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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

반상진(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미래교육을 담는 학교공간 혁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뒤 맞이한 전 세계 경제, 사회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는 미래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오늘날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량을 요구한다. 이의 함양을 위한 전략적 실행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여러 가지 분야의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교육부 및 교육청, 일선 학교에서는 창의적 융ㆍ복합 교육에 대응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학교 사용자 

참여방식에 의한 학교 설계 및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공간에 대한 주권을 획득하게 하는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학생 중심의 협동학습과 사회참여 실현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학교시설을 만들기 위해 

시행되었다. 

미래의 학교공간은 현재보다 훨씬 유연하고 자유로우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실제로 학교 환경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뿐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그중 한 예로, 영국의 샐포드 맨체스터 

대학에서는 공간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영국 

27개 초등학교 153개 교실, 3,766명의 학생들을 3년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디자인이 잘된 교실이 학생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교실의 조명, 구도, 장식 등의 물리적 특징들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편차가 16%라는 것까지도 발견했다. 이는 학교공간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과거 교육환경의 혁신은 안전, 노후화 개선과 같은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양적 성장이 주를 이루었다. 이제는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혁신이 필요한 시기이다. 오늘날의 교육시설, 특히 초ㆍ 

중등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여유교실은 교육의 질적 측면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 학생들을 보다 창의적, 융ㆍ복합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는 데 적합한 학교시설 및 공간 조성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에서의 연구가 수행되고 이것이 실제로 현장에 잘 적용되기 

바란다. 

CEO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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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이다.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 

정책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9년 

에 출범하였다.

2018년 2월, 제7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성경륭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국책연구기관은 명견 

만리(明見萬里·만리 밖의 일을 환하게 살펴서 알고 있다)의 

지혜를 창출하는 최고의 연구전당이며, 각 정책문제의 

기원과 미래의 진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조망해 장·단기적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경사연 산하의 26개 국책연구기관은 

세종대왕이 구상했던 바로 그 집현전” 이라고 강조했다.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지난 2월 12일(수),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강남스마트워크센터에서 성경륭 이사장을 

만나 취임 2년의 소회와 성과, 2020년 연구회의 운영 

방향과 역점 과제, 평소 교육 철학, 한국교육의 현실과 

문제점,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교육혁신의 방향과 과제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반상진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첫 호에 인터뷰를 하시게 되었는데, 우선 교육 

개발 독자분들을 위해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구회를 잘 

모르는 독자분들을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역할에 대해 간략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경륭  교육은 국가와 사회발전의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세계적 차원의 격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분야의 중요성은 더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전세대가 후세대에게 전승한다는 의미도 있고, 깨달음을 얻어 

새로운 것을 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당부분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식이나 인식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우리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해방하기도 하고, 

새롭게 하는 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의 할 일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계 종사자분들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개별적 다양성과 통합적 융·복합성을 동시에 

유지하며 함께할 때, 혼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비로소 열 수 있어  

예전에는 한 부처에 한 연구기관이 존재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국무 

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여러 연구기관을 통합 

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수행하는 

역할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산하 26개 연구기관의 연구활동과 

파워인터뷰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의 만남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반상진(한국교육개발원원장)



06 파워인터뷰

파워인터뷰

경영활동을 지원·관리하는 것이고, 둘째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제를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한 협동연구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흔히 ‘통합 ’과 ‘통섭 ’을 이야기하는데, 26개 연구기관이 본연의 

자율성을 지키며 정부 각 부처와 긴밀하게 연계하는 동시에, 다양한 

공동학술협력에 참여하고 협동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등 함께 모여 

시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개별적 다양성과 통합적 융·복합성을 동시에 

유지하며 함께할 때, 혼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비로소 열 

수 있다고 봅니다. 

  혁신적 포용국가, 세계 포용국가 연합이라는 

국가비전의 정립과 체계화가 주요 목표  

  과업의 과잉과 통합·종합·통섭의 과소, ‘훈련된 

무능력’은 고민할 문제  

반상진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컨셉도 잡으시고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새로운 개념적 틀을 개발하시면서, 국가 지향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키셨는데요. 연구회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지 2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직을 맡으신 2년간의 소회와 성과, 

그리고 아쉬웠던 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취임 이후 연구회의 

주요 변화, 주요 추진 사항 등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경륭  지난 2년 동안 여전히 발전국가의 유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한국사회가 어디로 가야할지’, ‘우리의 국가비전을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큰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우선 ‘혁신적 

포용국가’와 ‘세계 포용국가 연합’이라는 새로운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회 차원에서 6대 위원회와 5대 연구단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아쉬웠던 점은 

개별 연구기관이 각 기관에 부여된 임무에는 충실하나, 그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관 간 연관된 많은 주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과 

협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숙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업의 과잉과 통합·종합·통섭의 과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훈련된 

무능력’(Trained Incapacity)이라는 측면에서도 고민해볼 만 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취임 이후 주요 변화와 추진 사항을 꼽자면, 6대 위원회(조만간 ‘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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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위원회’와 ‘사회공헌 위원회’ 두 위원회를 추가 설립할 예정)와 5대 연구단 운영, 연구회와 26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2020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 대회, 2020 국민요구 조사, 대국민 연구성과보고회, Inclusive 

Korea 학술회의, 한-아세안 공동번영 컨퍼런스, 정부정책 종합평가 회의 등) 등을 주요 추진사항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6대 위원회 중 ‘세종국가위원회’는 각 기관장이 리더 혹은 관리자로서 어떤 리더십을 추구할지, 역사속 

리더들을 공부함으로써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스스로 리더십과 역량을 높이고, 더 나아가 정부 등 주요 리더들에게 

확산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지 같이 고민하고자 했습니다. ‘연구수월성위원회’는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전체 과정을 개선하고, 더 유용한 연구가 되도록 원칙과 기준을 정하며 모델을 제시하고 제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연구단은 글자 그대로 연구를 진행하는 그룹을 지칭합니다. 주로 개별기관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과제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영향력이 큰 주제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포용성장연구단’은 포용, 일-생활 균형,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사회보장체제 등 어느 한 기관이 할 수는 없으나 통합적 연구가 필요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제는 

혁신역량 향상과 함께 여러 기관이 참여도 하고 통합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가 갖춰졌다는 것이 그동안의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가모델을 만들고 초기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국가비전을 더욱 체계화· 

정교화하고 각 분야별 정책의 지침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초기에 고민했던 마음만큼 충분히 진도를 내지 

못했다고 생각하기에 3년차에는 진정한 미래지향적 국가모델을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세계 포용국가라는 틀에서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인류애를 발휘하고, 이제는 기여하고 

공헌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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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진  2020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요 운영 방향과 역점 과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 사항은 무엇이지, 그리고 어떻게 전개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성경륭  여전히 ‘혁신적 포용국가’, ‘세계 포용국가 연합’이라는 국가비전의 정립과 체계화가 주요 목표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 수립은 발전국가 시기의 양적 성장 패러다임에서 포용국가 시기의 질적 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삶의 질 향상, 창의력 교육(또는 창의혁신형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역량 강화 방안 

으로는 인간 역량 강화(교육혁신, 창의적 인재 육성), 시간관리 능력 강화(미래 분석 및 예측 능력 증진, 2020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 대회, 미래예견적 국정관리 체제 구축), 공간관리 능력 증진(Global Korea Forum 운영, Global Soft 

Power 연구 및 활용, 한-아세안/한-북방 정책연구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국가비전의 확고한 정립을 바탕으로 이러한 개념 위에 어떤 발전을 지향해야 할지에 대한 연구를 더 심화해야 

할 때입니다. 더 나아가 포용의 원리를 밖으로도 확대하여 한국과 세계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대외수출국이 200군데가 넘고, 재외동포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190개 국이며, 적극적인 한류 팬이 전 세계에 8,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영화 ‘기생충’은 물론 영화감독 봉준호라는 한 개인에게도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싸이, BTS 

등 음악 쪽에는 톱스타들이 많았으나 영화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성과내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으나 

올해 아카데미에서 4개 분야의 오스카상을 받았고, 모든 사람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소프트파워라고 부릅니다. 경제규모 확장과 함께 경제영역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강대국 대열에 올랐고, 이제는 문화 

영역에서도 강대국 반열에 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동시에, 이전과는 몰라보게 커진 덩치와는 별개로 마음은 여전히 작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반성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 생태적 지속성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다른나라에 기여하고 같이 협력하여 

세계의 일을 우리 일처럼 생각하고 아픔을 느끼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마음을 열고 세계인을 포용하는 생각의 깊이나 

크기를 더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 포용국가라는 틀에서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인류애를 발휘하고, 인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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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고 공헌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역량이고, 각자 가진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발전 동력 차원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 국가를 이루어, 세계 포용국가 

모델이 우리의 고유한 국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정책연구의 수월성과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전주기적 연구성과 관리 체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  

반상진  연구회의 추진목표 중에 ‘국책연구기관 정책연구 생태계 혁신’과 중점 추진 방안으로 ‘정책연구의 수월성과 실효성 

확보’가 있습니다. 정책연구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국책연구기관 정책연구 생태계 혁신’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연구회 중점 추진 방안인 ‘정책연구의 수월성과 실효성 확보’ 관련 고견과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성경륭  정책연구의 생태계 혁신은 크게 ‘연구회-연구기관 간 협력 생태계 구축’과, ‘연구회-연구기관-대학간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구회-연구기관 간 협력 생태계 구축’은 8대 위원회, 5대 연구단을 중심으로 

하고, ‘연구회-연구기관-대학간 협력 생태계 구축’ 활동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과학기술연구회(NST)-

공학한림원(NAEK)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혁신경제연구회〉,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일본연구회〉를 

결성하였고, 조만간 〈포용국가연구회〉, 〈중국연구회〉, 〈미국연구회〉, 〈동남아연구회〉, 〈북방연구회〉, 〈중동연구회〉, 

〈유럽연구회〉, 〈미래교육혁신위원회〉 등을 추가로 결성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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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의 수월성과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는 ‘전주기적 연구성과 

관리(Total Research Cycle Management) 체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느냐와 관련된 것으로 전체 연구과정을 잘 설계하여 

좋은 결과로 연결되도록 연구성과 관리체계를 성안 중에 있습니다. 

방법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연구과제 선정단계입니다. 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국민적  요구가  무엇인지 ,  정부부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과정을 통해 대상과 집단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연구진 구성입니다. 미국 P&G의 연구개발 전략인 CND(Connect and 

Development) 모델처럼 폐쇄성을 극복하고 개방형으로 전문가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개발 과정에 있어 내부 연구진이 

모든 것을 잘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외부의 전문가와 협력체계를 

구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구과정이 알게 모르게 연구기관 내부 중심, 

작은 연구팀 중심으로, 혹은 밖으로 개방할지언정 알음알음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만 참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전히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이 분야 최고전문가인가? 

최대의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가?” 셋째, 최고수준의 연구자들이 

‘현장을 찾아 대화하는 일련의 과정 등을 잘 수행하고, 연구성과를 

내고 어떻게 평가하고 적용되는지’까지가 연구의 마지막이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가서 피드백(교육연수·혁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책연구의 수월성, 실효성을 증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큰 연구주제, 국가 장래를 위한 ‘메가 프로젝트’를 위하여 

별도의  혁신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올해에는 

신규로 〈미래교육혁신연구회〉를 조직하고 있는 중이며, 여기에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연구회 내부 연구기관 

외에도 교육혁신에 참여하는 기관들(기업-대학-정부기관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분야별로 문을 열고 외부 연구자들과 

최대한 많은 토론을 하려합니다.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살려 주는 공동체, 

공동체의 연대와 발전에 기여하는 개인, 둘 사이의 

자유로운 연합 실현이 교육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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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진  이사장님은 교육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교육철학 혹은 인생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교육이 처한 현실과 교육분야의 최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포용국가를 위해 이사장님께서 생각하는 교육혁신은 

무엇인지, 교육혁신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경륭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살려 주는 공동체, 공동체의 연대와 발전에 기여하는 개인, 둘 사이의 자유로운 연합 

실현이 제가 지향하는 교육철학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최고 자산은 국민 개개인의 뛰어난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5.31 

교육개혁 이후 시험, 순위, 서열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한국교육이 처한 현실은 ‘표준화’, ‘암기’, ‘시험’, 

‘등수경쟁’ 교육에 집착하는 것과, 세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과 이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 실패가 최대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표준화, 노동집약, 기계식 생산시대였다면 지금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자동차도 만들고 공장도 만들어 내는 시대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자가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교육혁신의 의미와 방향 세 가지, ‘인적자본’, ‘사회자본’, ‘팀 지니어스’ 형성  

제가 생각하는 교육혁신의 의미와 방향은 다음 세 가지로 나열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증진하여 새로운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구성원들 간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와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셋째, 다재다능한 개인들이 

함께 모여 서로 협력하고 더 큰 목표를 이루는 ‘팀 지니어스(Team Genius)’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초연결시대, 저출산·고령화 등 급속한 시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을 통한 혁신역량과 신뢰, 협력의 포용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팀 지니어스 형성을 위해 포용과 혁신, 정의와 평화를 주요 가치로 하는 창의력 교육과 협동교육 

중심으로 국가교육을 대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 확장을 통해 여러 나라 사람들과 공생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넘어 국가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래교육은 개별화된 의료, 마케팅처럼 ‘개별화 교육’으로 가야  

반상진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상 수상 소식도 그렇고 박찬호, 류현진, 김연아, 싸이, BTS 등 예체능, 문화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은데, 예체능 영역이 기존의 교육체제, 우리의 학교교육에서 약간 소외된 영역이었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기존의 학교교육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륭  현재 우리나라 예체능 분야는 세계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입니다. 이런 면에서 학교교육 현장에서의 고민은 더 

깊어진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인데 전 세계에서 한국을 좋아하는 인구, 한류 팬이 8,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한국 음악, 드라마를 좋아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는데, 한국이 좋아서 스스로 

한글을 혼자 깨우치고, 음악과 영화, 드라마를 보는 등 문화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요즘 고등학생 상당수가 수업 중에 낮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미리 하고 오는지라 학교 

에서는 배울 것이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막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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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센터’에서는 잠자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의 

학교교육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학생 스스로가 신나서 하게 해야 합니다. 흔히들 평균의 종말이라 하지요. 

