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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에게 듣는다.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파워인터뷰

지난 6ㆍ13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감이 선출되었으며, 새롭게 민선3기 

시 대  우 리 나 라  교 육 을  이 끌 어 갈  제 7 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이 선출되었다. 

반 상 진  한 국 교 육 개 발 원 장 은  지 난  7 월 

23일(월) 전북교육청을 방문하여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만나 우리나라 

초 ㆍ 중 등 교 육 의  현 황  및  교 육 발 전 을 

위한 대안과 해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주요 현안과 당면 

과제,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제언 및 전라북도 

교육감으로서의 주요 추진 계획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반상진�원장 교육감님께서 직선 3기 시대에 

3선으로 전라북도교육감 당선되신 것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당선되신 

것 에  대 해  축 하 드 립 니 다 .  제 7 대  전 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 나가야 할 일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주요 현안이나 당면 과제는 무엇인지요? 

김승환�회장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3월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제 지방자치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해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방분권 시스템을 강화하려면 국가(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의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법령이 정한 권한 말고도 유·초·중등 교육에 

관한 사무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갖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민 갈등을 유발한 대표 사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였습니다. 정부와 장관이 

바뀌었지만 적폐청산을 해야 될 각종 규제, 

법령, 정책, 사업들이 시·도교육청과 학교를 

힘들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중�교과서�

문제가�가장�시급합니다.�삶과�전혀�관련이�없는�

높은�수준,�방대한�지식을�교과서에�집어넣어�

학생들을�피로하게�하는�것은�물론이고,�교과서�

편성권을�교사의�손에�넘겨줘야�합니다.�이제는�

교과서가�아이들�삶의�도움을�주는�교과서,�

그리고�아이들의�애정을�끌어들일만한�그런�

교과서로�바뀌어야�우리나라�교육이�정말�괜찮은�

교육이�될�것이고,�대한민국�아이들이�세계�

어느�나라보다�배움의�즐거움을�만끽하는�그런�

아이들이�될�것입니다.�그 외, 수능절대평가로 

대학서열화 완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및 

교원 정치적 기본권 확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교원성과급제도 폐지,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정원 산정기준 개선,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과 수업권·평가권 

보장, 교육과정개발에 현직교사 참여 제도화, 

사서·진로상담교사 증원 등 해결해야 될 각종 

제도들이 가득 쌓여있습니다. 강한 의지를 갖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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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진�원장 회장님은 현 정부의 교육 현안인 

교육자치 정책에서 강력한 실행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에 있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의 역할 분담과 조정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서로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승환� 회장� 2000년 전후 역대 정부는 

지방분권을 중요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권한 및 사무라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성과는 미약하였고, 교육분권도 중앙과 지방의 

권한 충돌로 갈등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률 」 에 서  규 정 하 고  있 는  지 방 교 육 의 

다양성과 학교의 자율성, 교사의 교육과정 

편 성 권 · 수 업 권 · 평 가 권 을  회 복 하 기  위 해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역할로 보아야 합니다. 지방자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말고는 유·초·중등교육�

모든�권한을�시·도교육청에�넘기고,�국가적�

통일성을�요하는�개별적�혹은�예외적인�사례에�

대해서만�교육부가�나서야합니다.� 그리고�

시ㆍ도교육청�또한�권한을�축소하여�수업과정�

평가권,�수업권을�교사의�손에�넘겨�교육의�

다양성,�전문성이�학교에서�실현되는�학교자치가�

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현재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권한 배분 우선 

추진 과제를 공유하고, 교육 권한의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 법령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권한을 명확히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상진� 원장  제 4 차  산 업 혁 명 의  도 래  등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학생 수 감소 등은 우리 

교육의 미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같은 시대격변기에,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혁신과 새로운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어떤 방향 모색과 정책들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승환�회장�획일적이고 경쟁적인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미래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대응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합니다. 

미래역량을 키우는 새로운 학력을 모색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서로 공감하고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권한을 줄 수 있도록 교육부는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비롯한 수업권, 평가권을 교원에게 

배분하여 학교가 자율성과 책무성 갖고 학교를 

자치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관료주의와 폐쇄된 틀을 벗고 

수평적이고 유연하며 개방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교가 스스로 

학교교육과정을 디자인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사들이 지식전달 수준을 

넘어서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재구성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들에게 안식년을 주어 틈을 만들어 줌으로써, 

정지상태의 틈이 아닌 새로운 뭔가를 품어내는 틈, 

창조적인 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학습 연구년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상진 원장 지금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새로 

파견교사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연구년을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한국교육개발원의 

파견교사를 좀 활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국가 교육정책의제를 다루는 

한국교육개발원에 교사를 파견시켜주시면 KEDI 

연구에 현장의 목소리를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상진�원장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함에 따른 평화공존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교육의 큰 방향성 정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승환�회장�4·27 남북정상회담으로 남과 북 

사이에 평화의 물결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시대 도래에 어울리게 학생들이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및 통일단체들과 연대하려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학생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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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과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얼마 

전 에  청 소 년  대 상  토 론 회 를  개 최 했 는 데 

아이들에게 북한아이들과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음악회를 여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면 음악회를 열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으니 남과 북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과 같이 함으로써 

남과 북의 아이들이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죠. 상호존중에 입각한 북한이해교육, 남북한 

학생교육교류, 차이를 인정하는 평화공존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을 구체화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북교육청은 평화통일교육과 

남북교육교류기금을 적립하는 등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컨텐츠를 기초로 다른 

시·도교육청과 함께 남북화해 시대에 걸맞게 

평화통일과 남북교육교류의 방향성을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반상진�원장  전북교육감 취임사에서 ‘3선 

교육감으로서 전북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전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우선 전북교육의 

주요 정책과 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환� 회장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북교육 

비전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로 

정 했 습 니 다 .  ‘ 자 치 와  협 력 으 로  참 된 

민주시민육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중점 추진할 

주요정책을 다섯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가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  둘째는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셋째는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넷째는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이며, 마지막 다섯째는 

소통과 협력,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반상진�원장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하는 큰 

고민 중 하나가 지역 간의 교육격차입니다. 각 

시도마다 내부의 격차가 있겠지만 국가 단위의 

시도 교육의 격차를 어떻게 진단하고 해결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전북 

교육의 장단점이 무엇이고 약점을 보완할 전략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김승환�회장 지역마다 어느 정도 교육격차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지역 경제력의 차이가 

교육력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전라북도는 일인당 소득이 낮은 지역으로 되어 

있어, 잘사는 지역과 비교하면 5~7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전라북도 학생들이 

학력이 약해져서는 안되죠. 교육청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누구나 교육기회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169개의 혁신학교가 

있는데 혁신학교 정책에 통일된 지침이 없고 

자율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별학교마다 

모두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학교 모습에 

집중하는 힘이 굉장히 커 전북의 혁신학교 특징을 

알기위해서는 몇 학교만 봐서는 안되고 많은 

학교를 봐야합니다. 이것이 교육의 본질에 더 맞는 

것이고, 이 힘은 앞으로 더 커나갈 것으로 봅니다. 

반상진�원장 교육감 선거가 직선으로 바뀌면서 

3번이나 교육감으로 당선되셨는데, 그동안 

교육감으로 재임하면서 추진했던 부분 중 잘했던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김승환�회장�지난 8년,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전북교육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청렴한 

교육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17개 시·도교육청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2016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이 전국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구성원의 자존감을 키우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전북교육혁신의 마중물인 

혁신학교가 169교로 늘었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4개(전주, 완주, 정읍, 남원)의 

혁 신 교 육  특 구 를  지 정 하 여  운 영 하 며 , 

어울림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폐교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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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해 있던 작은 학교들이 살아났습니다. 또한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밖에 학교급식 만족도는 2년 

연속 전국 2위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2년 

중학교, 2018년에는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 학교업무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여전히 

과중한 업무 때문에 교육 본질적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이번 3기에는 

학교업무경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또한 교사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부당하게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관리자의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 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피해는 해당 

교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경험한 교사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아이들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은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이어져 교사와 학생 모두 피해자가 

됩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원 대상 폭력, 폭언, 

성희롱 등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며, 교원의 권위를 불합리하게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나 시도들을 단호히 

막아내려 합니다. 

반상진�원장 지난 6ㆍ13 지방선거 당시에 

청 소 년  모 의 투 표  전 북 운 동 본 부 주 관 으 로 

진행된 교육감 모의투표에서 득표율 30%로 

‘청소년이 직접 뽑은 전라북도교육감’으로 

당선되셨는데, 실질적 교육수혜자인 청소년들의 

투표에 의해 당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으셨는데, 청소년들이 

왜 교육감님을 지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승환�회장 지난 7월 7일(토) 전라북도교육청 

회의실에서 ‘6·13 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전북운동본부’ 청소년과 전주YMCA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이 직접 

뽑은 전라북도교육감’ 당선증을 받았습니다. 

청소년들이 뽑은 교육감이라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학생들이 면담을 신청하거나 학생 

주관 행사가 있으면 가급적 함께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청소년들이 

보기엔 학생들과 가장 잘 소통할 후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로 전북교육의 기본 

방향을 설정했을 만큼 학교는 학생들에게 즐거운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 암기 위주 기존 

교육방식을 탈피하여 체험하고 직접 탐구하는 

교육 방식으로의 전환, 등교시각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방과후학교 및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 선택권 보장 그리고 학생자치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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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기 위해 학생회실 설치와 학생자치활동 지원연수를 운영하고 

학생회의 예산 편성 운영권을 주었습니다. 그밖에도 중·고등학생에게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를 정착하여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등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비교적 높은 평가를 해 준 것 같습니다.

반상진�원장 정부가 2022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와 그 토대가 되는 과목선택제와 관련해 전북교육청도 

자체 계획을 세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교육감님의 입장과 지금까지의 진행경과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환�회장 고교학점제를�시행하기�위해서는�관련�법령의�정비,�

과목선택권�확대를�위한�교원�수급문제,�이동�수업에�필요한�교실,�

학생�휴게�공간,�공강�시간�발생에�따른�학생�대기�공간,�2015�

개정�교육과정의�개정�등�많은�문제점들을�해결하여야�가능합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단위에서 개설이 어려운 소수선택과목은 인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를 통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은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먼저 알아보고 동시에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차원에서 일반화시킬 

예정입니다. 2018학년도 현재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는 3개교(전주고, 

장수고, 순창고)를 지정·운영하고, 2019학년도에는 6개교를 지정하여 

3년간 지속 운영하려 합니다. 2019학년도부터는 진로집중과정을 

확대한 진로중점학교를 운영하여 학생의 진로·적성·흥미에 따른 

교과를 집중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과목선택권 

확대에 따른 교원 수급문제, 시설문제, 공강시간 지도방법 등은 현장 

교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려 합니다. 또한 

교과교실을 학생 과목선택권 확대에 필요한 시설로 재구조화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반상진�원장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현장의 정책 수립 및 수행을 위해 어떠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승환�회장 고교학점제 시행 취지는 훌륭하지만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시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현재 시작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할 방법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학생의 진로·적성·흥미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학생·학부모·학교의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과목선택권�확대에�따른�교원의�대폭적인�충원,�학교�시설의�신·증축,�

공강시간�지도방법�등을�해결할�수�있는�방안을�중심으로�연구가�

진행돼야�할�것입니다.

반상진�원장 마지막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승환�회장 한국교육개발원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순수한 공적 

연구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안해주신 파견교사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사들이 궁금해 하는 

정책과 질문에 대해 바로 자료를 지원하고 대안을 제시해주면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질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여 아래로부터의 제안이 위로 올라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교육의 헬퍼 역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시도에 교육정책연구소가 있고 중앙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있잖아요.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력이 강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한국교육개발원 존재의 까닭입니다. 

김승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라북도교육감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1987년부터 2010년까지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였다. 2010년부터 제 16대, 17대 

전라북도교육감 역임에 이어, 2018년 6ㆍ13 지방선거에서 다시 제18대 전라북도교육감으로 선출되었다. 주요 경력으로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공동대표,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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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직선	3기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공약에�관한�의견
우문영_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학사

갈등을	넘어		
신뢰와�협력의�새�시대로
박현정_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사무관

민선�3기�교육자치�시대의�	
지방교육재정	전망과	과제	
송기창_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민선3기��
교육자치�시대의��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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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지난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의 교육감이 선출되어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현직 교육감 12명과 초선 

교육감 5명이 제시한 공약 정리와 비교는 지방교육 발전을 위해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다.

공약 정리와 비교 작업은 교육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과 선거공약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부족한 부분은 

선거공보물을 활용했다. 공약이 갖는 비구체성과 공보물이 갖는 추상성으로 인해 키워드 중심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었고 한정된 지면과 

분석 도구를 사용하는 한계가 노정되었다.

<표�1>�주민�직선�3기�교육감들의�공약�순위�모음�

구분 공약�1순위 공약�2순위 공약�3순위 공약�4순위 공약�5순위

강원 기초학력(미래학력) 교육복지 미래교육 건강 안전 지역사회

경기 경기혁신교육 공정 공평 학교자치 미래시대(진로진학) 평화통일교육 

경남 미래교육 교육복지(정의) 혁신학교(기초학력) 안전, 안심 인성, 평화

경북 건강, 안전 무상급식 학생인권, 교권 미래교육 진로진학

광주 무상교육 미래교육(진학) 학생문화예술체험센터 평화통일교육 대학입시개편

대구 미래교육 교육격차 해소 안심 건강 학교자율경영

대전 공정, 효율 안전, 건강 교육혁신 미래교육 교육복지

부산 미래교육 교육복지(무상교육) 교육격차 해소 기초학력(미래) 평화, 건강, 안전

서울 미래교육 학력, 공공성 안전, 평화 혁신교육 지역사회

세종 캠퍼스형교육과정 유아교육 혁신 미래교육 교육복지 교사 지원

울산 청렴 무상급식 무상교육 학교 혁신 통학, 안전

인천 무상교육 혁신미래교육 안심교육 지역사회 청정교육(청렴)

전남 무상교육(기초학력) 지역사회 안전, 건강 미래교육(혁신) 학교 민주주의

전북 미래교육(혁신) 교육복지 안전 학력(교사) 지원 교육 자치

제주 교육복지특별자치도 안전, 건강, 복지 고교체제 개편 제주교육공론화 미래교육

충남 교육복지 기초학력(참학력) 안전, 평화, 건강 학교 민주주의 평생교육

충북 안전, 평화 미래교육(학력) 문화예술체육 교육복지 지역사회

5대 공약에 나타난 공약들을 주제어로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겹치는 부분도 있고, 교육감마다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가 조금씩 달라 인위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했다. 주제어를 빈도수별로 나열하면 무상교육을 포함한 교육복지(17회), 

건강과 안전(15회), 미래학력을 포함한 미래교육(14회), 진로와 진학을 포함한 학력(9회), 학교 혁신(8회), 학교 민주주의(6회), 평화와 

통일(6회), 지역사회 협력(5회), 공공성(3회), 청렴(2회), 교사 지원(2회), 문화예술체육(2회), 기타(3회) 등이다.

주민 직선 3기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 공약에 관한 의견
우문영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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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약들은 계승, 발전, 특색, 세 가지로 재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교육의 본질에 해당하는 사항들로 주민 직선 1기, 2기 

교육감들의 공약을 계승하는 기초학력과 진로진학, 교육복지, 학교 혁신, 지역사회 협력이다. 둘째는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 

4차 산업혁명과 최근의 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사회 동향이 교육계에 반영된 사항들로 직선 3기의 발전적 공약인 

미래교육, 안전과 건강, 평화와 통일교육, 학교 민주주의 실현이다. 셋째는 각 시도교육청의 지역 현안 사업이나 특색 사업이다.

분석 내용

1.�주민�직선�1기,�2기�계승�공약(교육의�본질적�공약)

<표�2>�주민�직선�1기,�2기�계승�공약(학력과�진로,�교육복지)

구분 학력과�진로 교육복지

강원
기초를 잡아주는 영어·수학 책임교육, 초등학력 안심교실/

특성화고 업그레이드

공립유치원 확대/중고교 교복비, 통학비, 고교수업료 

제로/초등돌봄 100% 책임운영제/교육복지와 행복지수 

개발/원스톱 교육복지센터

경기 고교 평준화 확대 무상교육 단계적 지원/무상교육추진위 운영

경남 기초학력책임제/수학체험교육벨트/진로교육원
고교까지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실현/온종일 돌봄/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경북
경북수학문화관 건립/전문기술인재 양성/ 대입상담 원격 영상 

시스템 운영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 확대/공사립유치원 운영비 및 

교육시설 개선비 지원 확대

광주 대학입시 개편/맞춤형 진로진학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교육복지네트워크 구축/협력적 

돌봄체제 강화

대구 대입네비게이션센터, 진로진학취학지원센터 건립
중학교 무상급식/ 공립유치원 설립 및 돌봄유치원 확대/

방과후 수준별 수업의 질 향상

대전
기초학력 보장, 책임교육 완성/교육환경 취약 학교 집중 

지원/대전진로진흥원 설립

유치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및 교복구입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부산
기초학력 보장, 책임교육 강화, 진로교육지원센터/

부산수학문화관 설립

공립유치원 신증설/부산형돌봄 자람터/초중고 수학여행비 

지원, 생애첫교복, 고교무상교육

서울
교과별 학습보정제도 운영/학습지원 전문교사 배치/상담교사 

모두 배치/서울학습도움센터/ 기초영어교육 대폭 강화 
고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세종
세종형 인재 인증제 도입/창의진로교육원 설립 /평생학습관 

추진/학업부진 제로 추진
고교까지 완전 무상교육/교육복지통합시스템 구축 

울산
기초학력 책임 보장/울산진학정보센터 강화, 잡월드 수준의 

직업체험센터 건립 

초중학교까지 학부모 부담경비 제로/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공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인천 국영수, 정보교과 기초학력보장제 운영/인천진로교육원 신설
고등학교 무상교육/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비 지원/공사립 

유치원 유아 급식비 지원

전남 기초학력책임제/권역별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중고 신입생 교복비, 100원 택시/고교무상교육 

전북
기초학력 지원/외국어 교육지원센터 건립/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 증원/허클베리핀 프로젝트

전 학교 무상급식/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초중고 

국내수학여행비 전액 지원/신입생 전원 교복비 지원/여학생 

전원 생리대 지원

제주
초중학교 기초학력지원체제 구축/학습심리지원관 채용/인더 

월드 수준에 맞는 진로 진학

2학기부터 고교무상급식 전면 실시/4대 질병 의료비 

지원/미세먼지 대책/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지원

충남

학교별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학습부진 원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수학체험센터/학교가 책임지는 영어교육/

진로체험센터(시군)

고교무상급식과 고교무상교육/생애 첫교복 무상지급 전면 

실시/국공립 온종일 돌봄 유치원 운영/사립유치원 지원 확대

충북
초등저학년 한글 문맹률 제로화/충북진로교육원 연계 체험형 

진로교육 강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추진/중고 교복비 지원 

대상 확대/초중고 현장체험 학습비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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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한글교육과 국·영·수를 중심으로 한 기초학력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기초학력만큼은 교육청이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확고한 의지인 동시에 학력과 또 다른 날개를 이루는 진로진학에 대해서도 진학지원센터 건립 및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을 목표로 단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표�3>�주민�직선�1기,�2기�계승�공약(학교�혁신,�지역사회�협력)

구분 학교�혁신 지역사회�협력

강원 읽고 쓰고 토론하는 미래교실/캠퍼스형 교육과정/생태교육 
행복교육지구/마을 선생님 학교 교육 지원/
시민사회 정책자문위원회

경기 학교 공간 혁명/다양한 학교 운영 혁신교육지구 모든 시군으로 확대/꿈의 학교  

경남 다양성 교육 확대/학생성장중심평가 혁신교육지구 확대/경남교육회의 설치

경북 경북형 미래학교 정책 수립 지역과 연계한 안전체험센터, 진로진학센터

광주
질문이 있는 교실 구현/교육과정 편성 운영 권한 학교 이양/4대 학교 
혁신 지속 추진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설립/마을교육공동체 확산

대구 1학급(수업) 2교사제 도입 지역 기업 상생 입찰제도 운영

대전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대전학생문화회관, 대전청소년공원 등 수요자 중심 교육 기반 확충

부산
수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창의적 교실 구축/
수업코칭센터/학교혁신대학원

부산다행복교육지구 확대/마을교육공동체/통합방과후센터 확대

서울
협력종합예술(영화, 연극, 뮤지컬) 활동 확대/학교를 창의적인 
교육공간으로 혁신/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정착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혁신교육지구 질적 도약

세종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 확대/캠퍼스형 고교 개교/초등학교에 
자유학년제 도입/학생개별성장발달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수업-평가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마을교육공동체 조례 
보완(지역교육위원회 구성)/지역교육화폐/온마을 교육과정

울산 혁신학교 운영/중고등학교 프로젝트 수업 지원
울산교육회의운영/마을교육공동체/교육가족 참여예산제/민관학 
거버넌스/혁신교육지구 지정

인천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체력, 인성, 생존역량을 키우는 학교체육 
교육과정 내실화

마을교육공동체/인천미래교육위원회/인천교육 광장토론회

전남 무지개학교 전면화/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전남교육자치위원회, 시군교육자치위원회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전북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처럼/토론교실 조성 지원 주민 참여 공론화위원회 운영/민관 거버넌스를 시·군까지 확대

제주 혁신학교를 넘어 학교 혁신으로/넘버원 교육에서 온리원 교육으로 교육정책공론화위원회 운영/교육특별자치도 완성

충남 참학력 교육과정 운영/학생의 교과선택권 보장
마을교육공동체/지자체 도서관과 학교 도서관 통합운영시스템 
구축/학교 텃밭정원 운영

충북 학교 혁신 일반화 단계 지원/혁신교육을 위한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 행복교육지구 운영/교육협동조합 설립 지원/지역 주민 참여예산제

주민 직선 1기, 2기 교육감들은 학교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학교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 혁신학교가 없던 교육청도 지역에 

맞는 학교 혁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 혁신과 마찬가지로 지역 사회와의 협력은 이전 시기의 성과에 기반하여 혁신교육지구사업,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교육행정에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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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민�직선�3기�발전�공약(사회적�영향을�받은�교육)

<표�4>�주민�직선�3기�발전�공약(미래교육,�안전과�건강)

구분 미래교육 안전과�건강

강원 지역과 함께하는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시즌3/문화교육활성화
미세먼지, 라돈, 석면, 지진 공포 없는 학교/GMO없는 학교 급식/ 
통학 안전 조례/관계 중심 생활교육, 변호사 배치

경기
8대(예술, 자연, 미래, 과학, 인문, 인성, 역사, 통일) 현장 체험교육 
강화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교실 공기정화기 설치 및 방진마스크 지급

경남 미래교육 테마파크 조성/모든 초중등학교 미래형 스마트교실 구축
학교 건물 내진 보강, 학교 석면 제거/미세먼지 대응시스템 구축/
범죄예방환경설계 구축/ NON-GMO

