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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의  

미래 교육을 열어 
가겠습니다
김상곤�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존경하는�국민�여러분,�사랑하는�교육가족�여러분!�

2018년�무술년�새해,�모두의�행복과�안녕을�기원합니다.

지난해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에 발맞춰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정책을 고치고, 뒤틀렸던 제도와 행정을 바로잡는 

데 힘써 왔습니다. 동시에 책임성과 공공성에 바탕을 둔 교육정책과 

교육복지의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 지원,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 국가장학금 

확대,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유아교육 혁신, 교육자치 정책협의회와 

국가교육회의의 출범 및 운영,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등이 

그것입니다. 아울러, 수능시험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이겨냈습니다. 

수험생 및 국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와 배려는 감동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새해 아침, “봄볕 있는 곳에 피지 않는 꽃 없다”는 경허당(鏡虛堂)의 

시구를 생각합니다. 이미 잘 하고 있거나 잘 되고 있는 것은 더욱 장려하고, 

부족하거나 어려운 데는 더욱 꼼꼼히 챙겨 채워가는, 국민 모두에게 

봄볕 같은 교육을 펼쳐 가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미래 교육을 열어 가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꿈과 

재능을 꽃 피우고 튼실한 열매를 맺으며 모두가 그 맛과 향을 느끼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교육부는 책임과 미래, 소통을 핵심 가치로 내세워,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아이를 모두가 함께 키우는 좋은 나라’를 일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교육 공공성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고교 체제 개편, 공정하고 단순한 대입 전형,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평생직업교육 등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소통을 잘 하는 교육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 여러 부문을 

갈라놓은 경계와 칸막이를 잘 트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교직원과 교원단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혁신의 탁월한 주체로 섬기겠습니다. 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미래 교육은 국민의 요청이고 시대의 당위입니다. 학생들의 

희망이고 우리 모두의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저는 더 낮은 자세로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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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모임에서 만난 지인은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보통의 부모가 그렇듯이 공교육에 

첫발을 내딛는 자녀에 대한 설레임과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은 누구에게나 의미가 있지만, 진학이나 진급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안고 

각오를 다진다는 측면에서 1-2월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자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시기임을 

고려하여 2018년 교육개발 1-2월호 특별기획은 ‘연계교육’을 

키워드로 구성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공교육을 받는 대다수의 학생은, 유-초-

중-고를 거쳐 대학교육까지 이수하는 과정을 밟아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하며 학생은 학교시설, 

교육과정, 학습시간, 학습기대, 교우관계 등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상급학교 진학이라는 급격한 

변화는 때로 학생에게 부담과 압력이 되어, 학습경험과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교육학을 

비롯한 정책연구에서 '연계'라는 주제는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해 학생이 겪는 신체적, 심리·정서적 변화, 학력저하 등에 

주목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 등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교육적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의 목표이자 교육의 

질적 개선이라는 의미에 한 걸음 다가서는 일일 것입니다. 

교육에 관심이 높은 나라에서는 이미 전환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전환기를 겪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로의 준비된 전환이 

잘 이루어져 원활한 적응을 돕는 지원사업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의 노력이 펼쳐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학교급 간 교육과정 

연계에 대한 시도 사례도 있습니다. 

전환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접근 방식은 

사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아일랜드나 

미국에서의 갭이어(Gap Year)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 후, 

혹은 특정 기간 동안에 진로에 대한 고민과 탐색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미국사례는 이번 

교육개발 1-2월호 「세계의 교육」코너에서 소개하였습니다. 

본 특별기획에서는 유치원-초등학교 전이를 주제로 수행된 

연구 탐색, 2013 교육종단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 이행과정에서 드러난 교육적 사안 분석, 일본에서 

전환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초중고일관 교육 정책과 실행 

노력을 소개한 글 등으로 엮어 보았습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한 

학생이 새로운 학교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건강하고 원활한 

학교생활을 통해 학생이 지닌 자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계가 지금까지 기울여 온 다양한 노력에 더욱 높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학교급간 연계교육

특별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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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 실태 및 유아와 학부모의  
전이 지원 방안¹
장명림�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지원연구본부장

들어가며
모든 학교급간의 교육은 교육과정, 교육환경, 행정지원 체계 등의 측면에서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질 때 학습자의 성취를 기대할 수 있으며, 안정적·연속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처음으로 형식적인 제도권 교육이 시작되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는 다른 학교급간의 연계 및 전이에 비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유아기에서 학령기로 접어들게 되는 발달적 전환과 함께 보다 다양한 

공동체 생활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의 변화는 물론, 주변의 기대 수준 및 

상호작용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즉, 유아는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겪으면서 이전 경험과는 다른 환경, 또래와 교사관계, 교육과정, 일과, 규칙의 차이에 

적응해야 하며, 유아의 가족 또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최근 OECD(2017)는 유아교육의 효과를 초등교육단계 이후까지 지속시키고 아동의 

웰빙과 미래 인적 역량 개발을 위해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간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유아교육에서 초등으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고 

유아의 관점에서 원활한 전이가 가능하도록 유아-초등교사 간 협력, 학부모 참여 

활성화 등에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이하 유-초 연계) 실태 및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살펴보고, 향후 유-초 연계를 위한 

과제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01.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 실태 ²

가.�유-초�교육과정에�대한�이해�및�활용

유-초 연계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두 기관 교사의 상대 

교육과정의 이해 및 활용 정도에 있어서, 유치원교사의 

67.7%는 초등교육과정을 알고 있는(자세히 알고있음+어느 

정도 알고 있음)것에 비해, 초등학교교사가 누리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는 38.3%로 유치원교사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계획시, 유치원교사의 61.0%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참고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초등학교교사는 16.4%만이 

누리과정을 참고한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유치원교사가 

초등학교교사 보다 상대 교육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나.�주로�실시하는�유-초�연계�활동

유치원과 초등학교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유-초 

연계활동을 보면, 유치원은 유치원생의 초등학교 방문(74.0%), 

유-초 간 행사 공동계획 및 진행(43.5%), 유-초 간 생활기록부 

연계(36.7%) 순으로, 초등학교는 유-초 간 시설공유(57.3%), 

유-초 간 행사 공동 계획 및 진행(48.1%), 유치원생의 초등학교 

방문(46.2%) 순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 모두 유-초간 수업공개 

및 참관, 유-초간 교사 합동회의 개최 등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유-초 연계 활동은 미흡하였다. 특이한 점은 유치원에서는 

36.7%가 생활기록부를 초등학교로 이첩 하는 것에 비해 

초등학교에서는 9.9%만이 생활기록부 연계를 한다고 하여 

유치원에서 이첩한 생활기록부를 초등학교에서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본고는 장명림 외(2014), 장명림 외(2015) 보고서 내용에 근거한 것이며, 보고서 명은 참고문헌에 제시하였음.
2. 장명림 외(2014).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연계 강화 방안 연구. 에서 전국 유치원교사 844명과 초등학교교사 1,0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의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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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주로�실시하는�유-초�연계�활동(복수응답)
단위 : 빈도(%)

구��분 유치원교사 초등학교교사 전체

유-초 간 행사 공동 계획 및 진행(예: 운동회, 바자회 등) 211(43.5) 205(48.1) 416(45.7)

유-초 간 학사 일정 연계 159(32.8) 172(40.4) 331(36.3)

유-초 간 수업공개 및 참관/공동 수업 실시 129(26.6) 60(14.1) 189(20.7)

유치원생의 초등학교 방문 359(74.0) 197(46.2) 556(61.0)

유-초 교류 프로그램 실시(예: 만나서 질문하기, 형제 맺기 등) 101(20.8) 40(9.4) 141(15.5)

유-초 간 교사 합동협의회 개최(상대방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 등 공유) 68(14.0) 58(13.6) 126(13.8)

유-초 간 생활기록부 연계(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생활기록부 이첩) 178(36.7) 42(9.9) 220(24.1)

유-초 간 시설 공유(예: 초등학교 급식실, 강당, 보건실 등 이용) 123(25.4) 244(57.3) 367(40.3)

유-초 간 교재·교구 및 학습자료 공동 사용 103(21.2) 64(15.0) 167(18.3)

기     타 46(9.5) 9(2.1) 55(6.0)

계 485(100.0) 426(100.0) 911(100.0)

다.�유-초�연계가�잘�안되는�이유�인식

유-초 연계가 잘 안되는 이유로 유치원교사는 유치원이 아직 기본학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법·제도 미흡(24.2%) 때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초 간 교육환경 및 교수-

학습 방법의 차이(21.8%)와 두 교육과정간의 연계 부족(18.4%)을 지적하였다. 초등학교교사는 두 교육과정간의 

연계 부족(33.6%), 유-초 간 교육환경 및 교수-학습 방법의 차이(26.4%), 구체적인 유-초 연계 실행 프로그램 

부족(15.0%)을 이유로 인식하였다. 이렇게 볼 때, 제도적 측면에서의 유치원의 기본 학제화와 함께, 유-초 

교육과정의 긴밀한 연계, 유-초간 교육환경 및 방법의 연계 강화와 구체적인 유-초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2>��유-초�연계가�잘�안되는�이유�인식
단위 : 빈도(%)

항��목 유치원교사 초등학교교사 전체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법·제도 미흡 204(24.2) 115(11.4) 319(17.2)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의 자격 조건(학력) 차이 35(4.1) 22(2.2) 57(3.1)

유치원교육과정(누리과정)과 초등학교교육과정의 연계 부족 155(18.4) 340(33.6) 495(26.7)

유-초 간 교육환경 및 교수-학습 방법의 차이 184(21.8) 267(26.4) 451(24.3)

유-초 간 일과운영 방식·시간의 차이 120(14.2) 110(10.9) 230(12.4)

구체적인 유-초 연계 실행 프로그램 부족 141(16.7) 152(15.0) 293(15.8)

기     타 5(0.6) 7(0.7) 12(0.6)

계 844(100.0) 1,013(100.0) 1,85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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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어려움 ³

가.�자녀의�초등학교�취학시�걱정되는�부분

유치원학부모가 자녀의 취학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40분 수업/10분 쉬는 

시간에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23.8%),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거나 사회성 

부족(17.4%), 기초학습능력 부족(17.4%)으로 나타났다.

                            

3. 장명림 외(2015),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지원 방안. 연구에서 전국 
유치원학부모 2,121명과 초등학교학부모 2,5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의 일부임.

[그림�1]�자녀의�초등학교�취학시�걱정되는�부분:�유치원학부모

[그림�2]�초등학교�취학�준비에�대한�학부모의�어려움�:�유치원학부모

[그림�3]�초등학교�취학과�관련된�정보를�얻은�곳:�초등학교학부모

나.�초등학교�취학�준비에�대한�학부모의�어려움

초등학교 취학 준비를 하는데 학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자녀의 발달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알지 못해서(27.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를 얻을 곳이 없어서(27.5%), 취학 안내가 

부족해서(22.2%)로 나타난 점으로 보아 자녀의 발달과 취학에 대한 올바른 정보 

및 안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초등학교�취학과�관련된�정보를�얻은�곳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가 취학전에 관련 정보를 얻은 곳은, 주변 지인에게 

물어봤다(41.7%)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스스로 정보를 찾았다(25.4%)는 

응답이 다음으로 많은 점을 볼 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또는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로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라.�자녀가�초등학교�적응에�어려워했던�부분

자녀가 취학후 학교 적응에 가장 어려워했던 점을 영역별로 알아 본 결과, 

초등학교 학습 내용에 대해서는 갑자기 어려워지는 학습 내용(40.6%),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교사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 부족(44.2%), 학교생활 

적응에서는 지켜야 할 학교 및 학급 규칙이 많음(33.0%), 환경 및 

시설에서는 화장실 사용의 불편함과 스스로 해야 하는 배변 처리(42.5%), 

친구 관계에서는 아이들끼리 문제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34.5%)을 

응답하였다. 특히, 취약계층 가정의 경우, 취학 준비를 하거나 정보를 얻는 

데에 있어서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기초학습
능력이 부족해서

509
(17.4)

511
(17.4)

697
(23.8)

367
(12.5)

250
(8.5)

434
(14.8)

162
(5.5)

친구 못 사귀고
사회성이 부족해서

40분 수업/10분 쉬는 시간에  
적응하기 힘들어서

혼자 스스로
하지 못해서

선생님 말  
잘 못 알아듣고,  

지시에 못 따를것 같아서

책상/의자 위주로 된
교실환경이 불편할 것 같아서

기타

빈도(비율)

계�2,930�(100.0)

630
(22.2)

137�
(4.8)

785
(27.7)

127
(4.5)

376
(13.3)

780
(27.5)

빈도(비율)

계�2,835�(100.0)

자녀의 
발달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알지 
못해서

유아교육기관에서  
취학준비를 해주지 않아서진학 할 초등학교에서

취학준비 안내가
부족해서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를 얻을 
곳이 없어서

가정의 취학 준비  
여건이 부족해서 기타

빈도(비율)

계�4,081�(100.0)

1,700
(41.7)

354
(8.7)

1,038
(25.4)

356
(8.7)

168
(4.1) 312

(7.6)

97(2.4)
교육 관련기관을

활용했다
56(1.4)�기타

초등학교에
문의하였다

주변 지인에게
물어봤다유치원의 원장 또는

담임교사와 상담했다

사교육 기관과
상담했다

스스로
정보를 찾았다

어디에서도 정보를 받아 
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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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유-초 연계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1.�유-초�연계를�위한�정책�방향�

초등 전이에서 가장 중시할 대상은 유아이지만, 유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의 올바른 인식 제고 또한 중요하다. 특히, 유아와 

학부모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심리적 전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집단이나 관계자들이 함께 유-초 연계 과제를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

유치원

학부모

또래

교사

교육
과정

시설
환경

일과

연계

전이

심리적 전이

학부모참여

부모교육

참여

부모교육

초등학교

또래

교사

교육
과정

시설
환경

일과

유아 아동

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초등교육
담당

유치원

유-초연계 네트워크 참여
및 유아/학부모지원

초등학교

유-초연계 네트워크 참여
및 아동/학부모지원

학부모
부모교육참여

초등학교전이에 대한
인식 개선

지역사회

취약계층가정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지원 활용

교육부
국가수준의 법,

제도 개선

[그림�4]�유-초�연계를�통한�유아와�학부모의�전이�지원�

출처 : 장명림 외(2015), p146 

유아와 학부모를 위한 보다 실효성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유아의 초등 전이와 적응에 관련된 현장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여기서 현장의 주체라 함은 학교 현장의 운영을 관리·지원하는 교육청(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유아와 아동을 위한 교육 및 

학부모와의 교류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말한다. 