자동생산이라는 공장식 생각을 바꾸어, 가지각색의 끼를 가진 사람들이 학교에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역량’을 키워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경희 교수의 저서 ‘틀 밖에서 놀게 하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류 학교교육보다 학교의 ‘감옥’에서 탈출하고, 부모에게 냉대 받아가며 스스로의 길을 개척한 학생들이 

세계에서 각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표준화 교육은 이제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교육도 다 다르

게 설계해야 합니다. 미래교육은 개별화된 의료, 마케팅처럼 개별화 교육(Personalizing Teaching & Learning)으로 

가야합니다. 

  표준화 교육에서 ‘창의력 교육’으로, 경쟁교육에서 ‘협동교육’으로 전면적 변화를 

이루어야 할 시기  

  한국교육개발원이 변화를 일으키는 ‘Change Agent’의 역할을 수행하는 선도적 기관이 

되기를 희망  

반상진  끝으로, 연구회 소속 26개 국책연구기관 중 48년의 역사를 가진 대표적 교육정책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바람직한 역할, 또는 앞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바라는 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성경륭  모든 변화는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교육은 기존의 생각을 강화하거나 고착시킬 수도 있고, 새로운 

상상과 생각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신기술과 신산업의 등장, 기존 산업과 고용구조의 와해, 인구

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패권질서의 변화 등 급격한 국내외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육은 표준화 

교육에서 ‘창의력 교육’으로, 경쟁교육에서 ‘협동교육’으로 전면적 변화를 이루어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교육개발원이 바로 그 변화를 일으키는 ‘Change Agent’의 역할을 수행하는 선도적 기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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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 제7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2018 ~ 현재)

•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2004 ~ 2020)   

•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2007 ~ 2008)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2003 ~ 2007) 

•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

성 경 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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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간이 어떻게 교육을  
바꿀 수 있을까?
서길원(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초등학교의 놀이 기반 교육과정에  
따른 미래형 학교공간 재구조화
이수영(서울교육대학교 교수)

학교 안과 밖의 교육환경과  
안전한 학교
유용흠(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학교안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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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을 담는  
학교공간 · 환경 혁신과  

안전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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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말 

오늘날 지식정보화와 세계화, 교육수요의 다양화와 복잡화 같은 새로운 환경으로 인해 학교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 산업사회형 학교체제에서 벗어나 미래형 학교체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학교공간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할 수 있다.

존 듀이(John Dewey)는 “환경이 아동을 교육한다”라고 했고, 몬테소리(Montessori)는 “아이들은 환경만 준비되면 

본능적으로 스스로 잠재능력을 발달시키고 창조한다”라 하며 환경의 중요성을 주창해 왔다. 이탈리아 건축가 Gio Ponti는 

“학교 건물이 가르친다”라며, 배움의 공간을 잘 꾸미는 일은 살아 있는 지식을 운용하는 능력을 키우고 체험의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고 보았다.

제2차 산업혁명기에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교육을 실시하는 근대 학교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면서, 교육 보편화를 

위해 교육과 관련된 여러 측면을 표준화하게 되었다. 학교공간 역시 이렇게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의 학교 구조는 해방 후 

학교공간이 어떻게 교육을  
바꿀 수 있을까?
서길원(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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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후반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학생 수를 

고려하여 구조화되었는데, 학교는 그저 학생을 수용하고 가르쳐야 

하는 현실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근대 학교제도를 탄생시켰던 것과 같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미래가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시기 아이들은 자신을 

둘러싼 공간에 따라 스스로를 형성시키게 되는데, 학교는 아이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성과 삶의 근본이 세워지는 절대 

공간으로, 지식을 쌓고 지혜를 공유하며 성장하는 터전으로 거듭나야 

한다. 

  학교공간의 교육적 의미

1. 학교 건축의 역사적 정황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교는 그저 학생을 수용하고 가르쳐야 하는 

현실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학교 건축물의 구조는 

1950년대 후반에 지어진 표준 모델로, 개발독재 시대를 거쳐 

1990년대 말경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과거를 답습하는 정도로 

남아있다. 개성 있는 건축물들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대도시 학교들은 

보통 네모지고 각진 커다란 틀 속에 교실들이 빽빽하게 자리잡은 

건축물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가 규격화된 성냥갑처럼 지어지던 

근대 시기 학교공간에 숨겨진 교육과정은 시간표에 드러나 있는 

교과목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감시와 처벌」의 저자 푸코(Michel Foucault)는 “근대학교 건물은 

교도소 구조를 닮았고 그 구조 자체가 복종형 인간을 길러내는 훈련관 

역할을 해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와 군대, 감옥 등의 구조를 ‘일괄 

감시 체제’라 불렀다. 

근대기 우리 학교는 일본 군국주의 통치기 학교 건축물 조성방식에 

의해 만들어져 있었다. 복도를 주축으로 각 교실이 나열된 편복도 

일자형 학교 건축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효율적으로 많은 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이다. 학교공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훈육과 

통제에 있다. 교육 공간, 교지(校地)와 교사(校舍)의 구조를 일제식 

훈육에  맞도록  조성했다 .  교사동―조회대―운동장―교문으로 

이어지는 학교 배치는 군부대 배치도와도 비슷한 구조이다. 운동장은 

연병장 구실을 하고, 교장실은 관리통제를 위해 중앙에 자리 잡고, 

교실 내부 구조는 일사불란한 규율에 따라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이다. 감시와 통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매우 

권위적이고 기능주의적인 획일적 양식의 구조이다.

2. 학교공간과 학교문화

일반적으로 건축은 생활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한다. 학교 건축에서 

생활을 담는다는 것은 주로 교육과정, 교사와 학생들의 생활에 적합한 

공간 구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학교 건축은 교육과정 

운영과 생활에 적합한 공간 구성이라기보다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 확보에 급급했던 것이 현실이다.

사회 전반의 분권화·자율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학교행정 시스템은 

여전히 상명하달의 통제구조와 권위주의적 관행이 지배하고 있다. 

학교는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등 행정업무 기능을 하는 공간과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실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행정과 교수는 

분리되고, 교실과 교실은 단절되어 있다. 교사는 교무실의 자기 

자리 이외에 교사휴게실, 도서관, 교사식당 정도를 이용할 뿐이다. 

교과교실이 주어지는 일부교사를 제외하면 교사들은 토론이나 연구를 

위한 공간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사들의 동선 역시 교무실, 

담당 학급의 교실에 주로 머무르며 매우 한정되어 있다.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교실구조는 근대학교의 특성상 위로부터 주어진 행정업무와 

국가가 제시한 교육과정을 교사의 개별적 교수활동과 책무성에 

의존함으로써 고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교사문화를 양산하였고, 이 

결과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업무 관행이 자리 잡게 되었다.

교직원의 행정업무 공간은 소통과 협력을 위한 개방적인 학습공간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교사의 개별적 역량을 넘어 학교 역량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협업적 활동이나 상호관계를 통한 동료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통제와 권위로 대표되는 

학교공간을 자율적 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권위주의와 교실 공간

우리나라 교실의 전형적인 배치는 일제수업을 위한 것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마주 보고, 교실 앞쪽 창문 근처에 교사의 사무용 책상이, 

가운데는 교탁이, 학생들의 책상들은 분단을 이루어 앞쪽을 바라보게 

위치해 있다. 교실에서의 좌석은 교사에 의해 지정되고 학급에서의 

공간 사용은 교사용 공간과 학생용 공간으로 뚜렷이 분할되어 있다. 

교실의 앞부분은 칠판이나 멀티비전 등 교수활동에 필요한 용구나 

자료들이 배치되어 있는 ‘교사 공간’으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교사용 책상 가까이 학생들을 접근하지 않도록 하며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주의시킨다.

상대적으로 교실 뒤쪽은 ‘학생 공간’이다. 학생들은 주로 교실 뒷문을 

사용하며 여기에 그들 생활에 필요한 용품들이 놓인다. 쉬는 시간에는 

교실 뒤편이 놀이터의 구실을 하기도 해서 언제나 북적거리는 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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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되기도 한다. 

통제의 힘이 덜 미치는 복도 또한 아이들에게 통행로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고, 화장실과 같이 폐쇄적 공간에서 아이들만의 새로운 

권력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교실의 배치와 공간 이용은 권위에의 복종, 순응, 인내 등을 

의미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를 ‘즐거운 생활의 장’이기보다는 ‘극기의 장’으로, 전인적 

성장을 위한 안정을 제공하는 공간이기보다는 불안과 권력구조를 

재생산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래 학습을 위한 학교공간의 변화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교육제도나 교육과정, 

방법 등의 변화 못지않게 교육환경의 중요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학교 외관만 바뀐다고 해서 공간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 머무르는 곳인 ‘교실의 

변신’이야 말로 학생들의 배움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최신식 멀티미디어실이 들어서고 교실마다 전자칠판과 TV가 설치되는 

등 시설은 지속적으로 좋아졌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학교공간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 

요즈음 학교 시설이 현대화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학교 안에서 학생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생활공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많은 학교가 

열악한 시설과 환경을 유지하며 통제와 감시의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다. 

학생들은 등교 후 교실에 입실하고 나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동선의 변화 없이 교실에 머무른다. 

도서관, 상담실 등의 필요성은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상호작용을 위한 공간이나 휴식 공간, 학생들의 흥미·특기를 개발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까지는 발전하고 있지 못하다.

축제, 자치활동과 같은 수업 이외의 학생 활동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강당이나 체육관, 운동장 등 트여 있는 공간으로 동선을 확장한다. 

연극이나 발표회 등 활동중심 교육활동을 전개하면 학생들은 각자 

활동한 그룹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복도 등 교정의 여기저기를 

탐색하게 된다. 이처럼 활동중심 교육활동으로 학교의 자율적 공간이 

확대되면 권위적 학교공간에서도 자유로움, 해방감 등을 느끼게 되고 

학교는 새롭게 탈바꿈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일제수업만이 전제된 교실공간은 다양한 교육방법을 실시하기

에는 공간의 형태나 면적 등의 여러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 환경과 공간 재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양한 조작활동, 체험활동, 협동활동, 구체적 

조작활동을 증진하고, 학생 간의 협력적 활동이 촉진되도록 전면 교수 

칠판으로 집중되는 교실 배치구조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협력활동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시설환경은 집단의 역량강화와 

창의적 교육활동까지도 촉진하게 한다. 이를 위한 교실의 개방성, 

그룹 워크(group work)가 가능한 공간의 배치, 팀별 활동과 참여를 

유도하는 시설환경을 통해 협동과업 수행과 공동 실천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미래교육 체제 도입을 위해 소셜 네트워크에 기반한 

스마트 교실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클릭수업, 

다운로드 수업, 영상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학습 시스템은 

교수의 획일성과 편의주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미래형 교실을 구축할 때 교수학습의 개별화, 효율성뿐만 아니라 

학습자와 교사의 관계, 학생의 정서적 증진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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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간’이라고 하면 우리는 학교 교실을 떠올린다. 50~60년대 학교를 다닌 조부모 세대나 80~90년대 학교를 다닌 

부모 세대,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 세대 모두 네모난 공간의 앞쪽에는 칠판이 있고 칠판을 향해 책상과 의자가 교실 

뒷면까지 나란히 줄 맞춰 배치되어 있는 교실을 떠올린다. 시대에 따라 한 교실의 책상과 의자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기본적인 

배치는 여전하다. 교실 이외의 학교공간은 복도, 계단, 화장실, 운동장, 교무실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만큼 교실은 

학교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심적인 곳이며 학생들의 활동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 

활동은 학습이기에 결국 교실은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된 곳이다.

현재 학교의 모습은 많은 수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목적이었던 시기에 

설계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 학습은 변화하고 있다. 학습은 더이상 교사로부터 학생에게 향하는 

1)  본 원고는 이수영 외(2019)  「놀이 중심 미래형 초등학교 학습 공간 재구조화 방안」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발췌·수정하였음.  

초등학교의 놀이 기반 교육과정에 따른 
미래형 학교공간 재구조화
이수영(서울교육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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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향적 지식 전달의 결과가 아닌, 학습자 스스로가 의미를 찾아가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된 교육과 학습에 과거의 교육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설계된 교실 

구조와 배치는 적합할까? 당연히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부(2019)는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공간 혁신을 통해 미래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23년까지 교실 단위 공간 혁신(1,250개교)과 학교 단위의 공간 

혁신(500개교) 사업을 지원한다. 이에 발맞춰 각 지자체 교육청에서도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학교공간 재구조화 

예산이 학교시설 개선(예를 들어 화장실 개선, 냉난방 시설, 학교 

벽면 색칠)에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학습을 위한 교실 공간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칫하면 교실 

공간의 재구조화 역시 시설의 개선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 물론 

쾌적한 환경(자연조명, 공기의 질 등)은 학업 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좋은 학교시설에서 학습한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기준 이하의 건물에서 학습한 학생보다 5~17% 높으며, 40㏈ 이상의 

소음이 학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Earthman, 2002), 넓은 

창문을 통한 자연 채광이 학생들의 수학과 독해 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Heschong Mahone Group, 1999), 교실 실내 

온도가 섭씨 23.3도 이상일 경우 학생들의 읽기 속도, 독해, 수학 

성취도와 부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Harner, 1974) 등은 학교시설 

개선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이처럼 교실 물리적 환경의 시설적 측면 

개선과 함께 학습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공간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환경 심리학자인 Baker(1968; 1976)는 환경의 단위로서 행태적 

장(behaviour settings)은 물리적 요소(장소, 인테리어, 가구, 

책상, 컴퓨터, 장비와 기자재 등)와 사회적 요소(사회적 관계, 절차, 

행위)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학습 공간도 학습이 일어나는 행태의 

장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학습 공간의 주요한 사회적 요소는 바로 

학습이다(이수영, 2020). 