경북 창의 융합 인재 육성/코딩교육 강화
학교 안전요원 배치/공기청정기 설치/학교실내체육시설 확대/친환경 
로컬 푸드 급식

광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체제 구축/5.18교육 전국화 및 역사교육 
강화

미세먼지, 학교건물 내진 보강/GMO 없는 친환경 급식/회복적 
생활교육 정착

대구
뇌과학 두뇌사고 기반 교육시스템/창의 융합교육과정, 소프트웨어-
메이커교육 강화

공기청정기 설치/학교 시설물 24시간 안전관리시스템/학교보안관/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 

대전
코딩교육, 메이커교육, 청소년앱개발자 육성/대전형 과학 융합교육 
활성화

공기청정기 설치/대전에듀힐링진흥원/대전청소년안전체험센터/
고화소 cctv 및 심장박동기 

부산
미래교육센터 권역별 구축/메이커스페이스 조성/소프트웨어 
교육지원센터/창의복합공작소 설립

관계회복중심 생활교육/GMO 없는 학교급식/석면천장 교체, 학교 
내진 보강, 공기정화장치/엘로카펫/학생안전체험관

서울 서울 MOOC 스쿨 운영/메이커 교육 인프라 구축 
공기청정기, 지진 대비, 석면 없는 교실/5무 급식(GMO, 방사능, 농약, 
첨가물, 항생제)/스쿨미투 긴급대책팀 운영

세종
스마트 교육환경 내실화/소프트웨어교육 및 코딩교육/
융합과학교육원/과학문화센터 건립

친환경, GMO 없는 급식 추진/드라이비트 건물에 대한 화재 걱정 
해소/학생안전교육원 설립/학교폭력 대응 지원센터 운영

울산
융합교육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체험형 메이킹 거점학교/
울산해양청소년수련원

유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GMO 없는 급식/미세먼지, 석면, 라돈, 
우레탄 트랙 대비/인권옹호관/옐로카펫/학생 및 아동주치의 

인천
스마트 러닝 교육시스템 구축/생태지향적 미래교실 구축/첨단 장비가 
구비된 교실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학교폭력원스톱대응센터 /미세먼지, GMO, 
석면, 지진 대비

전남
전남형 미래학교(무지개학교+도서관+체육관+보건소+복지시설)/
청소년 미래도전프로젝트

학교시설 안전책임제/미세먼지 대책/GMO 없는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폭력 전담센터 설립

전북 알고리즘교육 초중고 연계교육/미래교실모델 개발
공기정화장치 렌탈 보급/유해물질(미세먼지, 라돈, 석면, 우레탄) 없는 
학교/내진 설계 보강/ GMO 방사능 없는 친환경 급식/학교폭력 대비

제주
IB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안정적 대비/전 학교 
무선인터넷망 구축

내진보강, 석면제거 조기 완료/옐로카펫/학교체육관 건립 지원 확대

충남 생각을 키우는 코딩교육, 미래교육 등 손으로 만지는 메이커 교육 실시
학생 종합관리 일원화 체계 구축/학생마음건강치유센터 설치/내진 
보강, 석면제거, 미세먼지 절감/라돈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충북 미래형 학교모델 운영 확대/4차 산업혁명 대비 융합교육 강화 초록학교, 아토피 치유학교 확대/내진 보강, 석면제거 

많은 교육감들이 미래교육의 근간을 학교 혁신에 두고 있다. 즉 미래교육(학교)은 혁신학교의 미래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여기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코딩교육을 결합하면서 나아가 메이커스페이스교육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안전은 학교 안으로 유해물질(미세먼지, 라돈, 석면, 우레탄) 제거 대책과 내진 보강 설계를, 학교 밖으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등굣길 

안전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건강은 GMO 없는 친환경 급식을 약속했으며, 학교폭력은 관계 회복 생활교육을 중심으로 예방 대책에 

방점을 두었고 사후 대책은 학교폭력 전담센터 건립과 법률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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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주민�직선�3기�발전�공약(통일과�평화,�학교�민주주의)

구분 통일과�평화 학교�민주주의�

강원 남북 학생 수학여행 교류, 문화축전 개최 학부모 연수센터 

경기
통일교과서 개발 확대/통일학교 설립/남북학교 간 자매결연/학생 문화 

스포츠 교류
청소년교육의회 설치/학생참여예산제

경남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교육교류 사업 추진 학생참여예산제도/학부모교육원 설립

경북

광주
남북학생교류/남북교원 학술교류/남북교류기획단 운영/광주형 

통일교육

학교자체조례 제정 추진/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단위학교 권한 배분, 

학교교육권 보장)

대구 교육청 주관 학교평가 폐지/학교자율책임 경영 보장

대전 통일, 세계시민교육 강화 학생자치활동 공간 설치/학교기본운영비 증액

부산 역사 현장 체험을 통한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 및 평화통일교육 교권과 학생인권이 함께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

서울
평화 공존을 위한 남북교류 프로그램 운영/서울시교육청에 글로컬 

평화교육 지원추진기구

학생참여예산제 확대/학생의 자치활동 강화/ 학생인권 종합발전방안 

지속적 추진/학부모회 예산 지원 확대

세종
학생참여 참여중심 평화통일교육/학생 교직원 남북 교류협력사업 

추진/국제교육교류센터

학생 교육정책 자문단 운영/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학교자치조례 제정

울산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공존교육 학부모회 지원 조례 제정/교직원회의 학교 운영 결정권 강화

인천
남북 소년체전 유치/남북 수학여행/평화교육과정 운영/남북중일 

동아시아 역사 캠프
민주시민교육과정과 교재 개발/학생자치회와 학부모회 지원 강화

전남 평화통일 교육 실시 학생회의 예산 편성과 운영권 보장/민주시민교육센터

전북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교과용도서 제작 보급/남북청소년 

평화통일축제 유치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정책숙의제 실행/민주시민교육과 설치/

학교자치조례 재의

제주 한라-백두 교육 교류 추진/4.3 평화 인권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학교 회계 자율성 확대/학교 기획형 사업 신청제 도입/세계시민교육

충남
학생회 자율적 운영 예산 확대/학교의 의사결정에 학생 참여 기회 

확대/학부모단체와 협력 

충북 통일을 꿈꾸는 평화교육과 교류 확대
학부모회 법제화/학생참여예산제/학교자치조례 추진/학생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상당수 교육청이 남북한 학생 및 교원의 교류 확대를 중점으로 한 통일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교육은 평화교육으로 이어져 동아시아를 넘어 

국제교류협력 강화로 나아가는 추세이며 이는 세계시민교육과 깊은 관련이 있다.

교육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 부분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고 독려하는 방향을 주로 제시하고 있으며, 몇몇 교육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자치조례 제정과 ‘민주시민교육과’ 설치를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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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민�직선�3기�특색�공약

<표�6>�주민�직선�3기�특색�공약

구분 지역�특색�공약

강원 교육복지 지표와 행복지수 개발, 통일교육수련원을 평화교육원으로 확대 개편

경기 청소년교육회의 운영, 통일교과서 개발, 20년차 이상 모든 교사에게 유급 연구년제 운영

경남 미래교육 테마파크 조성, 영어안심교육, 신개념 복합문화공간 권역별 건립

경북 학교통학로 주변 공회전 금지 운동 홍보, 4개 권역에 행복교육거점지원센터 구축

광주 광주학생문화예술체험센터 구축,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 구축, 남북교류기획단 운영

대구 뇌 과학적 두뇌사고 기반 교육시스템 구축, 대구미래교육정책연구소 설립

대전 안드로이드 및 iOS용 대전교육청 앱(app) 개발, 대전청소년체육공원 건립

부산 미래교육센터 권역별 구축, 서술형 평가 정착을 위한 ‘평가지원센터’ 설립

서울 협력종합예술활동 확대, 자사고 및 외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 시민 청원제도 추진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세종형 인재 인증제 도입, ‘교사대학’ 추진

울산 공무원 부패비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울산교육정책연구소 설립

인천 청소년 문화복지 포인트제, 국제교육혁신지구 운영, ‘강화 생태 평화 역사교육지구’ 활성화

전남 전남도 시군교육자치위원회 운영, 사립학교 공공성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사학전담팀 운영

전북 교육과정 개발에 현직교사 참여 50% 의무화, 여학생 생리대 무상 지원, 해상안전체험관 설립

제주 IB 교육 프로그램 도입, 제주교육 공론화위원회 운영

충남 학교마다 무궁화동산을 마련, 나라사랑 꽃 피는 학교 조성, 어르신을 위한 문해교육 확대

충북 초등저학년 한글 문맹률 제로화, 공립·사립 간 교육격차 해소

지역의 현안과 교육감들의 철학이 반영된 특색 사업들이 많다. 사업의 구체화와 이행,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인정되면 다른 지역과의 공유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대구와 울산의 교육정책연구소(가칭)는 이미 

구축되어 활동하고 있는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와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된다.

나오며

이번 시·도교육감들의 선거 공약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전 시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 현안과 미래교육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다면 지난 시기의 공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가 주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새로운 학력 등의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청렴, 안전과 건강,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 교직원 업무 경감 등에 대한 명확한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해본다.

무엇보다 교육감 간의 연대가 요구된다. 제시된 공약들은 대부분은 유사하거나 명칭만 다른 것들이 많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몇몇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하며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같은 공약사업들은 협력하여 운영할 경우 높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대입문제와 같은 주제는 교육감 혼자로는 추진하기 매우 어려우며, 이를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 정부의 출범으로 지방 자치에 대한 이해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이 시기에 발맞추어 교육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공약 이행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비롯한 

국가 사무의 권한 이양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교육 자치 역량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감 간의 공약은 선의의 경쟁과 연대적 협력으로 진행되어야 바람직하다. 학생 중심에 입각한 최소한 교육·학습복지가 유지되고, 

업무의 공백 상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공약은 선거 공약집에만 존재해서는 안되며 공약 이행의 구체성이 요구된다. 문서상의 공약을 

넘어 후보자들의 교육 철학과 방향이 작동하는 공약으로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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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넘어 신뢰와 협력의 새 시대로
“ 민선 3기 시대의 교육 쟁점과 개선 방안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역할 및 권한 배분을 중심으로”

박현정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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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직 교육감 전원을 비롯하여 진보 성향의 후보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며 끝이 났다. 

대체로 학생 개인의 성장을 중심에 두는 교육관과 지나친 학습경쟁의 완화, 보편적 교육복지 등을 강조하는 공약들이 

강조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교육 분야 국정전략인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그에 따른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등 관련 국정과제와도 일맥상통한다. 

향후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 구축한 교육혁신의 토대 위에 신임교육감들과 함께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과제의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시도교육감은 주요 공약을 정책으로 이행해야 하는 필요가 각각 존재하는 바 향후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17개 교육청 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상호 협력해 나가는 

모습과 이에 따르는 좋은 결실이 기대된다.

상호 협력의 전제 조건은 ‘교육자치 강화’이다. 그간 모호하게 규정되어 온 법령과 중앙집권적인 교육행정 체계로 

인해 교육감 직선제 이후 현장에는 많은 혼란과 갈등이 반복되어 왔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학교의 권한을 

명확하게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필요한 것을 협력하고 지원하는 선순환의 고리가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자치분권’의 원칙은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야 하는 우리 정부의 기본 철학으로서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 7월) 에 따르면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한국 전체를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낼 

원동력이며, 그 핵심을 자치분권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반자치에서의 과감한 권한과 기능 이전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의 

자율성이 강화되도록 교육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등 각 지역의 교육자치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도 별도의 국정과제로 자리잡고 있다. 본 고에서는 민선교육감 3기 시대를 맞아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자치 강화’의 로드맵과 현황을 소개하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역할 및 권한 배분에 

관한 계획을 밝힘으로써 더 나은 교육자치의 비전을 독자들과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교육자치와�학교�민주주의를�위한�첫걸음�:�제1차�교육자치정책협의회(’17.�8.�28.)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의 첫걸음으로 지난해 8월 28일,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구성, 개최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으며, 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한 당연직 위원과 함께 학계·법조계·시민사회·학교현장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전문적 견해와 현장의 목소리가 균형감있게 반영되도록 한 협치(協治)의 상징적 기구이다. 민선 3기를 맞아 향후 

새로운 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더라도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개최하며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이 날 의결된 「교육자치 및 학교 민주주의 추진계획」은 향후 기반 조성(’17) → 성과 확산(’18) → 현장 안착(’19)의 

단계적 로드맵을 제안하면서 ’17년도 하반기 중으로 이행할 ‘3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①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 ② 교육부 요청 연구학교 축소 및 2월을 신학기 준비기간으로 활용 ③ 시도교육청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 및 

평가 축소가 그것이다.

① 그간 예산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지적되던 재정지원사업 개편을 위해 교육부는 

’17년 우선 234개 사업, 1,000여개 내역사업에 이르던 특별교부금 사업의 개수를 국정과제 중심으로 19개로 

개편하는 한편, 학교의 시계에 맞춰 전년도 10월 전으로 지원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교육청의 본예산 편성을 

물론, 학교가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차년도 운영계획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국가시책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비율을 4%에서 3%로 축소하여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비중을 확대했다. ’18년에는 배정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기는 한편, 내역사업의 통합과 

간소화를 위해 제도 개편 방안을 다시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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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 요청 연구학교가 현장의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과제 선정 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심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육부 요청 연구학교는 ’17년 901개에서 ’18년 598개로 

대폭 축소했다. 또한 선정 시기도 9 ~ 10월로 앞당겼다. 시범교육청(4개)은 

겸임 발령을 내는 등 교장 인사를 2월에 조기 실시함으로써 부임할 학교에서 

신학기 준비기간을 미리 충분히 갖도록 하여 3월에 정상적으로 학교가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 

③ 시도교육청이 자율과 책임 하에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4급 이상 정원 승인권을 폐지하는 등 일반자치단체와 같은 수준으로 

기구정원권을 상향하였으며, 시도교육청 평가는 이원화하여 교육부는 

국정과제 등 국가위임사무를 중심으로 평가 지표를 간소화하고, 기타 분야는 

자체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더 나은 행정여건을 제공하고자 했다. 발표한 3대 

즉시 이행과제는 1차 관련 규정 개정이 마무리 된 상태이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추가 이행할 조치들을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

「교육자치�정책�로드맵」�발표�:�제2차�교육자치정책협의회(’17.�12.�12.)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2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이번 정부의 교육자치 이행 계획을 담은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공동 발표하며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일정과 계획을 보다 명확히 밝혔다. 1단계로서 ’18년 상반기까지는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교육부의 규제적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시도교육청 개별 또는 공통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83개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입학·졸업/교육과정 운영/학생지도/교무행정 등 학사의 

자율성에서부터 시도교육청의 단위학교 지원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겼고 

’18년 4월 현재 52개 과제가 이미 이행 완료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   입학·졸업(자율형 공립고 평가지표 표준안/과학고 입학전형/조기졸업/

특목고 등 고교 자기주도학습전형/입학전형영향평가 매뉴얼)

●   교육과정 운영(50대 교육과정 우수 유치원 선정/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지원/학교스포츠클럽 운영매뉴얼/교과교실제 추진계획)

●   프로그램 운영(진로체험 매뉴얼/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

●   수업(범교과학습 개선/교육과정 대강화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권 확대/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연구학교 및 연구대회 개선)

●   학생지도(학교생활기록부 개선/학교폭력대책 비교육적 요소 정비)

●   교무행정(교원평가제도 개선/정보공시제도 부담 완화)

●   학교자치 내실화(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 확대 / 학부모회 

활성화,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추진)

<�주요�과제�>

특히 로드맵에서는 교육자치의 궁극적 목적이 ‘학교 민주주의’에 있음을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함께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시도교육청이 

단위학교의  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과제들도 함께 포함함으로써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의 권한 이양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체감적 효과를 

더욱 크게 하고자 했다.

●   학교평가를 단위학교 자체평가로 전환

●   학교 기본운영비 확대, 사업선택제 확산

●   체험학습 절차 간소화 및 체험처 발굴 지원

<�주요�과제�>

1단계 과제들을 발표한지 반년이 지난 현재, 현장에는 하나둘씩 변화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것이 지역 특성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 각자의 다른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부산시교육청은 서열식으로 이루어지던 5개 교육지원청 업무평가를 

20년 만에 폐지했다. 시도교육청 평가와 교육지원청 평가가 중복적으로 

학교 현장에 작용하여 행정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자치 강화에 따라 교육청이 내리던 계기교육 지침을 

폐지하고 학교장 책임 하에 하도록 함으로써 최근 남북정상회담 계기 

교육에서 학생들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 답장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출처�:�연합뉴스(2018.�6.�17.)��

정상 추진중인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현장 체감도가 높은 즉시 과제들 

외에도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의논 하에 빠른 시일 내에 개선 가능한 과제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18년 하반기 개최될 제3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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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명확한�법령정비의�길로�:�2018년�상반기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양 기관은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의 2단계 과제로서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교육정책과 활동에 대한 일차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도록 하는 법령정비 방안을 ’18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과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위원이 구성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재개할 계획이다. ‘국가에서 지방 중심으로, 

행정에서 교육 중심으로, 중앙-지방정부 간 대등한 

협력적 관계를 설정하여’ 방안을 마련하되, 국가교육 

표준, 미래교육 전략·방향 확립, 교육격차 해소, 

학생 건강·안전 등 국가 책무성이 요구되는 영역은 

현장관계자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가 역할을 할 

예정이다. 

’18년 상반기 동안 법령정비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내에 

워킹그룹으로서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연구기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월부터 논의를 계속해 

오는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육행정학, 교육법학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교육분권법령정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교육부가 소관하는 유·초·중등 분야의 법령을 개정하여 장관과 교육감 중 

‘누가’ 이 사무를 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서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의 사무배분의 

원칙, 기준, 자치분권위원회의 운영과는 또 다른 교육 분야 자치분권의 특수성을 살린 원칙, 

기준,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시점으로, (가칭) 「교육분야 자치분권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이에 

따른 개별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교육부가 관계법령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장관과 교육감 등 ‘공동주어’의 형태를 띠고 있어 필연적으로 기관위임사무1로 처리되고 

국가가 지도·감독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54개 법령에 199개 조문에 이른다. 기관위임사무를 

최소화하겠다는 개헌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들의 단계적 정비방안도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이 계속하여 수행해야 할 부분이다. 

1　	기관위임사무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사무를	위임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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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교육자치의�최적점인가�논의할�시점�:�2018년�하반기

이렇게 마련된 법령정비 방안은 앞서 말했듯이 추가적으로 발굴된 

시행령 이하 즉시 이행과제들과 더불어 2018년 하반기에 개최될 제3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시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이 어떠해야 하는지 교육부, 시도교육감, 실무자, 학교 현장의 담당자 

개인별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학교 현장의 자율성 확대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관점에서 수긍 가능한 교육자치의 

최적점을 찾는 것을 법령정비 방안의 목표로 할 계획이다. 이는 이상적인 

학계의 논의나 시도교육청의 입장과는 다른 논의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국가교육회의와 같은 공식적 회의체 이외에도 각종 

포럼과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최대한 교육계의 많은 이들의 의견을 듣고 

중지를 모아 나가는 것이 올 하반기에 해야 할 일일 것이다. 금번 졸고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위헌성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일반자치-

교육자치의 통합 논의 이전에 교육감 직선제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 일도 교육자치의 중요한 갈래로서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학교 자율성의 측면에서 늘 선진국의 교육을 부러워해 왔다. 

유럽이나 미국의 학교와 달리 왜 우리나라는 학교가 교육기관의 기능만큼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중시될 수밖에 없는지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바뀌기를 갈망하지만 ‘학교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던 정책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 따라 다시 교육부의 사무로 

되돌아 왔다. 필자는 교육자치의 실현과 명확한 제도화가 실질적으로 

교육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비가역적인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하나하나의 

교육 이슈들만큼 뜨겁지 않을지는 몰라도 은근하게 계속되는 교육자치의 

논의가 현장을 더 크게 바꿀 수 있다. 앞으로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의 

노력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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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3기 교육자치 시대의  
지방교육재정 전망과 과제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서론

2006년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7년 발효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주민 직선에 의해 교육감이 선출된 지 10년이 지났고, 

전국적으로 동시 지방선거에 의해 교육감이 선출된 지 올해가 세 번째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하는 

제도는 지역주민의 교육에 관한 관심을 높임과 동시에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체감적 교육자치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문제는 지방교육의 다양성과 특수성이 무상복지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무상복지정책은 불가역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번 도입된 무상복지는 되돌리기 어려우며, 범위를 축소하기도 어렵다.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에 

따르면, 무상복지는 동기요인, 즉 만족요인이 아니라, 위생요인, 즉 불만족요인이다. Maslow의 동기이론에 따르면, 이미 충족된 욕구는 더 이상 

동기유발요인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감들은 무상복지를 줄일 수 없고, 계속 확대할 때 유권자의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무상복지의 효과는 투입된 

재원의 크기에 의해 정비례하지 않으므로,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무상복지 재원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무상복지정책의 성공여부는 실현가능한 재원확보대책을 수립했느냐에 달려 있다.

제3기 민선 교육감들의 교육공약 중에서 소요재원이 비교적 큰 공약들을 살펴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약서에 나타난 재원확보대책을 

분석한 후, 민선 3기 교육자치 시대의 지방교육재정을 전망하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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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3기 교육감들의 선거공약과 재원확보대책

이 장에서는 교육감 입후보 단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약서 

혹은 5대 선거공약에 제시된 민선 3기 교육감 당선자들의 선거공약과 

재원확보대책을 정리하였다.

1.�민선�3기�교육감�당선자들의�선거공약

민선 3기 교육감 당선자들은 다양한 선거공약을 제시하였다. 학교자율운영체제를 

내실화하고 교내 자치기구의 위상 강화(서울), 학교 자율적 정책 선택권 

강화(대구), 학생자치회와 학부모회 지원 강화(인천), 강제학습 폐지(울산), 

공문없는 자치학교 운영(세종),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 추진(경기), 

학부모, 학생, 교직원 교권 확립 프로그램 운영(충북), 학급운영비와 학생회 자율적 

운영예산 확대(충남),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및 학생자치활동 

강화(전남), 공문, 행사 없는 학생집중 3월 및 ‘쉼 있는 날’ 운영(경남) 등 학교자치 

관련 공약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GMO 없는 무상급식),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미세먼지, 

석면 없는 학교), 고교무상교육과 학교교육경비 지원 확대, 공립유치원 확대와 

공영형 사립유치원 육성, 돌봄 강화(지자체-교육청-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활성화) 등 전교조 출신의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제시된 이른바 진보 교육감 

공동공약도 눈에 띄는 공약들이었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선거공약의 특징은 

다양한 무상복지 관련 공약들이 많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2010년 제1기 교육감 선거에서는 일부 시·도에서 무상급식 도입 여부가 

쟁점이었고, 2014년 제2기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교육감 후보들을 중심으로 

무상급식 확대 공약이 많이 제시되었으나, 이번 3기 민선 교육감 선거에서는 

무상급식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진화했으며, 진보와 보수 구분없이 

다양한 무상복지 관련 공약이 제시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고교무상교육이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추진된다는 틈새를 노려 

2019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먼저 시행하겠다는 공약이 단연 돋보인다. 또한, 

무상 교복·체육복·수학여행·졸업앨범·체험학습·통학·학습준비물 등 무상교육 

시리즈가 매우 다양화되었다는 점도 보여준다.