그간 대부분 유-초 연계 연구는 유아교육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개선 방안 역시 초등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이 제시되어 온 경향이다. 한편 초등 입장에서는 기간학제에 포함되어 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교육을 형식적인 

교육의 첫 번째 단계로 인식하는 관계로 유-초 연계 문제를 다룰 때 유치원이 초등학교의 교육 특성 및 수준에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이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상호 협력적으로 유-초 연계 과제를 균형있게 추진할 때이다.

2.�유-초�연계를�위한�정책�과제�

가.�제도적�측면의�연계�정책�추진

•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제도상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해소하고 유-초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를 확립하고 

기간학제화한다.

•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치원의 기간학제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유치원 교사의 학력을 초등학교 

교사와 동일하게 4년제 학력으로 제고한다.

• 유치원교사와 초등학교교사의 유-초 연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및 이해 제고를 위하여 교사 양성과정과 자격연수에 유-초 연계 

관련 과목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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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관련�주체별�실천�과제

교육청의�과제

• 시·도교육청에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담당과(팀)이 공동으로 

유아의 초등학교 전이를 위한 학부모 지원 활동을 포함한 유-초 

연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청내 '유-초 연계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유-초 연계 기본 계획에 

따라 ‘유-초 연계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권역별 유-초 

연계 네트워크(지역 유-초 연계 협의체) 구축을 지원한다.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유아의 초등학교 

전이와 관련하여 지역내 교사와 학부모를 지원하는 사업(관련 

인터넷사이트에 정보자료 지원, 교사 공동연수, 학부모 연수 등)을 

추진하고, 다양한 안내 자료(교사용 유-초 연계 가이드라인 및 

학부모용 안내 자료)를 개발·보급한다.

유치원의�과제��

•�누리과정의 내용수준과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교육내용 및 

활동을 선정·실시한다.

•�자율장학을 통하여 초등교육 체계,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성, 

누리과정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 등에 대한 교원의 이해를 

제고한다.

•�지역 유-초 연계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초등학교와의 연계 

활동을 실시한다.

•�유-초 연계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취학전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적응 준비 활동을 실시한다.

•�유아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학부모 역시 원활한 심리적 심리적 전이를 하면서 자녀의 취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육 및 참여 활동을 실시한다.

초등학교의�과제��

•�초등학교�1-2학년군에서는�보다�창의적이고 놀이중심의 융통성 있는 수업을 실시한다.

•�자율장학을 통해 유아교육 체계,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과정)의 특성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 등에 대한 교직원의 

이해를 제고한다.

•�지역 유-초 연계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유치원과의 연계 활동을 실시한다.

•�유-초 연계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초등 1학년 아동의 초기 적응 활동을 실시한다.

•�유아의 안정적인 초등학교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 및 참여 활동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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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유-초�연계�협력�및�정책�추진�체계

출처 : 장명림 외(2015),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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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진학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경험과 성장
김양분�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

들어가며
청소년 초기인 중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초등학교의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중학교의 

새로운 환경이 제공하는 낯설음에서 오는 긴장, 

불안,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김성일, 2006: 

108; 김대현·김환규, 2003: 19). 아울러 

교과의 다양화와 전문성, 수업 및 평가 방식, 

과제의 복잡성, 교사-학생관계, 또래관계 등의 

학교환경에서 초등학교와 차이가 많아 자기 

효능감이 감소되고 교육성취 또한 감소될 수 

있다(김성일, 2006: 105). 따라서 학생들이 

중학교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학교나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그리고 당사자인 학생들에게도 

주요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한국교육종단연구2013(Ⅳ)」 

(김양분 외, 2016) 중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교육경험과 성장에 대한 일부 결과를 정리하여 

제공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학교급 진학에 따른 

가정에서의 교육경험과 지원, 학교 내 교육경험, 

학교생활과 적응, 학생활동과 시간활용, 

교육성취 등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이 

중학교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정책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집안의 공부 분위기를 조성한다’와 같은 

부모의 학업적 지원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높아져서 초등학교 5학년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나를 격려하신다’와 같은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중학교에 진학하였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중학교 1학년의 학원(단과/종합반), 

과외(개인/그룹 과외), 학습지·통신·인터넷 

과외 등 전체 교과 사교육 참여 비율은 

81.82%로 초등학교 5학년 82.27%, 

6학년 82.91%보다 약간 감소하였으나 

80%가 넘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교과별로는 국어/논술 38.04%, 영어, 

78.9%, 수학 78.34%로 초등학교 5, 

6학년에 비해서 낮아졌으나 영어와 

수학과의 경우는 80%에 육박하는 참여 

비율을 보였다.

[그림�1]��가정에서의�교육지원의�변화

학업적 지원(5점척도)

3.34

3.26

3.32

■ 초5

■ 초6

■ 중1

사교육 참여(%)

82.27
■ 초5

■ 초6

■ 중1

82.91

81.92

정서적 지원(5점적도)

3.84
3.86

3.9

■ 초5

■ 초6

■ 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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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교육경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각 과목별 수업 

집중도는 높아졌으나 수업 이해도는 하락하였다. 

이 러 한  결 과 는  교 육 과 정 이  어 려 워 지 면 서 

수업집중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수업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향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각 교과별 수업태도는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다소 하락하는 경향이다. 한편 

시험·학업스트레스는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에 

입학한 후 높아진 결과를 보여,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비해 교사들의 성취압력이 높다고 응답한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시험에 

대한 불안감과 학업에 대한 압력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교사들의 개별화 수업방식과 상호작용 수업방식에 

대해서 보통수준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초등학교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다소 감소한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전반적으로 교사의 열의를 높게 

인식하였으나 초등학교 때 보다는 낮게 평가한 

결과와 같은 경향이다.

[그림�2]�학교�내�교육경험에�대한�인식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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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과 적응
교사와의 관계는 초등학교 5학년보다 6학년에 원만한 관계가 약간 감소하고, 중학교 

1학년에서는 약간 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우와의 관계는 초등학교 6학년 이후 아주 

높아져 교우들과 관계가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초등학교에서의 담임교사 중심의 

운영에서 교과 중심의 운영방식으로의 변화에 의해 교사와의 관계가 감소하고 청소년 초기의 

특징으로 또래관계의 중요성의 증가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학교 내 폭력 정도나 자신의 폭력 피해 경험 

정도에 대한 인식은 낮게 나타나 학교폭력의 

정도가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중학교에서도 

양적으로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학생의 인식은 초등학교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학생 활동과 시간 활용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의 86.09%가 자발적으로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이는 초등학교 5, 6학년 때보다 높은 참여율이다. 학교 밖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도 56.37%로, 초등학교 시기보다 자발적 

봉사활동 참여율이 2배 이상 증가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학교 및 학원(과외) 수업과 숙제 이외에 스스로 공부한 시간은 하루 평균 1.47 

시간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에 진학 후 

학교수업 시간이 많아지고 봉사활동 참여와 컴퓨터와 스마트 미디어 사용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학교 체육시간을 제외하고 스스로 

운동하는 시간도 일주일 평균 2.36 시간으로 초등학교 6학년(일주일 평균 2.67 

시간)보다 약간 감소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루 1 시간 이상 컴퓨터와 스마트 미디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부 및 숙제 활용 

25.31%,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33.99%, 문자·채팅·메신저·이메일·통화 

48.90%, 게임 및 오락 43.89%, 동호회·카페·커뮤니티 활동 참여 9.66%로, 

중학생들이 컴퓨터와 스마트 미디어를 공부 외의 문자·채팅·메신저·이메일·통화, 

게임 및 오락 등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3]�학교생활과�적응에�대한�인식의�변화�

[그림�4]�학생활동과�시간활용의�변화 

2.65 2.67

2.36

컴퓨터와 스마트 미디어 
사용시간(1시간 이상 %)

운동시간(하루평균시간)

■   정보 및 자료  
검색

■   문자, 채팅,  
메신저 등

■ 게임 및 오락

■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 초5

■ 초6

■ 중1

33.99

48.9
43.89

9.66

3.79

3.95 3.95

교유관계(5점척도)

■ 초5

■ 초6

■ 중1

2.5

2.42 2.41

학교내 폭력 정도(5점척도)

■ 초5

■ 초6

■ 중1

3.93
3.87

3.77

교사와의 관계(5점척도)

■ 초5

■ 초6

■ 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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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성취
학년이 올라갈수록 국어, 수학, 영어 교과의 학업성취도는 성장하였다. 

국어와 수학 학업성취도는 초등학교에서의 성장이 적으나 중학교 

진학에 따른 성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과의 경우는 

초등학교에서의 성장이 국어나 수학과보다 높고, 중학교 진학에 따른 

성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1학년으로 진급함에 따라 꾸준히 개선되는 경향을 보인다.

교과 효능감, 교과 내재적 동기는 중학교 진학에 따라 더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중학교 진급 후 교과의 내용이 어려워지고, 

학업 및 시험 부담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와 맥을 

같이 하여 학교생활 행복도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진로성숙도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자기 자신과 진로에 대한 인식을 현실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림�5]�교육성취의�변화

2.90

2.73

자기효능감: 수학(4점척도)

■ 초6

■ 중1

2.95

2.80

자기효능감: 영어(4점척도)

■ 초6

■ 중1

3.12

2.86

자기효능감: 국어(4점척도)

■ 초6

■ 중1

2.94 2.87

내재적 동기: 수학(4점척도)

■ 초6

■ 중1

3.00

2.90

내재적 동기: 영어(4점척도)

■ 초6

■ 중1

2.87

2.79

내재적 동기: 국어(4점척도)

■ 초6

■ 중1

4.06
4.03

3.91

진로성숙도(5점척도)

■ 초5

■ 초6

■ 중1

3.86

3.91

3.96

인성(5점척도)

■ 초5

■ 초6

■ 중1

3.84
3.82

3.73

행복(5점척도)

■ 초5

■ 초6

■ 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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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부모의 학업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은 초등학교 6학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고, 사교육 참여 비율도 80%가 넘는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은 중학교로의 이행과정에서도 대체로 적극적인 모습으로 지속되고 있었다. 

중학교에 입학 후 가정의 교육적 지원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업 이해도와 수업태도가 낮아지고 있으므로 이 원인을 

분석하여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좀 더 학업적 성장을 이루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수업방식에 

있어서는 개별화와 상호작용 방식의 교수법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 지원과 더불어 교사연수, 동료 교사들의 

자발적인 상호 정보 공유와 연구모임 활성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교사에게 느끼는 교사열의와 교사와의 관계가 

중학교에서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들은 학교경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교우관계를 초등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원만하게 인식하고 있고, 학교 내 폭력 정도에 대한 인식도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교내 폭력에 대해 남학생의 인식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보호 및 관찰이 요구된다.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과 운동시간은 초등학교 때보다 줄어든 반면, 문자·채팅 등의 통신에 보내는 시간과 게임 및 오락시간 

등이 과도하게 편포되어 있으므로 균형적인 생활과 시간의 효율적 사용과 관리 등에 대한 교육적 중재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시험·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교과 효능감, 내재적 동기 등이 감소하고 학생들의 행복도와 진로성숙도 또한 

낮아지고 있으므로 즐겁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자유학기제와 같은 교육적 지원이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중학교 진학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경험과 성장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이행과정에서 

긍정적인 변화보다는 부정적인 변화가 학생들에게서 많이 감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연계 강화 노력과 함께 신체적, 정서적으로 민감한 발달 시기인 사춘기에 

새로운 환경의 중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대현·김현주(2003). 입학초기 중학생의 삶. 교육과정연구, 21(4), 1-24.

김성일(2006). 학습자 중심의 학제 개편: 교육심리학의 공헌. 한국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01-119.

김양분·남궁지영·박경호·최인희·김미숙·강호수(2006). 2016 한국교육종단연구 한국교육종단연구2013(Ⅳ):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취(Ⅰ).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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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고 및  
초중일관교육에 관한 고찰
김지영�동경대학교

들어가며
일본의 공립학교에 중고일관교육과 초중일관교육을 도입한 배경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1998년에 제도화된 공립 중고일관교육의 취지는 

중등교육의 다양화를 추진하여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지만, 기존의 명문사립 또는 국립 중고일관학교에 

대응하여 공립 중고등학교의 경쟁력을 키우려는 것이 실질적인 

목적이었다. 