Oblinger(2006)는  ‘공간 (spaces) ’  그  자체가  변화를  위한 

에이전트(agent)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변화된 공간은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practice)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교육의 

혁신을 위해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간의 변화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학습 

공간을 변화시킴으로써 학습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활동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이수영, 2020)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Sanoff(2001)는 학습 공간을 ‘제2의 교사’로 보았으며 공간은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 가치, 태도 그리고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하였다. 한편 Barrett et al.(2015)은 ‘교실 

공간의 자연스러움(naturalness – 조명, 온도, 공기의 질), 개인화/

개별화 정도(individualization – 유연성과 자기주도성) 그리고 자극의 

정도(stimulation – 색상과 복합성(colour and complexity))’가 

학생들의 읽기, 쓰기, 수학 분야의 학업적 수행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학교에서의 학습 활동은 그 배경인 학교공간의 영향을 받는다. 

교실 공간에서 교사가 칠판 앞에 서 있고 학생들은 줄을 맞추어 교사를 

바라보고 앉아있다면 교사주도의 강의식 교육이 효율적일 것이며,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서로 마주 보고 둥글게 앉아있다면 

상호작용이 활발한 토론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용이할 것이다. 이처럼 

학교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배움의 형태가 정해질 수 

있다(이수영 외, 2019). 

  초등학교의 놀이 기반 교육과정

유니세프(UNICEF, 2018)에서는 유아 및 아동기 학습을 위한 중요 

요소로 놀이(play)를 강조하고 있다. 놀이는 유아와 아동이 발달 

단계에 따른 핵심적 기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유의미성(meaningful), 재미(joyful), 능동적 참여(actively 

engaging), 반복성(iterative), 사회적 상호작용(socially interactive) 

등의 특성을 가진다(UNICEF, 2018). 

피아제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감각운동기에는  기능놀이 

(functional play), 전조작기에는 구성놀이, 극놀이와 같은 상징놀이 

(symbolic play), 구체적 조작기에는 규칙이 있는 게임 등의 놀이를 

통해 발달 단계에 맞는 인지적, 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사회적 구성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인 비고츠키 역시 아동이 또래 혹은 

성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놀이 과정에서 정신적 도구 획득하기, 규칙 

이해하기 등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놀이 중심 학습’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학습하는 것으로,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놀이 활동은 교육과정에서 기대되는 학습 

성과를 가져온다. 이때 놀이는 별도의 교육과정이나 시간을 때우기 

위한 활동도 아니고, 특별히 계획된 활동이 없거나 학습지를 일찍 

끝냈을 때 주어지는 보상도 아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친구들과 더불어 활동하고 사고하며,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을 

즐기고,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의 의견이 나와 다를 수 있지만 존중해야 

함을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만들고 탐색하고 탐험하고 관찰하는 

학습자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즉, 놀이의 특성과 속성이 반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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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들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놀이 기반 교육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놀이 중심 학습은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대표적 교수법으로 능동적 학습(active 

learning), 협동협력 학습(cooperative & collaborative learning), 

탐구학습(inquiry-based learning), 경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 

안내된 발견학습(guided discovery learning), 문제기반학습(problem-

based learning), 프로젝트 기반학습(project-based learning), 그리고 

몬테소리 교육(Montessori education) 등이 있다(Parker & Thomsen, 

2019). 

이러한 교수법의 공통점은 지식 전달을 위한 교사 중심의 설명식 

강의를 지양하고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 학습을 추구하는 것으로,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의  주체로서  배움을  즐기고  몰입하는 

과정에서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놀이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놀이의 특성이 

반영된 교육과정을 통해 주체성(ownership), 재미(joyful), 능동적 

참여(active engagement), 그리고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을 

통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놀이 기반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 공간 
재구조화

놀이  중심  학습을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회성과  정서 ,  신체적 , 

인지적인 전인적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놀이의 속성이 포함된 학습자 

중심 학습 활동으로 보고, 이러한 놀이 기반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10가지 요소로 

모형화하였다(이수영 외, 2019).

1. 상호작용을 위한 공간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이 생활하고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등학교는 아동 초기 사회적 관계의 규모가 

확장되고 복잡해지는 시기로, 이러한 상호작용이 의미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필수적이다. 쉬는 시간이나 중간놀이 시간, 방과 

후 등에 아이들끼리 수다도 떨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교실 내뿐만 아니라 교실 밖 공간을 활용하여 다른 반이나 

다른 학년 학생들과도 자연스럽게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2. 성찰을 위한 공간

초등학교 시기는 사회성과 함께 자존감, 자신감, 개인 내 지능 등 

자신에 대한 이해가 발달하는 시기이다.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나’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는데, 이는 내면적 

성찰과 내적 사고(passive thinking)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성찰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며, 아이들의 키에 맞춘 안전함과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예, den, cave, tent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사색과 성찰을 위한 공간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명상이나 요가, 휴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3. 개인화를 위한 공간

초등학교 시기는 자존감과 더불어 자아정체성이 발달하면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한다. 이는 타인과 다른 나만의 특성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학교와 교실 공간은 이러한 개인화의 욕구를 억제하고 

있다. 획일적으로 설계된 네모난 교실에서 똑같은 모양과 크기의 

책상, 의자에 앉아 같은 내용의 교과서를 다 함께 같은 방식으로 

배운다.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은 반영되지 못하는 환경이다. 교실의 

크기와 모양, 책상과 의자를 개인화, 개별화하여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소한 자신의 공간,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꾸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물함, 신발장, 책상 등에 자신의 특성을 나타낼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학급과 학교에 대한 소속감, 나만의 공간에 

대한 책임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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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속 공동체의 문화와 전통을 나타내는 공간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나-가족-우리 동네-우리나라-지구촌’으로 

아동이 속한 사회 공동체를 점점 확장해 나가도록 구성되어 있다.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이해, 관심을 확장하는 것도 학습의 일부이기 

때문에  학교공간도  이를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교는 전국 어디나 모두 한결같은 모습이다. 도시 

한복판에 있는 학교나 도서 지역의 학교나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마을, 우리 지역 공동체의 특징을 학교공간 설계에 포함함으로써 

‘학교에 다닌다’에서 ‘우리 학교에 다닌다’로 소속감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동의 사회성, 정서 발달에 기여할 것이다. 

5. 신체적 놀이를 위한 공간

초등학교 시기 건강한 신체 성장과 운동 기술의 발달은 필수적이다. 

정규 교육과정 상 체육 시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휴식과 놀이 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아동들의 신체적 발달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놀이를 위한 교실, 놀이터, 운동장, 체육관 등의 공간 설계가 

중요하다. 놀이를 위한 공간은 놀이의 특성상 특정 놀이나 목적에 

맞춰 구조화된 공간보다는 비어있는 공간 또는 비구조화된 공간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놀이 활동 공간으로 더 적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놀이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6. 탐구와 실험을 위한 공간 

피아제의 인지적 발달 단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시기에 아동들은 

구체적 조작기에서 추상적, 논리적 사고가 급성장하는 형식적 

조작기로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시기에 구체적 조작에서 

형식적  조작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중간  연계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찰하고 예측하고 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 즉 추상적으로 예측한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둘 

간의 연계가 확립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년별 발달 

단계에 맞춘 다양한 실험과 실습이 제시되어야 하며, 구체적 조작을 

통한 실험과 실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갖춰야 한다. 

실험·실습은 과학뿐 아니라 다른 교과와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메이커 수업, 창작 수업, 코딩 수업, 실과 수업 등을 위한 공간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7. 능동적 학습을 위한 공간 

학습자 중심 수업은 지식의 단순 암기보다는 학생들 자신에게 

‘유의미한 이해(meaningful understanding)’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동적 학습자가 아닌 능동적 학습자로서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에 

책임감과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교사의 지시에 따른 학습이 아닌 

스스로가 학습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갈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은 교실 내에서 개별화된 맞춤형 수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한 

학급의 학생 모두가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방법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수준과 진도, 관심사와 학습 스타일, 학습 목표에 따라 

학습이 진행되며, 교사는 각각의 학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교실 앞 교사를 바라보는 

책상과 의자의 일렬 배치보다는 학습자들이 각자 자신의 학습에 가장 

적합한 공간과 배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교사가 교실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개별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책상 간 

여유 공간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8. 소규모 및 대규모 모둠 활동을 위한 공간 

능동적 학습을 위한 개별화 학습과 더불어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통한 

모둠 학습도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활동이다. 이미 많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러한 학급 내 소규모(3~5명) 활동을 위한 좌석 배치 등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의 학습 공간은 학급 내 소규모 활동뿐 

아니라 학급 간, 학년 간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모둠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모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유롭고 쉽게 배치를 

변경할 수 있는 이동이 용이한 책상과 의자, 그리고 협력학습, 토론, 

토의를 지원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 노트북, 프로젝터 등의 기자재도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9. 자연 관찰과 탐색을 위한 공간 

아동들이 자연을 접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은 

인간성의 회복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자연을 직접 접하고 관찰하고 

탐색하는 경험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학생들의 정서와 감성 발달뿐 

아니라 자연 지능과 관찰, 탐색, 탐구 역량의 발달을 위해서 자연을 

직접 접하며 자연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실 내 정원, 학교 텃밭, 자연 채광, 밖을 볼 수 있는 큰 창문, 쉽게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 등의 디자인 요소들이 시도되고 있다. 

10. 창의성과 예술성 표현을 위한 공간 

아동의 호기심, 감성, 지각을 자극하고 창의성과 예술성의 표현이 

자유로운 공간이 필요하다. 다양한 색상과 질감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영감을 일깨워서 창의적, 예술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리기, 만들기, 연주하기, 춤추기, 

연극하기, 노래하기, 글쓰기, 말하기, 발명하기, 실험하기, 꾸미기 등 

학생 각자의 재능과 관심에 따라 자신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표현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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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간의 재구조화는 물리적 공간의 재구조화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간적 공간의 재구조화, 즉 활동의 변화가 필요하다. 놀이 중심, 놀이 기반 학습 활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다양하고 유의미한 학습 활동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동일한 공간이라도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안내하고 지도하느냐에 따라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다양한 학습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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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을 위협하는 학교 환경

학생의 안전은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이자 어른들의 책무이다.

학교 환경은 다른 시설들에 비해 보편적으로 안전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는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 

2019년 학교 주변의 스쿨존에서 한 어린 학생이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스쿨존 교통안전에 대한 모두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그 결과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9년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는 100여 명의 학생과 교사가 침착한 초기대응으로 무사히 대피하여 큰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으나, 현명한 대응이 없었다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큰 사고였다. 이렇듯 예기치 

못한 사고와 더불어, 아래의 사진과 같이 반경 1km 이내 다수의 성범죄자가 거주 중인 곳에 위치한 학교는 학생의 신변안전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 이렇듯 우리의 학교는 아직 안팎으로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에 노출되어 있다.

학교 안과 밖의 교육환경과  
안전한 학교
유용흠(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학교안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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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주변 1km 이내 / 성범죄자 22명 거주 지역  은평초등학교 화재 

출처: [왼쪽] 한국교육개발원 (2017). '학교 셉테드 컨설팅 가이드라인'

출처: [오른쪽] 연합뉴스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

1.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위험요소들 중 특히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최근 적극적으로 학교공간에 도입되고 있는 설계 기법이 

셉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이다. 

셉테드의 개념은 미국 범죄예방연구소(NCPI: National Crime Prevention Institute)의 의견에 따라 건축 환경의 적절한 

설계(Design)와 주어진 환경의 효과적인 활용(Use)을 통해 범죄발생수준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학교의 범죄 위험성과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의거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후부터는 

시·도교육청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설 학교의 경우 셉테드가 적용된 공간으로 지어지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외부인에 의한 범죄에 취약한 편이다. 2018년 방배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인질 사건은 구체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공간 내부로의 출입은 사전 허가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허용해야 

하며, 학교 내로 들어가는 모든 외부인은 아래의 사진과 같이 행정실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실

중앙현관

1)    Timothy D. Crowe, Lawrence J. Fennelly(2016). “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기문당, pp34~35, 

한국셉테드학회 편찬위원회 번역.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7). '학교 셉테드 컨설팅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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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출입자의 확인이 가능한 행정실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7). '학교 셉테드 컨설팅 가이드라인'

 경기 성문고등학교  강원 내촌중학교  경북 의성초등학교 

또한 학교공간에서 학생들에게 사고, 범죄 등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바로 알릴 수 있게 하는 비상벨을 

학교 내 구석진 공간 및 위험공간에 설치하여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야간에는 학교에 조명을 밝혀 학교공간의 범죄 

위험성을 낮추도록 한다. 밝은 조명은 비행 청소년들이 모이는 현상을 방지하고, 산책이나 운동과 같은 긍정적 활동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의 수를 늘려 학교공간을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이처럼 다양한 셉테드 기법을 적용하여 학교는 범죄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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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17). '학교 셉테드 컨설팅 가이드라인'

2. 안전의식 및 재난 상황 대처를 위한 안전체험교육시설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비단 범죄만은 아니다. 실제로 더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예기치 못하게 벌어지는 재난 상황이다. 일례로 최근에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및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인한 학생사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났다. 사고 시에 안전하게 대처하는 것은 평상시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및 사회재난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교육부는 2014년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개발하고,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해 종합 및 소규모 안전체험관, 안전체험버스, 

안전체험교실 등의 시설에 대한 설립·운영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4년 종합안전체험관 4개소, 안전체험버스 4대를 

시작으로 하여 2020년 1월 현재 종합안전체험관 14개소, 소규모안전체험관 12개소, 안전체험버스 9대, 안전체험교실 

59개소가 설립 및 운영 중이다.

