐겁다고 한다.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다. 그런데 한편으론 그렇게 학생활동중심 수업을 

하면 수능 점수가 떨어지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분도 있다 

그러나 단언컨대 아이들의 성적은 더욱 향상되어 갔다.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격려하는 
관리자의 소통법

위와 같은 학교 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아주 많은 

선생님들의 열정과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지 

않을까 늘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표정이 대체로 편안해 보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밀어붙이면 안 되겠다는 염려가 생긴다. 

또한 무엇을 어떻게 수업 하는지 선생님들의 교육 철학을 

신뢰하고 밀어주는 관리자의 믿음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다양한 교사협의체가 힘이 되기도 한다. 저 경력교사 

협의회, 고 경력교사 협의회, 복직교사 협의회, 유아맘교사 

협의회, 각 교과 협의회 등 꽤 많은 협의회가 있고 매월 1회 

야자수 날(금요일 오후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 없는 날)을 

통해서 교사들끼리 동아리 활동도 하며 격려하고 위안 받곤 

한다. 한 번은 유아맘교사 협의회라는 제법 애교스러운 

협의체가 있는데, 이 협의회 도중 교장선생님께서 육아의 

고충을 들어주시다가 아기를 매우 잘 돌볼 수 있으니 너무 

급하면 걱정하지 말고 교장실로 데리고 오라는 말씀에 몇 

명의 아기까지 보실 수 있냐는 질문을 받고 모두 웃었던 

1

일이 있었다. 교장선생님의 탈권위적인 수평적 리더십이 

선생님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얼굴에 미소를 만든다.

학생들이 선택한 교과,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탐구하고 체험하다

소수의 학생들이 배우고 싶다고 신청한 교과가 12개 

반이 개설되어 있다. 보통 한 학급에 6명부터 12명이 

수업을 한다. 그래서 소수 학급반이라고 한다. 이런 소수 

학급 반에는 소위 말하는 ‘덕후’가 많다. 덕후는 한 분야에 

미칠 정도로 빠진 사람을 의미하는 일본말 ‘오타쿠’를 

한국식 발음으로 줄임말인데 이런 아이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프로젝트 수업을 주도적으로 실시한다. 

그래서 꽤 흥미로운 수업 모형이 이루어진다. 이 덕후들 

때문에 선생님들은 더 공부하고 수업 준비에 여념이 없다.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21세기 미래형 수업 모형이 

실시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주연이고 선생님이 조력자가 

된다. 또한 이런 수업은 교실을 벗어나 체험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 아이들 스스로 규칙을 지키고 자연스럽게 공강 시간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알게 된다. 타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한다. ‘학생들이 딴 짓 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지켜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그러나 아이들은 자율성과 책임감이 함께 한다는 

것을 배운 것 같다. 또한 학교는 학부모와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학기 초에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며 소통하고, 

가정통신문으로 설명하며 이해를 구한다. 이런 학교 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아주 많은 선생님들의 준비와 열정과 

학부모의 신뢰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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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의 열정으로 시작된 
학생 참여형수업

신현고를 방문하신 선생님들께서 학교 탐방이 끝나 

가면 수석교사인 나에게 살짝 질문을 하신다. “학교의 

시스템과 운영의 장점을 알겠는데 그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이냐?”고. 5월 어느 날 기획회의 시간에 

사회과 부장선생님께서 프린트된 용지를 나누어주셨다. 

법과 정치라는 교과 시간에 학생들이 학교에 정책 제안을 

해왔는데 상당히 많은 제안이 나와서 기록했으니 살펴보라는 

것 이였다. 읽어보니 몇 개의 문제점은 학생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적혀 있고 또 몇 개는 학교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적혀 있었다. 

통상의 기획회의를 생각하며 유인물을 접어서 수첩에 

넣는 순간 부장선생님들의 토의가 시작되었다. 학년은 

학년대로 교과는 교과대로 행정실은 행정실대로 나름의 

의견이 있었고 교장선생님께서는 최선의 해결 방법을 유도해 

내셨다. 그렇게 해서 해결된 것이 화장실은 예쁘게 개조해서 

모자랐던 여학생용 탈의실을 만들었고, 공영교실의 책상 속 

휴지를 버리지 않도록 서랍을 제거 하였다. 학생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수업 시간에 배운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를 노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생식당 앞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게시판이 

만들어지고 길가 좌판대 같은 것도 펼쳐진다. 수업 중 

제작된 프로젝트 자료를 발표하여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자 포스트잇을 나누어주기도 하고 창업 시간에 제작한 

물건들을 내놓고 판매를 하며 창업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체험한다. 선생님은 선생님들대로 

학생들의 참여형수업을 위해 고민하고 함께 연구하며 함께 

수업디자인을 한다. 그래서 어렵다는 융합수업(STEAM)이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국어 시간에는 역사, 수학, 미술이 

함께한다. 인문학적 상상여행 시간에는 특색 있는 주제로 

작가와 래퍼를 초대하여 글쓰기와 힙합을 즐기기도 하며 

동시에 X좌표 갤러리를 전시한다. 지리 시간에는 드론을 

제작해 하늘 높이 날려서 촬영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동네 

지도를 그린다. 사회와 미술 연계 수업 시간에는 세계 

시민교육을 실시하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가지에 대한 

실천적 방법을 탐색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선다. 

과학 교과로 가면 점점 더욱 풍성해진다. 그래서 아이들은 

수업이 즐겁다고 한다.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다. 그런데 한편으론 그렇게 학생활동중심 수업을 

하면 수능 점수가 떨어지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분도 있다 

그러나 단언컨대 아이들의 성적은 더욱 향상되어 갔다.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격려하는 
관리자의 소통법

위와 같은 학교 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아주 많은 

선생님들의 열정과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지 

않을까 늘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표정이 대체로 편안해 보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밀어붙이면 안 되겠다는 염려가 생긴다. 

또한 무엇을 어떻게 수업 하는지 선생님들의 교육 철학을 

신뢰하고 밀어주는 관리자의 믿음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다양한 교사협의체가 힘이 되기도 한다. 저 경력교사 

협의회, 고 경력교사 협의회, 복직교사 협의회, 유아맘교사 

협의회, 각 교과 협의회 등 꽤 많은 협의회가 있고 매월 1회 

야자수 날(금요일 오후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 없는 날)을 

통해서 교사들끼리 동아리 활동도 하며 격려하고 위안 받곤 

한다. 한 번은 유아맘교사 협의회라는 제법 애교스러운 

협의체가 있는데, 이 협의회 도중 교장선생님께서 육아의 

고충을 들어주시다가 아기를 매우 잘 돌볼 수 있으니 너무 

급하면 걱정하지 말고 교장실로 데리고 오라는 말씀에 몇 

명의 아기까지 보실 수 있냐는 질문을 받고 모두 웃었던 

1

일이 있었다. 교장선생님의 탈권위적인 수평적 리더십이 

선생님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얼굴에 미소를 만든다.

학생들이 선택한 교과,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탐구하고 체험하다

소수의 학생들이 배우고 싶다고 신청한 교과가 12개 

반이 개설되어 있다. 보통 한 학급에 6명부터 12명이 

수업을 한다. 그래서 소수 학급반이라고 한다. 이런 소수 

학급 반에는 소위 말하는 ‘덕후’가 많다. 덕후는 한 분야에 

미칠 정도로 빠진 사람을 의미하는 일본말 ‘오타쿠’를 

한국식 발음으로 줄임말인데 이런 아이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프로젝트 수업을 주도적으로 실시한다. 

그래서 꽤 흥미로운 수업 모형이 이루어진다. 이 덕후들 

때문에 선생님들은 더 공부하고 수업 준비에 여념이 없다.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21세기 미래형 수업 모형이 

실시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주연이고 선생님이 조력자가 

된다. 또한 이런 수업은 교실을 벗어나 체험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 아이들 스스로 규칙을 지키고 자연스럽게 공강 시간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알게 된다. 타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한다. ‘학생들이 딴 짓 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지켜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그러나 아이들은 자율성과 책임감이 함께 한다는 

것을 배운 것 같다. 또한 학교는 학부모와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학기 초에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며 소통하고, 

가정통신문으로 설명하며 이해를 구한다. 이런 학교 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아주 많은 선생님들의 준비와 열정과 

학부모의 신뢰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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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올해는 해마다 실시하는 공자 학당을 외교적 문제로 

실시하지 못하고 얼마 전에 일본 학생들이 방문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홈스테이를 하다가 돌아갔다. 