2.�교육감�선거공약에�따른�재원확보대책

모든 선거에서 그러했듯이 교육감 선거공약 또한 실현 가능한 

재원확보방안이 갖춰져 있느냐가 문제다. 교육감 후보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약서’와 ‘5대 선거공약’ 

자료에 따르면, 재원확보대책은 매우 모호하다. 타당성을 

떠나서 형식적으로라도 구체적인 소요재원을 제시한 후보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재원확보방안을 종합해보면, 교육청 

자체예산, 지자체 예산, 중앙정부 예산 등 세 가지가 전부였다. 

명칭은 똑같으나, 교육감 후보자들이 생각하는 재원확보방안의 

내용은 다양했다. 교육청 자체예산의 의미가 교육청 자체수입만 

의미하는 후보자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자체 일반회계 

전입금까지 포함시킨 후보자까지 다양했으며, 중앙정부 예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하기도 하고 제외하기도 했다. 

중앙정부 예산은 주로 국고보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지자체 예산은 주로 지자체 비법정전입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매우 가변적인 재원일 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원확보대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공약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이해되나, 교육청 

자체예산, 지자체 예산, 중앙정부 예산 등은 재원확보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시된 교육감 후보들의 재원확보대책은 

실현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위수준의 재원명칭을 나열했을 

뿐이다. 결국 교육감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들은 실현가능하지 

않거나,  기존 교육재원의 전용 또는 삭감을 통해서만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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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교육감들의 공약 실천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관련 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고교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실시하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무상교육의 범위도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웜비, 교과서대금으로 명시하였다. 얼핏 보면, 매우 구체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변수가 많이 있다. 게다가 국회가 2018년 예산 의결과정에서 합의한 여야 합의문과 

부대의견도 논란거리가 될 여지가 크다. 합의문과 부대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한다.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합의문). 정부는 2019년 이후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2018년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2018년 수준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집행단가 인상은 지방교육재정이 부담하며 지원소요 산정시 

지원대상 아동의 수는 각 년도 지원대상 아동수를 적용한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년별로 단계적 도입 예정인 고교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한다(부대의견).”(연합뉴스, 2017.12.4.)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 의미가 있고, 2018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법령은 여전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7년부터 

설치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존속하는 2019년까지 시행이 유보되어 있을 뿐이므로 2020년부터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2020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하겠다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논란의 여지가 잠재되어 있다. 교육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겠으나, 벌써부터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부대의견을 통해 

고교무상교육을 교부율 인상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추진한다고 못 박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지원과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에 대한 논란 전망은 공약을 실천하려는 민선 3기 

교육감들이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각각 연간 2조원씩, 총 

4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가사업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국가사업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될 경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교육감의 여타 공약사업에 지출할 여력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3기 민선 교육감들 공약의 실현여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의 재원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달려 있다. 국가에서 

고교무상교육 재원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고교무상교육을 포함한 무상교육공약 시리즈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아이러니하다. 

이미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있던 고교무상교육을 교육감들이 앞 다투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것을 바람직한 행태로 보기는 어렵다.

교육감 선거공약 중에서 대규모 재원의 투입이 필요한 

사업은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공약일 뿐만 아니라 

지켜지면 안 되는 공약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시·도교육청은 

시·도청이나 중앙정부와 달리 자체재원을 확충하는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대규모 재원투입 공약은 가능하기는 하나 바람직하지는 

않다. 가능하다는 말은 다른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가능하다는 말이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은, 교육관련 

사업은 대부분 계속사업이므로 다른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면서 새로운 공약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다. 물론 재원규모가 작고 일회적인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사업을 조정해서 대규모사업을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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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1>은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원별 세입 결산액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육감들의 노력에 의해 재원 규모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교부금 총액은 일정한 가운데 교부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교육청별 배분액이 약간 달라질 뿐이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경우 법정이전수입은 교육감의 노력과 관련이 

적고(미전입분이 아직 남아 있는 학교용지구입비부담금은 교육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전입실적에 차이가 있음), 비법정이전수입은 교육감의 노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비법정전입금 

상한선을 조례로 규정해놓은 상태이므로 비법정전입금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 

문자 그대로 자체수입인 입학금 및 수업료는 늘리기 어려운 재원이며, 

장차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없어질 재원이다. 사용료 및 수수료,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을 합해도 7,5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 불규칙한 세수와 교부금에 전가된 누리과정 사업비 때문에 

2012∼2017년 기간에 발행한 지방교육채 총액이 15조 745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현재의 시·도교육청 재정상황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재정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대규모 공약사업은 교육의 핵심적 사업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으나, 교육의 핵심적 투자를 포기한 대가로 교육복지를 

확충하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힘들다. 만약 핵심적 교육투자를 

포기하지 않고 대규모 교육복지 투자가 가능하다면 지방교육재정이 

남는 상황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우리의 

교육여건이 아직도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 투자를 확대할 여력이 

있다면 교육재원 투자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표�1>�시·도�교육비특별회계�재원별�세입결산�변화�추이

(단위 : 억원) 

재원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549,341 572,576 605,164 623,605 660,979 724,435

중앙정부이전수입 394,009 410,696 409,780 400,888 438,345 506,77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2,488 408,123 408,687 394,056 431,616 465,667

국고보조금 1,521 2,573 1,093 6,833 6,728 1,698

유아특별회계전입금 - - - - - 39,409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90,609 91,667 102,082 109,895 119,035 129,162

법정이전수입 81,502 82,507 94,500 101,830 110,375 118,211

비법정이전수입 9,107 9,160 7,582 8,065 8,661 10,951

기타이전수입 979 800 807 929 1,475 1,093

자체수입 15,074 15,637 14,882 14,046 14,659 17,001

입학금 및 수업료 10,701 10,618 10,115 9,670 9,842 9,468

사용료 및 수수료 259 241 225 226 292 242

자산수입 1,334 1,856 2,303 2,272 1,575 2,274

이자수입 1,967 1,828 988 801 1,185 1,102

기타수입 등 813 1,094 1,251 1,078 1,766 3,914

지방교육채 및 기타 48,669 53,776 77,614 97,848 87,465 70,405

지방교육채 339 9,583 38,022 61,268 30,102 11,431

순세계잉여금 24,328 20,406 13,876 13,219 19,621 20,499

전년도이월금 23,943 23,760 25,705 23,300 37,330 38,336

보조금사용잔액 59 28 11 61 412 138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 2018년 제1회 지방교육재정담당자협의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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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3기 교육자치 시대의 지방교육재정 과제

민선 3기 교육감들이 자신들이 선거과정에서 약속했던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많지 않다. 

지방교육자치라고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중앙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를 부담하고 어떤 재원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느냐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가능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민선 3기 교육자치 시대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과제를 중앙정부의 과제와 시도교육청의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1.�중앙정부의�지방교육재정�과제

민선 3기 교육자치의 성공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해야 할 지방교육재정 관련 정책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와 

고교무상교육비 부담주체와 부담범위를 조기에 확정하는 일이다.

우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종료되더라도 누리과정 

지원비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사행령』 제23조 제1항은 누리과정 

대상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다만,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의 교부금 부담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었던 상황이 2020년에 다시 재발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부터 시작된 누리과정의 경우 교육감 공약사업은 아니었지만, 대규모 복지사업이면서 계속사업이었으며, 

다른 사업의 축소조정을 요구한 사업이었다. 교육사업의 경직성 때문에 다른 사업의 축소조정이 어렵게 되자 

재원마련을 위해 15조 원 이상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충당함으로써 교육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법령이 정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고교무상교육비 부담주체를 조기에 확정해야 할 것이다. 국정과제의 모호성 때문에 교육감들이 

선제적으로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공약하였다. 고교무상교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여 

지원한다는 전제가 유효할 때 시·도교육감들의 고교무상교육 공약이 성립한다. 만약에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지 않고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한다면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와 고교무상교육 지원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내국세 교부율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도 개정하여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재검토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작업을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시·도교육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2.�교육감의�지방교육재정�과제

앞에서 밝혔듯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가능한 한 교육재원 수요가 많은 공약을 안 하는 것이다. 새로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경비를 전용할 수밖에 없는 교육재원 구조 때문이다. 교육복지사업의 경우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복지사업은 계속사업이면서 재원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교육활동 재원을 무상복지 재원으로 전용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압력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복지 확대를 위하여 교육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결국 무상복지 확대 재원은 추가 재원이 아니라 교수학습활동비를 전용하여 마련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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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조세수입이 늘어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많이 늘었다. 2019년 예산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당국은 늘어나는 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모두 교부해야 하는지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예산당국이 과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해프닝이다. 세수결함으로 인한 교부금 결손과 누리과정 부담으로 인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발행한 지방교육채 총액이 15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결과다. 교부금 증가가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지만, 향후 늘어나는 교부금으로 교육복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늘어나는 교부금으로 인건비 증가분을 충당하면서 나머지는 지방교육채를 상환하기에도 버거울 것이다. 늘어난 교부금으로 무상복지를 확대할 

여력이 없다는 말이다.

다음 <표 2>의 성질별 세출결산 변화 추이를 보면, 연간 인건비 증가액이 1.1조 원에서 1.7조 원에 달하며,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과 BTL 지급금으로 

구성된 상환지출도 2017년에는 2.3조 원에 달한다.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세출항목인 경상교육지원 사업비가 포함된 물건비의 경우에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6년간 세출결산 추이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교부금이 많이 증가한 연도에는 자본지출(주로 학교신·증설비)과 

상환지출이 늘었다는 것이다. 교부금이 늘어도 물건비나 전출금 등(주로 학교회계 전출금)은 늘지 않았다. 이는 지방교육재정 구조상 교부금이 늘어도 

물건비나 전출금을 늘릴 여력이 아직 없음을 의미한다. 이전지출이 늘어난 것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로 인한 것이다.

<표�2>�시·도�교육비특별회계�성질별�세출결산�변화�추이
(단위 : 억원) 

항목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504,339 532,958 567,894 565,979 600,419 656,114

인건비 299,150 316,725 331,238 352,174 363,511 380,480

물건비 21,360 21,711 19,844 19,444 20,460 21,689

이전지출 11,696 19,228 25,148 30,834 30,657 33,202

자본지출 52,411 50,155 49,055 45,418 61,092 70,945

상환지출 160 305 19,941 1,151 3,954 22,779

전출금 등 119,484 124,714 122,573 116,792 119,933 126,688

예비비 및 기타 78 119 95 166 811 331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 2018년 제1회 지방교육재정담당자협의회 자료집.

따라서 민선 3기 교육감들은 선거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들을 재검토하여 취사선택하는 일이 필요하며, 교육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들은 가능한 한 뒤로 

미루어야 한다. 특히 고교무상교육을 2019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고교무상교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도 그러하지만, 

중앙정부의 교육재정구조 개편 과정을 지켜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잉여 재원은 무상복지가 아니라 교육의 질 

개선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 무상복지 재원 마련을 위하여 교육의 본질적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민선 교육감들의 중요한 지방교육재정 과제 중의 하나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일이다. 2017년 10월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와 사용한도 등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안정화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교부금 증가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개선된다 해도 향후 변화에 대비하여 기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잉여재원을 무상복지에 투입할 여력은 줄어들게 된다.

요컨대, 시·도교육청들이 무상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무상복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뒤로 

미룰 필요가 있다. 교육재원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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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시대를 향한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김정원�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

지난 겨울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 논의가 전개될 때만 해도 이후 변화를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한반도기가 평창올림픽 입장식을 장식할 때에도 그것이 

가져 올 이후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은 

70년을 훌쩍 넘은 분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상상력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해 주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매일 매일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남북이 함께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가게 될 것이란 기대에 차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상황에 부딪쳐 우리가 자신의 자리에서 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준비를 얼마나 해 왔는지 새삼 되돌아보게 된다. 남북 관계의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과 통일을 바라보는 인식에서 남한 내 이념적 갈등이 여전히 

크고 시간이 갈수록 세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통일교육의 역사와 통일 관련 인식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서 향후 통일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지를 짚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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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역사

통일교육 역사는 남북 대결과 평화공존이 교차적으로 강조되는 이념 갈등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분단 후 

1980년대까지 진행된 교육은 ‘반공교육’이었다. 세계적 냉전 체제와 맞물려 이 시기에 강조된 것은 ‘반공’, 

‘멸공’, ‘승공’이었으며, 북한 체제를 붕괴시켜 남한 체제로 통일해야 함을 강조하는 방향의 통일교육이었다. 

반공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은 하나의 국가통치 이데올로기로서1 이 시기 학교교육을 지배했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북한정치체제의 한계를 부각시키고 남북한 대립 상황을 극대화함으로써 남한 정치 체제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19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고 동서독이 통일되는 등, 세계적 냉전체제가 약화되면서 

이후 남북 관계에서도 통일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에 남북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고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이 채택되어 1992년에 정식 발효되는 등, 실질적인 남북관계 

변화 전망이 이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때 ‘통일안보교육’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남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후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할 

동포라는 이중적 인식이 표현되기 시작했다.2 이전의 공격적 의미의 ‘반공’, ‘승공’이라는 표현이 이 시기에 체제 

수호 차원의 ‘안보’개념으로 대체되었던 것이다. 

문민정부에 들어와 ‘통일안보교육’은 ‘통일교육’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1994년에는 자주·평화·민주를 

3대 원칙으로 하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통일교육 관련 

논의의 지평도 확대되어 제도의 통일을 넘어서서 사람과 의식의 통합,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3 평화공존, 공동번영 등이 주요 목표로 설정된 것도 이때라 할 수 

있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에는 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건설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등의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평화보다는 안보와 남북한 상호주의를 강조하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되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경제협력사업들이 

중단되었으며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거론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 시기 통일교육은 부정적 북한관을 

토대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튼튼한 안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주요 국정 목표로 제시하는 가운데 강력한 대북 억지 정책에 

초점을 둔 이전 정부와 차별화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국가와의 외교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들은 실제 4.27, 5.26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이라는 가시적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영향 

하에 6.13 지방선거 시·도교육감 선거 공약에 등장한 통일교육 관련 공약들에는 ‘평화교육’, ‘남북교류’가 관련 

핵심 개념들로 등장하고 있다. 

1　	정현백·김엘리·김정수(2002).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2　	정현백·김엘리·김정수(2002).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p.	10.
3　	조정아(2007).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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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갈등과 세대 차

정권에 따라 통일교육의 방향이 좌우되는 가운데에도 통일과 남북관계에 

대한 이념적 갈등은 항상 상존했었고, 지금도 여전하다. 이러한 갈등은, 

통일교육 촉진을 위해 1999년 2월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통일교육지원법의 통일교육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제기된다. 동법 

제2조에는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된 

‘자유민주주의’, ‘건전한 안보관’, ‘민족공동체 의식’ 등의 표현이 모두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4 한편에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강조가 

남한 중심 흡수 통일을 가정하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으며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 등을 기본 요소로 하는 민주주의에 

다시 ‘자유’를 붙여 ‘자유’의 의미를 중복적으로 표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와 구분되는 

의미로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반드시 고수해야 함을 강조한다.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남한 체제 중심의 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공동체 의식’에 대한 강조 역시 논쟁의 대상이 

되곤 한다. 한편에서는 여전히 ‘민족’ 개념이 ‘통일’을 논하게 되는 핵심 

이유임을 강하게 강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다문화 사회로 급변해 가는 

한국 사회에서 한민족 중심 민족주의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건전한 안보관’도 마찬가지다. ‘건전한’의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이 단어가 

누구나 자신의 관점에서 ‘건전하다.’, ‘건전하지 않다.’를 판단하게끔 

한다. 한편에서는 위협적인 주적으로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안보교육’이 

‘통일교육’의 핵심 내용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안보’의 

개념이 군사력에 근거한 국가 안보 개념을 넘어서는 ‘인간 안보’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5 ‘인간 안보’ 개념은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통일교육에 대한 정의와 관련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지원법에는 

고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동법 제11조에는 "통일부 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채, 

이러한 법적 규정은, 다양한 관점이 공존하는 통일교육에 관여하는 것이 

자칫 이념 문제에 연루되어 법적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4　			김병연(2018).	통일교육지원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연구,	「도덕윤리교육과교육」,	
제58호.	참조.		

5　	유엔개발계획(UNDP)(1994).	「인간개발보고서」.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교사들이나 일반시민단체에서 

사회통일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들이 이러한 부담에서 자유롭기는 참으로 

어렵다. 통일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안보의식이 희박한 

증거로 이해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거리에는 “통일이 내일이면 안보는 

오늘”이라는 표어로 안보와 통일을 대립시키고, ‘통일수업’을 ‘종북수업’으로 

규정하는 사례6들이 존재한다.   

남북이 본격적으로 화해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굳이 이런 주제에 개입하여 문제를 야기할 이유를 만들고 싶지 않은 교사들은 

‘통일’, ‘북한’이란 단어와 되도록 멀리 있으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와 관련된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이들도 ‘혹시 실수하는 

일이 없나' 하고 상시적으로 자기 검열을 하면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세대 간 차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자동반사적으로 동의하는 이들은 줄어들고 있다. 지난 10여년 간 매년 

한국인들의 통일의식을 조사해 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젊은 세대들일수록 그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7 

최근 다른 조사에서도 한국인의 70% 이상이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8

‘통일’ 당위성을 일방적으로 전제한 논의는 갈수록 쉽게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난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가 보여주었다. 

당시 젊은 세대일수록 팀 전력 수준을 낮추고 개인 선수들의 출전 기회를 

줄이는 등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남북 화합에 우선 방점을 찍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논란은, 남북단일팀 구성을 

한반도 평화 정착의 일환으로 추진해 나가려는 정부와 국가적으로 강조되는 

당위보다는 개인의 권리와 행복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을 반영한다고 평가되기도 한다.9 

6　			김정원	외(2016).	남북한	교육통합을	위한	남북한	교사	재교육	방안.	한국교육개발
원	현안보고.	p.	94.	

7　				20대:	2007년	53.3%	->	2016년	36.7%,	50대	이상:	2007년	71%	->	2016년	
50대	62.7%,	60대	75.4%

8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2018년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9　			국민일보(2018.	1.	18).	‘국가vs	개인’...	남북단일팀	논란에	담긴	‘가치의	충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59200에서	2018년	
6월	26일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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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교육의 방향과 관련 조건

통일 교육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범사회적인 통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이후 통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고 한다. 한 여론 조사 결과10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으며(84.6%), 전체 응답자의 75.5%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여기에는 연령별 차이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20대 72.8%)고 한다. 이는,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관련 사회적 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둘째,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내용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교육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통일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이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이다. 6,70년대에 초중등학교를 다닌 이들이 강조하는 통일교육은 전통적 학교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질 않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젊은 세대의 통일 관련 의식 저하를 문제시하며 학교교육과정에 통일 관련 내용을 확대하고 통일교육 관련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심지어 

혹자는 대입수능시험에 통일 관련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2, 30대의 젊은 세대들은 ‘통일’과 ‘교육’ 이라는 두 단어 모두 자신들은 

합의한 바 없는 사항(‘통일’)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입(‘교육’)한다고 인식한다.11 ‘통일교육’이라는 명칭 자체가 듣는 이(특히 젊은 세대)로 하여금 이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제도적 통일의 문제보다 일상의 삶과 관련된 문화적 측면에 더 

관심을 갖는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때에도 젊은 세대가 주목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 평양냉면 등이었다는 것이 그 점을 적극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이에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기성세대가 정리한 통일과 관련한 논의구조들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실제, 최근 초중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수 통일교육 사례들을 보면, 스토리텔링형 수업, SNS 활용 수업,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활용 수업 등 학습자 참여형 수업 

방법들이 여럿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보다 널리 확산되어 향후 남북 교류를 이끌어갈 세대들이 남북 관계와 통일의 문제에 스스로 개입하여 자신들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0　	KBS	방송문화연구소	여론조사,	http://news.kbs.co.kr/datafile/2018/05/01/0501_20.pdf
11　	2018년	5월	30일	통일교육원·한국통일교육학회	공동학술대회(「2030	세대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참여	교사의	학술대회	참관	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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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통일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이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 정부는 

통일국민협약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통일교육 관련 주요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첨예한 이념 

갈등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과 관련한 부정적 인식만 고조시키는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국민협약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처럼 통일과 관련하여 가르쳐야 할 내용에 대한 합의보다는 통일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서의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독일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도출되는 과정도 한국 사회와 같은 이념적 갈등 극복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12 이 합의는 가르칠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치교육의 방법과 기본 원칙에 대한 것이었다. 교화와 

주입 금지, 학문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학생은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스스로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협약의 주요 골자다. 만들어진 

내용의 일방적 전수가 아닌 학습자 참여형 통일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도 보이텔스바흐 협약과 같은 종류의 국민협약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국민협약 마련과 함께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통일 관련 논쟁 의지 자체를 약화시키는 통일교육지원법 

제11조는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육은, 남북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며 동시에 모든 인간이 존엄하며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본 명제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 상호 간의 문제다. 현재 매우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스포츠,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남북한 교류 활성화 노력은 남북 주민의 접촉 범위를 넓혀 상호 이해와 

포용의 수준을 확대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필요한 것은 아니, 그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경제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들이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배려하고 협력하여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이다. 이 점에서 통일교육은 평화교육,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 등과 지향점이 다르지 않다. ‘통일’이라는 

용어가 포함되는 경우만 통일교육이 아니라 평화롭고 인간적인 삶을 위한 노력 모두가 통일교육이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사회의 

사회통합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13 사회 일반이나 학교에서 부, 성적, 외모, 성격 등을 중심으로 인간의 

가치를 규정하는 상황들을 흔히 접하게 된다. 특히 부정적으로 분류되는 특성을  소수집단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경향도 다분히 

존재한다. 어떠한 특성을 지닌 인간이나 그 자체로 존엄하여 존중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보편적 이념을 널리 공유하려는 

노력이 통일교육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물리적 결합이 아닌 실질적으로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사회를 ‘모두를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통일을 위한 준비이며 그 

지향을 함께 하는 것이 통일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2　	신봉철(2017).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한국	교육계에	주는	시사점.	통일교육연구.	14(2).	23-36.	참조.	
13　			한국의	분배시스템	수준은	OECD	28개국	중	27위이며	사회통합	수준은	28개국	중	25위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2017.04.14.).	경제주평	

17-15(통권	740호),	국가지속성장지수	추정과	시사점.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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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통해 본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손찬희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연구위원

서론

교육부(2017:3-4)는 고교학점제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는 교육과정 

이수·운영제도”로 정의하고,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고교교육의 혁신을 지원하기에 가장 적합한 학사제도로 학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교학점제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 제도적 요건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과목별 성취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학점 부여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 다른 요건은 현행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진급 및 졸업이 아니라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라 과목의 이수 여부를 결정하고 누적 취득 학점을 기준으로 졸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세 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고교학점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자 

목적은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즉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이해하고, 이를 추구하기 위해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이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 고교학점제에 있어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초점은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구학교 운영 기본방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2017:10)가 밝힌 연구학교 운영의 

기본방향은 ‘과목 선택권 확대’에 중점을 두고 3년 간 학교운영 전반을 검토 및 분석하는 것이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방안은 단위학교, 즉 학교 내는 물론, 학교 간, 

그리고 지역사회연계와 온라인기반 등 다각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손찬희 외(2017:86)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 강화를 위한 방법론적 

접근을 [그림 1]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학점제 원칙의 

법적 근거 명확화와 학교 자율성 확대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확대, 그리고 학점제에 부합한 교육과정 개정을 토대로, 우선 

단위학교, 즉 학교 내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학교의 

여건에 맞게 시작하고, 학교 내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과목 선택에 대한 요구는 학교 간 또는 

지역사회연계, 온라인기반 교육과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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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학생�과목�선택권�강화�방안

출처: 손찬희 외(2017). 학생 맞춤형 선택학습 실현을 위한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 방안 연구, p. 86.