 충북학생수련원 제천안전체험관 지진 안전체험 사례 

출처: 제천 안전체험관 홍보영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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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학생안전체험교육원 완강기 체험 

출처: 경남학생안전체험교육원 홍보영상 일부

 2020년 1월 기준 교육부 안전체험시설 현황 

구분 추진 현황 지역

종합안전체험관 11개 교육청 – 14(7*)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소규모안전체험관 8개 교육청 – 12(6*)개소 서울, 대구, 광주,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안전체험버스 8개 교육청 – 9(7*)대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경남

안전체험교실 16개 교육청 – 59(35*)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현재 운영 중인 시설 개수) 

종합 및 소규모 안전체험관은 유·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이 체험교육 대상이 되며, 안전체험교실은 단위 학교 

학생과 주변 학교 학생, 안전체험버스는 초등학교 저학년 및 유치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체험시설을 통하여 

최근의 안전교육은 기존의 이론중심 교육에서 체험중심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위험상황 시 행동요령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힐 수 있게 하는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평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안전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 주변에는 아직도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지자체, 학교 등은 다양하게 노력 중이다. 계속된 노력과 더불어 우리 모두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여간다면 학교는 더욱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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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육부 교육정책 방향과 
중점 과제
주명현(교육부 기획조정실장)

학생의 정치 참여와 시민교육
정필운(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교원지위법 개정을 중심으로
김혜진(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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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교육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혁신을 실현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변화에 

직면해 있다. 교육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분야인 동시에,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9년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학령인구는 약 100만 명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53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 및 일자리 구조는 첨단기술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부터 초·중·고등학교, 대학, 평생교육까지 전 과정에 걸친 교육체제 

혁신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다양성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혁신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지원 확대 및 고등교육 질 제고를 통해 우리나라 발전을 선도할 미래인재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희망 사다리이자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교육의 역할도 한층 강화하여, 국민들이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20년 교육부 교육정책 방향과  
중점 과제
주명현(교육부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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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20년 핵심 키워드를 ‘포용’, ‘혁신’, ‘공정’, ‘미래’로 정하고, 교육 국가책임 강화, 혁신인재 양성, 교육 공정성 

강화, 미래교육시스템 구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 교육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 

내고자 한다.

  2020 교육부 정책방향 및 추진 과제

1.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먼저 각별한 배려와 돌봄이 필요한 유아와 초등학교 1학년을 국가가 책임지도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유치원과 학교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현원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과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도입하였고, 올해 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을 완료하여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올해는 이를 토대로 유아교육의 질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모든 유치원에 전면 도입하고, 건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목표로 국·공립 유치원 학급 신·증설 및 유형 다양화를 지속 

추진하면서,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오후 돌봄과 통학버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초등학교는 정규 학교과정을 시작하는 단계로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긴장과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초등학교 단계에서 1학년을 ‘학부모 안심학년제’로 운영해 학습-안전-돌봄 전 

영역에서 집중 지원한다. 

교육부는 초등 저학년 단계의 기초학력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도록 정규수업 내 협력수업을 확대하고, 정규수업만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학습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기존 교실을 놀이와 쉼이 

가능한 복합형 공간으로 혁신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돌봄 수요가 높은 학교를 시작으로 방과후 

연계 돌봄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석면,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축하고, 등하굣길 안전에도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학업중단학생 등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유아부터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교육비 부담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특히 올해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7년 만에 인상되고,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도입된 고교 무상교육이 2학년까지 확대되며, 학자금 대출금리가 0.2%p 인하된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고교 무상교육 확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19. 2학기 ’20

고3 고2 고3

’19 ’20

22만원
24만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19 ’202,080만원 2,174만원

상환기준소득 인상

’19 ’202.2% 2.0%

2.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자 한다. 

초·중등교육부터 대학까지 교육 혁신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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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AI)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고등교육분야에서는 첨단분야 전문인재를 

집중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소프트웨어(SW)교육 필수화가 완료되는 

해로, SW교육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AI교육으로 전환할 준비를 시작한다. AI 교육기준(안)을 

마련하고, 시범학교 운영 및 교원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2024년까지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실에 기가급 

무선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AI, 바이오헬스 등 미래 첨단분야 대학 학과 신·증설을 지원하고,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내에 ‘혁신인재양성사업’을 신설하여 첨단분야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연 6,400명 지원한다.

올해 고교학점제를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한다. 고교학점제는 학교에서 다양한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입시 경쟁 위주의 교육이 아닌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문재인정부 핵심정책이다. 

교육부는 2025년 전체 고등학교 본격 시행을 목표로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일반고 전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안에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공간을 혁신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도 함께 달성하고자 한다.

AI 교육기반 조성 고교학점제 추진스마트 학교환경 구축 학교공간 혁신

’20 ’22 50개교, 7,000억

600개교
초·중학교 SW교육 
필수화 완료

전체 초·중·고 교실 
기가급 무선환경 구축 
(~’24)

AI 교육 기반 조성

교실

학교

전체 초·중·고 교당 4개 교실 
무선 AP 구축(’20)

450개교

’19 ’20

마이스터고 
우선 도입

특성화고 전면 도입 
일반고 부분 도입

대학과 전문대학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혁신하고, 산업·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대학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 상생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토대로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내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한 과제들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전문대학은 국가기반산업, 신산업 등 

분야에서 활동할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목표로 실무형 석사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칭)마이스터대학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혁신체계

연구소

학교

기업

교육청

다각적 협력체계 구축

다양한 지역혁신 기관 참여

지역혁신 핵심과제 발굴 및 추진

대학과 연계한 지역혁신 사업 정보 공유

부처별, 기관별 지역혁신 사업 연계

정보 공유와 사업 간 연계지자체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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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부터 시작되는 4단계 BK21 사업을 통해 석·박사급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지원도 늘려서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대학생의 사회진출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진로설계, 취업, 창업 등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계 직무분석을 토대로 산학연계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3. 교육 공정성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

2019년 교육부는 교육분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서열화된 고등학교 체계를 일반고 중심으로 전환하여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19.11)’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대입제도 개선 방안(’19.11)’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 진학 일변도의 교육을 바꾸고,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소질과 적성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19.2)’을 추진한다. 한편 일부 비리 사학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학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감사를 

강화하는 ‘사학혁신 추진방안(’19.12)’을 수립하였다. 2020년에는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되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 교육격차를 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교육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살피고 교육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며, ‘교육 형평성 지표’를 개발하여 사회경제적 배경이 교육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4. 미래교육시스템 준비

올해는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비전 하에 우리 교육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교육부는 교원, 교육과정, 대입제도 전반에 걸쳐 변화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원들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교원 종합대책(가칭 ‘교원정책 2030’)을 수립할 

계획이며,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미래형 대입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또한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 학습경험, 자격 등을 연계·통합한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평생교육시설 평가 인증제를 도입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평생학습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 

맞춤형 평생학습 컨설팅을 제공하며,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석사과정 확대 및 역량학위제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맺으며

2020년 교육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교육 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고,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혁신인재를 양성하여 인재강국으로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 학부모 모니터단,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교육부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교육 혁신을 

달성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전문가, 모든 국민분들께서 우리 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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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의 개정과 학생의 정치 참여 욕구 증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법 제15조)��. 이에 따라 18세 이상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법 제60조),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게 되었다(「정당법」 제22조). 

18세 이상 학생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면서, 18세 이상의 학생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증대와 간접적인 참여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학생의 바람직한 정치 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될 시민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  시행 2020. 1. 14. 법률 제16864호, 2020. 1. 14., 일부개정.

학생의 정치 참여와 시민교육
정필운(한국교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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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위와 같은 관심을 충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우선 현행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정치 참여와 관련하여 시민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살핀다. 그리고 현행 학생의 정치 

참여와 관련하여 시민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학생의 정치 참여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현황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정치 참여와 관련한 교육은 주로 

사회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초등학교 사회, 중학교 사회,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통합사회, 고등학교 한국사, 고등학교 정치와 법이 구체적인 

과목들이다. 

각각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사회는 대단원 5.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에서(고시, 44쪽), 중학교 사회에서는 대단원 3.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대단원 4. 정치과정과 시민 참여에서(고시, 79-81쪽), 중학교 역사에서는 

대단원 9. 현대 세계의 전개에서 학생의 정치 참여와 관련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시, 112-113쪽).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는 대단원 4. 인권 보장과 헌법에서 학생의 

정치 참여와 관련한 교육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시, 127쪽). 

그러나 이 단원의 주제가 인권이므로 여기서 시민 참여에 대한 서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는 대단원 7.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에서(고시, 151쪽), 고등학교 정치와 법에서는 

대단원 1. 민주주의와 헌법, 대단원 2. 민주 국가와 정부, 대단원 

3. 정치과정과 참여에서 학생의 정치 참여와 관련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시, 231-236쪽)��.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양적인 관점에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지나치게 적은 이수 단위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지난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정치 

참여와 관련한 교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학습 시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점 중 하나이다. 더구나 학생의 정치 참여를 위한 

교육과정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정치와 법’은 선택과목 중 하나일 뿐이므로, 학생이‘정치와 법’ 과목을 

2)    지면의 제약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였으니 자세한 것은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2015의 해당 쪽을 참고.

선택하지 않는다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정치 참여와 관련한 

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타과목과 연계하여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한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양지훈 외, 2017). 학교 교육의 

주요 목적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교육기본법 

제2조)하는 것임에 비추면 이것은 문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 독립된 시민 교과 또는 과목의 신설?

위와 같은 이유로 최근에는 기존 교과, 과목을 포함한 교육과정과 

별도로 ‘시민 교육’, ‘민주시민 교육’과 같은 독립한 교과 또는 과목을 

신설하자고 주장한다. 정원규 외(2018)의 주장이 그러한 예 중 

하나이다. 이들은 위에서 문제 제기한 이수 단위의 문제, 분과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 분절적인 창의적 체험활동, 정치 참여와 관련한 

시민교육에 충실하지 못한 사회과·도덕과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과정의 보완을 넘어 독립된 시민 교과 

또는 과목의 신설이 좀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정원규 외, 2018, 

53-55쪽). 

2018년에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과 소병훈 의원에 의해 각각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것을 보면 정치 참여와 관련한 시민교육을 

좀 더 충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는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지만, 공론장에서 그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에 관하여 논쟁하고 그러한 

정책이 다수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 추진되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독립된 시민 교과 또는 과목의 신설도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좀 더 

공론화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시민 교과 또는 과목의 신설을 주장하는 

견해도 일리가 있으나, 시민교육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과와 다른 

나라에 없는 도덕과가 별도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독립된 시민 교과 또는 

과목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 

2. 내용적인 관점에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

• 대의제의 본질과 선거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

학생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중립적 

이해, 시민의 참여 수단에 대한 이해, 지역·국가·국제 공동체에 대한 

이해, 정치적 효능감 체감, 합리적 정치적 판단 능력 향상, 공동체 

의사 결정에 참여 의향·능력 향상과 참여 행위 등이 학습되어야 

한다(서현진, 2015).

그런데 현행 교육과정은 이 중 몇 가지에 문제가 있다. 우선 대의제의 

본질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 우리나라와 같은 현대 입헌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의 실현 형태는 대의제일 수밖에 없다. 넓은 영역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정치적 공동체에서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정부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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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대 복지국가에서 정부의 결정은 그 

유불리가 명확하여 이해당사자의 직접적인 의사결정은 합의가 아닌 

갈등을 증폭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의제, 대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 정당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시민은 대표 선출권을, 대표는 정부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대표는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헌법 

제46조 제2항 참고), 시민은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참고)와 

선거권(헌법 제24조 참고) 행사를 통하여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표를 통제하여야 한다는 대의제의 본질을 우리 

현행 교육과정은 충실히 학습하도록 안내하고 있지 않다. 

민주주의가 실제 헌정에서 대의제로 구현되고, 대의제는 일차적으로 

좋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선거의 참여가 다른 

참여 방법에 비하여 질적으로 다른 중요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은 대표가 모든 특정 사안의 결정을 시민의 뜻에 따라 

하지 않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도, 대통령이나 정당 대표의 뜻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하는 대표를 비난하지 않고 때로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당론의 뜻에 따르지 않은 의사 결정을 한 대표를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한 여론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우리 정치 현실이 웅변하고 있다. 