본교도 11월에 초청이 되어서 일본어 집중반 아이들이 

방문하게 되어 있다. 그 외에 하와이 주립대학교와 MOU가 

체결되어 있어서 여름 방학 때 하와이에 가서 수업을 한다. 

이런 대외적인 큰 행사는 바쁜 선생님들을 대신하여 교장, 

교감선생님께서 직접 발로 뛰신다. 이렇게 모두가 함께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쉽게 지치지 않는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만드는 행복 교육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착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원한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원하는 대학에 

붙기를 바란다. 그러나 아이들은 시험 성적이 행복의 순서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공부를 해야 함을 알기에 힘들어 하고 

있다. 선생님과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너의 꿈을 알아야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너의 꿈이 무엇이냐고 끊임없이 

묻는다. 하지만 직업에 대한 생각도 진로에 대한 생각도 

막연하게 느끼는 아이들이 제법 많다. 학교는 이 아이들을 

위해 어떤 교육을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 

하였고, 진솔하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TF팀은 2학기에 들어서자마자 매주 

월요일, 밤늦게까지 토론하고 제안하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요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교육 

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점은 다르지 않다. 본교는 

고교 학점제 시행 시기와 상관없이 학생의 요구가 있는 

선택과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둘째, 2018년도에는 

공통과목 위주의 편성이 예상되며, 2019년에는 선택과목이 

학점제 형식으로 구성될 것이다. 셋째, 학점제가 시행된다면 

성취평가제가 확대 정착될 것이고 학기 단위 집중이수제가 

불가피 할 것이다. 넷째, 수능 등 대입 전형이 학점제 추진을 

전제로 조정되어야 하고 학교는 학생 참여형수업과 역량 

강화 수업을 실시한다.

학교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실시를 위한 제언하기

2017년 교육부에서 예고한 고교학점제가 가능하게 

하려면 다음 4가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첫째, 교과 

교실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한정되어 있는 각 

학급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획일적인 수업 환경은 다양한 

교과목을 수용하기가 힘들다. 둘째, 학생 선택권이 확대되어 

있는 교과 시간표를 실시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교과를 선택하고 자기주도적학습을 하게 

해야 한다. 셋째, 학생 참여형수업을 연구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의지와 자칫 지칠 수 있는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관리자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장소와 도구가 있다고 한들 그것을 사용하는 

선생님들이 지치면 무용지물이 된다. 넷째, 교양 과목과 

진로선택 과목의 전문성 있는 교사의 수급이다. 지금은 교양 

교과목을 보통 교과 선생님들이 선택하여 가르치고 있지만 

학생들이 의식하고 있는 교과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받기가 어렵다.

마치면서

행복학교는 잘 구성된 교육과정이나 잘 지어진 교과 

교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다루어 

주는 선생님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관리자와 선생님을 

존중하는 학생, 그리고 학교를 믿어주는 학부모가 함께 모여 

소통하면서 만들어나가는 커다란 성과 같은 것이다. 

지역 사회와 해외 학교로 

넓혀가는 학교 교육 

인성 교육과 역량 교육은 교과 교육 안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2017년 6월에는 효 교육과 호국 

교육을 융합수업 형태로 국어, 사회, 음악교과 선생님들께서 

함께 하기로 하였다. 학교 주변에 거주하시는 6.25 참전 

용사 분들을 찾아서 학교에 모시고 학생들과 조촐한 행사를 

하였다. 한 분, 한 분, 참전 장소와 부대 이름을 영상으로 

보며 건강하시라고 박수쳐 드리고 합창도 하였다. 한 참전 

용사 할아버지께서 답례 인사를 하시면서 감격하는 모습에 

아이들은 매우 숙연한 모습이었다. 또한 지역의 무형문화재 

전수자가 음악 시간에 초빙되어 전통 음악을 전수해준다. 

기술·가정 시간에는 전통 장 담그기를 배운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전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수업 시간에 체험 

기회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고등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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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올해는 해마다 실시하는 공자 학당을 외교적 문제로 

실시하지 못하고 얼마 전에 일본 학생들이 방문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홈스테이를 하다가 돌아갔다. 

본교도 11월에 초청이 되어서 일본어 집중반 아이들이 

방문하게 되어 있다. 그 외에 하와이 주립대학교와 MOU가 

체결되어 있어서 여름 방학 때 하와이에 가서 수업을 한다. 

이런 대외적인 큰 행사는 바쁜 선생님들을 대신하여 교장, 

교감선생님께서 직접 발로 뛰신다. 이렇게 모두가 함께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쉽게 지치지 않는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만드는 행복 교육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착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원한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원하는 대학에 

붙기를 바란다. 그러나 아이들은 시험 성적이 행복의 순서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공부를 해야 함을 알기에 힘들어 하고 

있다. 선생님과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너의 꿈을 알아야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너의 꿈이 무엇이냐고 끊임없이 

묻는다. 하지만 직업에 대한 생각도 진로에 대한 생각도 

막연하게 느끼는 아이들이 제법 많다. 학교는 이 아이들을 

위해 어떤 교육을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 

하였고, 진솔하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TF팀은 2학기에 들어서자마자 매주 

월요일, 밤늦게까지 토론하고 제안하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요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교육 

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점은 다르지 않다. 본교는 

고교 학점제 시행 시기와 상관없이 학생의 요구가 있는 

선택과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둘째, 2018년도에는 

공통과목 위주의 편성이 예상되며, 2019년에는 선택과목이 

학점제 형식으로 구성될 것이다. 셋째, 학점제가 시행된다면 

성취평가제가 확대 정착될 것이고 학기 단위 집중이수제가 

불가피 할 것이다. 넷째, 수능 등 대입 전형이 학점제 추진을 

전제로 조정되어야 하고 학교는 학생 참여형수업과 역량 

강화 수업을 실시한다.

학교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실시를 위한 제언하기

2017년 교육부에서 예고한 고교학점제가 가능하게 

하려면 다음 4가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첫째, 교과 

교실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한정되어 있는 각 

학급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획일적인 수업 환경은 다양한 

교과목을 수용하기가 힘들다. 둘째, 학생 선택권이 확대되어 

있는 교과 시간표를 실시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교과를 선택하고 자기주도적학습을 하게 

해야 한다. 셋째, 학생 참여형수업을 연구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의지와 자칫 지칠 수 있는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관리자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장소와 도구가 있다고 한들 그것을 사용하는 

선생님들이 지치면 무용지물이 된다. 넷째, 교양 과목과 

진로선택 과목의 전문성 있는 교사의 수급이다. 지금은 교양 

교과목을 보통 교과 선생님들이 선택하여 가르치고 있지만 

학생들이 의식하고 있는 교과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받기가 어렵다.

마치면서

행복학교는 잘 구성된 교육과정이나 잘 지어진 교과 

교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다루어 

주는 선생님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관리자와 선생님을 

존중하는 학생, 그리고 학교를 믿어주는 학부모가 함께 모여 

소통하면서 만들어나가는 커다란 성과 같은 것이다. 

지역 사회와 해외 학교로 

넓혀가는 학교 교육 

인성 교육과 역량 교육은 교과 교육 안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2017년 6월에는 효 교육과 호국 

교육을 융합수업 형태로 국어, 사회, 음악교과 선생님들께서 

함께 하기로 하였다. 학교 주변에 거주하시는 6.25 참전 

용사 분들을 찾아서 학교에 모시고 학생들과 조촐한 행사를 

하였다. 한 분, 한 분, 참전 장소와 부대 이름을 영상으로 

보며 건강하시라고 박수쳐 드리고 합창도 하였다. 한 참전 

용사 할아버지께서 답례 인사를 하시면서 감격하는 모습에 

아이들은 매우 숙연한 모습이었다. 또한 지역의 무형문화재 

전수자가 음악 시간에 초빙되어 전통 음악을 전수해준다. 

기술·가정 시간에는 전통 장 담그기를 배운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전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수업 시간에 체험 

기회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고등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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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2

여인서  성미산학교 12학년

들어가며

제도권학교는 학교와 학교 밖 사회가 상당히 분리되어 

있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실생활에서 유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적인 경우도 있고, 정말 필요한 것들은 

졸업 이후에 다시 배워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내 친구의 

경우,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울 수 없어서 늘 답답하다고 

말한다. 정치참여에 대한 이해, 성교육, 학생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진로탐색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꿈일 뿐이라고 

말하며 친구는 울분을 터뜨렸다. 학교 공동체에서 차별과 

혐오를 경험했다는 얘기를 듣는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관계도 수평적이기 어려워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친구들이 

있다. 청소년은 아직 어리니까, 입시 준비를 해야 하니까, 

스무 살이 아니니까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정치 참여나 사회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따가운 

시선이 꽂힌다. 