위와 같은 다각적인 방안들 중에서 우선 시 되어야 하는 것은 학교를 기반으로(school based) 하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이다. 학교 기반의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 내와 학교 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온라인기반도 학교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포함한다. 지역사회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역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이는 학교 기반의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글에서는 학교 기반의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에 중점을 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1.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사례

1.�학교�내�학생�과목�선택권�확대

가.	서울	D고등학교의	개방형	과목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서울 D고등학교는 자율형 공립고 지정과 선진형 교과교실제 운영을 계기로 전면적인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개설 과목 선정은 교사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과목과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정하는데, 교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설 과목 가배정을 통해 학생들의 수요를 예측한다. 차년도 개설과목은 전년도 7월 중 확정하고, 

안내 책자 및 수강신청서 배부는 9월 중 약 2주간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담임교사 대상 교육과정 연수, 학생 상담, 수강신청 

과목 예시를 제공한다. 수강신청서 접수 및 변경은 10월~차년도 2월, 교과서 주문은 10월 초, 담당교사 및 교실 배치는 차년도 

1~2월에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학급·학생·교사별 시간표를 작성하며 시간표 배부는 차년 2월 말에 진행한다. 사진을 포함한 

학생별 시간표를 통해 현재 학생이 어디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과목에 수강 신청이 몰릴 경우 

분반하거나 상담을 통해 다른 과목 수강 등으로 시간표를 조정한다.

온라인기반�교육과정

운영�내실화�및�활성화
학교�간�공동교육과정

운영�내실화�및�활성화

지역사회연계형

교육과정�인정체제�구축

학교�내�학생�선택형

교육과정�운영�확산

학점제�원칙의�

법적�근거�명확화

학교�

자율성�확대를�통한

교육과정�운영의�

유연성�확대

학점제에�부합한

교육과정�개정

1

1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사례와	시사점은	‘학생	맞춤형	선택학습	실현을	위한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	방안	연구(손찬희	외,	
2017:50-61)’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34

교육정책 이슈와 전망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1학년은 학급별로 모두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2~3학년은 개설 대상 과목 중 선택 가능하며 모든 과목은 6단위로 편성한다. 학생 

공강 시간 발생을 없애기 위해 주당 33시간을 3시간씩 11개 블록으로 구성하고, 학생은 제시된 11개 블록별로 1개 과목을 선택해 시간표를 구성한다. 기존 

50분 수업-10분 휴식이 아닌 블록으로 수업을 묶어서 진행하여 이동시간 등을 고려한 휴식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학년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2학년 때 수강하지 않은 과목을 3학년 때 수강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하지 않는다. 

교사별 평균 수업 시수를 15~16시간으로 하되, 20시간 정도는 기타 업무를 줄여서라도 시간강사를 활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본교 교사가 담당하게 한다. 

결강 시 보강을 위해 별도 시간 편성 및 할애는 하지 않으며, 가급적 수업 시수가 적은 교사가 출장 등을 가고, 연수에 참여하더라도 일과 중 참여는 지양하고 

있다. 창의적체험활동은 수업 시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음악, 미술, 체육 과목 교사가 맡아 진행한다. 과목별 평가는 동일 과목 담당교사 간 동일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13명 이하 소인수 과목의 경우 등급은 방점으로 표시하고 과목 내 전체 학생 평균점수와 해당 학생 점수를 기재한다.

교과목 전면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의 효과로는 학생들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수업참여도가 높아지는 것과 학급별 교실 수업에서 야기되는 생활지도상의 문제인 

따돌림, 폭력, 학급 간의 갈등이 이전보다 대폭 감소한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교과목 전면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및 애로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기된다. 우선 학생의 학급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져, 급우 간 유대감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수업 간 이동시간 등으로 휴식시간이 부족하다. 셋째, 

일반적인 학생 수에 맞춘 교수법을 소인수 학생이 있는 수업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워 수업별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넷째, 대입 정시 

불리 등에 대한 관리자의 마인드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다섯째, 학생 선택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를 모두 수작업으로 해야 

하므로, 해당 업무에 대한 특수성이 부여된다.

나.	인천	S고등학교의	집중과정	내	과목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인천 S고등학교는 자율형 공립고로서 학생의 진로 및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4개의 진로집중과정을 개설하고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시교육청 지정 제2외국어 영역 진로집중 중점학교(교과중점학교)로서 제2외국어(중국어, 일본어) 

관련 분야의 진로진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미리 선발하여 해당 외국어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제2외국어 과정을 제외한 3개 과정은 3~4개 그룹으로 

진로진학 관련 계열별로 구분한다. 

교육과정 편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행 대입 전형 방안과 학생의 진로진학 희망을 연계한다는 것이다. 현행 수능 체제를 고려하여 국어와 

영어는 공통, 수학과 탐구는 응시과목 중심으로 편성한다.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 확대에 대비해서 학생 주도형 과목, 학생의 흥미 및 수준별 선택과목을 

폭넓게 제시한다. 학생 역량 강화를 중시하여 외국어, 예술, 생활·교양 교과의 선택을 학생의 진로진학 적성에 맞도록 폭넓게 제시한다. 영어는 수준에 따라 

심화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영문표시 과목(English Writing, Critical Reading)이나 특목고 개설 과목 등을 무학년제로 운영한다. 13개 

과제연구 과목(국어, 윤리, 역사, 지리, 경제, 사회문화, 법과 정치,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과학)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관심 있는 진로분야별로 

선택하도록 한다. 탐구 교과 영역의 일반 과목은 모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생활·교양 교과는 그룹별로 1개 과목씩 선택하도록 한다. 또한 기본 이수 

단위 외에 추가하여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을 제공한다. 

일부 과목은 무학년제로 운영이 되며 학생들이 1학년 때 

해당수업을 듣지 못했어도 2~3학년 때 수강할 수 있다. 

학기시작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고, 가정통신문, 문자로 과목 개설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진행한 다음, 학생들이 안내된 개설 

과정에 따라 수강신청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본 

이수 단위에 해당하는 '기본형' 과목 선택을 선호하고 

있다. 학생의 과목 선택에 따라 시간표를 계획할 

때 학생들의 공강이 발생하는데, 이때 학생들은 빈 

교실이나 '자율학습실천실'에서 자율학습이나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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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측면에서는 선택과목의 경우 수강인원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지는 않았으나 13명 이하가 되어 

성적산출을 하지 않는 과목이 많으며, 13명 이하 과목의 경우 성적산출을 하지 않고 '이수'의 개념으로 

처리한다. 1~2학년 대상으로 무학년제로 운영되는 과목의 경우, 1학년 학생의 입장에서 성적에 

불리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시키고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 수급 측면에서 일부 과목 개설을 위해 순회교사 또는 시간 강사를 필요로 하나, 수급이 어려워 

해당 과목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시간 강사 채용에 있어서 시간당 16,000원 정도의 

강사비로 인해 채용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교사의 업무는 '행정업무교사'와 '담임교사'로 구분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업무교사는 학교행사, 교육과정, 기타 업무를 담당하며, 담임교사는 학생 

생활지도와 수업 내에서 일어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담임교사를 선호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업무교사와 담임교사로 나누어 업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의 장점으로는, 매년 상위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고 책임의식이 높아진 것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학생선택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및 애로 사항도 발견된다. 우선 교사가 여러 과목을 맡았을 경우 수업연구 및 

시험문제 출제 업무가 과다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클러스터 과정 외에는 방과후 

또는 주말을 활용한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강하고 

싶어 하는 과목을 선정해 시간표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및 시간표 제작이 어렵다는 

의견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학생 입장에서는 쉬는 시간 및 이동시간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개인 

용무시간이 부족하다는 점과 공강시간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미흡하다는 점을 문제로 들 수 있다.

2.�학교�간�학생�과목�선택권�확대

가.	제주	N고등학교의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

제주 N고등학교는 학생의 능력·적성·흥미에 따라 교육내용·방법·속도 등을 달리할 수 있는 

수준별·맞춤별 교육 제공을 위해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거점학교 방식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공동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과목담당교사 지정과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거점학교로서 제주 N고등학교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관련 행정업무, 학생 생활지도 및 출석 

점검, 학생의 과목 이수 결과의 학교 통보 업무를 담당한다. 과목담당교사는 과목 지도·평가 계획 

수립, 수업 및 평가, 과제 부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과목은 고급수학Ⅱ와 고급생명과학으로, 학생은 기본 이수 단위 외에 

추가적인 과정으로 수강한다. 수업일은 6~9월 사이 매주 토요일 또는 방학 중으로, 수업시간은 하루에 

4교시로 하고 있다. 과목담당교사는 N고등학교 소속 교사와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소속된 학교의 교사들로 구성하였다. 과목담당교사는 거점학교 인근지역 일반계고를 대상으로 

도교육청이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선발하며, 시간당 5만원의 강사료와 학습자료 제작비를 지급한다. 

거점학교 학교장은 거점학교 업무 담당자를 임명하고, 거점학교 업무 담당자는 학생 출결 관리, 진로 

상담, 공문서 처리, 평가 및 성적처리(교육청 및 학교 통보), 출석부 및 평가기록물 관리 등을 담당한다.

개설 과목당 학생 수는 13명 이내로 1학급을 개설한다. 이를 위해 과목당 학교별 추천인원은 3명 

이하로 제한하고, 지원 인원이 13명에 미달되는 경우는 추가선발하며 학교별 제한 인원을 초과할 수 

있다. 학생은 공동교육과정 참여 학교장의 추천으로 선발하며,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발대상 

36

교육정책 이슈와 전망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자세히 안내하도록 한다.

개설 과목의 최소학업 성취기준은 총점기준 60%이상으로 하며, 평가에서 성취수준 달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충 학습 계획을 세워 다양한 방법으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출석시간의 2/3 이상 출석자에 한하여 수료를 인정한다. 학생중심수업을 지향하여 수업 중 평가와 

관찰을 통하여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누가 기록하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는 정기고사, 수행평가를 실시하되 반드시 서술형 평가를 포함한다.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에 응할 수 없을 때 추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거점학교의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과목별 

성취도는 이원목적분류표를 근거로 하여 분할점수 산출프로그램으로 산출되는 자체분할점수로 

산출하고, 수업담당 교사가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보고한다. 평가 후 

첨삭지도를 실시하여, 맞춤형 개별 환류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석차등급을 기재하지 않고, 학생이 최소성취기준에 도달하였을 때, 방점(·)으로 

기재한다. '교과학습발달사항'란에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과 성취도(수강자수)를 같이 기재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해당 과목의 이수 기준 및 수강자 수, 이수자 수를 기재한다.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다. 고급수학Ⅱ와 고급생명과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심화과목'으로 이수 내용이 기록됨으로써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상 제기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출결, 안전 등 학생관리 측면의 책임 

소재로 거점학교는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다.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교육과정 관리센터'의 지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나.	서울	N고등학교의	예술체육영역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

서울 N고등학교는 일반계 공립고로 진로집중과정으로 인문사회과정, 이학공학과정, 예술체육과정, 

직업위탁과정(3학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예술체육과정은 협력 교육과정 거점학교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다양한 부류의 학생들이 존재하며, 특히 예술체육계열로 진로·진학의 꿈을 

지녔지만 관련 분야의 특목고로 진학하지 못하고 일반고로 오게 된 학생들, 고등학교 재학 중 새롭게 

예술체육계열로 꿈을 갖게 된 학생들이 있다. 이에 따라 일반고에서도 예술체육과정을 개설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학교 내 시설을 갖추거나 지도교사를 확보하는 문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협력 교육과정 거점학교를 통한 예술체육계열 진로집중과정을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학생 선발은 1단계 희망조사, 2단계 서류평가, 3단계 실기평가, 4단계 면접평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선발 대상은 시교육청 소재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재학생 중 참여 희망 학생이다. 설발 

기준은 실기, 적성, 출결, 면접 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일 경우 1차 합격, 1차 합격자 대상 예비과정 

프로그램 운영, 예비과정 종료 후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최종 합격으로 선발된다.

학급 편성은 전공 및 수업에 따른 무학년제로 이루어지며, 학급당 정원은 20명 내외로 한다. 세부 

전공별 분반수업으로 학생의 수준별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 학기 단위(17주 기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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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며, 전공별 진로집중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주당 3~6시간씩 

방과후 수업 시간에 전공분야 전문교과 수업을 블록타임제로 운영하고 

있다. 전공실기 수업은 각 세부 전공분야별로 실기강사를 채용하여 개별 

레슨 방식으로 운영하고, 지자체 마을교사 인력풀을 활용하여 교육기부 

문화예술지원강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거점학교 정규수업 운영과 

더불어 전공별 실기 발표회, 전공별 맞춤형 현장학습 등 특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거점학교 참가 학생의 성적 처리는 내신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성취평가제를 적용한다. 교과학습발달상황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기말에 소속 학교에 통보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도록 한다. 

출결현황은 월별로 소속 학교에 통보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도록 

한다. 학생 생활지도는 거점학교 학급담임이 배정되어 출결상황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거점학교 참가 학생은 원칙적으로 소속 학교 및 

거점학교의 학생생활지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무단결석 3회 이상, 

면학분위기 저해 등으로 거점학교 학생 규정 위반 시 소속 학교로 복귀 

조치한다.

예술체육과정 거점학교 운영의 성과로는, 다양한 예술체육 영역에 대한 

학생 맞춤형 수업 진행, 거점학교 수업 결과물을 활용한 각종 발표회나 

재능기부 활동 등으로의 연계, 예술창작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쟁의 

환경에 놓인 학생들에게 인성·감성 교육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애로사항으로는 우선 거점학교 운영 측면에서 교육활동이 평일 

저녁시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탓에 담당교사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운영 지속성의 한계가 제기된다. 또한 교육청 지원예산을 

강사비와 교구·기자재비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점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냉·난방비 등 수용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발생한다. 학생 안전 

측면에서는 저녁시간에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고, 따라서 수업이 있는 요일은 일과가 종료될 때까지 교장 및 

교감이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학점제 도입 요건측면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점제 도입 요건인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학교 기반의 노력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소인수 과목 등 

내신 성적 산출의 부담이 없는 상황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교사의 수업 

과목 증가에 따른 부담, 순회교사나 시간강사 채용의 어려움, 클러스터 

과정 외 방과후 또는 주말시간의 정규 교육과정 운영의 미인정, 등급산출 

부담 완충을 위한 소인수 학급 중심 운영, 학생 이동 시간, 공강 시간 활용을 

위한 학교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의한 성적 산출 방식으로 

성취평가제는 여전히 내신 9등급제 외 부가적인 성적 산출 방식에 

머물러 있다. 같은 맥락으로 성취평가제는 비교적 성적 산출 부담에서 

자유로운 소인수 과목에 적용되고 있으며, 소인수 과목을 넘어서더라도 

예술·체육영역에서 협력 교육과정 거점학교를 운영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취평가제 적용 과목의 경우 일정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 해당 과목에 대한 재이수 방안은 발견할 수 없으며, 

공동교육과정 운영 사례에서 최소성취기준 미도달 과목에 대해서 

보충학습과 재평가를 실시하는 방안 정도가 제시되어 있다. 졸업요건의 

설정도 학점제 도입 요건 중 하나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과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학점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고등학교 최소 졸업이수단위의 '1단위'를 '1학점'으로 일대일로 기계적으로 

환산하여 졸업요건으로 할 수 있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현황 및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학점제 

도입을 위한 지원체제로서 학생의 진로 선택 및 교과목 선택 역량 지원, 

교원인력 수급·양성 및 지원, 교과교실제 등 학교 공간 구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D고등학교 사례를 보면,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전년도 하반기부터 준비를 시작하고, 특히 학생 

상담과 수강신청 과목 예시 제공, 수강신청서 접수에 상당한 기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는 학생이 희망하고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생을 

위해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한다는 것은 학생이 자신의 희망과 필요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으므로, 학생의 교과목 선택 역량에 

대한 지원은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과목 개설은 결국 충분한 교사가 확보되면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규 교사만으로 늘어나는 개설 과목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순회교사, 시간강사, 산학겸임교사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우선 기존 수업시수를 유지하더라도 담당해야 하는 과목이 

늘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늘어난 과목의 수업 준비 및 평가 등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기타 행정업무의 감소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일 저녁시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거점학교 수업의 경우에도 업무 가중 등으로 인해 운영의 

지속성에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개설과목 선정, 수강 신청, 강의실 배정, 학생 개인별 시간표 작성 등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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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작업으로 함으로써 업무의 특수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실무사 등 행정보조인력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인천 S고등학교에서 교사의 업무에 따라 

행정업무교사와 담임교사로 구분하여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다양한 교과목 

개설·운영을 위해 순회교사,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우선 

이러한 인력풀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이로 인해 채용 

과정 중의 애로가 많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간강사 등의 처우도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학교에서는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비를 16,000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다. 이러한 처우로는 질 높은 시간강사 채용은 

물론, 채용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일부 사례이긴 하지만, 

주말시간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하는 교사의 시간당 수업수당인 

5만 원과 큰 차이를 나타낸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는 학점제 

운영에 있어 학생의 공강 시간 발생은 필연적으로, 공강 시간을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학교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블록타임을 적용하여 인위적으로 공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공강 시간에 학생들이 머물러 자율학습, 

프로젝트 등 과제를 수행할 여유 공간이 부족하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의 선도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서울 

D고등학교와 인천 S고등학교가 모두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고, 설립 당시와 비교하여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유휴 학교 공간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대입전형이 학점제 도입의 요건인 학생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권 확대와 성취평가제의 실질적 적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제 적용은 학생의 

'변별력'을 약화시키고 이로 인해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별 고사 

등이 부각되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유명무실해지는 악순환으로 

빠져든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우려가 성취평가제를 전면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며, 소인수 과목의 경우 13명 

이하로 학급을 구성하여 내신 성적 산출의 부담에서 벗어난 

운영에 치중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학점제 도입에 

있어 대입전형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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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공간
박성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소장

이윤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연구위원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시설 재구조화 필요성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제공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그림 1]과 같이 교원수급과 교실 수 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선결되어야 하며, 특히 필요 교실의 확보와 함께 

홈베이스 구축 등 다양한 교과목의 선택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시설의 확충이 선결과제의 하나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그림 2).

[그림�1]�고교학점제�도입�선결과제 [그림�2]�시설분야�선결과제

출처: 김정빈 외 6인(2017).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생평가 재구조화 방안』의 p. 66과 p. 76의 내용을 재구성함.

또한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과교실제 시설의 경우 고교학점제의 도입에 많은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일한 

교과목을 동일한 구역에 배치하는 교과교실제의 죠닝배치로 인하여 학생이동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음과 동시에 학교현장에서는 단순한 학생통제의 

일환으로 간주되고 있다(김주아 외 1인 2012:100, 주주자 외 4인 2017:126),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교과교실제 학교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손찬희 외 8인 2017:116).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본 글에서는 공간 확보 및 학생 이동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학교현장 홍보 및 의견 수렴

■ 과목선택형교육과정 과목개발

■ 교원�수급�및�교실�수�확보

■ 고교 내신 상대평가제 개편

■ 학생상담 전담교사 배치

■ NEIS 시스템 개편

■ 교원양성과정 개편

■ 기타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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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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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학교현장 홍보 및 의견 수렴

■ 과목선택형교육과정 과목개발

■ 고교 내신 상대평가제 개편

■ 교원수습 및 교사업무 경감

■ 필요교실�확보�및�홈베이스�구축

■ 교원연수

■ 학업상담 전담교사 배치

■ 교원양성과정 개편

■ NEIS 시스템 개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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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간 확보 방안

1.�클러스터링�기법의�적용을�통한�학생이동�동선�최소화

동일한 교과군을 형성하는 죠닝기법과 달리 클러스터링을 [그림 3]에서 보듯이 일정한 구역 내에서 다양한 학습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일반교실, 연구실, 

다용도 공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클러스터링 기법의 장점은 학생이동을 최소화시키고 한 교과 내에서 다양한 종류의 학습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클러스터링 기법을 적용할 경우 [그림 4]와 같이 동일한 패턴의 조합을 적용하게 된다(그림 4).

[그림�3]�클러스터링�개념(Lynnwood�High�School) [그림�4]�클러스터링�도입�사례(Edmonds-Woodway�High�School)

2.�융통성(Flexibility)보다는�유연성(Agility)�있는�공간�배치로�공간확보

[그림 3]에서 연구실은 우리나라와 같이 단순히 과학실이 아니라 다양한 노작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그러나 융통성이 한 공간에 모든 

교과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성하는 개념이라면 유연성은 성격이 유사한 공간을 통합하는 개념이다. [그림 5]에서 보듯이 예를 들어, 음악실과 컴퓨터실을 

통합하여 미디어 아트공간을 설치할 경우 성악과 같은 이론 및 정적 활동과 작곡과 같은 실습활동을 단일 공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21세기 초반부터 적용되어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교실, 과학실, 미술실 등의 교과목 개념이 아닌 활동 중심의 

개별학습공간, 소규모학습공간, 연구공간, 발표공간 등으로 공간을 구분하고 있다.