한편 2016년에 제도화된 초중일관교육은 ‘중1갭’과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중1갭이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말하는데, 통계 

수치로도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도 문부과학성 ‘학생의 

문제행동 등 학생지도의 문제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학년별 등교거부 

학생 수가 초등학교 6학년 8,010명에서 중학교 1학년 22,390명으로 

무려 14,380명(180%)이 늘어났다. 학년별 집단따돌림 인지건수는 

초등학교 6학년 18,480건에서 중학교 27,362건으로 8,882건(48%)이 

증가했으며, 폭력행위 가해 학생 수도 초등학교 6학년 3,430명에서 중학교 

1학년 11,395명으로 중학교로 진학한 후 7,965명(132%)이 증가하였다. 

수업이해도에 있어서도 ‘잘 이해된다’고 응답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비율은 24.1%였으나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12.4%로 12포인트 

감소하였고, 학교생활이 ‘아주 즐겁다’와 ‘대체로 즐겁다’로 응답한 비율의 

합계가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는 82.4%이던 것이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75.5%로 6.9포인트 감소하였다. ‘학교가 좋다’는 비율도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는 54.0%였으나 중학교 2학년이 되면 39.6%로 14.4포인트 

감소하였고, ‘공부가 좋다’는 학생의 비율도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는 

59.8%였지만,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는 36.4%로 23.4포인트나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초중일관교육과 중고일관교육의 제도화
먼저 도입된 중고일관교육은 설치형태별로 ‘중등교육학교’, ‘병설형’, 

‘연계형’이 있는데, 중등교육학교는 학교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유형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을 일관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의 목적, 목표, 수업연한, 전기 및 후기과정의 구분 등은 

학교교육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중고일관교육학교로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기준의 특례를 두고 있다. 또한 공립 중등교육학교는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학력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병설형’은 동일한 설립자가 

설치·운영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중고일관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법에 규정하고 있는 유형으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기준이 각각 

적용된다. 중등교육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기준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공립 병설형 중학교도 입학자 선발에서 학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병설형 고등학교는 해당 병설형 중학교 학생에 대해서 따로 입학자 선발을 

실시하지 않는다.  ‘연계형’ 중고등학교는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에서 학교 

설립자간의 협의에 근거하여 해당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기준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연계형 고등학교의 입학자 선발은 

연계 중학교의 학생에 대해 내신 및 학력검사의 성적 이외의 자료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1갭의 해소를 위해 도입된 초중일관교육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9년간의 의무교육을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학교교육법에 의거하여 

‘의무교육학교(시설일체형, 시설분리형)’와 ‘연계형’, ‘병설형’ 등 새로운 

학교유형의 설치가 가능하다. (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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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중고일관교육의�현황과�효과

출처: 문부과학성(2017) 초중일관교육의 도입상황조사 p.2 의  표 인용 
http://www.mext.go.jp/a_menu/shotou/ikkan/__icsFiles/afieldfile/2017/09/08/1395183_01.pdf

의무교육학교
초중일관형�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병설형�초등학교
초등학교병설형�초등학교

중학교연계형�초등학교
초등학교연계형�초등학교

설치자 - 동일 설치자 별도의 설치자

수업연한 9년(전기과정6년+후기과정3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햑년

조직·운영 한명의 교장, 하나의 교직원

각각의 학교에 교장, 교직원조직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있어서 일관된 교육이행을 
위해서 알맞은 운영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요건

예)
①  관련학교를 일체적으로 운영할 조직을 설치, 또한 

학교 간의 종합적조정을 담당할 교장을 정하고 필요한 
권한을 교육위원회가 위임함

②  학교운영협의회를 관련학교에 합동으로 설치, 
일체적인 교육과정편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승인하는 수속을 명확히 함

③  일체적인 운영가능의 관점으로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관리직을 포함한 전 교직원을 병임시킬것

중학교 별설형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병설형 중학교를 참고로 

적절한 운영체제를 정비할 것

면허

원칙적으로 초등학교·중학교 양쪽의 
면허장을 병유

※  당분간은 초등학교면허장으로 전기과장, 
중학교면허장으로 후기과정의 지도가 가능

소속된 학교의 면허장을 보유할 것

교육과정
·9년간의 교육목표설정
·9년간의 계통성, 체계성이 배려된 교육과정의 편성

교육 
과정의 
특례

일관교육에 필요한 
독자교재의 설정

○ ○ ○

지도내용의 교체·이행 ○ ○ ⅹ

시설형태 시설일체형·시설임접형·시설분리형

설치기준
전기과정은 초등학교 설치기준

후기과정은 중학교 설치기준을 준용
초등학교에는 초등학교설치기준, 중학교에는 중학교 설치기준을 적용

표준규모 18학급이상 27학급 초등학교, 중학교 각각 12학급이상 18학급이하

통학거리 대략 6km이내 초등학교는 대략 4km이내, 중학교는 대략 6km이내

설치수속 시정촌의 조례 시정촌 교육위원회의 규칙등

2017년도�의무교육학교,�초중일관�초등학교·중학교�설치수(예정�포함)

초중일관학교의�수

출처: 문부과학성(2017) 초중일관교육의 도입상황조사 p.5 의  표 인용 
http://www.mext.go.jp/a_menu/shotou/ikkan/__icsFiles/afieldfile/2017/09/08/1395183_01.pdf

※ (     )안은 2016년도 설치수

설립자수 설치수 설치형태

의무교육학교
48교

2국립대학
(0국립대학)

2교
(0교)

시설 일체형1교
시설 인접형1교

23도도부현35시구정촌
(13도도부현15시구정)

46교
(22교)

시설 일체형40교
시설 인접형5교
시설 분리형1교

초중일관형 초등학교, 중학교

병설형
253건

1국립대학
(1국립대학)

1거
(1건)

시설 인접형1건

37도도부현84시구정촌
(27도부현55시구정촌)

246건
(160건)

시설 일체형63건
시설 인접형20건
시설 분리형155건

6학교법인
(4학교법인)

6건
(4건)

시설 일체형3건
시설 인접형3건

연계형 0 0건

2017년도�의무교육학교,�초중일관�초등학교·중학교�설치수(예정�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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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일관학교의�수

출처:  문부과학성(2014) 어린이의 발달과 학습자의 의욕, 능력 등에 따른 유연하고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의 구축(중앙교육심의회 2014.12.22 
초등중등교육분과회 초중일관교육특별부회 답신 참고자료 ) p.17의 표 일부(2014년도 중고일관학교 설치상황 속보치) 인용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3/051/siryo/__icsFiles/afieldfile/2014/12/10/1353900_4.pdf

중등교육학교 병설형 연계형 합계

공립 30 79 83 192

사립 17 323 3 343

국립 4 1 0 5

계 51 403 86 540

초중일관교육 및 중고일관교육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17년도 문부과학성 조사에 의하면 초중일관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정촌(市町村) 가운데 초중일관교육의 성과에 대해 ‘크게 성과가 

있다’ 23%, ‘대체로 성과가 있다’ 76%로 전체 응답자의 99%가 

성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습규율, 생활규율의 정착(92%), 

학습습관의 정착(81%), 학습의욕의 향상(80%), 수업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학생이 증가(77%), 공부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학생이 

증가(71%), 전국 학력조사결과 향상(61%) 등과 같은 학습지도면의 

성과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중학교 진학에 대해 불안해하는 

학생 감소(96%), 하급생에게 모범이 되려는 상급생 의식고조(94%), 

중1갭의 완화(93%), 규범의식 향상(88%),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85%), 학생의 자존감 향상(79%) 등 학생지도면의 성과가 

나타났으며, 초중 공통의 실천증가(98%), 초중 교원 간 협력해서 

지도하는 의식향상(97%), 초중 교원 간에 좋은 점은 본받자는 

의식향상(95%), 초중학교의 지도내용의 계통성에 대한 교원의 

이해가 깊어짐(94%) 등 교직원 협동면의 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한 응답이 많았다. 그리고 지역과의 협동관계 

강화(80%), 학부모의 만족도 향상(76%), 학구 내 초등학교 간 

실천의 격차해소(64%), 교무분장 등 학교운영의 효율화(53%) 등 

학교 운영면 등에서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개선 과제로는 

학생 간 교류를 위한 이동수단과 이동시간의 확보, 9년간의 

계통성을 의식한 지도계획의 작성과 교재의 개발, 연간행사일정의 

조정과 공통화, 학생의 인간관계가 고착화 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 

학교 내 이동시 학생의 안전 확보 등과 초중 교원간의 회의시간 확보, 

합동연수의 시간 확보, 교직원의 부담감과 다망감 해소, 교직원간 

부담의 불균형, 필요한 예산의 확보 등이 있다.

중고일관교육의 장점으로는 고등학교 입학자 선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유 있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6년간 계획적이고 계통적인 교육지도를 

전개할 수 있다는 점, 6년간 학생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파악하여 학생의 개성을 신장하거나 뛰어난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다는 점, 다양한 연령집단으로 구성되어 활동하면서 

사회성과 인성이 길러진다는 점 등도 긍정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2010년의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중고일관교육의 성과를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립의 경우 ‘다양한 연령집단에 의한 

학생육성’과 ‘학부모 만족도’의 평가가 높았으며, 공립은 ‘다양한 

연령집단에 의한 학생육성’, ‘학력의 정착 및 향상’, ‘교직원의 

의식개혁, 지도력 향상’에 성과가 있어다는 학교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에서는 ‘학력의 정착 및 향상’에 대한 평가가 

높았으며, ‘진로희망의 달성’, ‘교육활동전체의 여유’에 성과가 

있었다는 학교가 과반수였다. 공립학교의 설립자인 교육위원회는 

‘중등교육의 다양화, 복선화’, ‘학생, 학부모의 선택의 폭 확대’를 

중고일관교육의 성과로 언급하였다.

초중, 중고일관교육의 사례

①�초중일관교육의�사례(도쿄도�시나가와구)

시나가와구는 2004년도에 초중일관특구를 활용하여 2006년도부터 초중일관교육을 개시하여 시설일체형의 초중일관학교도 순차적으로 

6개교 건설하면서 10년간의 실천을 축적해 오고 있는 곳이다.

목표 

중학교 학습으로의 접속을 의식한 초등학교 단계의 지도를 실현하여 9년간의 계통적 학습을 실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환경이 격변하는 것을 완화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폭넓은 연령의 학생과 학교생활을 함께 하여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

초중학교 간의 정보공유로 9년간 연속성 있는 생활지도를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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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내용

구내의 모든 중학교구(시설일체형 6개교, 시설분리형 9개 중학교와 31개 초등학교)에서 실시.

독자적인 ‘초중일관교육요령’을 정하여 9년간 계통적인 학습을 실시.

전학년에 ‘시민과’를 신설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과’를 실시.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스텝업 학습(선택학습)’을 신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교과담임제 도입.

9년간을 4-3-2로 구분하여 교육계획을 세우고 실천.

성과

국가, 도쿄도, 시나가와구가 실시하는 학력조사에서 전국평균을 웃돈 학교수가 증가하는 등 

학력향상.

매년 부등교 학생의 출현률이 억제.

학습, 생활규율의 철저, 예의 등 면에서 전국평균을 웃돔.

②�중고일관교육의�사례(도쿄대학부속�중등교육학교)

도쿄대학부속 중등교육학교는 협동학습을 추구하고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6년간의 

교과학습과 종합적인 학습을 기초기(1, 2학년: 종합학습입문)-충실기(3, 4학년:과제별 

학습)-발전기(5, 6학년: 졸업연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종합학습입문(1,�2학년)

소인수로 일상생활 속의 관제에서 학습활동을 하고 스스로 배우는 학습의 기본을 갖춤.

과제별학습(3,�4학년)

다른 학년으로 구성되고 각 테마별(4개 분야: 자연환경, 인간사회, 과학산업, 창작표현)로 

나누어져 각 강좌(12-15개 강좌에서 선택)의 과제연구를 심화시켜 나가면서 종합적인 

학습의 방법을 익힘.

숙박연수(5학년)

졸업연구(5,�6학년)

스스로 결정한 테마를 2년간 연구하고 논문으로 정리함. 4년간의 종합학습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성을 살리면서 지도교원 밑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논문이나 작품을 완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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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서두에서 소개한 ‘중1갭’ 문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학 교 급 간 의  긴 밀 한  연 계 를  통 해  상 급 학 교 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10년 가량 초중, 

중고일관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학력향상이나 학생지도, 학교 운영면에 있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유의점 및 시사점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일본의 공립 중고일관교육의 입학생 

선발에서는 학력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데, 이와 같은 

선발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입시위주 교육이 되지않고 본래의 목적인 

일관적이고 계통적인 학습지도와 특색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세 번째는 

학생집단이 장기간 동일한 멤버로 고정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등 학생지도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직원 의식향상과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초중, 중고일관교육의 

경우, 다양한 연령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과 생활을 

지도해야 하는데, 초-중, 중-고간에 교원의 긴밀한 

연계를 위해서는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교 운영면에서 

교원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다. 교육개혁의 성패를 

쥐고 있는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교원’의 

의식에서부터 학교급간의 연계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교원면허와 

교직원 배치, 합동연수 등의 시스템을 정비하며, 교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일관교육의 

교육과정과 지도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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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학년제 교육과정을 유지해 왔지만,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년제 교육과정은 학생이 배워야 할 교육 내용과 순서를 학교가 결정짓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은 1997년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한 

제7차 교육과정이 발표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학생의 교과 선택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최근 새 정부가 고교학점제 도입을 교육 분야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하며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온라인수업2은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교 학점제 실현을 지원하는 방법론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격교육 현황은 어떠하며, 학생 교과 선택권 보장의 관점에서 원격교육 정책은 어떤 접근 

방법을 취해야 하는가?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등단계 원격교육 정책인 ‘온라인수업' 정책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과 선택권 보장의 관점에서 온라인수업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를 살펴본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이후 온라인수업 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교과 선택권과 온라인수업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는 당위론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생의 교과 선택권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이유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 방식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며, 현실적인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이미숙, 2008). 구체적으로 첫째, 교원 수급의 

어려움이다. 2015 교육과정에서는 일반고에서 개설이 가능한 보통교과 99개 과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단위학교에서 운영되는 과목은 학교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만 보통 47개 내외의 

과목에 불과하다.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50개 과목에 대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추가 

교사 확보가 필요하다. 단순히 교사 확보의 문제뿐만 아니라 매 학기 신청 학생 변화에 따른 교원 수급 

및 인사 체계의 혼란 역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추가적인 교실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다.  