내가 11년째 다니고 있는 성미산학교는 이런 학교교육의 

한계를 인식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 탄생했으며, 

성미산학교가 위치해있는 곳은 서울 마포에 위치한 

‘성미산마을’이다.

성미산마을은 ‘성미산’이라는 마을 뒷산이 개발되려는 

위기 속에서 만들어졌다. 성미산은 마을 사람들에게 

놀이터이자 휴식 공간, 생태교육의 현장이었고 삶에 

있어 아주 중요한 존재였다. 마을 사람들은 베어지는 

나무를 끌어안고 포크레인 위에 올라가면서 성미산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이 뭉치게 

되었고, 생태마을에 대한 필요를 공유하게 되면서 

‘성미산마을’이라는 네트워크를 만들게 된 것이다. 때문에 

성미산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은 생태주의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 마을은 ‘전환마을 만들기’라는 

지향점이자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런 저런 

일들이 벌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환은 생태적인 

삶으로의 전환, 세상을 대하는 태도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하는 삶을 버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함께 할 

동료들이 생길 수 있도록, 다시는 성미산과 같은 곳에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일을 한다. 마을 사람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카페, 소비자 협동조합 등을 

만들었고 자본이 만드는 예술을 넘어 마을 사람들과 밀접한 

예술활동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각종 마을 동아리와 마을 

극장을 만들었다. 고립되지 않는 삶을 위해 공동주택과 

복지단체를 설립하기도 했다. 생태교육에 대한 필요를 

바탕으로 공동육아 어린이집, 마을 방과후 교실 등이 

탄생했고, 같은 맥락에서 마을 대안학교인 ‘성미산학교’가 

만들어졌다.

전환마을 만들기 - 절전소

성미산학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전환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다. 도시에서 

생태적인 자립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삶을 ‘전환’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옷, 집, 밥, 물건 

등 삶을 채우는 다양한 것들을 생태적으로 바꿔내려 하고 

있다. 성미산학교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핵 이슈에 집중하고 있는데,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며 

기계의존적인 핵에너지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대안을 

찾아가고 있다. 그 맥락에서 에너지를 줄이는 프로젝트와 

에너지를 만드는 실험들이 전환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의 양 

날개가 되어 벌어지고 있다.

「절전소 프로젝트」는 ‘전기를 아끼는 것이 곧 전기를 

생산하는 것’ 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성미산학교와 성미산마을 구성원들에게 교육,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절전 의지를 불타게 만들고,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아이디어 상품을 판매하는 일들을 꾸미고 있다.

가장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에너지 모니터링」과 

성미산학교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4년에 개교한 대안학교이다. 1994년 서울 마포에 세워진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들어서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성미산 개발 저지를 위한 주민들의 노력으로 추진된 마을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2004년 9월 마을학교를 표방하는 학교로 문을 열었다. 초중고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60여 명의 학생들과 20여 명의 교사,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강사와 보조교사로 참여하여 함께 운영되고 있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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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2

여인서  성미산학교 12학년

들어가며

제도권학교는 학교와 학교 밖 사회가 상당히 분리되어 

있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실생활에서 유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적인 경우도 있고, 정말 필요한 것들은 

졸업 이후에 다시 배워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내 친구의 

경우,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울 수 없어서 늘 답답하다고 

말한다. 정치참여에 대한 이해, 성교육, 학생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진로탐색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꿈일 뿐이라고 

말하며 친구는 울분을 터뜨렸다. 학교 공동체에서 차별과 

혐오를 경험했다는 얘기를 듣는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관계도 수평적이기 어려워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친구들이 

있다. 청소년은 아직 어리니까, 입시 준비를 해야 하니까, 

스무 살이 아니니까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정치 참여나 사회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따가운 

시선이 꽂힌다. 

내가 11년째 다니고 있는 성미산학교는 이런 학교교육의 

한계를 인식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 탄생했으며, 

성미산학교가 위치해있는 곳은 서울 마포에 위치한 

‘성미산마을’이다.

성미산마을은 ‘성미산’이라는 마을 뒷산이 개발되려는 

위기 속에서 만들어졌다. 성미산은 마을 사람들에게 

놀이터이자 휴식 공간, 생태교육의 현장이었고 삶에 

있어 아주 중요한 존재였다. 마을 사람들은 베어지는 

나무를 끌어안고 포크레인 위에 올라가면서 성미산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이 뭉치게 

되었고, 생태마을에 대한 필요를 공유하게 되면서 

‘성미산마을’이라는 네트워크를 만들게 된 것이다. 때문에 

성미산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은 생태주의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 마을은 ‘전환마을 만들기’라는 

지향점이자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런 저런 

일들이 벌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환은 생태적인 

삶으로의 전환, 세상을 대하는 태도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하는 삶을 버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함께 할 

동료들이 생길 수 있도록, 다시는 성미산과 같은 곳에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일을 한다. 마을 사람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카페, 소비자 협동조합 등을 

만들었고 자본이 만드는 예술을 넘어 마을 사람들과 밀접한 

예술활동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각종 마을 동아리와 마을 

극장을 만들었다. 고립되지 않는 삶을 위해 공동주택과 

복지단체를 설립하기도 했다. 생태교육에 대한 필요를 

바탕으로 공동육아 어린이집, 마을 방과후 교실 등이 

탄생했고, 같은 맥락에서 마을 대안학교인 ‘성미산학교’가 

만들어졌다.

전환마을 만들기 - 절전소

성미산학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전환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다. 도시에서 

생태적인 자립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삶을 ‘전환’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옷, 집, 밥, 물건 

등 삶을 채우는 다양한 것들을 생태적으로 바꿔내려 하고 

있다. 성미산학교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핵 이슈에 집중하고 있는데,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며 

기계의존적인 핵에너지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대안을 

찾아가고 있다. 그 맥락에서 에너지를 줄이는 프로젝트와 

에너지를 만드는 실험들이 전환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의 양 

날개가 되어 벌어지고 있다.

「절전소 프로젝트」는 ‘전기를 아끼는 것이 곧 전기를 

생산하는 것’ 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성미산학교와 성미산마을 구성원들에게 교육,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절전 의지를 불타게 만들고,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아이디어 상품을 판매하는 일들을 꾸미고 있다.

가장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에너지 모니터링」과 

성미산학교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4년에 개교한 대안학교이다. 1994년 서울 마포에 세워진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들어서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성미산 개발 저지를 위한 주민들의 노력으로 추진된 마을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2004년 9월 마을학교를 표방하는 학교로 문을 열었다. 초중고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60여 명의 학생들과 20여 명의 교사,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강사와 보조교사로 참여하여 함께 운영되고 있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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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랑 쉬는 시간」 행사를 개최하는 작업이다. 에너지 

모니터링은 학교 구성원들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양을 수집하고 그래프, 그림 등으로 표현해 구성원들이 

절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젝트이다. 

최근에는 ‘절전 마일리지 통장’ 서비스를 만들어 마일리지를 

이용해 절전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모니터링과 함께 각 가정의 전기 사용량, 누진세, 

대기전력 등을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해주는 ‘에너지 진단’도 

하고 있다. 가장 많이 전기를 줄인 가정에게는 「지구와 쉬는 

시간」 행사에서 소정의 선물도 증정하고 있다. 「지구와 쉬는 

시간」은 한 시간 동안 불을 끄고 학교 강당에 모여 지구에게 

쉬는 시간을 주는 성미산학교의 전통 행사다. 절전소 

프로젝트에서는 행사를 기획, 준비하고 있으며 공연, ‘이 

달의 절전 왕’ 시상식, 영상 상영 등을 맡고 있다. 학교 구성원 

뿐 아니라 마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마을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나는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자전거 

발전기를 돌려보기 위해 초등학생들이 일렬로 줄을 서있는 

모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자전거 발전기는 버려진 

자전거와 두 다리만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작은 발전기다. 

전기를 아끼는 것과 동시에 전기를 만드는 것을 「지구와 쉬는 

시간」이라는 행사를 통해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다.