• 대표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교육 강화도 필요

그뿐만이 아니다. 선거 참여의 중요성은 강조하나 정작 선거에 

참여하여 어떤 기준으로 대표를 선택하여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한 

교육은 매우 취약하다. 선거 교육은 선거의 의의와 중요성, 민주주의와 

대의제에 대한 이해, 민주주의의 역사와 선거권 확대의 역사, 선거 

참여의 효능감, 대표 선택의 기준을 통한 합리적 판단력 향상, 선거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 등이 주요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현행 교육과정은 선거 참여의 효능감과 

대표 선택의 기준 등에 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대표가 되기 위하여 나선 후보자, 그들의 소속한 정당, 그들이 

주장하는 정책과 공약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려하여야 할지, 그 

과정에서 언론사, 사회 의사소통망 서비스(SNS) 등에서 정보를 찾고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고려하여야 할지 등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교육을 하면 다루기에 따라서 

선거운동이라고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교육과정에서 

이와 같은 요소가 취약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3. 교육내용의 조직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교육내용의 조직은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그 내용의 구성요소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코프, 계열성, 수직적 

연계성, 통합성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김대현, 2011). 

그런데 학생의 정치 참여와 관련한 현행 교육은 스코프, 수직적 연계성, 

통합성의 관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현행 

교육과정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18세 학생이 배워야 할 내용의 폭이 

좁고, 깊이도 다소 얕은 문제가 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와 정치와 법이 

필수 과목이 아니므로 중학교 사회는 보편적이고 집중적인 정치 참여 

교육의 정점에 있다. 그러나 중학교 사회에서 정치 참여 교육의 깊이와 

폭은 좁고 얕다. 고등학교 통합사회는 과목 신설의 취지와 특성상 학생의 

정치 참여에 관한 내용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4. 교수-학습 방법론적 관점에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

• 논쟁 문제 수업의 활성화 필요

학생의 정치 참여와 관련한 교육은 지식 습득을 넘어 학생이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때 비로소 완결된다. 이러한 정치 참여 태도와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이 선택되어야 한다. 

논쟁 문제 수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최용규 외, 2016). 

그런데 교과서나 수업에서는 논쟁 문제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와 구속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의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이 정치에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논쟁적인 사안을 수업에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오해하는 

것, 교사가 논쟁적인 사안을 다루지 않는 암묵적인 규칙을 내면화하여 

자기 검열을 하면서 교과서에 등장하는 논쟁적인 사안을 수업에서 

밀어내는 문화 등이 그것이다. 그 결과 학생은 정치 참여를 위해 

필요한 소양 중 화석화된 지식만을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교육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이다. 이 합의는 1970년대 초 독일에서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정치적 갈등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전문가가 중심이 된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합의이다. 이 합의는 사회적·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직접 다루는 것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사가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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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과 같이 교육의 

당파성 배제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수업 중 사회적·정치적으로 

논쟁이 되는 사안을 다룰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루지 말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루되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균형있게 제시하면 된다(양지훈 

외, 2017). 그리고 한국판 보이텔스바흐 합의도 이끌어내야 한다(이상 

정필운 외, 2017). 

• 참여와 체험 중심 교육도 활성화해야

참여와 체험 중심 교육도 확대하여야 한다(서현진, 2015; 이지혜, 

2017). 예를 들어, 모의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다. 후보자, 선거권자, 

선거관리를 하는 자 등으로 많은 학생이 참여하여 선거를 체험하게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교육이 된다. 학교나 교육 현장에서의 학생 

참여도 활성화하여야 한다. 우리 학교나 교육 현장에서 학생 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미국과 독일의 일부 주와 같이 각 학교 단위의 

학교운영위원회, 지역과 국가 차원의 위원회에서도 학생 대표의 참여 

기회 부여를 본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김현정, 2016).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학습도 필요하다. 이러한 

체험은 내 삶이 정치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의식을 갖게 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킨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담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므로, 당장은 교과서와 교사의 실천, 

국회·중앙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법원·헌법재판소·각종 시민단체 

등 학교 밖 기관과 연계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결론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정치 참여와 관련한 교육은 주로 

사회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초등학교 사회, 중학교 사회,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통합사회, 고등학교 정치와 법과 같이 과목이 그것이다. 그 

교육과정과 교과서 등은 학생의 정치 참여에 필요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체로 적절히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용의 관점에서, 양적인 관점에서, 교육과정의 조직 

관점에서, 교수-학습 방법론의 관점에서 미진한 점도 있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학생의 정치 참여를 위한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요체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회과에서 수행하면 충분하다는 전통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3)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모든 교과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계기수업 

자료를 개발하고, 교과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연계할 수 있는 

교과서, 학습자료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교사가 

민주시민교육의 담당자라는 인식도 좀 더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도 

있다. 학교는 학생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곳이므로 학교를 좀 더 

민주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교가 학생을 교육하는 곳이라는 본질과 

조화되는 범위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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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정년에 앞서 학교를 떠나는 교사가 늘고 있다. 2020년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의 수는 시·도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2019년 대비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50%까지 늘어났다��. 명예퇴직의 증가는 전체 교원 수 대비 명예퇴직자의 비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5년의 경우 0.2~0.3%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에는 초등학교 1.1%, 중학교 2.3%, 고등학교 1.9%��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정년 퇴직률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치이다. 명예퇴직이 증가하는 현상에는 연금법 개정에 따른 영향력도 

있지만,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갈등 등 교권 하락에 대한 경험,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    서울신문(2019.12.29.) “연금 수령 늦어져” “교사 권위 떨어져” ... 정년 전 떠나는 선생님들. https://www.seoul.co.kr/ 

news/newsView.php?id=20191230010020..

2)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유·초·중등교육통계편-.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교원지위법 개정을 중심으로
김혜진(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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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학교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학교 수업 중에 자는 것을 깨웠다는 

이유로 학생이 주먹을 휘두르고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교육현장에 충격을 주었다. 학부모의 폭언과 욕설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거나 전보를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10월 

한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연루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회의를 위해 학교를 방문하였으나, 회의 장소가 변경된 사실을 미리 

통보받지 못해 10분간 복도에서 기다렸다는 이유로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이처럼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건은 매년 2,400여 

건 정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해, 폭행,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 심각한 유형의 침해행위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4월 16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하 교원지위법)이 개정되어 같은 해 10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과 조치를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강제 전학을 

포함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확보하였다. 또한 학생이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았을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엄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학생과 보호자 등에 대한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적인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교원지위법과 동법 시행령, 교육부장관 고시 등 하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상세히 제시하고자 한다. 개정된 교원지위법과 

관련 하위 법령은 학생과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피해교원을 위한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법령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교 구성원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은 구체적인 개정사항을 

안내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3)    중앙일보(2019.11.16.). “잠 깨웠다”며 교사 폭행한 중학생...교육청 고발조치. 

https://news.joins.com/article/23634208.

4)    서울신문(2020.02.05.). 교사에게 폭언한 학부모...교육청이 경찰에 고발. https://

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06011012&wlog_tag3=naver.

5)    김혜진, 이동엽, 박영숙(2020). 교육활동 침해 및 조치 현황 분석 결과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지위법과 관련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사항

교원지위법 개정은 학생과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루어졌다��. 2016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라는 현재 명칭으로 개정되어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및 보고 의무화, 시·도별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근거 명시,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학부모의 특별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이던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한 뒤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여, 최종적으로 2019년 4월 16일에 법령이 개정되었다. 이후 

11월 19일에 일부 개정사항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교육부장관 보고 의무화, 도서·벽지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관할청 및 학교장의 의무사항, 

침해행위 주체에 대한 조치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관할청은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 교육부장관을, 

공·사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 교육감을 말한다.

1.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개정된 교원지위법에서는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유형을 신설하 

였다(제15조). 보호조치 유형으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로 명시하여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를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에 명시하였다. 관할청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교원이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와 비용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4조의3(특별휴가)을 신설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원휴가에 대한 예규」 제8조(특별휴가)에 의거하여 

학교장은 피해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6)  교육부(2019). 「교원지위법」 및 하위 법령 주요 개정 사항. 교육부 내부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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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교원은 관할청이 구성하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원지위법 

제14조의2(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2019년 

10월 17일에 제정된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담았다. 

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교원지위법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로 

상향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있다 .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시책 수립,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이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일차적으로 조정하며,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한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자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위원회의 소집, 의결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 변호사,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 경찰서 소속 공무원,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징적으로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제한하고(시행령 제15조제2항)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시행령 

제15조제6항),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만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시행령 제15조제5항)고 규정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2. 관할청 및 학교장의 의무사항

개정된 교원지위법에는 관할청 및 학교장의 의무사항이 추가되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은폐해서는 안 되며,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제15조제3항, 제16조). 또한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심각하거나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제15조제3항). 그리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제15조제4항).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해야 하나,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또는 소속 학교장이 원하는 경우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5조제5항). 구상권 

행사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으나, 침해학생의 보호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하였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교육활동  침해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나, 일상적인 교육을 통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개정된 법령은 

교육활동  침해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단위학교별로 연 1회 이상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였다. 

제16조의2(실태조사)에 따라 관할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침해학생 등의 

조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실태조사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별 현황,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현황,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현황, 그 밖에 관할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2). 실태조사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연 2회 이상 할 수 있다고 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제18조의2(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신설하여, 관할청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6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따라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예방교육은 

7)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중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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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로 실시되며 공통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가 포함되어야 한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소통의 방법,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원과 학부모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단위학교별로 시행되는 예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4종(초등학생, 중등학생, 교원, 학부모)을 

개발하여 개별 교원과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배포한 바가 있다. 

3. 침해행위 주체에 대한 조치

교원지위법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침해행위 주체에 대한 

조치가 구체화되었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조치 유형별 심의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교원지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학생에 대해서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 조치 사항으로는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 포함되며,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초등 및 중학교 재학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학교장이 조치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

고의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의 다섯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섯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를 2019년 11월 5일 일부 개정하여 

8)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0).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 초등, 중등, 교원, 

학부모. 한국교육개발원.

관련 내용을 담았다. 고시에 포함된 별표는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그림과 같다. 기본 판단 

요소인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없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0~5점으로 구분하였고, 침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는 없음부터 높음까지 0~3점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여 조치 없음(0~4점)부터 전학·퇴학(17~21점)까지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추가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침해학생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 가능하고 피해교원이 임신하였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되기는 하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학교에서의 봉사’로 결정된 뒤에 감경되어 ‘조치 

없음’으로 결정될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의 선도와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독으로 조치하거나 퇴학처분을 제외한 조치와 병과할 

수 있다. 

전학과 퇴학처분은 학생에게 적용되는 가장 무거운 조치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폭력,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등을 자주 일으키는 문제 학생을 타 학교로 전학 보내는, 일명 ‘폭탄 

돌리기’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전학과 퇴학은 해당 학생의 

상황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정도, 교육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에서는 전학·퇴학 조치를 결정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다. 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동일 학교에 재학하는 기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심각한 침해행위는 엄중하게 

다루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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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며, 그 외의 조치(퇴학처분 제외)가 결정된 학생도 받게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으로 교원지위법 시행령 별표에 명시하였다. 

  나가며

교원지위법이 개정되고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고려하여 하위 법령을 보완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법령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적용되고 있으며, 서두에서 언급한 학생에 

의한 폭행과 학부모의 폭언·욕설 사건의 침해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는 

관할청에 의해 형사고발되기도 하였다.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학생의 학습권과 보호자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공교육 정상화 및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교육은 어느 한 주체만의 역할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의 협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교원이 자기성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원과 학생·보호자가 대립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협력 관계임을 사회 안팎에서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교원지위법의 개정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점을 넘어서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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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교육혁신: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 구현방안
최재화(미국조지워싱턴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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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21세기에 걸맞은 교육개혁의 현대적 패러다임이며, 이는 최근 급격히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들을 질서 있게 통합해 교육관련 정책, 연구 및 현장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패러다임은 교육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of Education)이라 부른다.

교육의 디지털 전환은 교육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더 잘 협력할 수 있게 해줌과 동시에, 교육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며, 지능적 학습 분석(Learning Analytics)과 같은 혁신적인 교육 프로세스와 서비스 창출을 통해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디지털 전환은 이미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분야는 이러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은 서로 고립되고 중복되어, 비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더욱이 

교육의 디지털 변환을 교육 시스템의 근원적인 수준부터 통합하고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은 매우 부족하다.

디지털 시대의 교육혁신: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 구현방안
최재화(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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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전환을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핵심 

전략은 무엇일까? 필자는 디지털 전환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로서 

평가공학(Assessment Engineering)에 기반한 대응형(Adaptive) 

학습/평가의 디지털 인프라, ‘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Intelligent 

Learning Analytics Platform: iLAP)’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제안에 앞서 우선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이 학습분석 플랫폼 

개발은 단순히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플랫폼은 국가 및 지방단체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학습 데이터를 전략적이고 유연하게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플랫폼은 다양한 교육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의 학습 데이터 품질과 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교육분야 

디지털 혁신의 중추 역할을 한다. 이 디지털 인프라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학습 서비스/데이터의 범위와 규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첨단 평가공학 기술들(예를 들어, 자동문항생성 

기반 평가은행, 형성평가 모형, 컴퓨터 대응 테스트/진단 알고리즘, 

학습성장 모형)을 클라우드 상에서 중앙 집중적으로 제공하여, 일관성 

있는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필요 시 플랫폼 참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갖는다. 이 플랫폼을 통하여 디지털 

혁신을 위한 산재된 노력을 통합하고 중복된 노력을 제거함으로써, 

각 교육 애플리케이션/서비스 제공자는 자신들의 고유 영역에 집중할 

수 있다. 기초적 영역부터 평가/학습을 점진적으로 자동화 혹은 

지능화함으로써 참여자의 단순업무를 경감하고 기계가 아닌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만 하는 고차원적 혁신에 노력의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플랫폼을 통하여 디지털 혁신의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 특성으로 우리는 교육 디지털 전환의 협력을 

촉진하고 국가/시도 간 교육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프로젝트는 교육 분야를 넘어, 모든 인류에게 필수적인 

공생과 번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iLAP의 배경 - 평가공학과 디지털 평가

21세기 현재, 급속히 발전하는 인터넷 환경은 사람과 기계가 서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를 만들고 있다. 각종 분석 기술들 또한 

이러한 연결에서 생성되는 대규모 디지털 정보, 이른바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 분석하는 수준으로 급격히 발달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변화, 즉 ‘디지털 전환’을 맞이하고 있으며, 교육분야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현재 당면한 사회/교육 

분야의 여러 문제점을 효율적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노력 중에서 가장 주목할 전략은 ‘학습 데이터 중심/기반’, 그리고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저장, 활용을 다양한 측정·통계 분석 

기법들과 디지털 기술로 통합·발전시키는 ‘평가공학 (Assessment 

Engineering)’ 접근법이다. 