추가적인 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실과 교사 확보에 따른 예산 지원을 필요로 한다. 셋째, 학생 

생활 지도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학생 희망에 따른 교과 선택을 허용할 시 학급 단위 생활 지도 체계는 

약화되며, 빈 수업시간의 발생과 이에 따른 생활지도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넷째, 도시와 농촌 간 

선택권 범위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농·어촌 학교의 경우 교사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교사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온라인수업은 전통적인 학교 조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유력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1	  아래의 내용은 이쌍철 외(2017) 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한 온라인수업 운영 현황 및 개선 방향. 연구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2  교사와 학생이 물리적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의미하는 용어로는 distance 
education, online learning, online program 등이 사용된다. 본 글에서는 이를 혼용해서 사용하되, 논의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수업’은 정책 명칭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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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 1961년부터 지역의 정규 학교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활용하여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선택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윈드햄 체제(Wyndham Scheme)3가 도입되었으며, 프랑스의 경우 

국립원격교육센터(CNED)에서 소속 학교에서 수업을 제공하지 않거나, 

다른 과목 수업 시간과 겹치는 시간표상의 문제로 수강할 수 없는 과목을 

원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미국 역시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가상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16학년도 기준으로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제공하는 가상학교(Virtual school)는 528교, 원격과 출석을 

병행하는 블랜디드 학교(Blended School)는 140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이들 학교에 315,116명의 전일제(full-time)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Alex, 

2017). 뿐만 아니라 2016년 기준 일반학교 소속 학생 중 가상학교에서 

제공하는 특정 과목을 온라인으로 이수한 학생은 플로리다 주에서만 

199,695명에 이르고 있으며(FLVS, 2016), 일부 주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온라인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 사례_미국 가상학교(Virtual school)를 중심으로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은 넓은 국가 면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 등 특정 대상을 위한 대안적 교육의 성격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세계 주요국은 정규 학교에 출석하기 어려운 학생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까지 원격교육의 활용 폭을 넓히고 있다. 

3	  호주의 NSW에서 1952년부터 1968년까지 교육부 장관 이었던 헤럴드 윈드햄
(Harold Wyndham)에 의해 실시된 중등학교 체제의 개혁을 이루었던 제도로, 중
등학교 학생들이 광범위한 과목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NSW의 Education 
Act 1961에 근거를 두고 있다(Hughes, 2000).

[그림�1]�미국�플로리다�가상학교(FLVS)�학생수

자료: FLVS (2016). Florida Virtual School Legislative Report 2015-16. p.6.재구성.

450,000

400,000

350,000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2012 2013 2014 2015 2016

314,593

410,962
377,508

394,712 394,069

199,695200,840192,820
206,730

149,036

24

교육정책 이슈와 전망



학생(19%)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조기 졸업을 목적으로 수업을 신청한 

학생 16%, 개인적 선호 13%, 소속 학교에서 제공되지 않는 고급 및 

심화 수업을 듣기 위해 9%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에서 

온라인수업이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려 준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미국의 경우 학교 교육에 대한 1차적 책임과 권한이 

단위 학교 또는 지역 교육구(District)에 있는 반면, 가상학교는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1996년 North Dakota 주와 1997년 

Florida 주가 주립 가상학교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기준 24개 

주가 주립 가상학교를 운영하고 있다(evergreen education group, 2015). 

이러한 이유는 원격교육의 경우 시스템 구축, 영상 제작 등에 드는 초기 

투자비용이 큰 반면,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운영비는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모두 국·공립 또는 사립의 

독립된 원격교육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들이 졸업이 가능한 

전일제과정과 특정 과목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과정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이들 원격교육 학교에서 이수한 결과는 정규 

수업과 동일하게 졸업 이수 학점으로 인정되며, 성적 결과는 성취도로 

반영된다. (이쌍철 외, 2017). 

[그림�2]�FLVS�등록�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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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학교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허용되고 

있다면, 온라인프로그램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일반학교 학생들이 특정 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학생들이 온라인수업을 신청한 이유를 살펴보면, 수업 학점을 

높이기 위한 학생(19%)과 유급으로 인해 졸업에 필요한 수업을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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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 단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원격교육 정책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2년  

온라인수업 정책을 도입하면서부터이다.  

온라인수업 정책은 학교 간 교육과정 운영 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편입 학생의 교과 미이수 문제 해결과 단위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희소 선택 과목 제공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수업 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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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수업은 17개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은 원격수업 개설 및 시스템 운영, 교과 

교사 운영(학습 관리 및 과제 제출)과 학습 결과(진도율 + 과제 제출 여부) 

제공의 역할을, 단위 학교는 각 시·도교육청의 운영 규정에 따라 지필 평가 

실시, 이수 여부 판단 및 생활 기록부 기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수업의 법적기반이 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8조에는 

온라인수업의 대상, 이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각 교육청별로 이수 기준을 달리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황은 어떠한가? 온라인수업 정책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 단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원격교육 정책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2년 온라인수업 

정책을 도입하면서부터이다. 온라인수업 정책은 학교 간 교육과정 운영 

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편입 학생의 교과 미이수 문제 해결과 

단위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희소 선택 과목 제공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2년 2학기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래 온라인수업을 신청한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3년 1학기 701명의 학생의 927개 

과정을 신청하였으나 2017년 2학기에는 4,954명의 학생이 6,416개 

과정을 신청하여 온라인수업을 이용한 학생 수는 약 7배가량 증가하였다. 

<표 1>은 2017년 1학기와 2학기 온라인수업을 신청한 학생이 많은 

과목을 제시한 것이다. 학생의 수업 신청이 가장 많은 과목은 한국사로 

2,572명이 신청하였다. 한국사는 졸업 필수 과목으로 모든 학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지만, 학교 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해 미이수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과목이다. 나머지, 스페인어I, 경제, 중국어I, 일본어I 등의 

과목은 단위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희소 선택과목으로 온라인수업이 희소 

선택과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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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학기별�온라인수업�신청�학생�및�신청�과목�수�현황(고등학교)

과목 한국사 스페인어Ⅰ 경제 중국어Ⅰ 물리�Ⅰ 음악과�생활 미술�창작 일본어Ⅰ 실용�영어�회화

학생수 2,572 837 547 529 437 410 374 350 333

교과교사운영
(현직교사겸직)

수업개설 시스템운영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수업신청

학습결과 제공 
(진도율+과제)

단위학교
자필평가실시(필요시)

이수여부판단

생활기록부기록

[그림�3]�온라인수업�운영�체제

<표�1>�과목별�온라인수업�신청�현황(고등학교�상위�9개�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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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방안, 지방 정부 단위로 원격교육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 현재와 

같이 위탁 교육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상정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맥락에서 어떤 구조가 더 타당한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어떤 

형태가 되었던 원격교육을 전담하는 운영 체제 구성 및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질 관리에 초점을 둔 접근이 

필요하다. 온라인수업이 기회 제공의 차원을 넘어 학생의 실제적인 학습과 

학력 향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과정 및 결과에 있어 질 관리를 중요시 

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수 기준, 평가 방법에 대한 

공통의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저비용적 접근을 탈피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교육은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가 

적게 들며, 교사도 필요가 없으며, 

동영상 강의를 혼자 듣는 것 

정도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 결과 학습 관리에 

드는 비용 역시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다. 온라인수업이 

학 생  교 과  선 택 권  보 장 의 

관점에서 정규 수업의 유형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학습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교육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전임 교원 확보 및 전문성 개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비록 온라인수업이 

동영상 중심의 강의로 진행되지만, 학생의 학습 관리 및 지원을 위해서는 

전임 교원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학생 교육 및 지원의 역할은 

오프라인에서와 차별적인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가며_ 교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원격 교육 정책 방향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세계 주요국에서 원격 교육은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교실 수업과 동일한 의미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수업을 활용하는 학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 전체 학생 수 대비 온라인수업을 신청하는 학생 수는 소수에 

불과하다. 외국에서 원격교육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교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수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지는 않는다. 원격교육의 한계는 무엇이고 교과 선택권 보장의 

관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가? 

먼 저 ,  원 격 교 육 의  한 계 를 

살 펴 보 면  첫 째 ,  원 격 교 육 이 

학생의 학업 성취에 주는 효과가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오하이오 주를 대상으로 

원격교육 효과를 분석한 Ahn 

& McEachin(2017)의 연구에 

의하면, 공립학교 학생의 52%가 

연간 적정 향상도(Adequate 

Yearly Progress)를 달성한 

반면, 온라인 학생의 28%만이 

AYP를 달성하였으며, 졸업률 

또한 공립학교 평균이 79.4%인데 반해, 온라인학교의 경우 49%에 

불과하였다. 둘째, 원격 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체계적인 교사 양성 및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온라인수업은 오프라인수업과는 차별적인 

특성과 교사의 역량을 필요로 하지만, 이에 대한 연수 및 자격 관리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온라인 교육의 질 관리 체제가 미흡하다. 

Saultz & Fusarelli(2017)는 온라인 교육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구조적, 절차적, 법적 준비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이 지나치게 

빠르게 팽창하였으며, 관리·감독은 주로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넷째,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학생 1인당 주정부 재정 지원은 

오프라인 학교의 60% ∼63%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실제로 온라인 교육의 운영비가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낮은지는 제고의 

여지가 있으며, 충분하지 않은 재정지원은 교육력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앞서 살펴본, 원격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에 비춰 볼 때 정규 수업의 유형으로 

온라인수업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수업 운영 구조에 대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원격수업 운영 

구조는 프랑스와 미국 일부 주의 사례처럼 중앙 단위의 원격교육 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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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수업의 유형으로 온라인수업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수업 운영 구조에 대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질 관리에 초점을 둔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저비용적 접근을 탈피해야 한다. 

넷째, 전임 교원 확보 및 전문성 개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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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의 딜레마와 통일 의식의 수준
통일교육은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이 협력의 대상이자 적대적 대상이라는 

딜레마 위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통일교육에서는 

같은 민족인 북한과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면서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다른 상황에서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적대 국가인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학생들은 

혼란을 느낄 가능성이 클 것이다. 1999년에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에서는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서는 통일교육의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공동체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민족공동체의식’을 기초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그나마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건전한 안보관’을 강조하는 교육으로는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여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통일교육의 실시를 통해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실행되어 왔지만 

통일의식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으며, 헌법 4조에서도 대한민국이 통일을 

지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통일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통일교육을 

독려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은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학생들은 북한에 대한 평소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25.7%의 학생들이 ‘전쟁·군사’를 선택했고, 

25.5%의 학생들이 ‘독재·인물(김일성가족)’을 선택했다. 

이런 설문 결과는 학생들 중에서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비율이 50% 이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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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조사가 처음 실시된 2007년의 63.8%에서 

2015년에는 53.4%로 낮아졌다. 또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2007년 34.4%에서 2016년 19.5%로 계속 

감소하였다. 전국의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년에 

실시된 통일의식조사의 결과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이 53.5%였다. 이 조사 

결과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이 위에서 살펴본 국민들 

의식과 비슷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지속적인 통일교육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통일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은 위에서 이야기한 통일교육의 딜레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북한에 대한 평소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25.7%의 학생들이 ‘전쟁/군사’를 선택했고, 25.5%의 학생들이 

‘독재/인물(김일성가족)’을 선택했다. 이런 설문 결과는 학생들 중에서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비율이 50% 이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여기고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학생대상 북한에 대한 인식조사 항목에서는 

48.8%가 ‘협력해야 하는 대상’으로 답변을 하였고, 26.3%가 

‘적대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답변을 하였다. 북한에 대한 학생들의 이런 

답변 양상은 통일교육이 지니고 있는 딜레마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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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학생대상�북한에�대한�인식조사�결과
교육부(2014), 2014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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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학생대상�북한에�대한�이미지조사�결과
교육부(2014), 2014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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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통일의�필요성�의식조사�결과
정근식 외(2017), 2016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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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학생대상�통일필요성�의식조사�결과
교육부(2014), 2014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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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지침에 드러난 기존 통일교육 한계
통일교육이 가진 딜레마를 극복하고 통일의식을 고취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려면 상당히 고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산하의 

통일교육원에서 1~2년 간격으로 출간하는 ‘통일교육지침’을 살펴보면 

통일교육이 가진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한계를 살펴볼 수 있다. 아래 

[그림 5]에 정리한 통일교육의 목표는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시기의 통일교육지침에 나온 내용을 각각 정리한 것이다. 2005년의 

통일교육지침에 비해서 2008년과 2016년의 통일교육지침에서는 통일교육의 

목표가 간소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2008년 통일교육지침에는 

통일교육의 과제라는 것으로, 2016년 통일교육지침에는 통일교육의 

주안점이라는 것으로 좀 더 자세한 통일교육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2005년과 2008년, 2016년의 통일교육지침에 나온 통일교육의 목표, 과제, 

주안점 등을 비교해보면 몇 가지 뚜렷하게 드러나는 차이점들이 확인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차이점은 ‘안보’라는 주제를 다루는 방식이다. 