절전소 프로젝트는 학교를 넘어 마을에서도 절전을 

함께 하길 바라고 있다. 마을에 있는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방과후 교실을 대상으로 절전, 탈핵에 대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고 멀티탭, 태양광 발전기 등 절전 상품 등을 

보급하고 있다. 마을 내에 「함께 전환하기 모임」을 만들어 

세미나도 진행 중이다.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전보다 

태양광 발전기가 자주 보인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도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는데 물론 전력 자급률에 있어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내가 나의 전기를 직접 만들고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니 

뿌듯한 마음이 들곤 한다. 소문을 듣고 옆집과 옆옆집, 

그 집의 옆집도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은 마을의 

전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함께 전환하기 모임」에 

참여하며 마을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어둠과 

촛불이 익숙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절전소 프로젝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환 프로젝트 - 완전연소

앞서 성미산학교의 전환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는 전기를 

줄이는 프로젝트와 전기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어있다고 말했다. 전기를 줄이는 작업은 「절전소 프로 

젝트」로, 전기를 만드는 작업은 「적정기술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 적정기술은 누구든지 만들고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자연에 피해가 가지 않는 기술, 소통이 가능 

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흔히 제 3세계에만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알려져 있는데, 어디서든지 환경에 맞춰 유동적으로 

변형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적정기술이다. 최근에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적정기술이 많이 

알려져 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성미산마을 사람 

모두에게 ‘적정’한 기술은 무엇인지 연구하고 보급하는 

일들이 적정기술 프로젝트에서 이뤄지고 있다.

생태건축과 대안에너지를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작업은 「완전연소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연소는 성미산마을이나 그 주변 

커뮤니티에 조리용 화덕을 보급하는 성미산학교의 대표 

동아리다. 

완전연소의 화덕은 조금 특별하다. 한정적인 연료인 

가스, 전기를 이용하지 않아 지속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연료를 이용해 최대의 화력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원리와 제작 과정이 간단해 

누구든지 쉽게 제작하고 이용할 수 있다. 화덕을 이용해 

맛있는 음식을 해먹으며 마을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완전연소 화덕의 초기 모델은 성미산마을 근처에 위치한 

텃밭에 위치해있다. 작물을 키우고 요리해서 남은 것들을 

퇴비로 만들고, 다시 그 퇴비로 농사를 짓는 순환고리를 

만들 필요를 느꼈고, 화덕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만드는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지만 그만큼 설치하는 과정에서 텃밭 

이용자들과 마을 사람들과 교류도 활발했다. 화덕 제작 

작업을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만드냐?’, ‘무슨 원리냐?’, ‘우리 집에도 지어주면 안되냐?’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는 화덕의 원리, 적정기술의 의미 

등을 알릴 수 있었고 운 좋게도 화덕 제작 수주를 받을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마을 곳곳에 있는 공동주택에 화덕을 보급 

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각 주택에 필요에 따라 변형과 

개조 과정을 거쳐 총 세 개의 화덕을 보급했다. 소문을 

듣고서 다른 공동주택, 커뮤니티 텃밭, 타 대안학교들에서 

화덕을 만들어달라고 연락이 왔고, 본격적으로 화덕 보급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어 마포구와 서울 각지에서 열린 도시농업 축제에 

가서 화덕 시연을 해보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직 도시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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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랑 쉬는 시간」 행사를 개최하는 작업이다. 에너지 

모니터링은 학교 구성원들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양을 수집하고 그래프, 그림 등으로 표현해 구성원들이 

절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젝트이다. 

최근에는 ‘절전 마일리지 통장’ 서비스를 만들어 마일리지를 

이용해 절전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모니터링과 함께 각 가정의 전기 사용량, 누진세, 

대기전력 등을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해주는 ‘에너지 진단’도 

하고 있다. 가장 많이 전기를 줄인 가정에게는 「지구와 쉬는 

시간」 행사에서 소정의 선물도 증정하고 있다. 「지구와 쉬는 

시간」은 한 시간 동안 불을 끄고 학교 강당에 모여 지구에게 

쉬는 시간을 주는 성미산학교의 전통 행사다. 절전소 

프로젝트에서는 행사를 기획, 준비하고 있으며 공연, ‘이 

달의 절전 왕’ 시상식, 영상 상영 등을 맡고 있다. 학교 구성원 

뿐 아니라 마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마을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나는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자전거 

발전기를 돌려보기 위해 초등학생들이 일렬로 줄을 서있는 

모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자전거 발전기는 버려진 

자전거와 두 다리만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작은 발전기다. 

전기를 아끼는 것과 동시에 전기를 만드는 것을 「지구와 쉬는 

시간」이라는 행사를 통해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다.

절전소 프로젝트는 학교를 넘어 마을에서도 절전을 

함께 하길 바라고 있다. 마을에 있는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방과후 교실을 대상으로 절전, 탈핵에 대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고 멀티탭, 태양광 발전기 등 절전 상품 등을 

보급하고 있다. 마을 내에 「함께 전환하기 모임」을 만들어 

세미나도 진행 중이다.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전보다 

태양광 발전기가 자주 보인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도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는데 물론 전력 자급률에 있어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내가 나의 전기를 직접 만들고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니 

뿌듯한 마음이 들곤 한다. 소문을 듣고 옆집과 옆옆집, 

그 집의 옆집도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은 마을의 

전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함께 전환하기 모임」에 

참여하며 마을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어둠과 

촛불이 익숙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절전소 프로젝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환 프로젝트 - 완전연소

앞서 성미산학교의 전환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는 전기를 

줄이는 프로젝트와 전기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어있다고 말했다. 전기를 줄이는 작업은 「절전소 프로 

젝트」로, 전기를 만드는 작업은 「적정기술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 적정기술은 누구든지 만들고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자연에 피해가 가지 않는 기술, 소통이 가능 

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흔히 제 3세계에만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알려져 있는데, 어디서든지 환경에 맞춰 유동적으로 

변형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적정기술이다. 최근에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적정기술이 많이 

알려져 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성미산마을 사람 

모두에게 ‘적정’한 기술은 무엇인지 연구하고 보급하는 

일들이 적정기술 프로젝트에서 이뤄지고 있다.

생태건축과 대안에너지를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작업은 「완전연소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연소는 성미산마을이나 그 주변 

커뮤니티에 조리용 화덕을 보급하는 성미산학교의 대표 

동아리다. 

완전연소의 화덕은 조금 특별하다. 한정적인 연료인 

가스, 전기를 이용하지 않아 지속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연료를 이용해 최대의 화력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원리와 제작 과정이 간단해 

누구든지 쉽게 제작하고 이용할 수 있다. 화덕을 이용해 

맛있는 음식을 해먹으며 마을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완전연소 화덕의 초기 모델은 성미산마을 근처에 위치한 

텃밭에 위치해있다. 작물을 키우고 요리해서 남은 것들을 

퇴비로 만들고, 다시 그 퇴비로 농사를 짓는 순환고리를 

만들 필요를 느꼈고, 화덕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만드는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지만 그만큼 설치하는 과정에서 텃밭 

이용자들과 마을 사람들과 교류도 활발했다. 화덕 제작 

작업을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만드냐?’, ‘무슨 원리냐?’, ‘우리 집에도 지어주면 안되냐?’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는 화덕의 원리, 적정기술의 의미 

등을 알릴 수 있었고 운 좋게도 화덕 제작 수주를 받을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마을 곳곳에 있는 공동주택에 화덕을 보급 

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각 주택에 필요에 따라 변형과 

개조 과정을 거쳐 총 세 개의 화덕을 보급했다. 소문을 

듣고서 다른 공동주택, 커뮤니티 텃밭, 타 대안학교들에서 

화덕을 만들어달라고 연락이 왔고, 본격적으로 화덕 보급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어 마포구와 서울 각지에서 열린 도시농업 축제에 

가서 화덕 시연을 해보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직 도시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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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덕이란 이질적인 것 같다. 도시는 집과 집 사이가 너무 

가까워 연기배출에 어려움이 있고, 공동주택이 아닌 작은 

가구단위의 집은 비용과 관리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버튼을 누르면 불이 나는 자동적인 기술이 아닌 

화덕은 원시적이고 후진 것 같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다. 

때문에 화덕을 제작하는 것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안내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성미산학교의 7-8학년 학생들이 머물고 있는 

강원도 홍천 농장학교에 난로 겸 화덕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의 적정기술은 어떤 

형태일지, 추운 날씨, 난로와 화덕이 어떤 역할을 할지, 

7-8학년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기대된다.