1. 평가공학의 정의

평가공학은 다양한 측정·통계 분석 도구와 디지털 기술을 통합하여 

평가 관련한 정보를 분석하고 관련 서비스를 연구 개발하는 학제 간 

학문이다. 여기서 ‘평가 관련 정보 및 서비스’란 K12 교육, 고등교육, 

직무교육, 및 평생교육  등 다양한 학습  및 인력개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분석, 측정, 진단 및 예측 정보들과 이에 관련한 도구와 

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평가공학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평가 관련 데이터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정보에 

대한 활용, 이해, 사용 및 예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분석목적’이 

있다. 둘째, 학교나 학원, 기업 등의 기관에서 최첨단 평가공학 

기법과 디지털 기술들을 융합하여 혁신적인 평가 서비스를 개발 및 

발전시키는 ‘개발목적’이다.

평가공학: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평가를 혁신하는 학제 간 학문

평가공학의 학문적/이론적 목표와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적/공학적 방법을 이용한 평가 타당성 제고이다. 평가공학의 

이론적 목표 중 하나는 평가 제작자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성이 

높아 비과학적이었던 평가 제작 및 관리를 과학/공학적인 접근으로 

Assessment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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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여 평가 타당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즉, 평가공학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측정/평가에 접목하여 구인 

명세(Construct Representation)와 구인 보존(Construct Preservation) 향상을 추구한다. 

둘째, 인지과학의 통합과 학습을 위한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 전환이다. 평가공학은 최근 눈부시게 

발전한 인지과학을 평가 시스템에 통합하려 한다. 평가의 결과(예를 들어, 응답 데이터) 분석에 치중하기보다는 

응답자의 인지 구조를 파악하고 사고과정을 고려하여, 학습정보가 학습자의 뇌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인식되고, 

분석되고, 저장되고, 응답하게 되는지(예를 들어, 과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평가공학의 인지과학적 특성은 학습을 위한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 그리고 학습으로서의 

평가(Assessment as Learning)라는 전환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현시점에서의 ‘평가공학의 전략적 목표’를 함축시켜 표현하자면, ‘아날로그 평가(Analog Assessment)의 디지털 

평가(Digital Assessment)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즉, 평가공학은 평가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of 

Assessment)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교육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도모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한다. 그럼 “과연 디지털 

평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리해 보자.

2. 디지털 평가의 정의와 목표

기존 평가 및 평가 시스템은 지필평가(Paper-pencil Assessment)를 기본 형태로 발전해 왔다. 전통적 평가제작은 

몇몇 전문가의 개별적 수작업(쓰기, 그리기와 같은 문서 제작) 형태로 진행되고, 시행의 기본 형태 또한 평가지를 읽고 

응답(선택 혹은 구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디지털 기술이 상당히 발달한 지금도, 대부분의 CBT 혹은 iBT 평가가 

전통적인 지필평가 형태로 제작된 뒤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 단말기로 전달되는 형태로 시행된다. 이러한 전통적 

평가는 제작 과정이 1) 비과학적이고, 2) 고비용이면서, 3) 느리며; 시행에서는 4) 시험 보안에 취약하고, 5) 연속시행이 

어려우며; 전반적인 평가 시스템을 6) 평가의 상위목적인 학습/교육에 최적화하기 힘들고, 7) 지능화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과 부작용은 평가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 심지어는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전통적 평가가 직/간접적으로 당면한 이러한 혼란과 어려움을 

직시하고,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에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학문적 체계와 

집합을 앞서 설명한 평가공학이라 부른다.

평가공학이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는 기존의 아날로그 평가 프로세스 및 서비스의 구조와 가치(지필평가, 

서열척도 중심의 시험, 개별적/분산적 평가)를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1) 전산화, 자동화, 대응적 

혹은 개별화(Computerized, Automatic, Adaptive, or Individualized/Tailored), 2) 학습/학습자 

중심(Learning/Learner-centered), 그리고 3) 통합화/지능화(Unified/Intelligent)된 ‘디지털 

평가(Digital Assessment)’로 전환함에 있다.

평가공학이 추구하는 디지털 평가는 평가 도구 및 시스템의 제작, 검증, 사용, 분석 

그리고 관리와 같은 평가의 전반적인 과정이 디지털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분석, 

최적화(Real-time Analytics)되는 Assessment on Internet(AoI)를 가정하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측정공학 기술들과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평가의 

본질적 목표(학습 및 교육의 증진)와 일체화되고, 그를 위한 효율성과 효과성이 

극대화된 평가 패러다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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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평가 전환의 세 가지 이정표

 측정공학이 추구하는 디지털 평가 전환에서의 세 가지 이정표 

평가공학이 추구하는 디지털 평가 전환은 세 가지의 순차적 세부 전환 혹은 이정표로 이루어진다. 

1. 첫 번째 이정표: 문항에서 문항모델(Item to Item Model) 전환

측정공학은 평가의 디지털 전환 첫 번째 이정표로 ‘문항에서 문항모델’ 전환을 강조한다. 이 세부 전환은 평가 시스템의 

전반적 전산화(Computerized) 혹은 자동화(Automated)의 토대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 전환은 평가의 기본 구성 

요소(Building Block)인 문항을 사람이 개별적으로 제작(작성·수정), 분석, 관리하는 프로세스에서 고품질의 디지털 

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컴퓨터 문항모델(Computerized Item Model)을 제작, 분석, 관리하는 프로세스로 

바꾸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자동문항생성(Automatic Item Generation: AIG)이 이러한 전환의 대표적 기법/

이론이다.

이 전환은 전통적 문항제작 방법이 야기하는 다양한 문제점들(평가문항 생산의 비과학성/고비용/저효율 그리고 

시험보안)을 해결 혹은 완화한다. 이 전환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 전환은 단순히 문항 제작/분석/관리의 

효율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평가 프로세스(예를 들어, 컴퓨터 대응평가, 자동채점, 데이터 포렌직 등)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른 평가 프로세스들 또한 전산화 혹은 자동화 되어있는 디지털 

알고리즘이며 이들은 모두 문항 혹은 문항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임을 주지해야 한다. 문항이 AIG와 같은 디지털 

기술로 혁신되면(예를 들어, CAFA 연구소가 개발한 CAFA AIG(https://aig.cafalab.com/)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여 

문항 모델 은행을 구축하면) 다른 평가/학습 프로세스들을 1) 디지털 환경에서 기술적으로 통합하고, 2)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3) 자동화/지능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평가 프로세스 전반의 디지털 혁신이 연쇄적으로 촉발되는 

효과(소위, the Chain-Effect)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첫 번째 전환의 성공은 아래에서 설명할 디지털 평가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전환 성공에 필수요소의 역할을 한다. 즉, 평가공학이 추구하는 디지털 평가 전환의 성공여부는 

문항에서 문항모델 전환의 성공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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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분석 플랫폼: 클라우드 컴퓨터 문항 모델 인벤토리 

 자동문항생성의 함의: 평가 프로세스/서비스 전반에 걸친 연쇄 효과 

2. 두 번째 이정표: 검사에서 학습(Testing to Learning) 전환

평가공학이 추구하는 디지털 평가 전환의 두 번째 이정표는 ‘검사에서 학습’ 전환이며, 이는 평가자(Assessor)에서 

학습자(Learner) 중심으로의 평가 전환을 추구한다. 이 전환에서는 관리자 중심의 종합평가(Summative 

Assessment) 기법들(컴퓨터 대응시험, 문항반응모형, 학업성장모형 등)을 진단/형성평가 모형과 같은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 모형으로 전환/통합한다.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의 단일 혹은 집단별 평가 

서비스를 탈피하고, 개인차로 인한 다양한 필요를 충족하며, 개인의 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학습자 개인별/

맞춤형(Individualized/Tailored) 평가로 전환한다. 

특히, 첫 번째(문항에서 문항모델) 전환을 기반으로 즉각적인(Immediate) 취약점 진단, 교정용 피드백 제공, 학습 

형성과정 및 진행을 실시간으로 분석(Real-time Analytics)하고 그 결과를 다시 참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교수/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기존 종합평가 위주의 평가환경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학습을 위한 

Computerized Item Model (CIM) 
Development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Automated/Computerized 
Validation and Calibration

Automated/Computerized 
Adaptive Assessment

Automated/Computerized 
Scoring/Grading

Automated/Computerized 
Monitoring/Data Forensic

Digital 
Assessment 
Servic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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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 단계에서는, 예를 들면, 맞춤형 형성평가 

그리고 교사권한평가(TEA: Teacher Empowered Assessment)와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교실 내 평가(Classroom Assessment) 

발전 등을 추구한다. 미국의 경우, 산학연 컨소시엄들이 주체가 되어 

이러한 혁신을 이미 10년째 지속하고 있다.

3.   세 번째 이정표: 서비스에서 플랫폼(Service to 
Platform) 전환

디지털 평가 전환의 세 번째 이정표는 ‘서비스에서 플랫폼’으로의 

전환이며, 이는 개별적인 평가 서비스에서 통합적 평가/학습분석 

(Unified Analytics)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평가/학습 서비스 

전체를 지능화(Intelligent)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단계에서는 

1) 이전의 두 단계(문항에서 문항모델, 검사에서 학습) 전환에서 

개발된  학습  서비스들과  평가공학  프로세스들을  표준화하고 , 

2)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3) 과거 학교 안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서비스에 분산되었던 학습 데이터를 진정한 빅데이터로 통합한 후 그 

빅데이터를 평가 프로세스의 고도화/지능화 혁신의 원료로 사용하게 

한다.

 학습분석 플랫폼: 교육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이 플랫폼은 다양한 학습 서비스들이 상호 연결되어 평가 혹은 

학습분석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와 효율적인 서비스 개발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다양한 

학습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합된 학습분석 플랫폼은 

지능형 학습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형태의 요구형(On-

demand)으로 사용하는 유비쿼터스 학습(Ubiquitous Learning) 

환경을 구성한다. 이 단계에서는 교육 3요소(과정(Curriculum), 

교수(Instruction), 평가(Assessment))의 일체화가 극대화된다.

Assessments on Textbook(AoT), 즉 디지털 교과서 속에 평가 

시스템을 융합하여 과정/교수와 과정/평가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고자 

하는 시도가 교육 3요소의 일체화를 지향하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잠행 평가(Stealth Assessment) 혹은 게임기반 학습(Game-based 

Learning)들도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평가/학습의 단점들을 

보완하는 일체화의 예라 할 수 있다. 

 학습분석 플랫폼: 영역 간 통합 기능 

  결론 및 제언

1. 결론

iLAP 프로젝트는 상당히 진보된 통계, 계산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사회 및 공공 정책적 함의도 

포함한다. 이 결론 부분에서 우리는 제안된 전략이 시도 교육청, 국가 

및 세계 수준에서 어떻게 혁신을 이루고 혁신 이전을 가속화 시키는지 

iLAP의 함의들을 살펴볼 것이다.

학습분석에 최적화된 디지털 인프라로서의 iLAP는 다양한 교육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학습 데이터의 품질과 효용을 극대화하여 

교육 디지털 혁명의 중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인프라를 통해 

중앙집중식 발전과 함께 일관되고 지속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 혹은 교육청 단위 서비스/시스템에 대한 평가 데이터의 

범위와 품질을 높인다.

iLAP는 각 시도 교육청 혹은 국가수준 교육 서비스에 신뢰성, 확장, 

보안 및 비용 효율성을 제공하는 평가공학기반 학습분석 클라우드 

서비스가 될 것이다. iLAP의 역할은 다양한 학습/평가 서비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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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투자나 데이터 통합 비용 등 관련 인프라의 복잡성을 줄이는 

것이다. 우리는 이 iLAP를 통해 1) 평가 데이터를 통합하고 2) 평가 

관련 서비스를 구축, 테스트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이를 통해 확보된 자원을 추가적인 혁신이나 확장에 

전환/투자할 수 있다. 공적인 프로젝트로서 iLAP는 전 세계 국가/부문/

서비스가 디지털 교육을 통해 인간 번영의 큰 목표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다. iLAP과 같은 노력을 통해 각국의 노력과 

투자는 공유/협력될 수 있는데, 이러한 디지털 협력은 미래의 혁신과 

발전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며, 인류 발전의 견고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함의들의 핵심은 iLAP가 각 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이미 

악명 높은, 심지어 악화되는 도전들에 대해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사실이다. iLAP 프로젝트는 다양한 기술들의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한 활용을 통해 교육 주체 간 대립과 갈등에 대한 

통합적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교육 

투자가 정체되면서 교육 불평등 해소가 늦어지고 있다. iLAP는 특히 

저소득 계층에 대한 교육 인프라로서 시도 교육청, 국가 혹은 글로벌 

수준의 공교육을 확장하는 데 귀중한 투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교육 내 그리고 그 너머의 모든 인류에게 필수적인 공생과 번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정책 제언

한국 디지털 전환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아쉽게도 최첨단 기술 인프라에 

비해 평가공학의 학문적·산업적 환경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열악하다. 모든 표준평가가 디지털로 제공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표준화된 디지털 평가와 이에 필요한 인프라가 전무하다. 다양한 주체의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지만, 이 노력들은 흩어져 있어 통합된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수능과 같은 순위정보 중심의 총괄 검사에 중요한 결정들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으며, 아직도 지필검사의 시험 보안과 공정성 딜레마에 

갇혀있다. 각종 교육 데이터는 구시대적 보안 정책에 의해 묶이거나 

산재되어 있으며, 평가 제작과 분석 방법도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리는 

고비용 저효율 방법에 머물러 있다.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지능형, 

실시간 그리고 예측형 학습분석이 정책적으로 방해받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교육 분야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에듀테크 산업 전반의 발전을 해치는 

공사 영역 간 중복 투자와 부당 경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와 투자자를 현혹하는 일도 있다. 교육 책임자들이 

혼란과 문제의 원인을 책임감 있게 직시하지 않고 인공지능이라는 

만병통치약을 외치며 지금 당장 처한 현실을 회피하고 있다. 