2005년 통일교육지침에서는 ‘안보’라는 주제를 “남북관계의 이중성 및 

안보와 통일의 균형적 인식”이라는 통일교육 목표로 제시하였고, 2008년과 

2016년의 통일교육지침에서는 ‘안보’라는 주제를 ‘건전한 안보관’ 확립으로 

통일교육 목표에서는 제시하고, 통일교육의 과제나 주안점에서는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즉 2005년 통일교육지침에서는 안보를 

남북관계의 이중성의 한 측면으로 파악하면서 다루고 있는데 비해, 2008년과 

2016년에는 안보를 별도의 주제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가.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판단능력 배양

나. 통일의 필요성 인식과 통일의지 확립

다.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간 이질성 극복

라. 남북관계의 이중성 및 안보와 통일의 균형적 인식

마. 통일국가에 대한 가치관 정립

바. 통일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통일준비

2005

1.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한 통일관 정립

2. 평화통일의 의지와 역량의 함양

3. 통일 환경 및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2008

가. 미래지향적 통일관 (정립)

나. 건전한 안보관 (정립)

다. 올바른 북한관 (정립)

2016

[그림
�5]�통

일교
육의

�목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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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의�과제�2008년

가.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나. 평화의식 함양과 상호존중의 자세 확립

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라.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마.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통일교육의�주안점�2016년�

가. 통일교육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통일의지 확립

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통일준비 역량 강화

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신 및 민주시민 의식 함양

라.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

마.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바.�북한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2008

2016

[그림
�6]�학

교�통
일교

육의
�과제

,�주안
점�

2005년 통일교육지침에서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이라는 표현과 함께 

안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남북관계의 딜레마 상황을 인지하고 교육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의 이중성 및 안보와 통일의 균형적 

인식’이라는 목표의 제시는 통일교육이 가진 딜레마를 극복하고 

통일의식을 고취하는 통일교육으로 나아가려는 인식의 단초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2008년 정부가 교체되면서 이런 통일교육의 시도는 

지속되지 못하고 안보를 중시하는 통일교육으로 변화하게 된다. 

2008년과 2016년 통일교육지침은 2005년 통일교육지침과 달리 

‘안보’, ‘자유민주주의’, ‘북한 실상’ 이해 등에 강조점을 두고있다. 

이런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은 한반도의 안보와 북한 현실을 

정확히 이해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의 

딜레마 상황을 이해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상당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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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상황을 성찰하는 통일교육
통일교육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이 처한 딜레마 상황을 직면하게 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화해와 협력의 대상임을 

강조하는 통일교육과 북한이 우리와 적대적 관계이므로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통일의 주요한 기반임을 강조하는 통일교육은 모두 정당성과 

함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 화해·협력의 상대임과 동시에 

적대적 관계의 상대임을 함께 인지하고 통일의 방안을 성찰함으로써 기존 

통일교육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의 첫 번째 단계는 북한이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자 적대적 

대상이라는 딜레마를 인지하고 그 딜레마에 직면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분단의 역사적 배경, 전쟁의 전개과정과 참혹함, 남북의 

군사적 대치 상황, 남북의 교류 협력의 역사 등에 대한 학습이 이 단계에서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통일교육의 단계는 남북이 처한 딜레마 상황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단계이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인데, 남북이 처한 딜레마의 상황을 깊숙이 직면하게 

되면 그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통일교육이 통일이나 분단,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제시하고 통일이라는 당위에 근거하여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었다면, 이후의 통일교육은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적인 성찰을 진행하는 학습활동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먼저 통일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살펴보거나 역사적으로 제시되었던 한반도 통일 방안들에 대해서 

고찰해보는 학습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학습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민족의 분단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에 대한 미래사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통일교육의 마지막 단계는 한반도의 미래를 구상해보는 단계가 될 것이다. 

남북의 딜레마 상황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남북의 관계 변화가 기본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변화에 대한 성찰은 이후 한반도 미래를 

구상해보는 단계를 도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황이 끝난다고 해서 금방 통일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으므로 남북의 장기적인 평화공존 상황이나 지금의 남북한 사회와는 

다른 통일 한반도의 사회상 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학습이 이 단계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래의 한반도에는 거주자들이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을 것이고, 다양한 사상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할 

수도 있을 것이며, 지금과는 다른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운영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런 미래에 대한 고찰도 통일 한반도에 대한 구상과 함께 

진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단계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 통일교육은 이전의 

통일교육과는 달리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교육의 

과정을 통해 이전보다 긍정적인 통일의식을 더욱 고취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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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교육체제 구축
김선미�장안대학교

들어가며
OECD 정책보고서(Starting Strong V: Transitions from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o 

Primary Education)에 따르면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와 초등학교 간의 원활한 

연계는 이후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 단계에서의 지원과 스트레스 없는 

경험은 아동의 이후 학교, 학업 및 사회적으로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 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OECD, 

2017). 따라서 많은 OECD 국가들은 ECEC와 초등학교와의 연계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OECD 

국가 중 호주는 ECEC의 이원화 체제에서 일원화 체제로 구축하였고 출산율이 2000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부처체계 하에서 2013년도부터 만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시행하게 되면서 유아교육, 보육기관에서 모두 

국가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시행(운영)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유아의 초등학교로의 성공적인 

전이를 강조하는 국가교육과정인 ‘영유아기 학습의 기본 틀(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 

EYLF)’을 2009년에 개정하였으며 ‘학교교육과정(Australian Curriculum)’문서를 출간하여 

유아기 학습과 초등 학습의 연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장명림, 김홍원, 지성애, 염지숙, 정정희, 김선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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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를 위한 정책 : EYLF
호주는 영유아교육의 경우, EYLF에 근거하여 교육과 돌봄을 실행하고 있다. 2009년 ‘호주 

교육부(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는‘영유아와 가족을 지원하는 기관 

(Early Childhood Australia: ECA)’과 ‘호주 국가교육과정평가·보고국(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ACARA)’이 공동으로 EYLF와 이후 학교교육과정이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학습을 위한 기초: 영유아기 학습의 기본구조와 호주 

교육과정 간의 연계(Foundations for learning: Relationships between the 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 and the Australian Curriculum, 2012)’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EYLF와 초등 이후 교육과정인 호주 교육과정의 특성, 교육과정 간의 연계성, 호주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시사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EYLF의 각 

영역과 학교교육과정의 각 학습영역을 비교하여 다룸으로써 교육과정의 원리와 실행의 연계에 

초점을 두어 ECEC의 초등학교 연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학교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유아와 

교사, 가정, 부모,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EYLF는 영유아교육의 원리와 실제, 기대되는 학습 결과, 학습의 연속성과 연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리와 실제 부분에 교사는 유아들의 학습을 증진시키고 성공적 연계를 돕기 위해 

유아들의 경험이 연속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학습의 연속성과 연계 

부분에는 유아들이 가정에서 유아교육기관으로, 기관에서 기관으로, 학교로 옮겨갈 때 가족,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서 개별 유아의 현재 지식, 기술, 발달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유아들의 원활한 연계를 도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가정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교사는 유아가 연계 준비 과정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유아가 환경과 하루 일과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 등을 이해하여 좀 더 편안하게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원주민과 호주인 간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 교육부는 출생에서 5세의 유아들과 초등학교로의 연계에 대한 보고서인 'Belonging, 

Being & Becoming: The 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 for Australia’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아동의 학습을 확장시키고 더욱 풍부하게 하며 아동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미래의 

학습 성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는 유아교육 및 

보육 환경 내에서 유아들이 양질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자 하였으며, 놀이 

기반 학습에 중점을 두고 의사소통과 언어(읽기, 수리 능력 포함) 및 사회·정서 발달의 중요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 특히 유아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유아교육자가 가족과 협력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인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방법, 사회기술, 우정, 협동 학습 등의 초등학교 적응의 핵심요소를 

추출하여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연계를 위한 가정 지원
ECA(http://www.earlychildhoodaustralia.org

.au/) 웹사이트에서는 유아들의 원만한 초등학교 

연계를 위해 부모, 보호자, 교사들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게시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사이트 

링크와 관련 자료는 ECA에 의해 질적 수준이 보증된 

것이며, 이러한 자료는 유아들이 학교에 취학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와 부담부터 시작하여 학교 

준비도가 무엇인지, 취학준비를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질이 보장된 자료 구입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족이 어떻게 유아를 도울 수 있는지 

등을 포함하여 부모들이 자녀의 취학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Women‘s and Children’s Health 

Network(http://www.sahealth.sa.gov.au/)에서 

개발한 자료와 링크되어 있는 웹사이트에는 부모가 

자녀 취학을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하고 

실제적인 정보를 주제별로 제공하고 있다. 

이 주제들에는 취학 연령 시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정보, 자녀에게 학교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방법, 자녀의 취학 준비에 대한 

정보, 교사와의 관계 형성과 소통을 위한 정보, 첫 

몇 주의 적응기간 동안 아이가 느낄 수 있는 신체적, 

심리적 피로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 방법들, 아이가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정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각각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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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연령�시기

○   공립학교 취학년도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제공(자녀의 취학 시기를 꼼꼼히 

체크하도록 안내)

오리엔테이션에�대한�정보

○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초등학교 연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에 

포함된 다양한 내용

-   몇 주에 걸친 학교 방문, 운동장, 화장실, 교실 등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를 

둘러보는 시간 안내

-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교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활동

- 부모가 교사를 만나 질문하는 시간

자녀의�자신감�키워주기

- 학교가 어떤 곳일지 자녀와 이야기 나누기

- 도서관에서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 빌려보기

- 부모 자신의 행복한 학교생활 이야기 들려주기

-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등의 활동

자녀의�취학�준비

- 교복, 책가방, 도시락 가방 사기

-   도시락 가방과 책가방을 잘 간수하도록 확인시키기 등 자녀와 함께 취학 

준비하기

- 혼자 옷 입고 화장실 사용하는 법 배우도록 도와주기

- 스스로 자고 일어나는 시간 정하기

-   학교까지 걷거나, 차로 데려다 주거나, 학교 버스를 타러 가는 길 익히기

-   취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 줄 것을 계획하기, 학교가 끝났을 때 아이와 

만날 곳을 보여주기

-   아이가 학교 가는 것을 걱정하면, 누가 데려다 줬으면 좋겠는지, 어디서 

헤어지는 인사를 했으며 좋겠는지, 방과 후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 

나누기

-   부모가 걱정하면, 아이도 그것을 느끼고 같이 걱정하게 되므로, 부모가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기

학교와�함께�협력하기

○   부모와 교사가 함께 일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사와 부모가 

아이를 지원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때 아이는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음을 강조

○ 자녀의 원만한 연계에 도움이 되는 부모 역할

-  집에서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교사에게 알려주기

- 아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교사에게 알리기

-   학교에서 보내오는 모든 알림장을 읽고 가능한 빨리 답신하기

-   가능하면 아이의 학습 활동(책 읽기, 이야기 나누기 등)에 참여하기

- 자녀가 걱정되면 교사와 만날 약속 정하기

취학�후�적응기간�동안�자녀를�도울�수�있는�방법

이 밖에도 부모가 자녀의 원만한 초등학교 연계를 돕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 좋은 출발, 좋은 시작, 자녀의 입학 준비를 도울 수 

있는 방법(Your child’s first year at school: Getting off to a good start, 

Starting school: How to help your child be prepared)‘ 과 같은 우수 권장 

도서와 책과 자료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 아동건강 센터(Centre for Community Child Health)’는 부모가 

자녀들이 학교에 취학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주로 학교 준비도와 관련된 것으로, 

부모가 자녀의 취학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신체건강, 사회·정서 발달, 

대·소근육 발달, 눈과 손의 협응 발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자녀의 취학 준비를 위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활동 예도 있다. 만약 부모가 자녀의 취학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지역사회 건강 관련 전문가들과 상의할 것을 

적극 권하고 있다.

-   방과 후  자녀가 피곤할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은 활동을 계획하지 않고, 쉬고 

놀이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  방과 후 배가 고플 것이므로 아이를 데려올 때 간식 챙기기

- 늦게 먹는 것이 너무 피곤할지도 모르니 이른 저녁 먹기

-   아이가 당신을 보자마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 싶어 할 때 

들어주기 

-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격려하기

-   취침 전 책 읽기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므로 잠들기 전 아이와 

함께 책을 읽기

-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서 용변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아이가 당황하지 

않도록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며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만약 용변실수 한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도록 하고 가방에 여분의 

옷 챙겨주기

-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 때(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 울거나, 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할 때), 아이에게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도록 하여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묻고, 아이가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심어주기 

-   만약 계속 걱정하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교사와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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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호주는 국가적 차원에서 유아의 초등학교 취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계획, 실행하고 

있다. 국가교육과정에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 연계의 

중요성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서 유아를 

도울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영유아기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EYLF와 초등학교 이후 교육과정인 학교교육과정의 연계를 

위한 정보 제공 보고서를 출간함으로써 교사들의 교육과정 

실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 

ECA, Women’s and Children’s Health Network, 

지역아동건강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다양한 경로로 자녀의 

취학 준비에 필요한 정보(초등학교 취학시기의 자녀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학교 준비도, 취학준비 방법, 

학교에 대한 안내, 자녀의 건강관리, 분리불안 등)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취학 전 후 

단계별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활동,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다양한 정보원 등 유용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여러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또한, 학교뿐 

아니라 건강관련 기관에서도 전문가들로부터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시기에 부모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적 수준이 보장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ECEC와 초등학교 연계에 대한 내용을 국가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 다루고 부모, 가정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은 

호주 정부가 ECEC에 대한 지원이 학교교육과정의 토대가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의 

초등학교 취학을 학교생활의 큰 전환점으로 보고 이를 

중요하게 인식하여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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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Gap Year는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입학사이에 학생들이 가지는 1년의 휴식기를 

의미하며, 그 기간 동안 학생들의 필요와 관심에 

따라 다양한 활동들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미국에서 Gap Year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비율적으로는 적지만, 참여도는 매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Hoe, 2015). 