완전연소는 화덕을 보급하는 사업을 통해 작지만 수익도 

창출할 수 있었다.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은 마을에서 직접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진로 탐색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 완전연소를 함께 하는 

친구들은 마을 안에 자신의 역할이 생긴 것 같아 기쁘고 

뿌듯하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들의 적정기술 체험 정도에서 

그쳤던 프로젝트가 점점 마을의 특별한 기술로 여겨지게 

되면서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고 말한 친구들도 있었다.

물론 아직은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고 기술도 부족하다. 하지만 열심히 연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다 보면 화덕이 마을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한 부분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화덕 뿐 아니라 다양한 적정기술을 공부하고 적용해 

넓은 영역으로 확장해보고자 한다. 화덕을 보급한다는 건 

휴대폰, 에어컨과 같이 일반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다르다. 삶에 대한 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함께 전환마을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며, 좋은 관계를 만드는 일이다. 

이런 의미 있는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면 좋겠다.

마을 사람 모으기 - 노인과 함께

도시화와 자본주의는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파편화시키고 조각내기도 한다. 정상성의 범주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되었고,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에 

고립된다. 성미산마을과 성미산학교는 이런 도시의 한계를 

인식하고 해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성미산학교에서는 주로 마을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과 

관계를 맺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 초등과정에서는 

「할머니의 밥상」 프로젝트로, 중등 과정에서는 「청춘쌀롱」과 

「구술생애사」 프로젝트로 함께하고 있다.

「할머니의 밥상」은 초등 4-5학년 과정에서 2012년, 마을 

근처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반찬을 나누어드리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4-5학년은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들을 

익히는 ‘살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 ‘밥살림’ 

프로젝트에서 할머니의 밥상을 도맡았다. 학생들은 직접 

장을 보고 요리를 해서 자립을 위한 기술을 익힐 수 있었고, 

어르신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의 고립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이 작업이 이어지고 변형되면서 요즘은 한 학기에 

한두 번, 어르신들을 학교로 초대하는 형태로 관계를 맺고 

있다. 학생들은 직접 먹거리와 공연 등을 준비하고 안마를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학생들은 어르신들의 

거동이 점점 어려워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진다고 말한다.

중등에서는 마을 복지단체가 준비하고 있는 「청춘쌀롱」과 

「월례밥상」에서 일손을 돕고 있다. 청춘쌀롱은 일주일에 한 

번, 밤에는 술집으로, 낮에는 비워져있는 마을 가게에서 

어르신들이 음식도 먹고, 공연도 보고, 이런 저런 체험도 

하는 행사다. 중등에서는 저번 학기에 열심히 배웠던 직조 

워크샵을 진행했다. 양말 공장에서 버려진 양말목을 이용해 

컵받침을 만들었는데, 손 운동과 눈 운동을 하니 좋다고 

집에 여러 장 가져가신 분들도 있었다. 이외에도 음식도 

같이 준비하고 노래 공연 등도 하며 인연을 이어왔다. 

월례밥상도 비슷한 행사로, 한 달에 한 번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다.

이 과정에서 중등 학생들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고, 이들의 이야기와 역사에 대해 관심이 

생긴 친구들은 「구술생애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인터뷰해 글로 풀어보는 

작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쓰인다고 한다. 

학생들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지금은 공원처럼 된 

성미산이 예전에는 공동묘지였다는 것, 성산동, 서교동, 

망원동이 전부 다 당근밭이었다는 것, 여우가 꼬리를 질질 

끌고 다녔다는 것 등등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앞으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동화책이나 영상물 등 컨텐츠 제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성미산마을은 마을과 마을 바깥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성산동, 망원동, 서교동 등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긴 하지만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교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성미산마을에 살고는 있지만 자신을 마을 사람이라고 

정체화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게다가 부모와 아이로 

이루어진 교육공동체가 마을의 중심이 되어있기 때문에 

노인, 청년, 1인 가정 등은 마을일을 함께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할머니의 밥상, 청춘쌀롱, 월례밥상을 

통해 ‘마을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들이 하나 둘 씩 

늘어가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노인이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일련의 작업들은 아주 흥미로운 것 같다. 오늘날 노인의 

손기술이나 지혜는 낡고 후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노인과 젊은이들의 정치적, 감정적, 경제적 대립관계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여러 방면에서 

주체로 인정받기 힘들며, 이른바 386세대가 사회와 마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때문에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 소통하고 연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노인 뿐 아니라,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마을 구성원으로 정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런 저런 일들을 많이 벌여보고자 한다.

마을 다시 만들기 - 작은나무 옮겨심기

성미산마을이 위치한 성산동, 서교동, 망원동 일대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한국어로 ‘둥지 내몰림’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지역의 발전에 공헌한 세입자들이 임대료가 

올라 도리어 쫓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성미산마을도 

2



교육현장 Report 1

교육개발 2017년 9+10월호_ 6766

교육현장 Report

66

화덕이란 이질적인 것 같다. 도시는 집과 집 사이가 너무 

가까워 연기배출에 어려움이 있고, 공동주택이 아닌 작은 

가구단위의 집은 비용과 관리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버튼을 누르면 불이 나는 자동적인 기술이 아닌 

화덕은 원시적이고 후진 것 같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다. 

때문에 화덕을 제작하는 것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안내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성미산학교의 7-8학년 학생들이 머물고 있는 

강원도 홍천 농장학교에 난로 겸 화덕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의 적정기술은 어떤 

형태일지, 추운 날씨, 난로와 화덕이 어떤 역할을 할지, 

7-8학년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기대된다.

완전연소는 화덕을 보급하는 사업을 통해 작지만 수익도 

창출할 수 있었다.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은 마을에서 직접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진로 탐색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 완전연소를 함께 하는 

친구들은 마을 안에 자신의 역할이 생긴 것 같아 기쁘고 

뿌듯하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들의 적정기술 체험 정도에서 

그쳤던 프로젝트가 점점 마을의 특별한 기술로 여겨지게 

되면서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고 말한 친구들도 있었다.

물론 아직은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고 기술도 부족하다. 하지만 열심히 연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다 보면 화덕이 마을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한 부분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화덕 뿐 아니라 다양한 적정기술을 공부하고 적용해 

넓은 영역으로 확장해보고자 한다. 화덕을 보급한다는 건 

휴대폰, 에어컨과 같이 일반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다르다. 삶에 대한 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함께 전환마을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며, 좋은 관계를 만드는 일이다. 

이런 의미 있는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면 좋겠다.

마을 사람 모으기 - 노인과 함께

도시화와 자본주의는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파편화시키고 조각내기도 한다. 정상성의 범주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되었고,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에 

고립된다. 성미산마을과 성미산학교는 이런 도시의 한계를 

인식하고 해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성미산학교에서는 주로 마을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과 

관계를 맺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 초등과정에서는 

「할머니의 밥상」 프로젝트로, 중등 과정에서는 「청춘쌀롱」과 

「구술생애사」 프로젝트로 함께하고 있다.

「할머니의 밥상」은 초등 4-5학년 과정에서 2012년, 마을 

근처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반찬을 나누어드리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4-5학년은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들을 

익히는 ‘살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 ‘밥살림’ 

프로젝트에서 할머니의 밥상을 도맡았다. 학생들은 직접 

장을 보고 요리를 해서 자립을 위한 기술을 익힐 수 있었고, 

어르신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의 고립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이 작업이 이어지고 변형되면서 요즘은 한 학기에 

한두 번, 어르신들을 학교로 초대하는 형태로 관계를 맺고 

있다. 학생들은 직접 먹거리와 공연 등을 준비하고 안마를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학생들은 어르신들의 

거동이 점점 어려워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진다고 말한다.

중등에서는 마을 복지단체가 준비하고 있는 「청춘쌀롱」과 

「월례밥상」에서 일손을 돕고 있다. 청춘쌀롱은 일주일에 한 

번, 밤에는 술집으로, 낮에는 비워져있는 마을 가게에서 

어르신들이 음식도 먹고, 공연도 보고, 이런 저런 체험도 

하는 행사다. 중등에서는 저번 학기에 열심히 배웠던 직조 

워크샵을 진행했다. 양말 공장에서 버려진 양말목을 이용해 

컵받침을 만들었는데, 손 운동과 눈 운동을 하니 좋다고 

집에 여러 장 가져가신 분들도 있었다. 이외에도 음식도 

같이 준비하고 노래 공연 등도 하며 인연을 이어왔다. 

월례밥상도 비슷한 행사로, 한 달에 한 번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다.