넘쳐나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달콤한 장밋빛 약속들은 한국교육

에서는 오히려 혼란과 불안으로 자라고 있다. 오늘날 한국교육의 미래는 

교육 인공지능이라는 구세주를 막연히 기다리는 종교의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술적 요구조건과 한계를 모른 채 인공지능을 공허하게 

따라 외치지 않고, 혼란 속 문제를 직시하고 책임감 있게 해결할 주체가 

없다.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각 분야 주체들이 담당해야 하는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범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 지식정보기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서로 소통하며, 

실제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역량을 육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 하지만 그 미래는 이미 현실이 되어 우리 곁에 있다. 지금 

한국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첨단 기술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부추기는 

어른들이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진실된 소통으로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솔선수범하는 참 어른들이다. 인류의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광기의 거품들이 꺼지는 순간 생겨나는 고통을 잘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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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연’, ‘교육’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학교야말로 핀란드의 

교육철학과 자연을 담은 실내 디자인을 보여 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성공사례로 꼽히는 나라답게 핀란드는 

학교공간에서도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고민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미래학교의 모습은 

신축학교뿐만 아니라 기존 학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지금부터 핀란드에서 찾은 미래학교 학습공간의 모습을 통해 

물리적인 환경이 학생들의 배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연으로의 통로와 학습공간으로서의 복도

핀란드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폭이 넓은 복도와 복도 사이에 설치된 운동장으로 연결되는 문들이었다. 이는 

핀란드 초등학생들이 쉬는 시간 동안 교실 밖으로 나가 운동장에서 뛰어놀도록 하는 원칙을 반영한다. 연구에 따르면 신선한 

공기를 쐬는 것이 배움, 생산성, 그리고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핀란드 교사와 학생들 역시 이 가치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는 듯했다. 따라서 외부 온도가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한 45분 수업 후 15분간 신선한 공기를 마실 

핀란드의 미래학교와 학습공간
임미나(한국-핀란드 교육연구센터(OPINKOT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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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명확히 지킨다. 그러다 보니 눈 쌓인 한겨울에도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학생들은 두꺼운 외투나 방한용품들을 복도에 걸어두어 교실 내부를 더 넓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 쉬는 

시간마다 건물 안과 밖으로의 학생 이동이 잦기 때문에 교실과 가깝게 나갈 수 있는 문을 복도 여러 곳에 마련해두었고, 

복도 폭을 넓게 하여 좁은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그림 1] 핀란드 학교 복도 끝에 설치된 문  [그림 2] 학습과 휴식 공간이 마련된 복도  

출처: [그림 1] Lempäälä, Finland(March 25, 2019)

출처: [그림 2]   https://www.archdaily.com/406513/saunalahti-school-verstas-architects?ad_source=search&ad_m
edium=search_result_projects

또한, 복도는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복도에는 소그룹 활동을 할 수 있는 책걸상이나 소파가 

마련되어 있어 쾌적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는 학생들에게 학습 환경을 바꿔 자극을 주는 동시에, 

본인들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이 

익숙한 핀란드 교사나 학생에게는 수업 도중 교실 밖에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다. 편안한 의자와 

소파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 

  다양한 수업 형태 활용이 가능한 교실

핀란드 학교에는 전통적인 교실 형태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수업 운영이 가능한 교실이 있다. 탐페레(Tampere) 지역 

학교의 한 교실은 하나의 연결된 공간에서 총 3개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있는 첫 

번째 공간은 책상과 의자 없이 트인 빈 곳이었다. 학생들은 네모난 스툴형 쿠션 의자를 가져와 자유롭게 앉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공간 뒤편에는 조별학습이 가능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때 두 공간을 나누어주는 것은 벽이나 

높은 칸막이가 아닌 소파다. 모둠 수업용 공간을 지나면 문으로 연결된 소규모 교실이 있고, 내부엔 대형 테이블 형태의 

책상과 좌석이 있다. 열린 장소이기 때문에 완전한 소음 차단은 어렵지만, 수업에 지장이 될만한 소음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양한 형태의 책상과 좌석이 있는 열린 공간에서 교사들은 자신들이 구상한 수업에 맞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언제든 자유롭게 합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합반 수업을 위해 대규모 교실을 이용하면 학생들의 집중력이 흐려지기 

쉽고, 일반 교실 여러 개를 활용하면 각 교실 간 이동이 불편한 단점이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형태의 교실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시켜줄 뿐만 아니라, 타 교과와의 융합 수업이나 동일 교과 내 협력 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을 고민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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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다양한 수업 구성이 가능한 교실 모습 

출처: Tampere, Finland(November 8, 2018)

핀란드 학교 일반 교실에서도 협동학습이 용이하도록 이동하기 쉬운 책걸상을 사용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책상이 삼각형이나 오각형 모양이라 조원 인원수에 상관없이 수월하게 책상을 모을 수 있으며 바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한다. 강의식 수업 때는 책상을 따로 떨어뜨려 사용하고, 모둠 활동에는 합쳐서 사용하며 가변적 수업 방식을 

돕는다. 

  세심한 배려가 있는 건축 과정

에스포(Espoo)시에 있는 Saunalahti 학교는 지난 2011년 Kirkkojärvi 학교로 ‘국제 건축상(International 

Architecture Award)’의 최고 글로벌 디자인상을 받은 핀란드 건축회사 Verstas가 건축에 참여했다. 건축 과정에는 

교사도 함께 참여하여 ‘미래학교’의 교육적 철학인 새로운 방식의 배움, 협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교실 안팎에 다양한 

분위기를 가진 공간을 창조하여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며, 건물 내부에 아동 데이케어(daycare), 청소년 

센터를 설치하고, 저녁에는 도서관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지역사회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핀란드는 아늑하면서도 자연광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실내를 꾸민다. 북유럽은 겨울이 길고 일조량이 적어 오랜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실내 건축디자인 방식은 학교에도 반영되는데, 이 Saunalahti 

건축에서도 가장 중점으로 둔 것은 채광이었다. 핀란드 학교에서 건물 한 면을 통유리로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듯 

Saunalahti 학교도 한 면을 통유리로 하여 채광과 동시에 내부가 더욱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다. 

채광에서는 특히나 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 건물 위의 나무 천장이 학교 운동장에 그늘을 만들지 않게 하는 

것, 햇볕을 쬐는 시간을 고려하여 학년에 맞게 학교 운동장의 구역을 나눈 것이다. 학교가 일찍 끝나는 저학년 학생들은 

아침 햇살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고학년 학생들의 운동장은 오후까지도 햇살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역을 나누었다. 이러한 

세심함은 일조량이 학생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학생들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건축에 참여한 Salminen은 영감을 주는 건축은 아이에게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긍정적인 동기를 줄 수 있으며, 

이것이 배움의 순간을 짜릿한 경험으로 만들어준다고 말했다. Saunalahti 학교는 햇살이 들어오는 탁 트인 전경과 

창의적인 공간구성을 통해 학생들의 미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공간을 통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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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Saunalahti 학교 모습 

출처: https://www.archdaily.com/406513/saunalahti-school-
verstas-architects?ad_source=search&ad_medium=search_result
_projects

  수평적인 소통이 가능한 교무실

핀란드 학교의 교무실 모습은 학교마다 다르다. 교무실 자체가 열린 

휴게공간인 곳, 교사 두 명당 하나의 교무실을 공유하는 곳 등 다양 

했지만, 대체로 교사들이 쉬는 시간에 와서 커피를 마시며 휴식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두었다. 아래 사진은 소도시인 

렘빨라(Lempaala) 지역의 한 학교 교무실인데, 채광이 잘 드는 

공간에 다양한 디자인의 의자들이 감각적으로 배치되어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림 5] 교무실 모습 

출처: Lempäälä, Finland(February 7, 2019)

이 학교의 경우 지정 좌석 없이 자유롭게 의자가 배치된 구조여서 

교사들은 업무처리를 교실이나 자택에서 한다. 또한, 교무실 한쪽에는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캐비닛이 갖춰져 있어 필요한 짐을 보관할 수 

있다. 핀란드 교사들의 행정업무 시간이 OECD 국가 중 최하인 점도 

공간을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핀란드 학교 방문 시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도 다른 교사들과 

같이 교무실의 한 테이블에 앉아있곤 했다. 이러한 공간구성은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한다. 어느 한 곳 막히지 않고 트인 공간은 

창의적인 수업 혁신이나 협력 수업의 발판이 되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마치며

핀란드에서 찾은 미래학교 학습공간에는 핀란드의 교육철학이 

담겨있었다. 학교공간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자연 속에서 휴식하고, 어떤 환경에서든 상호작용하며 협력할 수 있는 

유연성을 기르고, 공간에서 오는 기쁨을 느껴보라고 말하고 있다. 

핀란드는 실내 건축디자인의 힘과 중요성을 알고 이를 학교에서도 

잘 활용하고 있었다. 학교공간은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충전을 통해 

더 나은 배움을 가능하게 하고, 교사들에게는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협력하여 설계할 도전의식을 준다. 

핀란드 학교의 모든 부분이 미래학교에 맞게 조성된 것은 아니다. 

필자가 방문했던 학교들은 제각각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대도시, 

소도시의 편차 없이 비슷한 질의 시설로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설계 당시 미래학교의 키워드를 반영하지 않은 기존의 

학교들에도 학생들이 교실 안과 밖으로 드나들며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과 교사가 전통 방식에서 벗어난 수업을 꾸릴 수 있는 

장소가 준비되어 있었다. 한국 학교 역시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과 배움의 공간이 넓어지고, 교사들도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참고 웹사이트

https://www.archdaily.com/406513/saunalahti-school-verstas-architects?ad_source

=search&ad_medium=search_result_projects [January 3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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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는 미래학교와 학습공간에 큰 관심을 갖고, 해마다 덴마크 교육환경센터(Dansk Center for Undervisningsmiløj) 

주관 “미래학교와 학습공간(fremtidens skole og læringsrum)”을 의제로 Nohrcon 사(ApS)��가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는 교육계, 건축계 및 인테리어 디자인계가 연계하여 네트워킹 포럼의 역할을 하며, 각 학계 간의 흥미로운 대화를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또한, Nohrcon사는 해마다 올해의 각 분야 건축물을 선정하여 홍보하는데, 덴마크 미래학교와 

학습공간 설계에 있어 지향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열린 넓은 공간 활용이다. 이는 학생들이 역동적이면서도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교육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그룹 또는 개인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사 설명식 학습에서 학생 중심의 학습으로 활발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학생들 각자의 학습법을 존중하고 다양한 활동 및 교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 중심의 수업인 탐구 수업, 프로젝트, 

1)  https://nohrcon.dk/.

2)  https://dcum.dk/kalender/fremtidens-skole-og-laeringsrum-2018 (2020.1.31).

덴마크의 미래학교와 학습공간
이숙미(교육정책네트워크 덴마크 통신원)



57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의 교육

토론 및 협동 학습 활동 등과 다양해진 수업 자료의 사용은 제한적인 

교실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열린 공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셋째, 학생들이 언제든지 디지털 자료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등을 열린 공간에 설치한다. 위와 같이 덴마크 학교가 열린 

학습공간을 추구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립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근간인 공동체 의식 함양이 중요한 교육 목표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입학 시험이 없고 시험 위주의 수업이 아닌 각 학생의 

관심과 능력에 초점을 둔 수업은 그룹 또는 혼자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의 필요성을 높인다.

덴마크 학부모들도 열린 학습공간을 선호한다. 날씨와 상관없이 

자연과 숲속에서 일과를 보내는 숲속 유치원(skovbørnehave)은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일반적으로 덴마크 학교 실내의 

학습공간은 크게 교실(klasserum)과 공동 활동 공간(Aula)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동 활동 공간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전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교실은 전통적인 

폐쇄적 교실의 형태에서 점차 열린 개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역동적이며, 포용성을 갖춘 학교공간 

코펜하겐에 있는 Skolen I Sydhavnen 기초공립학교(folkeskole)는 

Nohrcon 사가 2015년 “미래학교 및 학습공간 컨퍼런스”에서 2015년 

올해의 학교 건물로 선정되었다��. 학교공간의 특징은 역동성 및 

활동성, 다양한 학습방법과 학생들, 교사 및 직원들을 모두 고려한 

포용성과 여유로움이다. 