Gap Year를 경험한 학생들이 대학생활의 

적응 및 성공, 그리고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면서(Hoe, 2015), 

점차 학생, 학부모, 그리고 많은 대학들이 

Gap Year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하버드대학교 등 점점 더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입학을 1년 지연시키는 것을 허용 

및 권장하고 있으며, 여러 고등학교에서도 Gap 

Year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관련 정보 등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관련 상담교사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미국의 Gap Year 

프로그램들의 주요 특징 및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Gap Year 프로그램은 각각의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방향에 기초해 구성되기 때문에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예술활동, 봉사활동, 여행, 

인턴쉽, 스포츠활동, 환경보호활동, 초중등학생 

멘토링,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 심화과정 

학습 등이 대표적이며, 계속해서 새로운 주제와 

구성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Gap Year 프로그램이 성공적 대학생활의 

준비과정뿐만 아니라 전공선택 및 직업 관련 

적성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Gap 

Year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대학교 자체 내의 Gap Year 프로그램과 다양한 

개별 기관의 GAP Year 프로그램이 있다. 약 

10년 전 정도부터 미국의 몇몇 대학들은 입학이 

허가된 신입생들을 위해 경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Gap Year 프로그램들을 실시해 왔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로 Tufts University와 Princeton 

University의 자체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일반 

기관 프로그램으로는 City Year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의 Gap Year 프로그램
권지혜�인디애나대학교

40

세계의 교육



Tufts University의 Tufts 1+4 Program
Tufts University는 자체적인 해외파견 Gap Year 프로그램을 2015년도부터 시행해왔다(Tufts, n.d.). 해외프로그램 경비는 학생 개인당 

$36,000이며, Tufts University의 장학금지원 기준에 해당이 되는 학생들은 소요되는 경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은 부분적으로 경비를 지원받는다. 프로그램 참여 심사 첫 단계는 학생들이 자신의 배경, 기술, 관심 등에 대해 짧은 에세이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된다. 첫 번째 심사를 통과한 학생들은 온라인 인터뷰에 응하고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학생들의 

관심사에 기초하여 파견국가와 프로그램이 결정되는데 국가는 브라질, 에콰도르, 나카라과, 인도 등이 있다. 프로그램은 청년교육, 예술, 

야생동물보호 및 환경운동, 재생가능에너지, 문화 및 예술보전 등으로 다양하며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 프로그램이 배정된다.

해외파견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에서 교직원과 교수들이 학교에 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각각 프로그램 관련 전문가들이 실시되고 

있는 활동들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관련 온라인 자료들을 안내해준다. 두 번째 단계로,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참여하는데, 이러한 프로젝트는 교육, 환경, 치안 등의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참여 학생들은 Tufts 

University의 실제 언어수업을 수강하면서 창의력 촉진을 위한 다양한 과제 등을 수행하게 되며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일하는 그룹 프로젝트들을 

수행한다. 이러한 수업 수강은 이후 대학생활의 적응에 도움이 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법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넷째, 자신과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가족들과 실제로 함께 살면서 생활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이벤트에 참여한다. 

홈스테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의 실제 문화를 밀접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며, 학생들의 안전과 성공적인 문화체험을 위해 홈스테이 

가정은 Tufts Universitiy의 세밀한 검증을 통해 결정된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Inside 1+4” 블로그에 자신의 경험과 그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여 게시한다. 2016-2017에 스페인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인 Erica DeBarge는 “이 프로그램에는 장단점이 모두 

있지만 결코 잘못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자신의 적성과 흥미들을 발견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간이 나의 인생 최고의 1년이었다”(Erica DeBarge, n.d.) 라고 언급하며 1+4 프로그램을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였다. 

다섯째, 인종, 다양성, 성, 정치 등 다양한 사회, 문화적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 할 시간을 가져보고 함께 토론하며,  토론 후 정리된 자신의 

생각을 학교 블로그에 게시한다. 이러한 활동은 토론식 수업이 많은 미국 대학강의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주요 사회문제에 대해 

기초지식을 쌓고 자신의 생각을 정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Gap Year 프로그램 종료 후 대학 첫 학기에 프로그램 

교직원들과 다시 만나 그들의 경험들을 어떻게 실제 대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고 조언을 받는다. 그러한 상담은 단순히 학업 

관련 조언 뿐 아니라, 동아리 활동과 미래의 진로 선택 등에 Gap Year경험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Tufts University에서는 참여 학생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관련 설문을 실시하는데, 설문 결과 학부모 전원이 프로그램을 다른 

학생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였으며,  또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녀들이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성숙해졌다고 응답하였다. 이 외에도 

시민의식과 봉사정신에 도움,  문제해결 능력 및 외국어 능력 향상 등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답하였다. 

Tufts University는 이러한 해외파견 프로그램 이외에도 이후 본문에서 소개할 City Year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한 국내 봉사활동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국내 프로그램의 

경우 $8 ,000가 소요되는데,  해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재정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들에게는 경비가 전액 

지원된다. 재정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은 

대학교로부터 $5,775을 지원 받으며,  

모든 참여 학생들은 참여 기간동안 한 달에 

두 번씩 급여로  $564를 지원받는다. 또한 

대학에서 주최하는 리더십 개발 및 학문적 

글쓰기 워크샵 참여 등의 교육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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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ton University의 Bridge Year 프로그램
Princeton University의 Gap Year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해외 봉사활동을 지원한다(Princeton University, n.d.). 

Princeton University의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이 지원 대상이며, 심사를 거쳐 매년 30명 정도의 학생이 선발된다. 

모든 경비는 지원되며, 학교와 결연을 맺은 몇몇 국가들 중에서 선발된 학생들은 원하는 나라를 선택하여 갈 수 있다. 총 

9개월 동안 학생들은 중국, 인도,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세네갈 등의 나라에서 현지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게 된다. 또한, 해당 나라의 다양한 봉사활동기관들과 연계하여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한다. 이외에도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 현지인이 주최하는 문화적 행사들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전반적인 지식, 이해, 기술등이 향상될 수 있고, Princeton University의 전반적인 교육적 

역량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Americorps의 City Year 프로그램
Americorps는 Peace Corps이라는 봉사활동 단체의 미국 버전으로, City Year라는 Gap Year 프로그램을 

운영한다(City Year, n.d.).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Americorps의 심사를 

통해 최종 봉사자들이 선발된다. 학생 봉사자들은 11개월 간 빈곤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교육, 환경, 공공치안에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데 주로 교육봉사에 많은 시간이 할당된다. 봉사자들은 빈곤지역에 파견되는데, 그중에서도 

재학생들의  중도탈락율이 높아 전반적인 졸업율이 낮은 학교들에 직접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봉사자들은 여러 

학생들과 결연을 맺으며 멘토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멘토링은 단순히 학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과 조언을 해준다. 11개월 동안 자원봉사자들은 생활비, 건강보험, 유급휴가등을 

혜택을 받으며 이외에도 Americorps는100여개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그 학교들에 속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봉사활동 지역구에서 교통비 지원 및 여러 가지 물건 구매 할인 등의 여러 혜택들이 주어진다. 주요 활동인 

멘토링 이외에도 City Year 프로그램은 봉사자들의 리더십 개발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봉사자들의 자기 계발에 

도움을 준다. City Year 프로그램은 봉사자 학생들뿐만 아니라 빈곤 지역의 학교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교육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 외 프로그램들
위에서 소개된 종류의 프로그램들은 심사를 거쳐 선발된 학생들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경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그 외에 다양한 유료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소요되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위 계층에 속하지 않는 학생들은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더욱이 미국의 비싼 대학등록금과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빚 문제로 인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Gap Year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긴다. 이러한 경우에 

학생들은 유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신 다양한 인턴십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1년 동안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직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한다. 주요 영역으로는 공예, 자동차정비, 

동물케어, 환경보호사업, 건강관련사업, 스포츠, 정보기술, 판매업, 방송통신 등이 있다(Gapyear, n.d.). 

이러한 현장 근무 기회는 학생들에게 실제 실전경험을 통한 직업윤리, 공동작업, 시간관리, 특정기술 습득 

등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에 더해 1년 동안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발생한 수입들은 대학 학자금에 보탬이 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한 개의 장기 프로그램이 아닌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여러 가지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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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앞서 살펴본 Gap Year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의 선택과 진로를 바라보는 미국 

전반의 관점이 점차 변화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과 달리 Gap 

Year 또는 대학 입학 이후 휴학을 하며 

자기계발을 하는 것이 흔치않은 미국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학교육과 

구직활동을 시간적으로 급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하여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학생 스스로 과도한 학업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 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의 중요성이 점차 사회적으로 

인지되면서 관심이 증가하였다(American 

Gap Association, n.d.). 미국에 비하여 

대학생들이 휴학을 하는 것이 매우 흔한 

우리나라에도 Gap Year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단순히 수능을 다시 한 번 보기 

위해 1년을 미루는 것을 제외하고 자신을 

위하여 Gap Year를 가지는 학생들이 매우 

극소수이며, 휴학을 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취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기개발에만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Gap Year 

프로그램들은 한국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이후 직장을 갖기 전에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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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유치초·중학교(전남 장흥군 유치면)는 초·중통합 

학교이며 무지개학교이다. 탐진강 상류지역에 있으며, 

장흥댐이 들어서면서 유치초등학교와 장흥유치중학교를 

통합하여 2002년 3월 1일자로 개교하였다. 수몰지역이 

다 그러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갔고 유치면의 

인구는 현재 1,120명의 작은 산골마을이 되었다.

유치초·중학교는 중학생 22명(3학급), 초등학생 

25명(5학급), 유치원생 4명(1학급) 등 총 51명의 학생과 

31명의 교직원이 생활하는 초미니 학교이다. 정규 

수업은 초·중 급별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각각 진행된다. 

그러나 한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는 통합학교이다 보니 

정규수업을 제외한 많은 부분에서 초·중 연계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9년 

간의 초·중 연계교육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01. 국제체험학습
2017년 봄, 유치초 6학년 4명과 유치중 2,3학년 13명 등 학생 17명과 교원 5명이 4박5일 

간의 일정으로 러시아 연해주(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를 다녀왔다. 주제는 

‘항일민족운동의 현장, 러시아 연해주 탐방’이었다. 여행경비는 1인당 130만원인데 그 중 

100만원은 수자원공사(장흥댐) 지원금이고, 30만원은 탐방단 본인이 부담하였다. 2016년 

10월에는 유치중 3학년을 대상으로 중국 상해탐방을 하였다. 2018년 9월에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일본(또는 베트남)을 탐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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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야간도서관
초·중 학생 중 희망자 20명을 대상으로 

매 주  2 회 ( 월 ,  목 )  저 녁  6 시 부 터 

8시30분까지 야간도서관을 운영한다. 

학생들에게 독서습관을 길러주고 

독 서 토 론  능 력 을  함 양 하 기  위 해 

시작되었으며, 학부모회가 주관하고 

선 생 님 들 이  동 행 하 는  방 식 으 로 

진행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열성적인 

학부모가 밥과 반찬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다. 매일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책 

읽어주기, 독서토론, 독후감쓰기가 

있다. 독서골든벨, 독서캠프(1박2일), 

백일장대회가 각각 연 2회 운영되고 

있다. 겨울철에는 뜨개질로 목도리를 

만들어 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기증하는 봉사활동도 매년 전개하고 

있다.

03. 학교축제
유치원생의 재롱잔치부터 초등학생의 

발랄한 무용과 중학생의 파격적인 

방송댄스를 볼 수 있는 학교축제는 

초 · 중  연 계 프 로 그 램 의  중 요 한 

축 이 다 .  축 제 의  기 획  단 계 부 터 

연습까지 학생자치회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지역 어르신 30명, 

학부모 30명을 모시고 2시간 정도 

진행되며, 보통 한 학생이 2~3개의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복도에는 1년 

동안 수업시간에 만든 학습소산물 

전시한다. 공예반(방과후학교)에서 만든 

생활 소품을 판매하여 나온 수익금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한다. 아울러 

‘유치면민 한마음경로잔치’에서도 우리 

학교 유·초·중학생들이 4개 프로그램을 

공연하기도 한다.

04. 체육대회
학생자치회에서는 체육대회 종목 선정에서부터 연습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생자치회에서 

선정한 종목은 대부분 수용되며, 교사들이 조금 보완하는 수준에서 프로그램이 확정된다.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박 터뜨리기’와 유·초·중학생, 교직원이 청팀과 백팀으로 나누어 뛰는 

‘청백계주’는 체육대회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함께 참여하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은 선배 중학생이 후배 

초등학생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며 ‘학생들이 가족처럼 느껴진다’고 말씀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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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방과후학교
중학교에서 개설한 3개의 프로그램(뉴스포츠, 방송댄스, 공예) 중 공예반은 초등학생(고학년) 희망자가 

참여한다. 초등학교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에 중학생 희망자가 참여하기도 한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개설한 2개의 프로그램(영어, 우쿠렐레) 중 우쿠렐레반은 초등학교 1학년이 참여하기도 한다.