이 과정에서 중등 학생들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고, 이들의 이야기와 역사에 대해 관심이 

생긴 친구들은 「구술생애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인터뷰해 글로 풀어보는 

작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쓰인다고 한다. 

학생들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지금은 공원처럼 된 

성미산이 예전에는 공동묘지였다는 것, 성산동, 서교동, 

망원동이 전부 다 당근밭이었다는 것, 여우가 꼬리를 질질 

끌고 다녔다는 것 등등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앞으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동화책이나 영상물 등 컨텐츠 제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성미산마을은 마을과 마을 바깥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성산동, 망원동, 서교동 등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긴 하지만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교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성미산마을에 살고는 있지만 자신을 마을 사람이라고 

정체화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게다가 부모와 아이로 

이루어진 교육공동체가 마을의 중심이 되어있기 때문에 

노인, 청년, 1인 가정 등은 마을일을 함께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할머니의 밥상, 청춘쌀롱, 월례밥상을 

통해 ‘마을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들이 하나 둘 씩 

늘어가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노인이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일련의 작업들은 아주 흥미로운 것 같다. 오늘날 노인의 

손기술이나 지혜는 낡고 후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노인과 젊은이들의 정치적, 감정적, 경제적 대립관계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여러 방면에서 

주체로 인정받기 힘들며, 이른바 386세대가 사회와 마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때문에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 소통하고 연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노인 뿐 아니라,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마을 구성원으로 정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런 저런 일들을 많이 벌여보고자 한다.

마을 다시 만들기 - 작은나무 옮겨심기

성미산마을이 위치한 성산동, 서교동, 망원동 일대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한국어로 ‘둥지 내몰림’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지역의 발전에 공헌한 세입자들이 임대료가 

올라 도리어 쫓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성미산마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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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었고, 이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해서 만든 마을 가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더불어 마을 사람들이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공동의 필요가 생겨나게 

되었다.

마을의 입구에 위치한 ‘작은나무’ 카페는 성미산마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의 출자로 만들어진 

작은나무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카페이자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사랑방, 문화예술공간으로 10여 년째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새 건물을 짓는다는 임대인의 

결정에 마을 사람들은 작은나무 공간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은 여러 형태로 

힘을 모았다. 우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해결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라는 요구, 마을공동체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다. 결국 

작은나무는 재계약에 실패했고, 2017년 8월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기 전까지 성미산학교 포스트중등은 작은 나무를 

잘 보내기 위해 「작은나무 옮겨심기」 프로젝트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작은나무와 작별인사를 하고, 다시 작은나무와 

비슷한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였다. 

첫 번째는 기록하기였다. 포스트중등 학생들은 출판 

작업을 통해 작은 나무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자 했다. 

10년 가까이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벌어졌던 일들, 

작은나무를 거쳐간 사람들, 작은나무의 역할 등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집필해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작업이다. 

공간은 없어져도 기억들과 기록들은 남는다. 작은나무와 

비슷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혹은 작은나무와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는 공간들이 작은나무의 기록들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록과 더불어 작은나무를 

활성화하는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했다. 초기에 비해 확연히 

준 이용자 수를 늘리고, 작은나무가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실험 들을 해보았다. 포스트중등 학생들이 

직접 작은나무를 운영해보기도 했고 관심사를 반영해 

사진전시, 주점, 공기청정기 제작 워크샵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불화자 벗과 지화자 

좋다>라는 파티 였는데, 브래지어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과 춤추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다. 작은나무라는 

공간이 카페를 넘어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나누고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것 같아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또한 

작은나무 앞에서 못난이 작물들을 판매하는 사업도 

진행해봤다. 성미산학교 7-8학년이 머물고 있는 홍천에서 

농사짓고 남은 채소들을 싸게 공급받아 판매했고, 수익은 

작은나무 옮겨심기 프로젝트 운영비로 쓰였다. 손님들은 

작물들을 사면서 자연스럽게 카페에도 들어오게 되었고, 

작은나무의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공감대를 모을 수 

있었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작은나무를 보내는 작업을 했다면, 

한편에서는 새로운 공간을 상상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마을의 공공공간은 어떤 모습일지, 누가 오게 될지, 

무슨 일을 벌일지 고민해보았다. 포스트중등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으로 공공공간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보편적인 디자인’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성별, 나이, 장애유무, 

부 등과 관계없이 공간, 서비스 등을 이용해야 한다는 

관점이기도 하다. 유니버설 디자인 팀은 현재 작은나무의 

유니버설 디자인 현황을 파악해보고 대안을 만들어보는 

일을 진행했고, 새로 생길 마을 공공공간이 어떤 모습이면 

좋겠는지 함께 상상해보았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 포스트중 

등은 졸업 이후에 어떤 공간에서 누구와 함께 무슨 일들을 

꾸며나갈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고, 

작은나무와도 따뜻한 이별을 맞이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마을 공공공간과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작업들을 마을 

사람들과 이어가보면 좋겠다.

마치며

졸업을 할 때, 회사에 입사했을 때,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을 

때 우리는 흔히 ‘사회에 나간다’라는 표현을 사용 한다. 

하지만 우리는 한 순간도 사회에서 벗어난 삶을 산 적이 

없다. 그 곳이 어디든 사람과, 사람이 만든 것들이 있으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은 

대학 입학 후의 삶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학교에만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며, 학교 바깥과 꾸준히 연결되어야 한다. 

정치 참여와 지역 커뮤니티 연계를 쉽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사회’라고 불리는 곳에서도 청소년을 두 팔 

벌려 환영해주어야 한다. 

성미산학교는 학교와 바깥의 경계가 없다. 방과후에 

학생들은 마을 카페나 마을 방과후 교실에서 시간을 

보내며, 부모들도 마을 동아리, 공방 등에서 시간을 보내곤 

한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져와 

학생들과 나누기도 한다. 이처럼 학교가 마을이고, 마을이 

곧 학교이다. 나는 졸업을 앞두고 있다. 학교에 다니는 나와 

그렇지 않은 나는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결되는 삶을 살고 싶다. 졸업을 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마을에서 할 일을 찾는 것,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이 

성미산학교의 목표이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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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었고, 이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해서 만든 마을 가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더불어 마을 사람들이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공동의 필요가 생겨나게 

되었다.

마을의 입구에 위치한 ‘작은나무’ 카페는 성미산마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의 출자로 만들어진 

작은나무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카페이자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사랑방, 문화예술공간으로 10여 년째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새 건물을 짓는다는 임대인의 

결정에 마을 사람들은 작은나무 공간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은 여러 형태로 

힘을 모았다. 우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해결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라는 요구, 마을공동체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다. 결국 

작은나무는 재계약에 실패했고, 2017년 8월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기 전까지 성미산학교 포스트중등은 작은 나무를 

잘 보내기 위해 「작은나무 옮겨심기」 프로젝트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작은나무와 작별인사를 하고, 다시 작은나무와 

비슷한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였다. 

첫 번째는 기록하기였다. 포스트중등 학생들은 출판 

작업을 통해 작은 나무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자 했다. 

10년 가까이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벌어졌던 일들, 

작은나무를 거쳐간 사람들, 작은나무의 역할 등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집필해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작업이다. 

공간은 없어져도 기억들과 기록들은 남는다. 작은나무와 

비슷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혹은 작은나무와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는 공간들이 작은나무의 기록들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록과 더불어 작은나무를 

활성화하는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했다. 초기에 비해 확연히 

준 이용자 수를 늘리고, 작은나무가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실험 들을 해보았다. 포스트중등 학생들이 

직접 작은나무를 운영해보기도 했고 관심사를 반영해 

사진전시, 주점, 공기청정기 제작 워크샵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불화자 벗과 지화자 

좋다>라는 파티 였는데, 브래지어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과 춤추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다. 작은나무라는 

공간이 카페를 넘어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나누고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것 같아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또한 

작은나무 앞에서 못난이 작물들을 판매하는 사업도 

진행해봤다. 성미산학교 7-8학년이 머물고 있는 홍천에서 

농사짓고 남은 채소들을 싸게 공급받아 판매했고, 수익은 

작은나무 옮겨심기 프로젝트 운영비로 쓰였다. 손님들은 

작물들을 사면서 자연스럽게 카페에도 들어오게 되었고, 

작은나무의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공감대를 모을 수 

있었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작은나무를 보내는 작업을 했다면, 

한편에서는 새로운 공간을 상상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마을의 공공공간은 어떤 모습일지, 누가 오게 될지, 

무슨 일을 벌일지 고민해보았다. 포스트중등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으로 공공공간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보편적인 디자인’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성별, 나이, 장애유무, 

부 등과 관계없이 공간, 서비스 등을 이용해야 한다는 

관점이기도 하다. 유니버설 디자인 팀은 현재 작은나무의 

유니버설 디자인 현황을 파악해보고 대안을 만들어보는 

일을 진행했고, 새로 생길 마을 공공공간이 어떤 모습이면 

좋겠는지 함께 상상해보았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 포스트중 

등은 졸업 이후에 어떤 공간에서 누구와 함께 무슨 일들을 

꾸며나갈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고, 

작은나무와도 따뜻한 이별을 맞이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마을 공공공간과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작업들을 마을 

사람들과 이어가보면 좋겠다.