[그림�5]�유연한�공간의�개념 [그림�6]�공간의�성격분류

출처: Fisher(2005)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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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서관이�아닌�학습센터(Learning�Center)로�변환

2015 개정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정보검색은 학교급과 무관하게 모든 교과목에 있어서 중요한 학습활동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정적이고 단순한 

역할의 도서관은 학습센터의 개념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그림 7]에서 보듯이 이미 선진국에서는 2000년 초반부터 도서관의 비중을 높게 다루어 

공간적으로 중앙에 배치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8]에서 보듯이 단순한 도서를 보관하거나 보는 수준을 넘어서 개인학습, 소그룹학습, 세미나, 

토론 등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공간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 도서관의 위치와 내부구성을 학습센터의 

개념으로 변환할 경우, 고교학점제에 적극적인 도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소인수 교과목의 운영, 공강 활용 공간 등에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7]�교과공간�연계방안

출처: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1998) p. 16
[그림�8]�Interactive�Learning�Center(School�of�the�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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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간 조성 방안

고교학점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공간은 다음 몇 가지 큰 방향성을 가지고 조성될 필요가 있다. 

1. 2015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폭 넓은 선택 교과 운영을 위하여 해마다 다르게 개설되는 모든 선택 교과 전용실을 조성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현재 일부 조성되어 있는 교과교실도 학습활동 측면에서 보자면 교과실들 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갖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특정 

교과교실에서 해당 교과수업 이외 교과 및 비교과활동들에도 교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공간 측면에서는 국어, 사회와 같은 교과의 내용적 

차이보다는 이론, 실습과 같은 학습활동 유형에 따라 공간이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선택 교과 운영을 위해서는 단일 목적 공간을 

지양하고, 유사한 학습 환경으로 조성된 여러 칸의 교과전용실로 구분되기보다는 공통점을 가지는 학습활동 유형으로 재구조화 되어야 한다. 이는 교과교실을 

배정받은 기존 공통 교과목의 경우에도 교과실 안에서 활동 가능한 범위 제한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양한 교수학습법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2. 소인수 교과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크기의 공간으로 분할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한 개 교실에서 두 개, 또는 세 개 소인수 교과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며 개별 문들이 설치된 고정된 실보다는 필요에 따라 분할과 통합이 용이한 가변형 공간으로 조성됨이 바람직하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S고등학교 사례를 비추어 볼 때 3학년 동아시아사(13명), 일본어II(4명), 심화과목의 세계문제(13명), 정보(9명)과 같은 교과들이 대표적인 소인수 교과이다.

3.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함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강시간에 학생들이 개인 또는 소그룹으로 모여 심화과목의 다양한 과제연구들에서 

제시하는 과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는 학습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홈베이스 및 휴게공간과는 

명확한 차이점을 갖는다. 수업시간과 공강시간의 편성 및 활용 부분도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 범위이며 학생 스스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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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간 조성 사례

1. 다양한 선택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유연한 공간은 다음과 같다. 다음 그림에서 묘사된 두 개의 평면도는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서 지원 가능한 

다양한 학습활동 및 계획 방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림9]의 평면도는 전통적인 교실 구성이며 [그림10]의 평면도는 학습 스튜디오로 

조성되었다. 그림으로 보더라도 [그림10]의 평면도가 제시하는 공간활용의 방식이 보다 다양한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을 허용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림9]�전형적인�교실과�복도�평면도 → [그림10]�교실�복도를�소규모�학습�커뮤니티로�전환

출처 : Prakash Nair(2015), Blueprint for Tomorrow; Redesigning Schools for Student-Centered Learning, Harvard Education Press. p.71

2. 소인수 교과 운영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성이 높은 공간은 필요에 따라 공간을 분리하고 결합할 수 있는 가변형 벽으로 조성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기존 

학교들은 문을 통해서만 연결이 가능한 벽으로 조성이 되어있으나 이는 한 개의 수업이 가능한 공간이며, 이를 가변형 벽(슬라이딩 다중패널, 파티션, 

미닫이문 등) 설치를 통하여 두 개 교실로 분할하여 기존 교실 크기에서 한 개의 수업이 아닌 두 개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성이 필요하다. 이때 

학생이 스스로 이동시킬 수 있는 가변벽은 사용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방음이 가능한 두께 및 재료를 갖추어야 하며, 판서 가능한 보드 및 부착 

가능한 자석 패널 설치를 통하여 글, 그림, 그래프, 도표와 같은 다양한 표현을 통한 학습 활동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3. 자기주도학습 지원 및 공강시간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 [그림11]과 같은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소그룹 스터디 공간이 필요하다. 특히, 

공강시간 동안의 학생 관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학교현장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도서실은 사서 선생님과 기존 출납시스템이 있으며, 해당 공간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일정부분 보장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이다. 다만 정숙이 강조되는 기존 도서실과 열람실로는 한계가 

있으며, 소그룹 토의·토론이 가능한 대화형 소공간과 일부의 안락한 휴게공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도서실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그림�11]�King�David�High�School

출처 : http://www.actonostry.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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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제언

고교학점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 한  학 교 공 간 은  시 설 환 경 개 선 

수준에서의 수선을 넘어 교육과정의 

충실한 반영에 중심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15  개정 

교 육 과 정 에  부 합 하 는  학 생 중 심 의 

학교공간으로 구성되어야하며, 학생 

이동의 최소화 및 학교 생활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공간들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과목별 학습활동 

유형이 반영된 유연성이 높은 공간으로 

조성하여 기존 교실 활용을 극대화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고교학점제를 지원하는 환경 구축 

후 장기적인 교육과정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 여건에 따라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한 경우 컨설팅에 의해 

학교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맞춤형 사용자 참여 디자인, 

교육과 건축을 융합하는 퍼실리테이터 

양성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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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의의와 의미 공유
이희수�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대학원장

교육계획 산실로서의 한국교육개발원

조지 웰스의 말처럼 꿈(Dreams)보다는 추억(Memories)의 

타임머신을 타는 횟수가 느는 것을 보니 나에게도 세월은 

비껴갈 수 없나보다. 1979년 교육학과에 입학하여 

대성리에서 선후배 동문들이 함께 한 MT가 있었다. 그때 

근사하게 생긴 선배님이 한국교육개발원에 근무하는 

연구원이라고 소개하셨다. 그때부터 한국교육개발원은 

나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어느 날 보니 가을밤에 노래를 

부르면서 한국교육개발원 정문을 나서는 나를 보면서 

피식 웃었다. 더욱이 그 선배님과 술상을 마주할 때마다 

꿈꾸는 자에게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인연에 감사했다. 1987년 석사 마치고 교육방송국에서 

일하셨던 동문 교수님의 손에 이끌려 처음 일하게 된 곳이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연구실이었다. 2003년 3월 

1일부로 퇴사하여 모교로 옮기는 때도 평생교육 일을 하고 

있었다.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연구실에서 맺은 평생교육 

인연은 지금도 계속된다. 

제5공화국의 ‘교육개혁심의회’의 끝물 무렵인 1987년에 

과제 베이스 임시직으로 평생교육연구실에서 일을 

시작하였다. 연구책임자였던 최운실 박사님을 도와서 

멋모르고 시작한 과제가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본 

학교교육체제 발전 전략(RR87-29)」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 ‘교육개혁심의회’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국가교육회의’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모습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지만 대부분 ‘계획’과 관련된 일이었다. 

당시는 경제기획원의 ‘계획 만능’ 시대였다. 흔히들 

경제기획원을 EPB(Economy Planning Board)로 불렀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교육 부문을 

맡아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다. ‘교육계획 연구실’이란 

간판도 걸려 있어서 교육계획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하려는 의지로 읽혔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은 

또 하나의 EPB(Education Planning Board)로서 

교육기획원을 자임하는 것으로 보였다. 집행 기능보다는 

정책 입안 및 기초 연구 기능이 더 강했던 것으로 느껴진다.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하는 대부분 일은 이른바 

‘정책연구’이다. 올해만도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로 4개 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 종합발전계획, 지방대학 

육성, 기관발전 방안 수립 등이다. 학교 안에서도 학교 

중장기 발전계획과 중장기 사업 제안서 쓰는 일에 투입된다. 

나도 모르게 한국교육개발원 전공인 ‘정책연구’가 나의 

전공으로 굳혀졌다. ‘기획맨’으로서 스스로의 정체성도 

확립하였다. 나의 기회근육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형성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기획원 EPB(Education 

Planning Board)으로서 나에게 기획을 가르쳐준 가장 큰 

나의 인생 학교다.

전략 계획 관련된 책을 읽다보니 이 업계에서 회자되는 

유명한 말이 인상적이어서 적어놓았다. 번역이 제대로 

되었나 모르겠지만 “실패의 계획은 없다. 단지 계획에 

실패할 뿐이다(We don't plan to fail we fail to plan).” 

구글링을 해보니 “계획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Failing to plan is planning to fail.)”는 말이 

잡힌다. 그리 동떨어진 번역은 아닌 듯싶다. 아마도 밴자민 

프랭클린의 어록인 "If you fail to plan, you plan to 

fail.”에서 나온 듯싶다. 앞서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동양에서도 관자의 말을 

빌려서 교육을 ‘百年大計 百年樹人’이라고 한 것을 보면 

교육이란 계획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웅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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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제1차부터 제4차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흔치 않은 기록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에게 

집필의 기회가 온 것 같다. 제1차 기본계획은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에서, 제2차 기본계획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책임자로, 

제3차 기본계획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주한 교육부 정책연구의 공동연구원으로, 제4차 기본계획은 교육부 정책연구의 책임자로 참여하였다. 

특히 제1차 기본계획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시절 2001년 신년 인사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에 들렸다가 평생교육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겠다는 

담당 과장의 말에 덥석 물어서 1년간 준비하여 그 다음 해 초에 발표하게 되었다. 제4차 기본계획은 올 2월 23일에 발표되어 2022년까지 계속된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도 한국교육개발원이 산실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제1차부터 3차까지의 계획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1>�제1~제3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비교

구분 제1차�기본계획 제2차�기본계획 제3차�기본계획

기간 2002~2006 2008~2012 2013~2017

관련부처 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

보고서명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비전

교육복지국가(Edutopia)인적자원강국 건설을 위한

•배우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

•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

•배우는 즐거움

•일구어 가는 내일

•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 사회 구현

100세 시대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목적
(목표)

•자아실현

•경제적 경쟁력

•사회적 통합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창조적 지식근로자 육성

•평생학습을 통한 관용 및 포용사회 실현

•평생학습 기반 구축 

•창조학습을 주도하는 국민

•평생 일할 수 있는 사회

•함께 학습하는 지역공동체

추진
과제

•평생학습 기회확대

•지역평생학습 문화진흥

•취약계층 평생학습강화

•평생학습 기반강화

•일터의 학습조직화

•생애단계별 창조적 학습자 육성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관련기관 참여 및 
연계추진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 구축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지원

•지역사회의 학습 역량 강화

평생교육법 정신 실현으로서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정책은 정치의 산물이다. 정치 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을 만든다. 법은 정책의 근간이다. 정책은 법에 의거하며, 정책은 계획으로 구체화된다. 정책으로서 

평생교육은 목표, 대상, 수단을 잘 결합하여 계획으로 구체화된다. 평생교육정책은 평생교육법에 기초하여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추진된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 국가 단위의 계획이고, 기본계획이고, 종합계획이며, 법정계획이다. 평생교육법 자체가 기본계획의 수립, 심의, 시행 체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우선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의 의의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명한 평생교육진흥이란 평생교육법 정신의 실현이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함께,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규정하였다. 헌법 제31조 ⑤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법 

제4조에서는 평생교육의 이념이란 이름 아래 ①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 균등 보장을, ②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③ 정치적·개인적 

편견으로부터의 중립성을, ④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생교육법」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서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 헌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의 명을 받아서 교육부장관이 국민의 학습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평생교육 정책의 청사진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다음으로 평생교육법 자체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심의, 시행으로 이루어져서 평생교육법을 완성하는 의의가 있다. 먼저 의견 수렴 및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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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이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평생교육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심의단계이다. 평생교육법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에 

따르면 진흥위원회의 핵심 업무가 기본계획에 관한 심의이다.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을 법 제10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되어 있다. 끝으로 확정 및 통보 단계이다. 평생교육법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③항에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효력 범위와 관련하여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 중앙의 관계 

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도교육청 및 시·군·자치구 등 

모든 행정기관에까지 그 영향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기본계획의 파급력을 

가늠할 수 있다.

[그림�1]�평생교육법상의�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수립,�심의,�시행�절차

제7장�제41조�평생학습
결제와�학점·학력�등�인정

제6장�제39조�문해교육
실시-문해교육센터�설지

제2장�제10조�평생교육
진흥위원회�설치

-내용확인-
제2장�제15조�평생학습
도시�지정�및�지원

제2장�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제2장�제16조�평생교육
진흥사업�정비보조�및�지원

제2장�제17조�평생교육
기관�및�종사자�지도�및�지원

평생교육법상

국가의�기타�의무

평생교육법

제1장�제1조(목적)

평생교육법
제1장�제5조

(국가�및�지방단체�임무)

헌법 제2장 제31조 5항

교육기본법�제1장�제10조

(사회교육)

제1장�제9조�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수립�(5년마다)

평생교육법�시행업�제2장�제3조�
기본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장애인�평생교육에�대한�정책
수립·시험�(신설�2016.5.29)

국가�및�지방자치단제는
평생교육의�실시�적극�권장

평생교육진흥정책�수립�추진

1.의견�수렴�및�취합단계

2.심의�단계

3.매년�다음해의�기본계획�수립�및�교육부로�제출

교육부 중앙행정기관

평생교육진흥위원회

평생교육진로기본계획의�포함�사항

평생교육진흥의�중·장기�
정책목표�및�기본방향에��

관한�사항

평생교육의�기반��
구축�및�활성화에��

관한�사항

평생교육진흥을�위한
투자확대�및�소요재원에��

관한�사항

평생교육진흥정책에�대한
분석�및�평가에�
관한�사항

장애인�평생교육....
장애인�평생교육장을�정책의�
경기�및�제도�개선에�대한�사항

그�밖에�평생교육�.....

기본계획에�관한�사항

평생교육진흥정책의�평가�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

평생교육지원�업무의�협력과�조정에�관한�사항

그�밖에�평생교육진흥정책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심의�사항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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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의미와 전망

교육부는 2018년 2월 23일(금) 평생교육진흥위원회 대신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발표하였다. 그동안 제1차~제3차 

기본계획(2003~2017) 추진을 통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고, 평생학습도시와 평생학습센터가 지정·운영되는 등 평생교육 

추진체계가 구축되었다. 그리고 방송중·고, 학력인정 문해교육,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등 

학력보완을 위한 평생교육이 활성화되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한 대학 

우수강의 공개, 지역 평생교육 강좌를 연계한 국가평생학습포털(늘배움) 구축 등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상당 수준 제고되어 왔다. 그 결과, 평생학습 참여율은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여, 

2017년에는 35.8%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학력별, 소득별 참여율의 격차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고등교육분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충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자체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특성화 및 내실화, 지자체별 격차 완화, 

재원투자 확대 등의 과제도 안고 있다.

이러한 성과분석 및 문제의식 아래 수립된 제4차 기본계획은 평생교육의 의의 및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평생교육의 의의 및 중요성으로는 일자리 및 성장잠재력 확충 등 성장을 위한 가장 

효율적 투자,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복지 정책, 국민의 학습의 기본권 보장과 삶의 만족도 

제고로 설정하였다. 이어서 수립 배경으로는 산업 변화면에서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으로 일자리 

변화 촉발, 인구구조면에서 고령화, 기대수명 증가로 평생학습 수요 증가, 사회구조면에서 소득 

양극화 심화, 공정한 사회에 대한 기대 확산, 교육혁신면에서 IT 활용 교수·학습 혁신, 학습 형태의 

변화, 평생교육면에서 실제 참여 시간 부족, 계층 간 참여 격차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Ⅲ.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에 비전을 포함한 계획의 대강이 들어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먼저 비전은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으로 하였다. 

연구책임자로서 필자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계획이란 정체성이 나타나게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포함되기를 원했다. 그냥 평생학습사회보다는 부총리께서 취임사와 교육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하신 ‘공평한 학습사회’를 강하게 건의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6년부터 

시행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유네스코의 「Education 2030」등을 살려서 ‘지속가능한’을 

포함시키는데 성공한 것으로 위로를 삼았다. 더욱이 유네스코의 「Education 2030」의 근간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4(SDG4)는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평생교육과 맥을 같이 한다.

추진전략은 학습자(사람)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뜻하는 People 전략,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뜻하는 Participation 전략, 개인과 사회의 동반 번영 지원을 뜻하는 Prosperity 

전략, 기관 및 제도 간 연계·협력 강화를 뜻하는 Partnership 전략으로 하였다. 여기서 P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5원칙으로 통하는 5P에서 착안하였다.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뜻하는 Planet, 

포용적인 사회발전을 뜻하는 사람중심의 People,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를 뜻하는 번영의 

Prosperity, 정치참여, 정의, 평화에 대한 접근을 뜻하는 Peace,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적 여건 조성을 뜻하는 Partnership이다. 물론 5P 중 가장 중요한 3P는 환경의 지구(Planet), 

사회의 사람(People), 경제의 번영(Prosperity)이다. 4대 전략으로 한 이유는 4차 산업혁명, 4차 

기본계획, 마케팅 4.0 등에 맞추어서 모든 길은 4로 통한다는 맥락을 공유하고 싶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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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면에서 보면 4대 영역 9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많은 중과제와 

소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4대 주요 과제는 [국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일자리]와 함께 언제나 누리는 평생학습, [지역]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기반]이 튼튼한 평생학습으로 하였다. [국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실현을 위하여 전국민 평생학습권 보장과 소외계층 

평생학습 사다리 마련을, [일자리]와 함께 언제나 누리는 평생학습을 

위하여 온라인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 산업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지역]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을 위하여 

지역단위 풀뿌리 평생학습 역량 강화와 평생학습 기반 지역사회 미래가치 

창출 지원을, [기반]이 튼튼한 평생학습을 위하여 평생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과 평생교육 투자 확대 및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계획의 장점은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평가 및 환류 체계가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제1차∼제3차 기본계획은 중장기 계획으로서 

정책의 방향성 제시와 핵심 과제들의 추진에는 성과가 있었지만 

재정 등 정책 여건상 추진되지 못한 과제가 다수 존재하고, 계획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체계 부재 등 한계를 노정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교육부는 관련부처, 지자체의 시행계획의 추진 정도를 매년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보고토록 문서화하였다.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8~2023)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2018. 6. 22. 제1차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의결 주문하였다. 비로소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어 평생교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도한다. 시행계획을 

보면 2018년 시행계획과 5개년 연도별 목표 예산을 배정하는 노력을 

보였다. 기본계획에 미비한 성과지표와 연도별 예산 및 시행계획 성격이 

가미되어서 제4차 기본계획의 실행력이 담보되었다.

더욱이 5년 단위 기본계획에 대한 환류 체제 마련과 차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3단계에 걸쳐 정책연구를 실시하겠다는 

명문화도 괄목할만한 발전이다.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평생교육법시행계획을 의결한 것도 성과이다. 앞으로 

시행계획 평가에 대해 교육부는 관련부처, 지자체의 시행계획의 

추진정도를 매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즉 관련부처·지자체의 시행계획 평가 등을 

위한「평생교육법」개정(∼2019)을 추진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시·도별 2018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마련, 2018년 평생교육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모니터링) 

실시, 2019년 부처별, 시·도별 시행계획 마련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기대된다. 끝.

비전

추진전략
(4P)

주요 과제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

•(People) 학습자(사람)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Participation)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확대

•(Prosperity) 개인과 사회의 동반 번영 지원 •(Partnership) 기관 및 제도 간 연계·협력 강화

[국민]누구나�누리는�평생학습 [일자리]와�함께�언제나�누리는�평생학습

•전국민 평생학습권 보장

•소외계층 평생학습 사다리 마련

•온라인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

•산업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지역]어디서나�누리는�평생학습 [기반]이�튼튼한�평생학습

•지역단위 풀뿌리 평생학습 역량 강화

•평생학습 기반 지역사회 미래가치 창출 지원

•평생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평생교육 투자 확대 및 체계적 관리

[그림�2]�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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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교사들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복잡하고도 미묘한 인식 

:�한국의�민주시민교육과�세계시민교육에�주는�함의 

이성회�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세계시민교육은 “글로벌 상호의존성, 불확실성, 불평등이 증대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현재보다 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변혁적 교육 패러다임”이다(이성회 외, 2015: 25). 이 글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Tel-Aviv) 

지역의 유대인 공립학교에 재직 중인 중등교사 18명(경력 2년-35년)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한 

결과(Goren & Yemini, 2018)를 본 고의 주제에 맞게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1.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이스라엘 전국 교사들의 생각들을 일반화하여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연구 참여 교사들이 생각하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복잡하고도 미묘한 인식들을 깊이 있게 

탐색하여 보여주는 데 있다. Goren & Yeminin(2018: 399)은 그들의 연구에서 세계시민교육을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 다른 혈통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입, 다문화적 공감과 글로벌 

역량의 개발을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내용”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한국에서 세계시민교육은 2015세계교육포럼을 계기로 교육정책의 주요 담론 중 하나로 

급부상하였다(이성회, 2016). 이에 따라 영국, 캐나다, 미국과 같은 서구 선진국의 세계시민교육 

사례들이 국내에 소개된 바 있다(백순근 외, 2015). 세계시민교육은 그 교육이 시행되는 국가의 

맥락적 특성과 해당 국가의 사회적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요소들이 강조되곤 한다. 과거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두었던 영국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이 개발교육(development education)의 

형태로 자주 이해된다. 반면, 이민자가 많은 캐나다에서는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의 형태로 세계시민교육을 받아들인다. 한편 미국에서는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이란 

국가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타 문화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것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Rapoport, 2009). 

이러한 서구 중심의 해외사례를 소개한 기존의 문헌과 달리, 이 글은 이스라엘의 교사들이 어떻게 

세계시민교육을 이해하는 지, 이스라엘 교육부의 세계시민교육 정책에 대해 학교현장의 교사들이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는 지, 학생과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면서 이스라엘 교사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고충이 무엇인 지 등에 대해 이스라엘 교사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탐색적 차원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1　따라서	이	글의	매	문장마다	참고문헌을	표기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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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스라엘 사례인가?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사례인가? 그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스라엘과 한국 사이에 유사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적 맥락에서, 이스라엘은 국내외적으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 주변 아랍 국가들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분쟁 국가이다. 유대인이란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민족주의(시오니즘)가 

강하고,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실시하며, 군국주의적 성격이 강한 나라이다.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사실 유대민족주의와 민주주의 국가라는 양립할 수 없는 태생적 모순을 안고 있는 

국가가 이스라엘이다. 따라서 Smooha(2002)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자유 민주주의가 아닌 

민족 민주주의(ethnic democracy)의 모형을 따르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유대인과 같은] 주류 민족이나 

종교 집단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경우에 따라서 다른 소수 집단의 권리를 희생하면서 국가 구조와 자원을 

활용하는 민주주의 모형이다. 