06. 가족캠프
인근 청소년수련원을 빌려 1박2일 진행되는데 전교생의 약 70%가 참여한다. 평소 부모-자녀 간의 

서먹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보다 더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생 대상으로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학부모 대상으로 효율적인 자녀와의 대화법 강의를 

진행한다. 학부모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가정에서 보는 자녀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신체 접촉이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학생들도 

부모님과의 포옹, 가족사랑 화분 만들기, 가족사진 콘테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07. 김장김치 봉사활동
생태교육의 일환으로 학생과 교직원들이 텃밭을 가꾸기로 하였다. 운동장 옆에 있는 텃밭을 초등학교 

3구역, 중학교 2구역을 배정하고 1학기 때는 토마토, 상추를 심었다. 연말에 김장김치를 독거노인에게 

나누어 드리자는 데에 학생자치회와 교직원의 뜻이 모아졌다. 그래서 2학기 때는 배추를 심어 물도 주고 

풀도 뽑으면서 정성껏 가꾸었다. 12월 중순 4일간의 배추김치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첫째 날 

배추를 수확하였다.(초·중학생) 둘째 날 배추를 씻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 소금 간을 하였다.(중학생) 

셋째 날 사과, 배, 당근, 파를 씻고 잘라서 고춧가루와 함께 섞어 양념을 만들었다.(중학생) 넷째 날 김치 

버무르기를 하였다.(유·초·중학생) 김치통에 담아 유치면사무소에서 추천해준 12명의 독거노인 집을 

방문하여 김치를 전달하였다.(초·중학생) 물론 여기에 초·중학교 선생님과 학부모가 적극 참여하였다.

08. 입학식과 졸업식
입학식과 졸업식 모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합동으로 진행된다. 입학식에서는 초등학교 신입생의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소망을 담은 영상편지, 중학교 신입생들은 자신의 학교생활에 

대한 포부를 밝히는 영상 편지가 소개된다. 학부모 영상편지는 2월에 예비 신입생에게 부탁하여 사전 

제작된다. 또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신입생에게 유치동백회에서 주는 장학금이 1인당 10만 원 정도 

전달된다. 유치동백회는 경향 각지에서 생활하다 유치면이 좋아서 찾아온 귀향, 귀촌인으로 이루어진 

친목단체로 지역의 인재를 기르기 위해 매년 장학금을 본교에 기탁하고 있다. 졸업식에서는 재학생들의 

축하공연(춤)이 있다. 또 학교생활을 함께했던 6년 동안의 사진(초등학생)과 9년 동안의 사진(중학생)으로 

재구성한 ‘추억의 영상’을 보면서 졸업생들의 졸업을 축하해 준다.

09. 문화예술체험학습
2016년 봄, 제주도로 2박3일간 문화예술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초·중학생 모두 갈 때는 비행기, 올 때는 

배를 이용하였다. 숙소는 같은 곳에 잡고, 제주도 내에서의 체험 일정은 초·중 급별로 따로 진행하였다. 

주간 일정이 끝나고 저녁에 초·중학생이 모여 식사하고, 레크리에이션도 같이 하면서 가족처럼 지내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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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교급식
유·초·중학생 51명과 교직원 31명 등 82명이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만난다. 

유치원생 4명이 급식실에 들어오면 언니, 오빠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 

교육공동체가 모두 만나는 장소이고, 안부를 묻는 장소이고, 가족과 같은 

친밀감을 느끼는 장소이다. 배식담당자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며 

맛있게 먹으라고 이야기해 준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자신의 제자들이 

중학생이 되어 의젓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중학교 선생님들은 1년 후에 중학생이 될 친구, 2년 후에 중학생이 될 친구들을 

바라보며 미리 얼굴을 익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또, 매월 생일을 맞이하는 

유·초·중학생과 교직원을 축하해 주는 ‘생일 떡 나누기’ 행사도 교육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11. 자전거 도전활동
우리 학교에는 유·초·중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 35대가 마련되어 

있다. 점심시간이 되면 운동장과 운동장 주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배운다. 조금 익숙해지면 본격적으로 두발자전거 타기에 도전한다. 이 때 

선배들이 뒤에서 잡아주며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초등학생들은 

자전거도로가 잘 갖추어진 곳으로 직접 나가 1,2학년은 2~5km, 3,4학년은 

5~10km, 5,6학년은 10~15km 주행에 도전한다. 중학생들은 연 2회 영산강 

자전거길, 정남진 해안도로 등으로 나가 30~50km의 거리를 주행하는 자전거 

도전활동에 참여한다. 우리 학교는 초등학교 때 배운 자전거 도전활동이 

중학교까지 이어지는 연계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나가며
우리 학교는 무지개학교 5년차 학교이다. 다른 시·도에서는 혁신학교라고 

부르는 곳이다. 무지개학교는 존중과 협력의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교육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학교이다. 학생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교직원의 

자발성과 민주시민의식이 살아있는 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 깊은 

믿음을 받고 있는 학교라고 자부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장흥읍 지역에서 우리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42%(2017.12.)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계속 

전학 문의가 오고 있으며 이런 추세로 간다면 50%(2018.03.)를 넘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학교에 오겠다는 학생들은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선후배간의 

우애가 돈독한 학교, 배움이 즐거운 학교, 진로교육을 잘 하는 학교, 독서교육에 

힘을 쏟는 학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갈수록 시골학교의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요즘 1면 1교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골에서 

학교가 사라지면 시골의 경제, 문화는 퇴보하고 결국 ‘시골소멸’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1면 1교의 원칙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대안으로 

초·중통합학교를 제안하는 바이다. 그리고 통합학교 교직원은 학생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학교급간 연계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학부모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마을학교 등)을 꾸준히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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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Project를	통한		
성공적인�연계�교육�실현
상급학교로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한	공교육	신뢰	향상	
추구	및	성공적인	학교	생활	사례	적용�

정복기�서대전고등학교 교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서대전고등학교(교장 윤여규)는 초·중·고 간 긴밀한 연계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학교 급별 구성으로 단절된 교육과정에 의해 반복적, 중복적인 교육 내용의 답습이 학습자나 가르치는 교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이러한 교육과정의 운영이 교육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시설 및 설비의 중복 등은 

경제적인 손실을 가지고 올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 상에서 효율성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초·중·고의 연계 교육이 

필요함을 여실히 느끼게 된다. 

이에 따라 서대전고등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경험의 질 제고와 지식과 기능 연계를 통한 기초학력 향상을 목표로 하며, 

교과학습방법 및 생활지도에 대한 공동 노력으로 학교급간 단절감 극복 및 상급학교로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는 

‘S.C.E.N.E’(Successful Connection Edu-bridge & Education) Project를 운영하고 있다. ‘S.C.E.N.E’ Project는 중·고 

연계교육을 통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새로운 학교급 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를 목표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체계적인 전이를 통한 공교육 신뢰 향상 추구 및 성공적인 학교 생활 사례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S.C.E.N.E’ Project는 크게 5가지 프로그램으로 1.신입생 대상 학교 적응주간 운영, 2.학교급간 

교육과정 공유를 위한 정례 협의회 활성화, 3.중·고 간 학생 연계교육 프로그램 운영(BS/AS 프로그램), 4.중·고 간 타 학교 급 

교사 초청 및 방문수업(특강) 실시, 5.중·고 연계교육 중점학교 교직원 연수 및 워크숍 실시 등이다. 각각의 다채롭고 내실있는 

중·고 연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한다. 더불어 학교 급별 체계적인 연계 

교육을 통해 진로경로 개발 및 학부모들의 공교육 신뢰도 제고를 증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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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017�서대전고등학교�초·중·고�연계교육�운영�지표

01
학교적응주간

운영

02
학교급간 교육과정
공유를 위한 정례
협의회 활성화

03
중ㆍ고 학생

연계교육(BS/AS)
프로그램 운영

04
중ㆍ고 간

타학교급 교사 초청,
방문 수업(특강)

실시

05
중ㆍ고 연계교육
중점학교 교직원
연수 및 워크숍

실시

① ‘진로체험의 날’ 운영

② 중ㆍ고 연계 진로프로그램 운영

③ 중ㆍ고 연계 자율 동아리
    멘토-멘티 활동 

④ 상급학교 방문의 날
     (’서대전고 스탬프 투어’) 실시

⑤ 지혜의 후마니타스 
    프로그램 실시

⑧ 제23회 서원제 개최

⑥ 스타트업 캠퍼스
    진로체험센터 실시

⑦ 지속가능발전 실천사례 발표회
   (仁者야, 智性아 놀자~!)

[그림

④ 상급학교 방문의 날
     (’서대전고 스탬프 투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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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입생 대상 학교 적응주간 운영
서대전고등학교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지역에 위치한 남자 일반고등학교로서, 신도시로 형성된 

서구의 ‘둔산’은 대전의 중심지로써 다양한 기능을 하는 곳이다.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하여 시청, 

교육청, 법원, 검찰청 등 행정과 사법 기관이 자리 잡고 있으며, 아파트 지역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어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곳이다. 이와 같은 지역에 사는 남학생들에게 ‘서대전고등학교’는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고 싶어 하는 학교이며, 학교 지역의 교육 환경이 매우 우수하고, 학교 

주변의 교육 여건 또한 잘 갖춰져 있다. 

서대전고등학교는 지난 3월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시기인 중학교에서 진로 

설계 시기인 고등학교로의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성공적인 학교 생활 준비를 도모하고자 

신입생 대상 학교 적응주간을 운영했다.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한 부담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의 생활 전반에 대한 학습 및 생활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신입생 및 전학생 적응 상담을 통한 학교 생활 및 학사 일정을 안내하고 새 

학년, 새 학기 담임교사와 학부모 집중 상담을 통해서 신입생의 학교 적응력 상승을 추진하였다. 

이에 2017학년도 신입생들은 학교 적응주간 운영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키우는 성공적인 

학교 생활에 정착할 수 있었다. 더불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설명회를 개최하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성공적인 연계가 되기 위한 학교 적응 방안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2. 학교급간 교육과정 공유를 위한 정례 협의회 활성화

성공적인 연계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학교 급간의 효율적이며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교류의 선행을 추진한 서대전고등학교는 인근 중학교와 정례 

협의회를 실시하여 중·고 연계교육 운영에 대한 점검 및 조정을 통한 연계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인근 중학교 3개교(대전갑천중, 대전남선중, 

대전월평중)와의 상호 교류 및 정례 협의회 결과를 진단하고 평가하여 TF팀의 프로젝트 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자기 평가 및 상호 평가를 실시하였다.

3. 중·고 간 학생 연계교육 프로그램 운영(BS/AS 프로그램)
중학교(Before School)와 고등학교(After School)의 구체적 연계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고 간 학생 연계교육 프로그램(BS/AS 프로그램)은 학생 

중심의 다채롭고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성공적인 연계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지난 5월 서대전고등학교는 '1.진로체험의 날'을 맞아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부스를 설치하고 직업인 초청 강연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직업인의 열정이 담긴 강연을 듣고 저마다의 꿈을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으로 진로 탐색(중3) 단계에서 진로 설계(고1) 단계로의 성공적인 연계를 목적으로 대전 청소년 

위캔센터를 방문하여 "2.중·고 연계 진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중학교에서의 자유학기제를 

통하여 진로 탐색 시기를 보낸 학생들에게 고등학생이 되어서 직접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중·고 연계 교육의 일환으로 서대전고등학교의 자율동아리와 활동 성격이 

비슷한 대전갑천중학교 자율동아리 학생들을 초청하여 동아리활동 소개 및 간담회 실시하는 

"3.중·고 연계 자율 동아리 멘토-멘티 활동"을 실시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성격과 활동이 

비슷한 동아리(학술, 진로탐색, 예술체육, 봉사 영역)를 매칭하여 상급학교로 진학 후에도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단절되지 않도록 동아리 연계 활동 수행을 이끌어냈다. 같은 7월에 중학교의 

진로탐방 고교 방문의 일환으로 상급학교 방문의 날을 지정하여 예비고등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사진�1]신입생�대상�학교�적응주간�운영(동아리박람회�

및�학부모�대상�학교설명회�개최)

[사진�2]학교급간�교육과정�공유를�위한�정례�협의회�

(대전갑천중,�대전남선중,�대전월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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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의 시간을 가졌다. 고등학교 입학을 목전에 두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단순 학교 설명에 그치지 않고, 재미있고 

능동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4.서대전고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학생들이 학교 이곳저곳을 직접 돌아다니며 체험해보는 시간을 

보냈다. 이를 통해 간접적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와 발전을 

추구할 수 있었다.