마치며

졸업을 할 때, 회사에 입사했을 때,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을 

때 우리는 흔히 ‘사회에 나간다’라는 표현을 사용 한다. 

하지만 우리는 한 순간도 사회에서 벗어난 삶을 산 적이 

없다. 그 곳이 어디든 사람과, 사람이 만든 것들이 있으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은 

대학 입학 후의 삶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학교에만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며, 학교 바깥과 꾸준히 연결되어야 한다. 

정치 참여와 지역 커뮤니티 연계를 쉽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사회’라고 불리는 곳에서도 청소년을 두 팔 

벌려 환영해주어야 한다. 

성미산학교는 학교와 바깥의 경계가 없다. 방과후에 

학생들은 마을 카페나 마을 방과후 교실에서 시간을 

보내며, 부모들도 마을 동아리, 공방 등에서 시간을 보내곤 

한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져와 

학생들과 나누기도 한다. 이처럼 학교가 마을이고, 마을이 

곧 학교이다. 나는 졸업을 앞두고 있다. 학교에 다니는 나와 

그렇지 않은 나는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결되는 삶을 살고 싶다. 졸업을 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마을에서 할 일을 찾는 것,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이 

성미산학교의 목표이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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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실태를 통해 바라본 학생의 삶
길혜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연구위원

초·중·고등학생들이 
경험한 학교폭력 피해 

다음 [그림 1]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2012년 

이후 2017년까지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수와 피해율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처음 실시된 201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2013년에 보고된 피해학생 수와 

피해 응답률은 크게 감소하였고, 2014년 이후로는 줄곧 

감소하면서 1%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전수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1%라고 할지라도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3만 7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피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그 결과를 학교 

급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매 조사시기마다 초등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율이 중·고등학교보다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들어가며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포함하여 청소년들 간 

가혹한 폭력 사태가 언론과 SNS 등에서 연일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면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요구 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과연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나날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육여론조사(KEDI 

POLL)」 중 “과거에 비해 학교폭력이 완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8.2%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으나 2016년에는 그 비율이 

14.0%로서 해당기간동안 약 5.8%p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임소현 외, 2016: 104).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인들은 학교폭력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인식함을 

보여준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국 초4부터 고3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 이후의 조사 결과는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7.11.일자 보도자료). 

그러나 이러한 수치들에 안도한다면, 학생들 간 폭력 

사태에 기민한 대응을 하고 더 나아가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양상들을 보다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학교폭력: 피해 인원 및 피해응답률 변화(2012~2017)

출처 :   박성호 외(2016: 128)에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완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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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실태를 통해 바라본 학생의 삶
길혜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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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피해 유형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중 학생 천 명당 피해응답 

건수를 통해 학교폭력의 피해가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전반적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각 유형별 건수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7년에는 전년대비 언어폭력,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성추행·성폭행 피해에 대한 응답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스토킹에 

대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에는 

언어폭력(13.6건), 집단따돌림(6.6건), 신체폭행(4.7건)의 

순으로 학교폭력 피해 건수가 많았으나, 2017년에는 

언어폭력(6.3건), 집단따돌림(3.1건), 스토킹(2.3건)의 

순으로 나타나 스토킹 피해에 대해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로, 학교에서 어떠한 유형의 문제행동이 많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4주기에 걸쳐 

수집·관리한 「학교교육실태 및 수준분석」의 중학생 

데이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전반적으로 그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나,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각 항목별 문제행동의 발생 수준은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3년에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2012년에서 2013년에 걸쳐 학교폭력 피해 인원 및 

피해율이 급감한 것과도 일관성을 보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에는 

교실소란행위(2.05), 복장위반(1.73), 학교 기물파손(1.43)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와 같은 순위는 2007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2010년에는 흡연(1.73)을 하거나, 

무단결석(1.69)하거나 수업에 불참(1.68)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음에 주목할 수 있다. 2013년의 경우에도 

복장위반(1.90)이나 교실소란행위(1.86)가 상대적으로 

자주 나타났으나, 흡연(1.56) 역시 그 수준이 상위 순위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림 2]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율 변화(2012~2017)

출처 :   박성호 외(2016: 128)에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완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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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생 천 명당 피해유형별 응답 건수(2012-2017) 

구분 ´13년1차
´14년1차 ´15년1차 ´16년1차 ´17년1차

건 수 전년대비 증감(건) 건 수 전년대비 증감(건) 건 수 전년대비 증감(건) 건 수 전년대비 증감(건)

언어폭력 13.6 9.4 ▽4.2 6.8 ▽2.6 6.2 ▽0.6 6.3 ▲0.1

집단따돌림 6.6 4.6 ▽2.0 3.6 ▽1.0 3.3 ▽0.3 3.1 ▽0.2

스토킹 3.7 3.0 ▽0.7 2.6 ▽0.4 2.0 ▽0.6 2.3 ▲0.3

신체폭행　 4.7 3.1 ▽1.6 2.4 ▽0.7 2.2 ▽0.2 2.2 -

사이버 괴롭힘 3.6 2.5 ▽1.1 1.9 ▽0.6 1.7 ▽0.2 1.8 ▲0.1

금품갈취 4.0 2.2 ▽1.8 1.5 ▽0.7 1.2 ▽0.3 1.2 -

성추행·성폭행 1.3 1.0 ▽0.3 0.9 ▽0.1 0.8 ▽0.1 0.9 ▲0.1

강제심부름 2.4 1.3 ▽1.1 0.9 ▽0.4 0.8 ▽0.1 0.7 ▽0.1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시함.

<표 2> 중학생의 문제행동 발생 추이 변화 

구분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무단결석 1.17 0.11 1.32 0.80 1.69 1.16 1.38 0.81

수업불참 1.18 0.10 1.33 0.79 1.68 1.12 1.37 0.79

복장위반 1.73 0.28 1.87 1.18 2.33 1.33 1.90 1.16

교실소란행위 2.05 0.22 2.07 1.25 2.38 1.38 1.86 1.13

시험부정 1.21 0.13 1.24 0.65 1.35 0.77 1.16 0.51

집단따돌림 1.24 0.11 1.36 0.79 1.50 0.89 1.30 0.70

학교 기물파손 1.43 0.14 1.50 0.91 1.63 0.99 1.43 0.82

흡연 1.19 0.14 1.45 0.99 1.73 1.15 1.56 1.04

음주 1.15 0.09 1.37 0.87 1.48 0.91 1.29 0.73

흉기사용 및 소지 1.04 0.05 1.12 0.49 1.25 0.65 1.13 0.46

불법약물 사용 및 소지 1.04 0.04 1.07 0.39 1.20 0.58 1.10 0.41

성관련 문제 행동 1.08 0.06 1.07 0.39 1.27 0.70 1.13 0.48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집·관리하는 「학교교육실태 및 수준분석」 1주기부터 4주기 중학교 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함. 해당 자료는 동일한 중학교의 동일한 3학년을 3년 주기로 

조사한 것으로서, 각 항목은 5점 척도(1: 거의 없다~ 5: 매우 많다)로 측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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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 않다. 다만, 2010년에는 흡연(1.73)을 하거나, 

무단결석(1.69)하거나 수업에 불참(1.68)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음에 주목할 수 있다. 2013년의 경우에도 

복장위반(1.90)이나 교실소란행위(1.86)가 상대적으로 

자주 나타났으나, 흡연(1.56) 역시 그 수준이 상위 순위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림 2]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율 변화(2012~2017)

출처 :   박성호 외(2016: 128)에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완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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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생 천 명당 피해유형별 응답 건수(2012-2017) 

구분 ´13년1차
´14년1차 ´15년1차 ´16년1차 ´17년1차

건 수 전년대비 증감(건) 건 수 전년대비 증감(건) 건 수 전년대비 증감(건) 건 수 전년대비 증감(건)

언어폭력 13.6 9.4 ▽4.2 6.8 ▽2.6 6.2 ▽0.6 6.3 ▲0.1

집단따돌림 6.6 4.6 ▽2.0 3.6 ▽1.0 3.3 ▽0.3 3.1 ▽0.2

스토킹 3.7 3.0 ▽0.7 2.6 ▽0.4 2.0 ▽0.6 2.3 ▲0.3

신체폭행　 4.7 3.1 ▽1.6 2.4 ▽0.7 2.2 ▽0.2 2.2 -

사이버 괴롭힘 3.6 2.5 ▽1.1 1.9 ▽0.6 1.7 ▽0.2 1.8 ▲0.1

금품갈취 4.0 2.2 ▽1.8 1.5 ▽0.7 1.2 ▽0.3 1.2 -

성추행·성폭행 1.3 1.0 ▽0.3 0.9 ▽0.1 0.8 ▽0.1 0.9 ▲0.1

강제심부름 2.4 1.3 ▽1.1 0.9 ▽0.4 0.8 ▽0.1 0.7 ▽0.1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시함.