우리나라 역시 같은 혈통을 가진 단일 민족이란 민족적 정체성이 강한 나라이다. 게다가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같은 혈통을 가진 민족이 나뉘어 사는 분단국가이다. 이스라엘과 같이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분단국가란 특수성으로 인해, 반공 국가주의가 한국 민족주의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전재호, 2011). 최근 북한과 화해의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국은 북한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였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공격, 전쟁이 언제든지 반발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초조감이 국민 

모두의 내면에 깊숙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 분단국가에 사는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민족 민주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 (분쟁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단국가란 특성, 이로 인해 파생되는 징병제와 군국주의적 

사회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렇게 한국과 국가적 맥락에서 비슷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교사들은 세계시민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이스라엘 교사들이 바라보는 학교현장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이스라엘 교사들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복잡하고 미묘한 인식을 정리하면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국가주의를 강조하는 교육부에 대한 교사들의 의구심, 국가주의를 내면화한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에 

대한 우려, 인권에 대한 모호한 태도이다.

1.�국가주의를�강조하는�교육부에�대한�교사들의�의구심:�시민(citizenship)에�대한�합의의�결여����

이스라엘은 교육부 주도로 시민교육(civic education)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명시적인 지침을 일선 학교현장에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스라엘 교사들은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을 교사의 재량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실시하거나 (대부분) 실시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세계시민교육의 현주소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명감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국가주의(예를 

들어 국민, 혹은 한 국가의 시민)가 세계 시민과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세계 시민이 국가주의와 

반대라기보다는 보완적인 개념으로 인식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국가주의를 옹호하는 교육부가 세계시민교육을 공식적인 교육정책으로 시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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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사 들 은  팔 레 스 타 인 과  이 스 라 엘 

사이의 갈등이 이스라엘 교육 체계가 

국가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이스라엘 국가를 

둘러싼 끊임없는 분쟁으로 인하여 

국가적 생존으로 교육 체계의 초점이 

옮겨지고, 군국주의를 조성하는 국내 

현실에서, 세계시민교육과 같은 ‘다른 

측면’들을 이스라엘 교육 체계가 고려해 

볼 여력이 없다고 교사들은 인식하였다. 

교사들이 국가 안보의 위협이란 현실을 

묵살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이러한 

위협이 교육 체계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교사들은 여겼다.   

( 이 스 라 엘 ) 교 육 부 는  학 생 들 에 게 

연장(tools)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교육체계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아요. 

교육부는 명확한 의제를 가지고 있죠: 

졸업을 해서 군대에 종사하거나, 

시오니스트(Zionist) 담론에서 국가에 

충성하는 국내에 머무를 졸업생들을 

원하죠. 교육부는 학생들이 더 넓은 

세계에서 기능(function)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죠(교사1). 

2.�국가주의를�내면화한�학생과�학부모의�반발에�대한�우려:�편만한�‘배신’의�담론

국가주의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국가교육과정 뿐 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에도 깊숙이 

내면화되어 있었다. 한 교사는 그녀의 수업에서 아르메니안 학살에 대해 가르치기로 결정을 한 후에 

격분한 학부모들로부터 수많은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였다. 학부모의 항의의 내용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학살을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의’ 학살에 대해 이야기 할 시간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 교사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라는 요구였다. 다른 교사 역시 학생들의 국가주의적 성향으로 인해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글로벌 성격의 주제를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기서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글로벌 규범이나 다른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학생들이 믿는 

종교를 반대하는 것처럼 들리거나, 걔네들한테 이민을 가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면 안 되거든요. 학생들이 

저한테 말해요. ‘잠시만요, 선생님, 그럼 선생님께서는 지금 제가 네덜란드에 가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저의 조국입니다!’ (교사2)    

1948년에 국가가 세워진 이래로, 이스라엘 국가 내에서는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것이 시오니즘에 위배되는 

‘배신’의 행위로 받아들여져 왔다. 따라서 해외로 이민을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애국적인, 부정적인 

유대인의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이스라엘 학교의 수학여행은 수학여행을 마치고 

나서 학생들이 ‘아 우리나라에서 죽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교사3)’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여행지(폴란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이스라엘 유적지)를 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교사는 말하였다. 이렇게 

국가주의가 강한 사회적 맥락에서,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은 종종 ‘비애국적’이거나 ‘논란이 많은’ 주제 

(예를 들어 종교가 다른 사람과의 결혼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이스라엘 교사들에게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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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권에�대한�모호한�태도:��배타주의적�vs.�보편적�인권에�대한�비판적�사고의�필요성��

세계시민교육에서 인권 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스라엘 교사들은 시민교육을 통해서 인권 문제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다보면 결국 비판적 

사고를 요하게 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비판적 사고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학생들이 미처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고, 교사들이 느끼기에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장려하는 부분도 아니었다.    

인권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인류애에 기초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보편성의 가정을 근간으로 한다. 하지만, 이스라엘 교과서에는 유대인이라는 

특정 정체성만을 강조하고, 세계 시민이라는 보편적 정체성을 혐오하거나 악마화(demonisation)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교사들은 보았다. 한 교사는 

인터뷰 도중에 중학교 교과서를 펼쳐 보이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교과서 첫 장을 펴보면 한 인간으로서, [유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나오죠. 그런데 어떤 내용은 바벨탑과 같은 내용을 싣고, 거기에 이상한 해석을 

더해서 보편성의 위험에 대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존 레논의 ‘이매진(Imagine)’이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게 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는 식의 

비판적인 해석을 함께 제시하죠! [이스라엘 교과서에는 이매진의 가사를 제시한 후, 학생들이 존 레논이 제시하는 (과대망상적) 유토피아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국가, 국기, 명절, 다른 상징들을 포기할 의도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자는 질문이 담겨 있다.] 만약에 학생들이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면, 어떤 개념을 우위에 둘지는 너무나 뻔합니다(교사 4).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학생들은, 보편주의가 인류애를 위한 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 채, 보편주의가 학생들의 국적과 국가의 

상징에 위협이 된다고만 배우게 된다고 교사들은 보았다. 심지어 한 교사는 냉소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다루기는 하죠...어느 정도까지는. 여기서 유념할 건, 인권이지만, 아랍 사람의 인권은 아니란 거죠. 누가 아랍인이 인간이라고 

말했습니까? 여기서 제가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결코 아니예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에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갈등을 다룰 때 인권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금기사항(taboo)이지요(교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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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기: 이스라엘 교사들의 인식이 한국 교육에 주는 함의

분쟁국가인 이스라엘은 국가주의와 군국주의의 성격이 강한 나라이다. 이러한 국가적맥락은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수행하는 데 가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교육부는 시오니즘을 근간으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옹호하는 시민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교육부가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인권을 강조하고, 세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세계시민교육을 공식적인 교육정책으로 채택할 가능성에 대해 이스라엘 교사들은 강한 의구심을 

표출하였다. 배신의 담론으로 대변되는 국가주의를 내재화하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 역시 교사들이 세계시민교육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이민과 같은 글로벌 이슈는 교사들이 조심해서 다루어야 할 문제로, 학교현장에서 

터부시되는, 논쟁의 여지가 많은 주제로 여겨졌다. 분쟁국가의 특성 상, 국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이스라엘 교육 시스템은 국가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국내의 ‘다른’ (팔레스타인) 민족이나 나라 ‘밖’ 사람들의 인권을 

고려할 여력이 아직까지 없어 보인다. 

이스라엘 교사들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복잡하고 미묘한 인식은 한국 교육에 어떠한 생각할 거리들을 안겨주는가? 

첫째, 한국의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논의에 있어서 시민(citizenship)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재 한국은 교육부 주도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민주시민교육이 아직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세계시민교육은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자주 들린다. 이러한 목소리가 형성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는 시민(citizenship)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결여된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시민의 개념을 논의할 

때 최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다. 학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미 세계화된 세상이라면, 우리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학생들이 한 국가의 시민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나라를 사랑하고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시민성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이미 세계화된 세상에서 어떻게 나와 생김새가 다른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올바른 세계 시민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이 아닐까? 둘째, 

국가주의 담론이 강한 이스라엘과 달리, 한국은 경쟁적 입시 교육의 담론이 학교 현장을 지배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의 

교사들은 세계시민교육을 경쟁적 입시 교육에 대항하는 대안적 교육 패러다임으로 인식할 만큼 한국의 학교 현장에서 입시 

교육의 담론은 강력하다(이성회, 2016). 이러한 경쟁 위주의 입시 교육 담론을 뼈 속 깊이 내면화한 학생과 학부모, 심지어 

교사들에게 어떻게 ‘더불어 사는’ 교육인 세계시민교육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실천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실천하여야 한다. 셋째, 구체적인 대안의 예로 세계시민교육이 강조하는 보편적 인권과 비판적 사고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실천해 볼 수 있겠다. 학교에서 우리는 잘 살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이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나갈 ‘일등 시민’이고, 

공부를 잘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은 세계화와 무관한 ‘이등 시민’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 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는 보편적 인권의 개념을 가지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사람인가?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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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전후 학교 교육 변화
정수정 교육정책네트워크 해외통신원

들어가며 

독일은 2018년 국내 총생산량 4조 2,116억 

달러의 세계 4위 대국으로1 유럽연합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이다. 독일의 인구는 

2018년 8천2백2십만 명가량으로 전체 

주민의 20.3%(Statistisches Bundesamt, 

2017.02.07.),2 학령기 인구 33%가 이주 

배경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분단된 독일은 분단 

40년만인 1990년 10월 3일 통독하였다. 통독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한 이후 

특별한 징조나 준비 없이 급격히 이루어졌다. 

베를린 자유대학 연구에 의하면 통독 후 

1991~2014년까지 동독의 재건을 위해 투입된 

순수 통일비용은 약 2조 유로로 추정되며 이 중 

60~65%가 사회(복지)적 분야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Die Welt 2014.5.4.). 이러한 거대한 

지원으로 동독의 경제와 삶의 환경은 급격히 

발전하였으나 아직 서독과 동등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통독은 교육체계 전반에도 거대한 변화와 

개혁을 필요로 하였다. 아래에서는 통독과 

관련한 독일 학교 교육의 중요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de.statista.com. Gr ößte Volkswirtschaften: Länder 
mit dem größten BIP im Jahr 2018 (in Milliarden 
US-Dollar).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
studie/157841/umfrage/ranking-der-20-laender-
mit-dem-groessten-bruttoinlandsprodukt/ 

2	 　  deutschland.de. Demografische Entwicklung in 
Deutschland. https://www.deutschland.de/de/topic/
leben/demografische-entwicklung-in-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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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 관련 학교 교육 통합과 개선을 위한 주요 내용

독일의 통일은 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인 동독일이 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인 서독일로 흡수 통일된 형태이므로 교육체계도 서독일의 형태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통일 후 

90년대에는 동독일의 교육체계를 서독일 교육체계와 통합하기 위한 교육개혁이 활발히 시행되는 한편 통일 독일의 

교육체계 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이 지속해서 시행되었다.   

-�동서독�교육체계의�차이

동서독 교육체계 통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차이는 동독은 교육의 목표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회주의적 인간양성에 

중점을 두지만, 서독은 민주주의 시민 육성에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에 관한 권한도 서독은 

연방주의에 따라 주 정부에 있는 반면 동독은 중앙정부에 있었다. 또한 학교 교육체계도 서독은 초등학교 4학년 후 

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에 따라 분리되어 차별화된 중등학교인 하우푸트슐레(Hauptschule), 레알슐레(Realschule), 

김나지움(Gymnasium)으로 진학하는 복수 학제이지만 동독은 모든 학생이 10학년까지 공동으로 교육받는 단일 

학제였다. 따라서 동서독 교육통합의 주요과제는 40년간 이어져 온 동독의 이념교육 폐지, 동독의 교육체계와 교육내용 

개혁, 동독의 교육시설 보수와 신설 및 동독 교사 인정과 재교육 그리고 이를 통한 동서독 교육체계의 통일이었다. 

-�신�연방�주�학교법�제정

통독 후 독일은 구동독지역에 브란덴부르크, 메켈렌부르크-포아폼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튜링엔의 5개 

주(베를린은 동서통합)를 새로 구성하였다. 구동독 지역에 구성된 신 연방 주는 우선 학교 교육 목표와 내용을 서독 

주와 일치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법을 새로 제정하였다. 신 연방 주 학교법은 구동독의 사회주의적 이념교육을 

배제하고 독일연방공화국(서독) 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가치관을 원칙으로 제정되었다. 이를 토대로 

구동독지역의 새로운 학교법은 학생 개인의 능력과 소질(성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졸업 수준 차별화, 초중등교육 12년 학제 유지, 민주주의 가치와 태도를 교육하고 광범위하고 보편적(일반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내용 개혁, 학교행정의 분권, 교사/학생/학부모의 참여권 강화, 민간(사립)학교 설립을 위한 법적 

기초마련, 종교 및 윤리 수업 시행을 고려해 제정되었다(Bundesregierung,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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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주�교육부�장관�상설회의(이하�KMK)3�

합의를�통한�학교�교육체계의�중요�변화�과정

독일은 연방주의에 따른 교육자치권 원칙에 따라 주 

정부가 교육 전반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 권한이 주 정부에 있으므로 

독일은 연방 차원에서 교육 방향을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에 대한 논의와 조정 및 일치를 보기 

위해 ‘독일 연방 주 교육부 장관 상설회의(KMK)’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독의 새로운 5개 주 교육부 

장관들은 1990년 12월부터 KMK에 참여하였다. 동독의 

신 연방 주들은 교육개편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였으나 

재정상태가 취약하여 연방정부가 대폭 지원하였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독 전 동독의 

문화부(교육부)는 서독의 주 교육부 장관회와 협력하여 

동독의 교육체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통독 

교육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채 독일의 

통일이 급속도로 이루어져 KMK는 통일 독일을 위한 

교육 정책과 행정을 신속히 마련해야 했다. KMK는 

동서독으로 분리되어 운영하던 교육, 학문, 문화 

정책을 공동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동서독의 고유문화 

요소를 보존하며 새로운 교육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통독 후 학교 교육체계는 

통일협약(Einigungsvertrag) 37조 ‘교육’을 토대로 

함부르크 협약4과 KMK 합의 하에 개편되었다. 동독 

교육체계는 이를 따르는 한편 연방주의에 따른 문화 

고권에 따라 각 주 정부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개혁하도록 하였다. 통독 후 KMK의 중요논의 주제는 

동서독의 공동 성장, 비교 가능한 삶의 여건 마련, 기회 

평등 실현, 구동독에서 획득한 학교 졸업과 자격 인정 

관련으로 통일 후 동독지역 학교 교육개혁은 90년대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3　		Ständige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줄임말:	주	교육부	
장관회(Kultusministerkonferenz: KMK).	주별로	교육	관련	부서는	
교육부,	학문부,	문교부,	학교와	직업교육부,	교육·청소년·체육부,	
교육·학문·문화부	등	그	명칭이	다양하지만	여기에서는	주	교육부	
장관회로	통일하여	명칭함.	
4　		함부르크	협정(Hamburger Abkommen)은	1964년	10월	
28일	학교체계	통일화를	위해	연방	주	대표들이	합의한	협약으로	
현재까지	연방주의	국가인	독일의	교육체계	기본적	통일성	유지를	
위한	기반이	되고	있음.	학교교과과정,	학교의무교육,	방학규정,	
학교형태의	명칭,	학교조직형태,	교육자격	인정,	성적체계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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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 전 자발적으로 서독으로 이주한 대학 입학 지원자를 위해 동서독은 

통일 전 1990년 5월 과도기적으로 이들의 학력 인정과 대학입학자격에 관해 

합의하였고 2000년까지 해당 합의를 유효하게 적용하였다. 1993년 KMK는 

동독에서 획득한 교사자격을 인정하고 교사교육 과정은 서독일과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합의하였다. 통일협약 3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독에서 취득한 

각종 졸업장이나 자격증은 동독지역에서 지속해서 유효하고 기관의 검증을 

거쳐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으면 상호 인정하도록 하였다. 교사의 

경우 KMK에서 합의한 교사교육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만 

하였다. 1994년에서 1997년 KMK는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 및 중등 2단계 

직업교육 관련 과목 교사교육 과정의 기본 방침에 대해 합의하였다. 

학교체계는 서독과 같이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10학년까지 모두가 같은 

교육을 받던 동독학교가 4년제 초등학교와 중등 1단계 학교로 분리되었으며 

동독에 중등 1단계 학교 형태가 새로 설립되었다.

일반대학 입학자격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아비투어5와 아비투어를 준비하는 

김나지움 오버슈투페6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통독 당시 

서독 김나지움은 9년제(5~13학년)이지만 동독 김나지움은 8년제였으므로 

대학입학까지의 초중등 교육 기간이 서독은 13년, 동독은 12년이었다. 

동독 주가 초중등 12년 교육과정을 고수하였으므로 동서독 간 아비투어와 

김나지움 오버슈투페 운영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KMK는 

1995년 아비투어를 준비하는 학생이 대학 학업 능력을 충분히 함양할 수 

있도록 김나지움 오버슈투페 교육과정을 독일어, 수학, 외국어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학제적 수업을 시행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아비투어 

응시까지의 김나지움 교육 기간은 중등 1단계 주당 의무 수업시간을 충족하고 

오버슈투페 교육기간을 가지면 12년 교육 후 아비투어를 시행하던 주는 

주의 상황에 따라 김나지움 교육 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토대로 1997년 KMK는 김나지움 오버슈투페 운영을 위한 공통규정을 

마련하였다. 

KMK는 1992년~1995년 동독지역의 학생 수는 급격히 감소했지만 

서독지역의 학생 수는 학교형태에 따라 27% 이상 증가함에 따라 교육투자가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강조하고 학교 교육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독일 전역의 교육수준을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각 학교 형태에 따른 교육 표준과 졸업 자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5　		아비투어(Abitur):	김나지움	졸업시험인	동시에	대학	입학자격	시험임.
6　		오버슈투페(Oberstufe):	아비투어를	준비하는	3년간의	중등	2단계	교육과정.	학점제로	
운영됨.

60

세계의 교육



독일은 직업교육을 개인이 자립적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여긴다. 따라서 독일 정부는 통독 이후 중등 

2단계부터 시작되는 직업교육을 동독지역에 확립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우선 이원적 직업교육 

자리를 확보하고 보장하기 위해 여러 사회적 파트너 및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여 직업교육자리 보장을 위한 이니시어티브를 

시행하였다. 1992년 직업교육지원법에 따라 직업교육시장에서 불리함을 겪는 청소년 지원이 가능하여 신 연방 주에 부족한 

직업교육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공동이니시어티브가 시행되었고, 연방과 주 정부, 유럽 사회기금의 지원을 통해 

1993~1995년 38,500개의 직업교육 자리가 추가로 공급되었다. 연방정부는 1996년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위해 6억 4천만 

마르크(DM)7를 지원하였다. 1996년 연방과 주는 신 연방 주에 추가로 직업교육자리를 공급하기로 합의하고 연방정부가 1억 

9천만 마르크를 지원하여 14,300개의 직업교육자리를 추가로 확보하였다. 이러한 연방과 주 정부, 기업 및 사회적 파트너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1997년 신 연방 주도 직업교육 지원자와 기업이 제공하는 직업교육 자리 수가 균형을 이루었다.

KMK는 1994년 일반 학교 교육과 직업교육이 동등한 가치가 있음을 확실히 하고 각각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가 실제로 사회에서 

근로, 소득, 계속교육(Weiterbildung)에서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 교육과 직업 교육 간 유동성을 확대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를 위한 한 방편으로 1997년 KMK는 미텔슐레(10학년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획득하는 졸업자격)를 

졸업하고 이원적 직업교육 또는 직업전문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을 성공적으로 졸업한 자는 보편적인 대학입학 자격인 아비투어 

없이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독�후�교육�수준�변화�

통독 후 독일 국민의 교육수준은 지속해서 향상되고 있다. 8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1990년~2015년 재학 중인 학교 형태를 

살펴보면 중등학교 가운데 가장 수준이 낮은 학교인 하우푸트슐레 재학생의 비율은 지난 1990년 34%에서 2015년 12%로 

급격히 감소하고, 주로 대학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김나지움의 재학 비율은 90년 30%에서 2015년 38%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종합학교  재학비율은 1990년 7%에서 2015년 17%로 증가하였다. 독일 전체의 대학 입학률도 2000년 

33.3%에서 2016년 55.5%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MBF, 2017).

［그림�1］8학년�기준�학교형태에�따른�중등학교�재학�비율�변화추이(%)

출처: BMBF, 2017. 

7　	DM:	Deutsche	Mark.	유로	이전	독일	화폐단위임.	1	DM	=	0.51129	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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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독이 급격히 이루어져 독일의 교육체계도 구체적 준비 없이 

통독을 맞았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에도 통일 독일의 학교 교육 통합은 큰 마찰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우선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 통일되었으므로 학교 교육체계도 

서독의 교육체계를 따른다는 기본 원칙이 확실하였고, 동서독 모두 공교육 체계 

하 무상교육을 하고 있었다. 또한 통독 당시 경제 상황이 매우 우수한 서독이 동독 

교육개선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였고 이를 지속해서 감당할 수 있었다. 학교 

교육통합 과정도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동독의 신 연방 주에 학교 

교육체계의 토대가 될 자유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학교법이 제정되었고, 주 교육부 

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체계가 개혁되고 개선되었다. 

동서 간 졸업 및 각종 자격에 대한 인정을 신속히 진행하여 교육체계 운영의 어려움을 

감소하였고 개인 삶과 사회통합에 토대가 되는 직업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체 

사회가 협력하였다. 