한편, 서대전고등학교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이행되어 가는 급박한 현실과 

현대 21세기 신 성장 동력에 무엇보다 필요한 인간의 창의성과 창조성 

함양과 더불어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이 절실함을 파악하여 ‘5.지혜의 

후마니타스 활동’을 계획하여 실천하고 있다. 지난 8월 서대전고등학교는 

학교 특색 사업으로 진행되는 ‘지혜와 융합의 후마니타스’ 활동을 

중학교 학생들과 연계하여 진행하고자, 서대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대전갑천중학교 학생 중 후마니타스 활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구체적으로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인문고전 책을 

선정하고, 교사와 교사,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가 인문학적 소양을 함께 

신장함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학생 간, 학생과 교사 간 함께 토론하며, 

개인의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상호 인격을 존중하며 타인과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지난 9월에는 기업가 정신의 개념,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방법론 

습득 및 팀 활동을 통해 본인 적성을 파악하고 진로설계 역량 강화하기 위한 

"6.스타트업 캠퍼스 진로체험센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가 

정신과 창업 특강 및 디자인 사고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발굴 프로그램을 

통하여 중·고 학생들에게 창의성 및 자기주도적 창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

지난 10월에는 중·고 연계 장려 학술 페스티벌을 계획하여 진로 설계 단계에 

입문한 고등학교 1학년(AS) 학생들의 1년간의 다양한 활동을 발표하는 

"7.지속가능발전 실천사례 발표회(‘인자(仁者)야, 지성(智性)아, 놀자!’)"를 

개최함으로써 중학교 3학년(BS)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진행한 자기주도적인 탐구와 조사, 연구 결과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끝으로 지난 11월 서대전고등학교의 축제인 "8.제23회 서원제"를 통해서 

고등학교 생활을 앞두고 있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정적인 교류에서 벗어나 동적이며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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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중·고�간�학생�연계교육�프로그램�운영(BS/AS�프로그램)

[사진�4]중·고�간�타�학교�급�교사�초청�및�방문수업(특강)�실시(중·고�연계교육�수업�공개�안내,�국어과,�수학과,�체육과,�융합의�후마니타스)

4. 중·고 간 타 학교 급 교사 초청 및 방문수업(특강) 실시
중·고 연계교육의 일환으로 타 학교급 교사를 초청하여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한 수업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급에 맞는 수업 방안을 함께 탐구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어, 수학, 체육, 융합의 후마니타스(자존감 수업) 과목에 대하여 타 학교급 교사를 초청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한 수업공유의 기회 제공 및 

수업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다. 그 결과 중·고 간 타 학교 교사 초청을 통하여 효과적인 수업 방법의 기회 제공의 장이 마련되었으며, 중·고 

간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연계를 통한 학생 중심 수업의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 이렇듯 지속가능발전 교육으로 중·고 연계 융합 수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른 학교 급간에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수업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과 융합적 사고력 신장을 추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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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고 연계교육 중점학교 교직원 연수 및 워크숍 실시

서대전고등학교는 중·고 연계교육 중점학교로서 교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계교육 연수를 연 2회 실시하여 

중·고 연계교육에 대한 제고력을 기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고 연계교육 중점학교의 운영 계획에 대한 안내 및 

사업 성과 공유를 통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성공적인 연계교육이 진행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사진�5]중·고�연계교육�중점학교�교직원�연수�실시

중·고 연계교육 중점학교로서 ‘S.C.E.N.E’ Project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서대전고등학교는 학교급별 

체계적인 연계교육을 통해 진로경로 개발 및 학부모들의 공교육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을 통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교 생활 영위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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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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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2016년 경주지진에 이어 발생한 

2017년 포항지진을 경험하면서 국내 

학교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쓰촨성 지진 등의 

피해 사례에서 보듯이, 지진으로 인한 

인적 또는 물적 피해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학교안전 확보를 위해 비중 높게 

다루어져야 하는 분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7대 안전교육 표준안에서 제시된 

분야1를 보면, 내진보강은 7개의 분야 중 

화재, 폭우 등과 함께 재난안전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내진보강이라는 

정 부 정 책 을  통 하 여  예 방 될  수 

있는 학교현장의 안전사고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일부 분야에 지나치게 많은 사회적 

관심과 정부자원이 집중되는 미시적인 

접근이 지속될 경우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학생안전 사고들을 예방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글에서는 국가적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교시설안전 관련 주요 정부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학교안전과 

시설안전의 연계성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다 .  분 석 결 과 를  기 반 으 로  향 후 

학교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설안전 

정책이 균형 있고 폭 넓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쾌적한 학교주변 환경 확보를 위한 교육환경보호 제도
2017년 2월 시행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교육환경보호제도는 ① 학교설립 

단계에서 학교 용지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② 학교설립 이후에는 학교 주변에 유해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교설립 이후 단계에서는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2을 지정하여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 조성을 관리하고 학교설립 단계에서는 

교통, 소음, 대기, 일조 등의 학생건강과 관련된 사항들의 측면에서 학교 용지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교육환경평가3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1]과 같이 2013년부터의 평가건수 추이를 보면,  2013년 

156건에 이어 2014년부터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초등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평가 대상의 

확대로 인하여 평가서의 검토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교육환경평가서�검토�건수�현황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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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생활안전, ② 교통안전, ③ 폭력 및 신변안전, ④ 약물·사이버중독, ⑤ 재난안전, ⑥ 직업안전, ⑦ 응급처치
2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3   평가대상, 평가시기 등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환경정보시스템(https://epss.edumac.kr)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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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한 학교 석면관리
석면은 발암물질의 일종으로 학교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 등에 의하여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범부처 

수준으로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석면 포함 정도에 따라 고, 중, 저로 나뉘며, [그림 2]에서 보듯이 국내 학교시설은 주로 석면의 포함이 적은 

저급과 석면을 제거한 무석면 학교시설의 비율이 높다. 2017년 6월 기준으로 중급에 속하는 28개교는 철거 등의 사업을 통하여 2018년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천정재, 벽체재료 등 자재 부위별 석면 함유 비율을 보면, [그림 3]과 같이 천정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2]학교시설�석면�실태 [그림�3]자재�부위별�석면�함유�비율

출처: 안민석의원실(2017). 2017년 6월 기준 학교석면 관리 및 조치결과

교육부에서는 최근 5년간(’12∼’16) 약 3,922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2017년부터 매년 2,8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2027년까지 학교건축물 

석면제거 완료 예정이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시범사업
범죄예방환경설계4는 적절한 시설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폭력을 포함한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으로 2015년 공포된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기준 고시』에 따라 학교가 포함된 교육연구시설도 설계단계에 셉테드를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교육부에서는 2013년도부터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도까지 326개교에서 수행되었으며, 2017년 현재 교당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연도 학교�수 총�사업비 교당�지원�액수

2013 51 10억원 2천만원

2014 25 6억원 2천만원

2015 50 6억원 1천만원

2016 100 11억 5천만원 1천만원

2017 100 21억 5천만원 2천만원

<표�1>�학교�셉테드�시범사업�추진현황

[그림 4]는 셉테드 접근전략 6대 요소를 기준으로 2016년도에 수행된 사업들의 적용 비율을 분석한 것이다. 감시성 강화가 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접근통제강화 23%, 유지관리강화 1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한 [그림 5]를 보면, 

감시성 강화에 속하는 CCTV가 23%로 가장 높았다(한국교육개발원 20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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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 ‘셉테드’)란 “적절한 디자인과 주어진 환경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발생수준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미국 범죄예방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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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016년도�사업의�셉테드�접근전략�분석 [그림�5]�2016년도�사업의�세부�적용항목�분석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6년 학교 셉테드(CPTED) 시범학교 컨설팅 결과보고서 I, p. 19.

지진안전을 위한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국내 학교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은 2009년 마련되었기 때문에 약 75%의 학교건물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던 시점에 설립되었다. <표 2>를 

보면, 전체 39,551동 중 약 70%에 해당하는 27,904동이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재난위험시설에 속하는 D등급의 

학교건물도 28개동이 조사되었다. 그러나 아래의 조사결과는 정확한 내진성능 점검을 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조사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초 중 고 합계

내진

유 3,337 1,723 3,574 8,634

무 14,067 7,110 6,727 27,904

확인불가 839 475 1,699 3,013

합계 18,243 9,308 12,000 39,551

안전등급

A 6,926 3,684 5,217 15,827

B 8,891 4,774 5,800 19,465

C 974 456 505 1,935

D 18 5 5 28

미지정 0 0 41 41

확인불가 1,434 389 432 2,255

합계 18,243 9,308 12,000 39,551

<표�2>�학교급별�내진성능�및�안전등급�현황

출처: 김형은(2016). 초중등학교 노후시설 개선 방안 연구-교육환경개선사업 발전방향 모색, 한국교육개발원, pp. 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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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국민안전처에서는 2017년도 범정부 내진보강사업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림 6]에서 보듯이 학교시설은 연간 2,851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도로, 건축물 등 다른 시설물들에 

대한 투자보다 월등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그림�6]�2017년도�시설별�내진보강예산�투자계획

출처: 국민안전처(2017). 2017년도 내진보강사업, 전년 대비 6배 이상 추진, 보도자료

나가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시설은 학교설립단계에서부터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교통, 재난, 생활, 보건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학교안전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내진보강과 같은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을 하되 또한 각 사업마다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학교현장의 운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교원양성단계에서 부터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학교현장에서 

올바른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학교현장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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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홍민표라고 합니다. 올해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5급 공채 교육행정직렬에 합격하게 

되었는데, 시험 준비 과정에서 「교육개발」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활 시절의 

기억을 되돌아보며 교육개발의 장점 등에 대해서 

짧게나마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교육행정직렬은 다른 직렬과 달리 교육학이 

필수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학 과목의 

시험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책이나 사회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교육 관련 이슈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올해 교육학 

시험을 되돌아보더라도 1문에서 대학입시 

제도에 대한 문제가, 2문에서는 사회적 양극화와 

교육기회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으로 인해 수험생으로서 

교육 관련 정책 및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물론 교육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보도 혹은 교육부 

자료를 통해서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5급 공채 2차 시험은 모두 서술형이기 

때문에 단순히 특정 정책의 개념이나 의의만을 

아는 것만으로는 답안을 수월하게 작성하기 부족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민이 지속되던 중 

우연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하는 「교육개발」을 

알게 되었는데, 「교육개발」은 저에게 가뭄의 단비와 

다름없었습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교육개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교육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새로이 추진 혹은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경우 정책담당자가 직접 정책의 개념, 추진배경, 기대효과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저와 같은 

독자들이 해당 정책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교육개발」에는 

교육정책 및 이슈와 관련된 학계, 교사, 학부모, 기타 전문가집단 등의 다양한 의견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정책 적용 양상,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비롯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정책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수험생의 입장에서 직접 알아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한계를 「교육개발」을 통해 

보충하게 되었고, 간행물에 포함된 의미 있는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교육이슈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개발」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가지게 된 지식과 개인적 의견은 

2차 시험뿐만 아니라 3차 면접시험을 준비하면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면접 과정에서 특정 

사회 문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것을 요구하는 질문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존에 

「교육개발」을 통해 접해왔던 다양한 교육 관련 이슈에 대해 검토해 본 경험이 면접 과정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실 「교육개발」을 접하면서 좋은 점이 많았는데, 굳이 아쉬운 점을 하나 꼽아보자면 기존에는 

「교육개발」이 분기별로 간행되다 보니 다음 편을 기다리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2개월 단위로 간행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좀 더 자주 「교육개발」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 관련 이슈를 다루는 방식도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것에서 한 가지 큰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부 논의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변화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도 독자들이 보다 명확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교육개발」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개발」에서 여러 

교육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서 현재도 다양한 관계자들의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만, 정책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진다면 더욱 「교육개발」의 내용이 풍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지금까지 「교육개발」의 구독자이자 수요자로서 제가 느낀 「교육개발」에 대해 

짧게나마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정말 저에게 「교육개발」은 수험생활에서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교육개발」이 있었기에 제가 바라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직에 나아가서도 「교육개발」과 함께 키웠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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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도서회원’이라면 

귀하는 이미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입니다.

1972년 8월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우리의 전통과 현실에 맞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어 내고, 앞선 교육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며,

국가교육의 어젠다에 대한 선도적 대안을 제시해 온 세계 수준의 교육정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분야의 연구성과와 사업활동의 폭넓은 보급과 활용을 위하여  

1987년부터 ‘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EDI가 발간하는 최신 연구보고서와 정보자료들을 받아보시는 순간,  

귀하는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KEDI 도서회원’으로 함께 하십시오.

회원자격�및�특전	 •회원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주어집니다.	

	 	 •우리	원에서	발간하는	『교육개발』(연	6회)과	『한국교육』(연	4회)을	보내	드립니다.		

	 	 •기관회원	:	기본연구보고서를	우송해	드립니다.

가입방법	 가입신청서와	함께	회비	납부

연 회 비 	 1계좌당.	개인회원	120,000원,	기관회원	200,000원

입금계좌	 890901-00-016715(국민은행),	예금주	:	한국교육개발원	

문 의 처 	 지식정보화실(정보자료)		Tel.	043)	530-9245		E-mail.	kedibook@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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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창의성과 인성을 기르는 교육,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교육,

나눔가 배려,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한국교육개발원이 '희망의 새 시대로 가는

대한민국 교육'을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___

한국교육개발원은 실요성 있는 교육정책과 바른 교육제도를 만들어 

정부와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가 효능감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해 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개발해 학생들이 새로운것을 생각해 내고 

낯선 문제에 적극적으로 맞서며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국가와 세계,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무엇을 아는가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지향하며 저마다 꿈과 끼를 키우고,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수준을 성취하게 하며 존중과 배려,  

책임감을 바탕으로 함꼐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길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초·중등교육의 창의·인성 교육, 미래사회 핵심역량 교육, 세계화 교육이 고등교육으로 이어져 

대학이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를 육성하고 국가발전과 인류사회에 공헌할 

세계적인 연구성과와 글로벌 인재를 배출해 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