<표 2> 중학생의 문제행동 발생 추이 변화 

구분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무단결석 1.17 0.11 1.32 0.80 1.69 1.16 1.38 0.81

수업불참 1.18 0.10 1.33 0.79 1.68 1.12 1.37 0.79

복장위반 1.73 0.28 1.87 1.18 2.33 1.33 1.90 1.16

교실소란행위 2.05 0.22 2.07 1.25 2.38 1.38 1.86 1.13

시험부정 1.21 0.13 1.24 0.65 1.35 0.77 1.16 0.51

집단따돌림 1.24 0.11 1.36 0.79 1.50 0.89 1.30 0.70

학교 기물파손 1.43 0.14 1.50 0.91 1.63 0.99 1.43 0.82

흡연 1.19 0.14 1.45 0.99 1.73 1.15 1.56 1.04

음주 1.15 0.09 1.37 0.87 1.48 0.91 1.29 0.73

흉기사용 및 소지 1.04 0.05 1.12 0.49 1.25 0.65 1.13 0.46

불법약물 사용 및 소지 1.04 0.04 1.07 0.39 1.20 0.58 1.10 0.41

성관련 문제 행동 1.08 0.06 1.07 0.39 1.27 0.70 1.13 0.48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집·관리하는 「학교교육실태 및 수준분석」 1주기부터 4주기 중학교 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함. 해당 자료는 동일한 중학교의 동일한 3학년을 3년 주기로 

조사한 것으로서, 각 항목은 5점 척도(1: 거의 없다~ 5: 매우 많다)로 측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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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별 
학교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차이 

   
그렇다면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성인, 가해 학생, 피해 학생별로 각각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2016년에 조사된 「교육여론조사(KEDI POLL)」 

결과를 살펴보면, 성인들은 학교폭력의 가장 큰 원인이 

‘가정교육의 부재(37.7%)’라고 인식하였고 이어 ‘대중매체의 

폭력성(17.5%)’, ‘성적위주의 입시경쟁 풍토(15.3%)’라고 

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2012년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서, 당시에는 ‘대중매체의 

폭력성(37.6%)’, ‘가정교육의 부재(24.3%)’, ‘학교의 

학생지도 부족(23.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시 말해서, 

대중매체나 학교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경향은 감소하고 

이에 반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가해학생들이 

왜 폭력을 가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전반적으로는 ‘먼저 괴롭혀서(26.8%)’, ‘장난으로(21.8%)’, 

‘마음에 안 들어서(13.3%)’의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는데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그 원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먼저 괴롭혀서(29.2%)’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은 점차 낮아졌다(중학생 19.0%, 고등학생 16.1%). 

그러나 ‘장난으로’, 혹은 ‘마음에 안 들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비율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특별한 이유 없이도’ 폭력을 행사한 

비율 역시 각 학교급별로 10% 가까이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피해학생들은 왜 자신이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2014년과 2012년 조사결과는 공통적으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0% 가량의 학생들은 ‘몸이 작거나 약해서’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가해학생들 

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했다는 응답이 

10% 내외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피해학생들과의 인식 

차이가 확연히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12년 대비 

2014년에는 ‘내가 잘못해서’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감소하고(9.6%→6.7%), ‘외모나 장애 때문’ 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증가(3.7%→6.3%)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교육의 부재를 더욱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이는 

학생 개인의 인성을 문제시 하는 경향이 2012년 대비 

2016년에 증가하였다는 점(6.7%→12.8%)과도 관련 있을 

것이다([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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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성인이 바라보는 학교폭력의 원인(2012, 2016)

출처 :   임소현 외(2016: 105-106)의 <표 Ⅲ-18> ‘학교폭력의 원인’을 전체 응답 

결과를 기준으로 재구성

  성적위주의 입시경쟁 풍토    가정교육의 부재    학교의 학생지도 부족

  대중매체의 폭력성    학생개인의 인성 문제    잘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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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학교급별 가해학생이 응답한 폭력의 원인(2017)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017.7.11.일자 보도자료.

  먼저 괴롭혀서    장난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    다른 친구가 하니까    화풀이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친구나 선배가 시켜서    내 힘으로 보여주려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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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피해자가 인식하는 폭력의 원인(2012, 2014)

출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사회보장 

통계자료집(2016: 103)에서 재인용

  특별한 이유 없다    몸이 작거나 힘이 약해서    내가 잘못해서

  외모나 장애 때문    성격 때문    금품 요구에 응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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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성인, 가해 학생, 피해 학생별로 각각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2016년에 조사된 「교육여론조사(KEDI POLL)」 

결과를 살펴보면, 성인들은 학교폭력의 가장 큰 원인이 

‘가정교육의 부재(37.7%)’라고 인식하였고 이어 ‘대중매체의 

폭력성(17.5%)’, ‘성적위주의 입시경쟁 풍토(15.3%)’라고 

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2012년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서, 당시에는 ‘대중매체의 

폭력성(37.6%)’, ‘가정교육의 부재(24.3%)’, ‘학교의 

학생지도 부족(23.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시 말해서, 

대중매체나 학교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경향은 감소하고 

이에 반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가해학생들이 

왜 폭력을 가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전반적으로는 ‘먼저 괴롭혀서(26.8%)’, ‘장난으로(21.8%)’, 

‘마음에 안 들어서(13.3%)’의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는데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그 원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먼저 괴롭혀서(29.2%)’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은 점차 낮아졌다(중학생 19.0%, 고등학생 16.1%). 

그러나 ‘장난으로’, 혹은 ‘마음에 안 들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비율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특별한 이유 없이도’ 폭력을 행사한 

비율 역시 각 학교급별로 10% 가까이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피해학생들은 왜 자신이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2014년과 2012년 조사결과는 공통적으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0% 가량의 학생들은 ‘몸이 작거나 약해서’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가해학생들 

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했다는 응답이 

10% 내외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피해학생들과의 인식 

차이가 확연히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12년 대비 

2014년에는 ‘내가 잘못해서’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감소하고(9.6%→6.7%), ‘외모나 장애 때문’ 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증가(3.7%→6.3%)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교육의 부재를 더욱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이는 

학생 개인의 인성을 문제시 하는 경향이 2012년 대비 

2016년에 증가하였다는 점(6.7%→12.8%)과도 관련 있을 

것이다([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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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성인이 바라보는 학교폭력의 원인(2012, 2016)

출처 :   임소현 외(2016: 105-106)의 <표 Ⅲ-18> ‘학교폭력의 원인’을 전체 응답 

결과를 기준으로 재구성

  성적위주의 입시경쟁 풍토    가정교육의 부재    학교의 학생지도 부족

  대중매체의 폭력성    학생개인의 인성 문제    잘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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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학교급별 가해학생이 응답한 폭력의 원인(2017)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017.7.11.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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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피해자가 인식하는 폭력의 원인(20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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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나 발생율은 

현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하향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학교폭력의 피해 유형이나 발생 원인에 대한 

이해당사자별 인식 차이를 통해 학교폭력 감소를 위해 

교육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점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학교폭력을 경험하고도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21.2%에 이르고 있고(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이 중 학교폭력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신고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 

또한 무심코 지나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문제시 

된다. 더욱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는다는 

학생들의 비중 또한 상당히 높다는 것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그림 6] 참조). 학교폭력의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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