한편 통독이 급격히 이루어졌다고 하나 통독 이전부터 동서 간 교류가 꾸준히 

있었으므로 동서독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통독 이전부터 상호 교육 체계를 유사하게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분단 40년 만에 통독 후 28년이 지난 현재 독일에는 

동독지역에 막대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 간 문화, 교육 및 경제 수준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동서 간 차이가 현저하지 않고, 독일이 연방주의 국가이므로 

주별로 모든 상황이 달라 동서 간의 차이를 이념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또한 

동서 간 통합 및 사회의 완전한 통합을 위한 독일 사회의 노력은 현재에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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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현재� 학생�맞춤형�교육과정�실현을�위한�세종�캠퍼스형�공동교육과정�Ⅰ·Ⅱ·Ⅲ

들어가는 글 

2018년 고등학교 2학년 세종이는 외교관을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정치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배울 수 없었고, 

영어 외에 국제 공용어인 프랑스어를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종시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설명회를 듣고 프랑스어Ⅰ(공동교육과정Ⅰ-정규교육과정), 활동으로 배우는 국제정치(공동교육과정Ⅱ-진로전공탐구반)를 

신청하여 스스로의 과정 설계와 탐구를 통해 세종이의 꿈을 향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종의 맑은 공기를 함께 마시는 세종의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단위학교 안에서, 인근 학교와 함께, 필요에 따라 권역별로, 또는 

세종시 어디서든 자신이 원하는 정규 교과, 학교 교육과정에서 개설되기 힘든 심화과목, 예체능 실기 전공 교과, 전문 교과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을 타학교 학생들과 연합 활동을 더불어 할 수 있으며, 

인근 대학과 국책연구단지 등의 우수한 인력풀을 활용한 <진로전공탐구 방과후교실>에서 자신의 진로 적성에 꼭 맞는 진로 전공 

탐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교육과정 선택권 확대를 통한 학생 맞춤형 고교 교육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비전 및 로드맵

학생�맞춤형�교육과정�구현을�통한

세종�미래�고교�교육과정�혁신

추진 목표

추진 과제

1�고교�교육과정�특성화를�통한��
고교�교육력�제고

2�공동체성�기반�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운영

3�세종�캠퍼스형��
고등학교�설립�추진�

1-1   교과중점학교 확대(‘18년 5개교 확대)

1-2   집중탐구(R&E) 프로그램 지원

1-3   학교별 특색교육 프로그램 지원 

•교과목특성화, 진로전공심화 등

1-4   교수-학습 개선 프로그램 지원 

•��전학공 연계 교과전문성, 수업방법  

연구 및 실천

1-5   현장 보완적 대입지도 역량 강화 

•��전문적컨설팅, 맞춤형 진학연수 확대 등

2-1 권역별 거점형 공동교육과정Ⅰ

2-2   학생 맞춤형 진로전공탐구반  

공동교육과정 Ⅱ

2-3   쌍방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구축  

및 활용 

2-4   인근학교 간 연합  

창의적 체험활동 확대

3-1   종합 설립 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안) 작성

3-2   학생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학생 맞춤형 학교 역량 구현

3-3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및 혁신  

고등학교 운영을 통한 경험 축적

3-4   캠퍼스형 고등학교 종합 설립 계획  

및 유관 기관 협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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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학기 학생 맞춤형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Ⅰ·Ⅱ·Ⅲ 개관

세종 전체 일반계고(13교)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 역량 및 진로적성계발을 위한 학생 맞춤형 공동교육과정 3가지를 소개합니다.  

항목
운영�내용

공동교육과정Ⅰ 공동교육과정Ⅱ

강좌
단위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한 소인수 및 심화, 전문, 실기 

교과

인문, 어문학, 사회, 경제(경영), 자연, 공학, 생활과학, 예

체능 등 다양한 진로전공 강좌

강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적인 현직교사 
현직교사, 대학교수(강사), 연구기관 연구원, 장인 등 세종

시 특징을 활용한 전문강사

운영시간
강좌당 한학기 34시간 또는 51시간 

토요일과 방학을 활용한 주말·계절학교 형태

강좌 당 한 학기 3시간씩 8회(총24시간) 

토요일 오전(10:00-12:50),

오후(14:00-17:50)/수요일(18:30-21:20)

교육내용

보통교과의 심화과목(소인수과목), 직업기반의 전문교과, 

실기교과를 학교 정규교육과정으로 학습 

※ 2단위(34시간) 또는 3단위(51시간) 편성

학생들의 폭넓은 진로적성 욕구에 맞춘 다양한 과목을 스

스로 탐구하고 결과물을 얻는 프로젝트형 학습

교육방식 교과목별 13명 이하의 강좌 구성 원칙 전공별 10여명 내외로 스터디와 발표의 프로젝트 수업

학생 참여형 중심의 과정평가에 중점 
자기주도 학습설계와 전공 포트폴리오 연구

학습 후 진로탐구보고서대회 참여

강좌신청

- 권역에 개설된 강좌를 신청(1순위)

-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이 학생이 속한  권역에 없을 경우  

 타권역 강좌 신청 가능(2순위)

권역에 상관없이 학생의 진로전공에 맞는  

강좌를 자유롭게 신청

※【권역구분】1권역(세종고·세종여고)  2권역(고운고·두루고·종촌고·아름고)

                    3권역(도담고·양지고·성남고)  4권역(새롬고·한솔고·보람고·소담고)

수업

기록

평가

수업시간의 2/3이상 출석시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세부능

력란에 학습 활동내용을 평가하여 기재함

총 24시간 수업 중 16시간 이상 출석시 진로전공연구반을 

수료하며 학습 활동 내용 생활기록부 기록함 

(지도교사) 과정평가를 통해 학생의 구체적인 학습과정과 결과를 학생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 관찰하고 기록

(교육청) 지도교사 기록 취합 점검 후 각 학교 공문으로 발송

(단위학교) 각 학교 내부 결재 후 학생생활기록부 교과세부특기사항(공동교육과정 1), 진로영역(공동교육과정Ⅱ)에 입력

주요일정
-3.17(토) 첫 강의 시작

-6.16(토), 7.28(토) 1학기 종강

-3.17(토) 첫 강의 시작

-6.16(토) 1학기 종강

기타 이동 및 안전 : 학생 개인 이동이며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됩니다. 

항목 공동교육과정Ⅲ

시범학교 운영
보람고-소담고 공동교육과정 시범학교 운영 (교양 과목 통합 공동 교육 과정 운영, 창체 활동 연합 확대 

등)

특색 교육과정 (2학기) 1학교 1특색 교육과정(School Special Curiculum Brand) 편성

중-고 연계진로전공탐구
(2학기) 공동교육과정2 프로그램에 중학생 참여 학습 프로그램(Edu-Overcross) 

 : 다양한 진로전공별 10강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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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진로전공 맞춤형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Ⅰ·Ⅱ 운영 현황

ㅇ�캠퍼스형�공동교육과정Ⅰ�:�권역별�거점학교�공동교육과정�(수료율�76.1%)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심화과목, 예체능 실기, 전문교과 24교과목 33개반을 개설했습니다. 13개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 인원인 

5800명 중 11개교에서 389명이 참여하여 7%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학생 성적산출 시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으며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만 산출합니다. 동일 생활권에 고교별 상호 특성화된 거점학교를 11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2018년�1학기�공동교육과정Ⅰ운영�주요�현황�>

2017년�1학기� 2018년�1학기

•수업기간 :  2단위 (2017.5.13.~7.29.), 

 3단위(2017.5.13.~8.12.)

•지도교사 : 38명 (세종 현직교사 37명, 공모강사 1명)

•수강 확정 인원 : 389명

•최종 수료 인원 : 275명 (과목시간수의 2/3 이상 출석자) 

•운영 과목수 : 24개 

•운영반수 :  33반 (심화교과 26반, 전문교과 2반, 

 예체능교과 5반)

•거점운영학교수 : 11개교

•수업기간 :  2단위 (2018.3.17.~6.9.),  

 3단위 (2018.3.17.~7.28.)

•지도교사 : 23명 (세종 현직교사 19명, 공모교사 5명)

•수강 확정 인원 : 290명

•최종 수료 인원 : 

•운영 과목수 : 20개 

•운영반수 :  22반 (심화교과 11반, 전문교과 3반, 예체능교과 

5반, 소인수교양교과 3반)

•거점운영학교수 : 13개교

•�개설예정강좌 : 54과목 (*과목의 대폭 확대) 

 - 1학년 학생은 신청하지 못함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ㅇ�캠퍼스형�공동교육과정�Ⅱ�:�학생�맞춤형�진로전공탐구반�공동교육과정�(수료율�80%)

인문, 어문학, 사회, 경제(경영), 자연, 공학, 생활과학, 예체능 등 다양한 진로전공에 맞는 강사풀을 활용하여 89개 반을 

개설했습니다. 13개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 인원인 5800명 중 총 10개교에서 1258명이 참여하여 23%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전공영역별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스터디 학습과 발표 방식의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2017년에는 한 학기 강좌 당 

21시간으로 총 두 학기동안 운영했고, 전공의 심화성에 초점을 맞추어 자기주도적 학습설계 및 전공 포트폴리오 구성 연구와 학습 

후 진로탐구보고서 대회(1인 1연구, 팀연구)에도 참가했습니다.

(자유학기제�연계)�2018년�1학기�중3�대상�공동교육과정�Ⅱ운영�

•수업기간 : 2018.3.17.~6.9 (7회, 21시간). •지도교사 : 10명

•수강 확정 인원 : 83명 •최종 수료 인원 : (21시간 수업 시간 중 14시간 이상 출석자)

•운영 강좌수 : 10강좌 •운영반수 : 10반 •거점운영학교수 : 4개교

<�2017~2018년�1학기�공동교육과정Ⅱ운영�주요�현황�>

2017년�1학기� 2018년�1학기

•수업기간 : 2017.5.13.~7.26.

•지도교사 :  76명 (대학교수 22명, 석박사연구원 40명, 

 현직교사 7명, 마을교사 등 기타 7명)  

•수강 확정 인원 : 1,258명

•최종 수료 인원 : 862명 (총 21시간 중 14시간 출석자)

•운영 강좌수 : 76강좌 

•운영반수 :  89반 (사회과학부 25반, 자연과학·공학부 

 28반, 예체능학부 13반, 인문·어문학부 17반, 

 생활과학부 5반, 기타1반)

•거점운영학교수 : 10개교

•수업기간 : 2018.3.17.~6.27.

•지도교사 :  88명 (대학교수 20명, 석박사연구원 40명, 

 현직교사 18명, 마을교사 등 기타 10명)  

•수강 확정 인원 : 1,502명

•최종 수료 인원 : (총 24시간 중 16시간 출석자)

•운영 강좌수 : 102강좌 

•운영반수 :  106반 (사회과학부 23반, 자연과학·공학부 

 34반, 예체능학부 15반, 경제경영학부 10반, 

 인문·어문학부 14반, 생활과학부 5반, 융합5반)

•거점운영학교수 : 13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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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캠퍼스형�공동교육과정�3�:�정규�교과�및�창·체�공동교육과정�시범�운영�(1학기)

소담고를 교육과정 특성화 혁신학교로 지정하고 동일 생활권 보람고등학교와 연계하여 보람고-소담고 간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했습니다.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학교 간 학생 이동을 지원하고 안전대책과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였으며 교원 증원 및 전문성 신장을 

지원했습니다. 인근학교 간 연합 창의적 체험활동 확대로 상호 교사 및 학생 교류 활성화를 통한 협력적 교육력 제고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공동교육과정�Ⅲ�운영�주요�현황>

•수업기간 : 2017.5.12.~7.14. •지도교사 : 10명 •운영 과목 : 정규 교과 교양과목 논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등)

•참여 인원 : 203명 •운영 과목수 : 5개  •운영학교 : 소담고, 보람고

한 학기 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 2018년에는 다른 형태＊의 정규 시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2015 개정교육과정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전체 학생 대상 수요조사(학생 선택권 요구 확인)  

＊＊ 쌍방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도입을 통한 소인수 선택과목 정규시간 공동 운영 모색 

<2017년�캠퍼스형�공동교육과정Ⅰ·Ⅱ�운영�평가(만족도�등)>�[참고2]

구분 학생 학부모 강사

강좌 운영 전반에 관한 만족 여부 85% 78%※ 87%

진로·진학 설계에 도움 여부 86% 88% 92%

2학기 신청 또는 개설 의사 83% 89% 82%

※보다 다양한 강좌 개설 요구, 2015/2016학년도 조기 개설 불만족, 현행 입시제도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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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고교 학점제 연계 및 확대 방안 모색)

ㅇ�캠퍼스형�공동교육과정Ⅰ·Ⅱ의�확대�추진

※공동교육과정 지도교사 및 강사 질 관리를 위한 연수 운영 확대 

2017학년도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사와 강사의 수업만족도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도 우수 교사(강사)의 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 

공동교육과정Ⅰ·Ⅱ 과목과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2018년 

1월에는 공개모집으로 우수 교사를 확충했습니다. 2018년도 2월 공동교육과정 

지도교사(강사)를 대상으로 연수(학생 참여형 수업 설계, 학교생활기록부 평가 기록)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접수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업계획서 탑재, 수업 안내 

영상, 온라인접수를 실시하여 강좌 홍보 확대 및 행정 효율화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학생 진로진학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학습장* 개발 및 확충 

교실 수업만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다양한 학습내용의 충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학습장의 활용과 체계적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이 

필요합니다. 대학습실, 목공실, 방음시설이 된 교실, 편집실 등을 활용한 진로 전공 

학습공간을 마련하고, 300명(20교실×15명 기준) 규모의 학생이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마을학습 공간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을학습 공간은 평생교육과 초·중·고 학생이 

배움와 성장을 하는 지역사회학습장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를 위해 [행복청]은 5·6생활권 도시 설계시 지역사회학습장을 개발(동일 공간 10개 

교실)하고 [시청]은 기존 생활권 복합커뮤니티 등 활용 가능한 학습공간을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ㅇ�캠퍼스형�공동교육과정과�연계한�고교학점제�기반�조성

※ 학생 선택과목 확대 및 고교학점제 운영(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기반 마련 

1단계(학교 내 선택 교육과정), 2단계(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3단계(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4단계(온라인 교육과정)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여 교육부 

지정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교육청 추진단 운영 등을 진행해야합니다.

온라인수업 인프라구축을 통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Ⅲ <정규 교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화상 생방송 참여형 수업을 위한 인프라구축 및 학교 학습 장비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Ⅰ·Ⅱ의 성공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Ⅰ·Ⅱ교육과정을 온라인 수업 콘텐츠화 방안을 모색해야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전문교과 중 학생의 진로전공에 맞는 교과목을 온라인수업 

모듈화하여 고등학교 진로선택과목으로 정규 교과에서 학습하는 방안도 

마련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시청]에서는 온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추후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다른 [모든 기관]들은 관련 역량을 가진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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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지향�
학생�맞춤형�교·수·평·기·진의�유기적�연계와�캠퍼스형�공동교육과정과�마을공동체의�성공�경험을�발판�삼아�
(가칭)세종마을학습공동체※의�확대로�

※   세종마을학습공동체(Urban School or Urban University or Urban Study Community)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들의 

재능을 공유하여, 다양한 학습 욕구를 채울 수 있는 학습 공간을  창출하고, 상호 배움을 통해 성장함을 추구합니다. 

[캠퍼스형�공동교육과정을�통해�고교�상향평준화의�날개를�달다-학교혁신과]

•캠퍼스형공동교육과정Ⅰ: 일반고에서 다루기 어려운 심화교과, 전문교과, 실기과목, 제2외국어 등 

•캠퍼스형공동교육과정Ⅱ:  학생 맞춤형 진로전공탐색반 (*진로전공의 다양성 + 프로젝트학습) 

 → 2015 개정교육과정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연계, ‘18년 2학기 학부모 참여 강좌로 확대(평생교육 연계)   

•캠퍼스형공동교육과정Ⅲ:  교과중점학교를 기초로 한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 학교간 정규교육 과정 공동운영 확대  (* 쌍방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구축 

및 활용을 통해 정규시간 공동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Ⅰ, 진로선택과목 브렌디드 러닝 수업 모듈화 추구 + 4차 산업혁명 관련 

융합소프트웨어, 정보과학, 경제, 국제화, 외국어관련 등 교과중점학교 확대를 통해 정규교육과정의 특성화·다양화 추구)

•�학점제 지원단 및 연구팀을 통한 고교 교육과정 체제 혁신 기반 조성 (공동 워크숍 및 자료 제작) 

 - (학점제 연구팀) 타시도 및 외국 사례 연구, 연구 및 선도학교 적용, 학생 선택권 확대 교육과정 편제 연구 및 실천 

 - (캠공 연구팀) 공동Ⅰ 학생 참여 중심 교수-학습 연구, 공동Ⅰ·Ⅱ와 학교 교육과정 효과적인 방안 연구  

 - (교실온닷 연구팀) 쌍방향온라인 공동Ⅰ수업 연구 및 수업 실시, 공동2 수업 브렌디드 수업 연구 및 실시 

※ 교수평기지원단(교육과정과)과 통합 운영 모색: 학점제 지원단 및 연구팀은 교육과정과 연계

[마을공동체-학교혁신과]

•마을학교

•�놀이문화-복컴 등  

지역 사회학습장 활용

•�동네방네프로젝트 

(자율주제학생동아리)등 

 ⇒세종마을학습공동체로 확대

[평생교육]

•�세종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시청, 교육청, 

연구원,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특강 

강좌 및 문화교실 중심 운영→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다소 부족함 

•�세종마을 공동체의 인력풀 활용한 다양한 

취미, 전문학습 등의 평생교육과정 구축 

가능

•�(사례)공동교육과정Ⅱ강좌에 학부모 참여 

요청 多 

•�(사례) 학부모학습모임(동아리) 요청시 

강사배달제 운영(대전)

※ 세종시청과 유기적 협업 필수

[자유학기제,�학생�중심의�진로진학�연계를�통한�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혁신�추구-교육과정과]

•자유학년제+연계 학년 확대 : 다양한 진로체험학습의 확대 +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확대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혁신을 바탕으로 한 학생 학습 역량↑【교수평기 지원단 편성.운영】 

 - (교수평기지원단) 중학교 30명, 고등학교 40명, (대입진학지도단) 고등학교 70명 (학점제지원단) 30명 (전문적학습공동체) 학교별 팀장 40명 

    (혁신학교) 6명(학교별 2명) 

 - 통합적 운영 방안 모색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진로진학의 유기적 연계에 초점】 

        (교육과정) 블록타임제 확대, 선택과목 확대 방안,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과 정규교육과정 연계, 교과중점과정  

        (학교)을 통한 특성화(인사 연계)

        (수업) 수업 모형(방법) 연구 확대 및 적용, 블록타임제 도입과 학생 참여형 수업 연관 관계 탐구 

        (평가-기록) 확대된 수행(과정)평가의 효과적 운영 방안, 관찰과 기록 방안, 효과적인 진로진학 생기부 기록

• 자유학기제(학년제) 및 중3대상 진로전공학습 프로그램 (* 3개 학년 대상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적용) → 세종마을학습공동체 인력풀을 활용하여 운영

세종마을학습공동체�(Urban�School)

 ※	다양한	전공의	교수,	교사,	마을교사,	연구원,	

석박사과정,	특정재능보유자를	통한	학생,	학교,	

지역사회구성원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학습	공간	창출

※	세종마을학습공동체	조직	규모(마을학교	연계)

※	세종시청과의	협업	범위와	역할

※	학교의	공간	활용과	효과적	행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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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재발견」 단계별 맞춤학습으로  
자발적 배움 키우기

박원주 개금여자중학교 교사 

고민의 시작

자유학기제의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 

자유학기제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물어보았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주제선택 활동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교과서나 성취기준도 없이 어떤 

주제를 선택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가르쳐야하는지,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한다.

주제선택 활동은 학생의 흥미, 관심사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으로 스스로 원하는 분야의 수업에 참여하여 관심분야와 

재능을 찾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제선택 활동을 구성하기 보다는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으로 인해 시수를 감축한 교과를 중심으로 활동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사를 고려하지 않은 교과 수업의 

연장선과 같은 형식상의 주제선택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재미만을 추구하는 

단편적인 활동 위주의 수업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고민이 시작되었다. 

교과 수업과 연계하되 교과 수업시간에는 진도와 교육과정 내용상의 문제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는 주제가 무엇이 있을까?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수업이 무엇이 있을까? 단편적인 수업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와 관심사를 어떻게 

수업에 반영할 수 있을까?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체험 및 

진로탐색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주제선택 활동을 통해 배운 지식을 

어떻게 실생활과 연계시킬 수 있을까?

고민의 해결- ‘지역의 재발견’ 단계별 맞춤 학습

첫 번째, 주제선택 활동의 주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해답을 찾았다. 

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세계는 점점 비슷해지고, 

획일화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에 초점을 맞추어 세계화 속의 지역화라는 의미를 가진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라는 합성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만큼 

‘지역’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사회 수업의 기본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지역화 학습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환경 확대법에 의해 생활이 

이루어지는 좁은 고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역사회, 국가, 세계까지 

순차적으로 공간의 확장을 통해 내용을 배열하고 있는 교육과정 구성 상 사회 

교과시간에 심도 있게 지역화 학습이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그래서 주제선택 

활동을 활용해서 체계적인 지역화 학습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수업을 

시작했다.

두 번째,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지역화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블록타임이라는 시간적 여유와 자유학기제의 예산을 활용하여 자유학기제가 

아니라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교실 수업과 연계한 교외 체험학습을 

진행해보기로 했다. 교외 체험학습을 통해 교실에서는 보지 못했던 지역을 

새롭게 바라보는 재발견의 기회가 되었다.

세 번째, 수업 시간에 배웠던 지식이 교실 속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과 연계되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의 아이디어를 통해 만들어진 

창의적인 학습 결과물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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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전략으로 수업 디자인하기

흔히들 자유학기제라고 하면 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한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자유학기제를 통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교실수업 개선이다. 그래서 다양한 학생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되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 적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체적인 수업 전략을 세워보았다.

STEP1
지역 알기

STEP2
지역 느끼기

STEP3
지역 홍보하기

GOAL
배움의 기쁨

교실�수업

교외
체험학습

실생활
메이커�교육

전시학습

장소�선정��
및�세부�계획

재능기부
나눔�활동
운영

교외��
체험학습�운영

학습�내용

학습�형태

마무리학습

학습과정평가

•�또래학습을�활용하여�학생들이�직접�준비하는�모둠�3분�스피치를�활용

•�학생들이�피라미드�토의·토론을�통해�직접�가고�싶은�장소�선정�및�세부�계획�논의

•�9개의�소주제�학습�내용과�연계한�배움이�있는�장소�선정

•�타시도�학생과�영상�통화로�우리�지역을�알리는�활동

•�시청에�제안서를�제출하여�지역사회를�변화시키는�활동

•�창의적�학습�결과물을�판매�후�수익금을�지역사회에�기부

•�지역�창업�부스를�운영하여�지역을�홍보

•�직접�경험하고�체험,�실습을�할�수�있는�체험학습

•�진로,�국어교사가�동행해�교외�융합수업�실현

•�학습�내용을�9개의�소주제로�나누어�차시별로�제시하되�학생들의�특기,�적성에�따라�다양한��
학습�내용과�학습자료�선택�가능

•�실생활과�연계한�학습�내용�및�학생�활동�제시

•개별과제를�해결해야�모둠과제를�완성할�수�있는�구조로�디자인하여�모둠�협동학습�활성화

•게임과�접목한�토의·토론�방법을�적용하여�학생들의�흥미�유발�(Writing�Game,�사진�게임�등)

•체험,�실습,�경험�위주의�학생�활동�중심�수업�실현

•국어,�음악,�미술,�진로�교과와�융합�수업�구성

•전문가�초청�수업을�통한�심화�학습

•배운�점·느낀�점·실천할�점의�학습�일기�쓰기를�통한�자기�평가�강화

•교사�관찰�평가,�동료�평가,�자기�평가를�다양하게�활용하고,�수업�내용을�상시�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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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들여다보기

<�STEP�1�-�지역알기�>

겨울방학 동안 정말 열심히 한 학기 수업을 준비했다. 그만큼 내가 준비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궁금했다.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평소 

수업시간에 소극적이었던 학생도 자기가 만든 클립아트를 적극적으로 발표했고, 엎드려 자는 시간이 많았던 학생도 큰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불렀다. 결국 

흔히들 이야기하는 좋은 수업의 바탕은 교사의 수업에 대한 열정과 깊은 고민이 아닐까 싶다. 

<토의·토론�게임>

부산�Writing�Game

브레인라이팅(Brain Writing)  

기법에 게임을 접목한 것으로  

경쟁심, 긴장감을 유발하여  

학생들의 수업 흥미도와 참여도를 

높이고자 구안한 방법이다.  

이 방법을 통해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역의 음식,  

축제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피라미드�토의·토론>

선택1)�축제�활성화�방안�모색
선택2)�세계화�시대��
부산의�음식�홍보�방안

4등분 모둠 칠판에  

각자 의견을 쓰고, 1:1, 2:2 토론을 

통해 최종 모둠의 의견을 선정하여 

발표한다.  

발표 후 ‘너의 생각은 어때’를 통해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매 차시 수업 마무리 활동은 학생들의 수업 소감으로 자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막연히 수업 소감을 발표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수업을 통해 배운 점, 느낀 점, 실천할 점으로 나누어 발표하도록 하였다. 배운 점을 발표할 때는 오늘 수업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늘의 수업 키워드’를 제시하여 키워드를 포함하여 발표하도록 하였고, 

느낀 점을 발표할 때는 개별 학습과 모둠 학습을 할 때 느낀 점을 구분하여 발표하도록 하였고, 실천할 점은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점과 미래 나의 진로와 연관시켜 할 수 있는 점을 구분하여 발표하도록 하였다.

<학생�맞춤형�학습>

선택1)�클레이로�음식�또는��
축제�모형�제작

선택2)�부산�클립아트�제작

음식, 축제 중 학생이  

더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 → 음식 

또는 축제 중에서도 관심 있는 세부 

내용을 선택 → ① 손으로 만ㅊ들기를 

좋아하는 학생은 클레이 아트로 

모형 제작 ② 태블릿 PC를 활용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은 

클립아트를 제작하기 → 갤러리

워크로 최고의 작품 선정하기

<심화�학습>

전문가�초청�강의

부산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를 초청하여 부산 지역에 끼친 

일본 문화의 영향과 부산 문화와 

일본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지역에�반하다!�나는�지역�전문가~�(4차시�수업)

- 참여형 학생활동

- 학습일기 쓰기를 통한 자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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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지역�느끼기�>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는 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는 매우 크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더라도 교사들이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체험학습을 진행한다는 것은 

부담이 매우 크다. 사전 답사에서부터 안전, 교통, 예산 등 교사가 한 번의 체험학습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자유학기제의 ‘꿈길’ 

사이트를 활용해서 체험처를 찾아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혼자가 아닌 동료교사와 함께 체험학습을 준비한다면 그 부담은 반으로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 체험학습을 통해 교실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학생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체험학습의 만족감을 온 몸으로 표현하는 학생들을 보면 

체험학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코스 Misson�수행 코스 Misson�수행

①

(옛) 백제병원

•병원이 세워진 시기는?

•병원의 건물 재료와 색깔은?

②

168도시락

•왜 식당 이름이 168일까요?

•추억의 도시락에 들어는 반찬 종류는?

③

담장 갤러리  

및 인물사 담장

•왜 ΔΔΔ길이라고 부를까?

•담장갤러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을 고르면?

•○○구의 인물에 대한 소개 글을 옮겨 써보자!

④

168계단,

모노레일

•계단을 올라가면서 실제 계단 개수를 세어 봅시다.

•모노레일을 타봅시다!

•왜 모노레일이 만들어졌을까?

⑤

김민부 전망대

•김민부 시인이 작사한 유명한 가곡 제목은?

•��김민부 전망대는 MBC 드라마 촬영 장소로 유명한데  

어떤 드라마일까요?

•전망대에서 보이는 지역의 모습을 묘사해보세요.

⑥

이바구	공작소

•이바구길의 특산품인 빵 이름은?

•이바구 공작소에서 할 수 있 는 체험은?

⑦

유치환의 우체통

•유치환의 시 ‘행복’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은?

•��유치환의 우체통 전망대 까페에서 파는 엽서를 1장 

구입하고, 왜 그 엽서 디자인을 골랐는지 이유를 써보자!

•1년 후 나에게 쓰는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어보자~

⑧

까꼬막	까페

(지역특화	산업)

•까꼬막의 뜻은?

•��바리스타 체험과정을 운영 해주시는 강사 선생님에 대해 

알아보자!

•바리스타 체험 과정을 요약해보자!

이바구길�런닝맨!�(8차시)
- 6차시에서 학생들이 직접 피라미드 토의·토론을 통해 가고 싶은 체험 장소와 체험 코스를 선정하였다.

미션 활동지 168 도시락 먹기 168 계단 올라오기 느린 우체통 편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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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지역�홍보하기�>

수업 첫 시간에 늘 학생들이 하는 질문이 있다. ‘사회 배워서 뭐해요?’ 나는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실 속에서 배우는 지식이 실생활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수업 시간의 나의 활동과 창의적 결과물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를 어떻게 변화 시킬 수 있는지, 나아가 내가 가진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과 영상통화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홍보하기도 하고, 지역브랜드를 개발하거나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시청에 

제안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또 자유학기 활동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멋진 학습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데 지금까지 이 학습 결과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학교에 놓아두거나 버리는 

경우가 많아 아쉬웠다. 그래서 학습 결과물을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실제 판매하는 경제 체험을 통해 올바른 경제관념을 익히고, 내가 만든 창작물의 판매 

수익금으로 타인을 돕는 재능 기부활동을 펼침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을 통한 변화

매 수업시간에 쓴 학습일기를 읽어보니 수업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성장하고, 변화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처음 수업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전혀 없었지만 수업 후 아이들은 스스로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먼저 질문을 해오기도 하고, 수업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수업에 관심이 없었던 아이들도 점점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수업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배운다는 것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역의 재활성화 사례로 이바구길을 소개할 때 학생들이 갑자기 체험학습을 가보고 싶다고 제안하여 갑자기 체험학습이 잡히기도 

했다.

그리고 다양한 행사 활동을 통해 성취감, 자신감을 느끼고, 나로 인해 지역사회가 변화할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인지하게 되었다.

타시도 중학생과 영상통화 도담도담 프리마켓 지역의 재발견 체험 부스 수익금 기부

지역�홍보하기�활동

74 75

교육현장 RepoRt



11월 16일 점심시간에 「지역의 재발견」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율활동실에 모였다.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프리마켓 행사에 

어떤 물품을 낼지, 가격은 얼마로 할지 등을 의논했다. 의논 결과 지역 

브랜드, 지역 홍보 포스터를 활용해서 만든 달력과 지역클립아트를 

활용한 배지, 거울, 자석 등을 판매하기로 했다. 내가 만든 지역 

클립아트도 디자인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미술에 소질 없는 나지만 

만들어 놓고 보니 너무 멋져서 ‘내가 디자인 쪽으로 소질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11월 20일 쌈지 공원에 「지역의 재발견」 프로그램 활동 결과물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를 통해 만들어진 다양한 창작물을 모아 프리마켓 

행사를 열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구경도 하지 않고 

지나가서 ‘오늘 잘 팔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겼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매우 많이 몰려들었다. 제일 인기 있는 품목은 

단연 목공예품이었다. 우리가 만든 배지와 달력은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않아 아쉬웠지만 이렇게 직접 지역 주민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활동을 해보니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었고, 학생들이 만든 작품이라고 

하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게다가 수익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난방비로 지원된다고 하니 

더 보람찼다.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어 좋은 일도 하고, 

학생들도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1학년 3반 서○○ -

처음에 지역 창업 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의아했었다. ‘도대체 내가 지역과 관련하여 무엇을 만들 수 있으며, 또 내가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살까’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선생님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지역과 

관련하여 어떻게 새로운 창작물로 만들지를 고민하라고 하셨다. 나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미래에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 내가 잘하는 그림 그리기를 활용해서 ‘지역을 홍보하는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지역의 재발견」 수업시간에 이미 완성한 지역 클립아트를 좀 더 다듬어서 프로 디자이너가 만든 작품처럼 멋지게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클립아트를 활용해서 가방에 늘 달고 다니면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배지도 

만들고, 집 냉장고에 붙일 자석도 만들고, 늘 보는 거울도 만들면 어떨까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의견을 내니 모두 좋다고 칭찬을 했다.

늘 수업시간에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기죽어 있던 내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지역 사회를 변화 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괜히 뿌듯하고, 내가 자랑스럽기도 했다. 실제 창업 박람회 날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내가 만든 지역 홍보 배지를 많이 구입했다. 미래에 난 뭐하고 살까를 늘 고민하면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경제 

체험을 통해 실제 물건을 판매하고 수익금을 얻으니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번 

돈으로 이웃을 돕는 기부활동을 하니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서 눈물이 났다.

- 1학년 5반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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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정_한국교육개발원	통계분석서비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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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 주요 공약  
‘교장공모제’, 통계로 읽어볼까?
양태정�한국교육개발원 통계분석서비스팀장

올해 6월 13일은 지방선거가 치러진 날이다. 그리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008년 직선제 이후 서울에서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한 

교육감이 된 날이기도 한다. 

이에 앞서 2018년 6월 7일,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육감 후보 핵심 공약을 발표하였다. 대표 공약을 

살펴보면, 외고·자사고(자립형사립고등학교) 폐지와 혁신학교 확대, 

무상급식 확대,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및 교장·교감 임용방식 다양화 

추진, 20년 근속교사 1년간 유급 안식제 도입 및 주당 수업 시수 1시간 

축소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대표 공약 중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 

통계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교장공모제란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 개선 및 학교 현장의 긍정적 변화 

유도를 위해 승진임용과 더불어 교장 임용 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능력 있는 공모교장 임용으로 단위학교 자율화 및 책임경영을 지원하여 

학교 현장의 긍정적 변화 기반 조성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1996년 3월에 초빙교장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그 

후 교장공모제에 대한 시범운영과 개선이 계속 추진되었고 2012년부터 

교장공모제가 법제화되어 정규 교장 임용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의 각 급 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의 정년퇴임, 임기만료, 의원면직, 교장전보 등의 사유로 인해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국·공립의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서는 교장을 공모할 수 있다(김갑성, 2016). 공모교장의 유형에 

따라 공모교장의 자격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는데 해당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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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교장공모제�유형�및�지원�자격�기준

유�형 추진근거 자격�기준 대상학교

초빙형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 제1항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일반학교

내부형�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 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 제1항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초중등학교�교육경력�15년�이상인�교육공무원�또는�사립학교�교원(교장자격�미소지자)� 

- 교장자격 미소지자 공모 가능 학교로 정한 경우 가능(내부형의�15%�범위)

자율학교,
자율형공립고

개방형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해당학교�교육과정에�관련된�기관�또는�단체에서�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교장자격�미소지자) 
    -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 관계없이 공모 가능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

출처 : 2017학년도 하반기 교장공모제 추진계획(교육부) 

매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교육통계조사에서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를 조사한 것은 2010년도부터이다. 조사 초기에는 학교에서 직접 입력하다가 

2017년부터 공립학교는 해당 교육청에서 입력하는 것으로 조사 방법이 바뀌었으며 조사 기준일은 매년 4월 1일이다.

연도별 교장공모제 학교 현황(국·공립)

[그림�1]�연도별�교장공모�학교�비율(국·공립)

교장공모제 학교는 2014년에 크게 증가한 후 감소추세에 있다. 2012년 교장공모제 학교가 가장 많았던 고등학교(20.7%)는 2017년 18.8%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2012년 고등학교보다 교장공모제 학교가 적었던 초등학교(19.2%)는 2014년 이후 고등학교보다 많아져 2017년에는 가장 많은 20.1%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상대적으로 교장공모제 학교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2년 대비 감소폭이 가장 큰 학교급으로 나타났다.

<표�2>�연도별�교장공모�학교수(국·공립)

연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교장공모 비율 계 교장공모 비율 계 교장공모 비율 계 교장공모 비율

2012 9,692 1,802 18.6 5,819 1,116 19.2 2,517 405 16.1 1,356 281 20.7 

2013 9,740 1,659 17.0 5,837 1,035 17.7 2,529 354 14.0 1,374 270 19.7 

2014 9,780 2,203 22.5 5,858 1,388 23.7 2,545 489 19.2 1,377 326 23.7 

2015 9,860 1,941 19.7 5,903 1,252 21.2 2,563 400 15.6 1,394 289 20.7 

2016 9,899 1,846 18.6 5,926 1,215 20.5 2,569 359 14.0 1,404 272 19.4 

2017 9,955 1,802 18.1 5,966 1,201 20.1 2,576 335 13.0 1,413 266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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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고등학교�유형별�교장공모�학교�비율(국·공립)

고등학교 유형별로 교장공모제 학교를 살펴보면, 자율고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자율형 공립고가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3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90% 이상의 자율고(국·공립)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였다.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에는 자율형 공립고 이외에 

자율학교,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가 있어 특목고에서도 교장공모제 실시 비율이 40% 전후로 높게 나타났다. 

<표�3>�고등학교�유형별�교장공모�학교수(국·공립)

연도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계 교장공모 비율 계 교장공모 비율 계 교장공모 비율 계 교장공모 비율

2012 886 111 12.5 90 37 41.1 283 41 14.5 97 92 94.8 

2013 882 78 8.8 99 46 46.5 277 44 15.9 116 102 87.9 

2014 880 122 13.9 104 48 46.2 278 47 16.9 115 109 94.8 

2015 897 102 11.4 108 45 41.7 277 39 14.1 112 103 92.0 

2016 902 90 10.0 112 47 42.0 277 32 11.6 113 103 91.2 

2017 914 93 10.2 115 44 38.3 272 33 12.1 112 96 85.7 

[그림�3]�교장공모�유형별�학교�비율(국·공립)

교장공모제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4년에는 초빙형이 초등학교 86.5%, 중학교 83.4%, 고등학교 60.4%로 나타나 초빙형 비율이 높았는데 2017년에는 

초빙형이 초등학교 74.0%, 중학교 67.5%, 고등학교 21.1%로 나타나 초빙형의 비율이 많이 감소하였다. 초빙형이 감소한 대신 내부형의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2014년 초등학교 9.4%, 중학교 10.8%, 고등학교 23.3%에서 2017년 초등학교 25.6%, 중학교 31.3%, 고등학교 56.8%로 2014년 대비 각각 16.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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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p, 33.5%p 증가하였다. 개방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201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이며, 2017년 초등학교 0.3%, 중학교 1.2%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고등학교에서는 2014년 16.3%에서 2017년 22.2%로 5.9%p 증가하였다. 

<표�4>�교장공모�유형별�학교수(국·공립)

연도 유형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2014

초빙형 1,806 82.0 1,201 86.5 408 83.4 197 60.4 

내부형 259 11.8 130 9.4 53 10.8 76 23.3 

개방형 138 6.3 57 4.1 28 5.7 53 16.3 

계 2,203 100.0 1,388 100.0 489 100.0 326 100.0

2015

초빙형 1,440 74.2 1,010 80.7 311 77.8 119 41.2 

내부형 400 20.6 212 16.9 73 18.3 115 39.8 

개방형 101 5.2 30 2.4 16 4.0 55 19.0 

계 1,941 100.0 1,252 100.0 400 100.0 289 100.0 

2016

초빙형 1,292 70.0 954 78.5 253 70.5 85 31.3 

내부형 450 24.4 230 18.9 92 25.6 128 47.1 

개방형 104 5.6 31 2.6 14 3.9 59 21.7 

계 1,846 100.0 1,215 100.0 359 100.0 272 100.0 

2017

초빙형 1,171 65.0 889 74.0 226 67.5 56 21.1 

내부형 564 31.3 308 25.6 105 31.3 151 56.8 

개방형 67 3.7 4 0.3 4 1.2 59 22.2 

계 1,802 100.0 1,201 100.0 335 100.0 266 100.0 

주 : 교육통계조사에서 교장공모제 유형은 2014년부터 조사됨

[그림�4�]�교장공모�유형별�고등학교�비율(국·공립)

고등학교 유형별로 교장공모 유형을 살펴보면, 교장공모 대상 학교에 따라 특징이 뚜렷하다. 

일반고의 경우 2014년에는 초빙형의 비율이 75.4%로 가장 높았으나 2017년에는 38.7%로 나타나 초빙형이 많이 줄고, 내부형이 2014년 18.0%에서 

2017년 60.2%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목고는 초빙형, 내부형보다 개방형 공모가 많은데 개방형 비율이 2014년 66.7%에서 2017년 97.7%로 증가하였다. 

개방형 교장공모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매우 적은 수치이나 특목고에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며, 이는 개방형 교장공모 대상 학교에 특목고가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성화고도 개방형 교장공모 대상 학교이기 때문에 2017년 개방형 공모 비율이 42.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자율형 공립고는 

내부형 공모 학교 대상으로 2017년 내부형 학교 비율이 95.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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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교장공모 유형별 고등학교 학교수(국·공립)

연도 유형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2014

초빙형 92 75.4 16 33.3 34 72.3 55 50.5 

내부형 22 18.0 0 0.0 4 8.5 50 45.9 

개방형 8 6.6 32 66.7 9 19.1 4 3.7 

계 122 100.0 48 100.0 47 100.0 109 100.0

2015

초빙형 67 65.7 6 13.3 22 56.4 24 23.3 

내부형 33 32.4 0 0.0 6 15.4 76 73.8 

개방형 2 2.0 39 86.7 11 28.2 3 2.9 

계 102 100.0 45 100.0 39 100.0 103 100.0

2016

초빙형 46 51.1 7 14.9 14 43.8 18 17.5 

내부형 41 45.6 1 2.1 4 12.5 82 79.6 

개방형 3 3.3 39 83.0 14 43.8 3 2.9 

계 90 100.0 47 100.0 32 100.0 103 100.0

2017

초빙형 36 38.7 1 2.3 16 48.5 3 3.1 

내부형 56 60.2 0 0.0 3 9.1 92 95.8 

개방형 1 1.1 43 97.7 14 42.4 1 1.0 

계 93 100.0 44 100.0 33 100.0 9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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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교장공모제 학교 현황(사립)

[그림�5]�연도별�교장공모�학교�비율(사립)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는 시·도교육청별로 교장이 학기말 퇴직 및 중임 만료 예정인 학교이다(김갑성, 2012). 따라서 교장공모제는 국·공립 위주로 실시되나, 

사립학교 중에서도 교장공모를 시행하는 학교가 있어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교장공모를 시행하는 사립학교는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2014년에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으며, 초·중·고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2017년 특목고와 자율고에서 15% 이상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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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연도별�교장공모�학교수(사립)

연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교장공모 비율 계 교장공모 비율 계 교장공모 비율 계 교장공모 비율

2012 1,668 33 2.0 76 0 0.0 645 14 2.2 947 19 2.0 

2013 1,668 35 2.1 76 0 0.0 644 10 1.6 948 25 2.6 

2014 1,666 163 9.8 76 9 11.8 641 56 8.7 949 98 10.3 

2015 1,666 114 6.8 75 5 6.7 641 38 5.9 950 71 7.5 

2016 1,664 102 6.1 75 5 6.7 640 37 5.8 949 60 6.3 

2017 1,658 96 5.8 74 5 6.8 637 32 5.0 947 59 6.2 

<표�7>�고등학교�유형별�교장공모제�학교수(사립)

연도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계 교장공모 비율 계 교장공모 비율 계 교장공모 비율 계 교장공모 비율

2012 643 10 1.6 38 2 5.3 216 6 2.8 50 1 2.0 

2013 643 12 1.9 39 4 10.3 217 7 3.2 49 2 4.1 

2014 640 54 8.4 39 7 17.9 221 29 13.1 49 8 16.3 

2015 640 34 5.3 40 6 15.0 221 23 10.4 49 8 16.3 

2016 643 32 5.0 40 5 12.5 220 17 7.7 46 6 13.0 

2017 642 32 5.0 40 6 15.0 219 14 6.4 46 7 15.2 

시도별 교장공모제 학교 현황(국·공립)

[그림�6]�시도별�교장공모�학교�비율(국·공립)

2017년 시도별 교장공모 학교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18.1%)보다 교장공모 학교 비율이 높은 시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남, 경북, 

경남으로 나타났고 전체 평균보다 교장공모 학교 비율이 낮은 시도는 서울,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제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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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시도별�교장공모�학교수(국·공립)

시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교장공모 비율 계 교장공모 비율 계 교장공모 비율 계 교장공모 비율

서울 959 167 17.4 564 103 18.3 275 33 12.0 120 31 25.8 

부산 506 121 23.9 302 79 26.2 137 21 15.3 67 21 31.3 

대구 359 83 23.1 224 57 25.4 91 12 13.2 44 14 31.8 

인천 460 86 18.7 244 61 25.0 124 16 12.9 92 9 9.8 

광주 241 47 19.5 151 34 22.5 65 9 13.8 25 4 16.0 

대전 251 62 24.7 145 35 24.1 72 17 23.6 34 10 29.4 

울산 221 55 24.9 118 29 24.6 59 16 27.1 44 10 22.7 

세종 80 5 6.3 43 2 4.7 22 2 9.1 15 1 6.7 

경기 2,112 380 18.0 1,238 271 21.9 538 63 11.7 336 46 13.7 

강원 593 50 8.4 348 34 9.8 149 5 3.4 96 11 11.5 

충북 429 91 21.2 258 61 23.6 108 18 16.7 63 12 19.0 

충남 631 81 12.8 406 57 14.0 144 12 8.3 81 12 14.8 

전북 644 65 10.1 419 53 12.6 160 7 4.4 65 5 7.7 

전남 741 138 18.6 427 86 20.1 215 27 12.6 99 25 25.3 

경북 752 171 22.7 466 109 23.4 189 33 17.5 97 29 29.9 

경남 804 176 21.9 501 116 23.2 189 37 19.6 114 23 20.2 

제주 172 24 14.0 112 14 12.5 39 7 17.9 21 3 14.3 

계 9,955 1,802 18.1 5,966 1,201 20.1 2,576 335 13.0 1,413 266 18.8 

마치며

지금까지 교장공모 실시 학교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번에 재당선된 서울시 교육감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내부형 공모학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한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그동안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교장 결원의 1/3~2/3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던 공모학교 지정 권고 비율을 삭제하는 등 교장공모제를 

개선한다고 한다(교육부 보도자료, 2017). 이를 토대로 교장공모제가 확대되고, 향후 많은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진정한 초·중등 학교자치 강화와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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