 [그림 1] 열린 공간 

3)    https://nohrcon.dk/nyhed/aarets-skolebyggeri-2015-skolen-i-sydhavnen-i-

koebenhavn/(2020.1.30).

 [그림 2] 개인 및 그룹을 위한 공간 

출처:   [그림 1] http://www.bylyd.dk/19-bylyd-i-skole 
[그림 2] https://www.magasinetkbh.dk/indhold/skolen-i-sydhavn

큰 계단을 중심으로 역동성을 강조하는 넓은 열린 공간이 있고, 층마다 

그 층에 맞는 구조와 교실을 배치하였으며, 구조 변경이 가능하도록 

유연성도 고려하였다. 1층부터 끝 층까지 연결된 계단은 건물 층간의 

자연스러운 연결성과 학생들의 

활동량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또한, 층마다 별도의 야외 놀이터

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쉽고 자유

롭게 운동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학교 외부는 근처에 

있는 바닷가와 어우러져 아름답고 

멋있는 도시의 핵심 건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림 4] 학교 외부 및 층간 놀이터  

출처:   [그림 3] https://www.jjw.dk/?projekt=sydhavnsskolen 
[그림 4]   https://boligmagasinet.dk/indretning/skolen-i-

sydhavn-renoveret-smukt-efter-brand

 [그림 3] 층간 연결된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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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중과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열린 학습공간

코펜하겐에 있는 Hellerup Skole은 일반 학교보다 더 많은 열린 

학습공간을 갖추고 학교공간을 더욱 혁신적으로 발전시켰다. 이 학교는 

교육과 학습공간의 설계는 불가불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존중과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복지 및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제공 

하는 교육과 그에 맞는 학습공간을 설계하였다고 소개한다. 또 열린 

공간에서 수업과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는 교육과 

문화가 우선시됨을 강조한다. 

 [그림 5] 계단과 발코니가 있는 열린 공간 

출처:    https://divisare.com/projects/258398-arkitema-architects-
hellerup-school

먼저 이 학교는 단위학급의 교실이 폐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개방되어 있다. 판막으로 작은 움막 형태를 만들고 20~28명의 아이들이 

그 안에 옹기종기 앉아 선생님의 지시를 받는다. 이 공간에는 수업 시작 

후 15분 정도 머물게 되며, 선생님의 지시사항이나 수업의 학습개요, 

중요 개념 및 기본 지식을 전달하는 데 활용된다. 이후 아이들은 움막을 

나와 주위의 넓은 학습공간에서 때론 혼자서, 때론 그룹을 지어 선생님이 

지시한 과제나 학습 내용을 자립적으로 자유롭게 수행한다. 큰 테이블에 

둘러앉아 서로 도와주며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고, 구석진 곳에 있는 

큰 쿠션에 앉아서 공부하거나 큰 계단에 편하게 앉아 혼자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다. 선생님들은 주위를 돌아다니며 질문을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또는 과제를 하지 않고 놀거나 동급학생들을 방해하는 

아이들을 지도한다. 또한, 움막에서 이루어진 15분간의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소규모 그룹을 구성하여 

별도의 특별교사나 보조교사가 도움을 준다. 이렇게 저학년 아이들을 

풀어놓으면 과연 수업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하겠지만, 아이들은 열린 

시스템 내에서 자유롭지만 나름의 질서를 유지하며 학습을 한다. 

  [그림 6] 계단을 활용한 공간 

출처: https://arkitema.com/da/arkitektur/laering/hellerup-skole

  [그림 7] 개인 및 소그룹 공간 

출처:   https://divisare.com/projects/258398-arkitema-architects-
hellerup-school

이 학교의 또 하나의 특징은 몇몇 학년들을 모아 큰 그룹을 만들어 

학생들이 협력하며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0~3학년 그룹, 4~6학년 

그룹 그리고 7~9학년 그룹으로 나누어지며, 그룹별로 같은 층에 배치해 

협력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 각 층은 벽이 

없이 트여 있어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그룹별 또는 그룹을 섞거나 합쳐서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서로 돕고 협력하도록 교육한다. 프로젝트 과제는 1주일간 그룹별로 

학생들이 협력하여 주어진 의제에 대해 문제 제기, 문제 해결 방법, 자료 

수집 및 분석까지 진행한 후 마지막 날 결과물을 전시하거나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열린 층 공간은 프로젝트 과제를 자유롭게 수행 

하는 데 적합하다. 

과학실, 컴퓨터실 및 도서관은 열린 공간에 있어서 지나가다가 들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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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접근할 수 있어, 다양한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동기를 유발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사들은 학교 야외 

놀이터와 근처에 있는 해변 등 자연을 중요한 

열린 학습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공간의 구조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움막을 좀 더 크게 

하거나 작게 할 수 있으며, 칠판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필요에 따라 이동할 수 있다. 

특히 교사들과 학교 지도부는 회의를 통해 

학습 환경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며, 결정에 

따라 공간의 구조들을 바꾼다.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고등학교 

코펜하겐에 있는 고등학교(Ørestad Gymnasium)는 현대적 건물로, 큰 계단을 중심으로 5층의 넓은 열린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이 열린 공간은 현대의 다양한 학습방법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기존의 

학교 건물과 차이가 있다.

 [그림 9] 열린 넓은 공간 

열린 공간은 학교의 다른 학생들을 항상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생들에게 역동적이면서도 넓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열린 공간이 많은 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생들은 서로에 대한 배려를 배우며 

빠르게 적응해 간다. 

디지털 자료와 컴퓨터는 중요한 학습 도구로 사용된다. 학생들은 구글 드라이브와 구글 사이트를 수업에 활용하는데, 

  [그림 8] 열린 교실과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간 

출처:   https://www.pinterest.dk/pin/483644447465964372/Hellerup-
Skole,-Copenh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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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룹으로 작업할 때 동일한 문서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학생들은 구글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육과정과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목표, 과정, 결과 및 기대 사항에 대한 개요 등도 

얻게 된다. 학생들의 교재로는 e-book을 사용하는데, 이는 책 형식의 

교재보다 다양하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팟캐스트, 

비디오, 프로그래밍 및 기타 비주얼 미디어 등도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필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학습은 큰 유리 창문과 프로젝터,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교실 수업과 

소규모의 그룹 환경 및 개인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그룹 환경의 경우 

교사들은 상담자나 코치의 역할을 하며, 학생들은 그룹 활동을 통해 

자립심, 책임감 및 협동심을 훈련하게 된다. 학교에는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그룹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이 조성되어 있다. 

 [그림 10] 교실 수업  

 [그림 11] 소규모 그룹 학습  

또한, 혼자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건물의 거의 모든 곳에 

조성되어 있으며, 특히 큰 쿠션에 눕듯이 기대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인기가 많다. 

 [그림 12] 개인 학습 및 휴식 공간 

출처:   [그림 9]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  
https://www.oerestadgym.dk/ny-elev-2/undervisningen/

위 세 학교의 예와 같이, 덴마크의 미래학교 학습공간 및 학교공간은 

열린 공간 이용과 유연성이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간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듯 미래학교의 학습공간 및 학교공간은 국가나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목표와 교육적 의미를 기초로 설계 및 인테리어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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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언명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 특히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실천들이 활성화돼 있다. 아울러 연방정치교육원을 중심으로 모든 이를 위한 정치교육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어, 정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있어서 학습과 실천의 연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젊은 유권자들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결정하고 결과의 공동책임자가 되는 것이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될 것이다 

...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시도하려고 한다.”��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 그것은 단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해 보이는 것입니다.”��

1)  “16살 선거권을 이야기하는 나라”. 한겨레21. 2017. 3. 2(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43164.html).

2)  조찬래·장선화·이한규·임종헌. 2012. 외국 정당의 정치교육과 제도화에 관한 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독일의 청소년 정치참여
조철민(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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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의 취임 연설과 1998년 독일 정치재단 

공동합의에서 나타난 발언들은 청소년 정치참여, 특히 학습과 실천의 

연관성에 관한 독일 사회의 인식을 잘 드러낸다. 여기서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중요한 요소인 ‘투표’, ‘정당’, ‘대의’ 등 3가지 주제어를 

통해 독일의 청소년 정치참여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투표: ‘U18’과 청소년 선거권��

U18―U는 아래(Unter)를 뜻한다―은 정치교육을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로,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모의선거에 참여해 자신들을 

정치적이고 가시적으로 표출하도록 이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 이슈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U18 프로젝트는  1996년  베를린에서  연방하원선거와  연계돼 

최초로 시작됐다. U18 투표는 공식적인 선거 9일 전에 이루어지며, 

청소년들이 투표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U18은 

청소년들이 직접 선택하고, 의견을 결정하고, 정치 시스템을 검토하고, 

스스로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스스로 

정치적 관심과 선호를 인식하고 토론하게 된다. 각 정당의 정책을 

질문하고 비교함으로써 투표를 통한 선택을 내리게 된다. 이를 위해 

연령대별로 유용한 자료, 참여, 활동, 이벤트 등이 조직되고, U18 참여 

청소년들이 지역 정치인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U18 투표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이 제약 없이 참여 가능하며,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별 사무국을 개설해 두고 

있다. 전국 사무국은 베를린에 있고, 17개 지역에 권역별 사무국을 

두고 있다. 각 사무국의 운영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청소년단체들이 

담당하고 있다.

U18 프로젝트는 모의선거지만 하나의 체험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교육적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기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U18 

투표결과가 공개되고 성인들의 투표결과와의 비교도 이루어지는데, 

프로젝트의 전체 과정과 결과가 사회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 

U18 프로젝트는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체계의  근간인  선거에 

적극적이고 올바르게 참여하기 위한 최상의 연습 기회가 된다. 독일은 

1972년부터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에 연방 상·하원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원이나 교육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의 경우 대다수 주(州)에서 16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방의회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자는 

3)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u18.org)를 참조했음.

4)  이혜숙·이영주. 2017. 서울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사회적 요구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사회민주당·녹색당·좌파당 

등 진보적 성향의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이들은 16세 

또래의 청소년이 성인보다 선거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판단력이 

무조건 낮다는 합리적 증거는 없으며, 더 오래 삶을 이어갈 당사자가 

직접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U18 프로젝트를 비롯한 

독일의 잘 갖춰진 정치교육의 여건과 경험은 청소년도 성숙한 

선거참여를 할 수 있다는 이들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정당: ‘발오마트’와 청소년 정당활동��

발오마트(Wahl-O-Mat)는 온라인에 기반한 정당정책 비교 프로그램 

이라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애초 1980년대 네덜란드에서 활용되던 

것이 독일에서 정치교육 도구로 발전된 것인데, 최근에는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정치교육 및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도구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독일의 발오마트는 연방정치 

교육원과  베를린자유대학이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 

프로그램 구성은 먼저 선거 시기에 각 정당의 정치성향의 차이를 

드러내는 주요 이슈들을 선별하고, 이에 대해 선거 전에 각 정당의 

답변―찬성·중립·반대―을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취합된 

이슈와 정당별 답변, 객관식 답변의 선택지 형태로 제시되는 일련의 

질문들이 온라인을 통해 제공된다. 발오마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발오마트 홈페이지에 접속해 일련의 질문들에 답변을 하게 

된다. 가장 최근에 제공되는 발오마트 프로그램은 2020년 실시될 

함부르크주의회 선거를 위한 것으로, 총 38개의 정책질문들이 제시된다. 

이 중 한 질문을 살펴보면 “함부르크에서 주택임대료 브레이크 

정책(Mietpreisbremse)이 다시 폐지된다”는 질문에 ‘찬성’, ‘중립’, ‘반대’ 

등 세 가지 선택지가 주어진다.

이용자가 모든 질문에 답변하고 나면, 답변결과가 컴퓨터에 의해 

자동계산 된 후 이용자의 정치적 성향과 가장 가까운 정당은 어느 

정당인지 알려준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발오마트는 선거에 관심이 

낮고 정당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위한 

판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의 선거와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주요 정책과 각 정당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의 도구로 자리 잡았다. 이 프로그램은 아직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도 이용 가능하며,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5)    ‘16살 선거권’을 이야기하는 나라. 한겨레21. 2017. 3(http://h21.hani.co.kr/arti/world/

world_general/43164.html).

6)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wahlomat.de)를 참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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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들과 발오마트를 통한 정치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재나 읽기 자료, 지침서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정당은 독일 대의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기제로, 독일은 발오마트를 비롯해 정당에 관한 정치교육이 매우 

활성화돼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시민들이 어린 시절부터 정당을 좀 더 친숙하게 여기고, 정당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독일에서는 사회적 명성을 지닌 인사들이 갑자기 정치인이 되기보다는,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정당을 통해 정치활동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소년들의 정당가입 및 

활동이 열려있고, 대다수 정당들이 청소년들의 정당활동를 장려하기 위해 정당 산하에 청소년·청년 조직을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법으로 정하지 않고 정당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주로 보수성향의 

정당들은 16세, 진보성향의 정당들은 14세로 정하고 있고, 동맹90/녹색당의 경우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정당 청소년·청년조직 가입가능연령

기독교민주연합 / 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CDU/CSU) 청년연합(Junge Union) 16세

사회민주당(SPD) 젋은 사회주의자들(Jusos) 14세

독일을위한대안(AfD) 독일을 위한 청소년 대안(JA) 16세

자유민주당(FDP) 청년자유주의자(JuLis) 16세

좌파당(DIE LINKE) 좌파 청소년 연대(Linksjugend Solid) 14세

동맹 90/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 녹색 청년(Grüne Jugend) 연령제한 없음

파란당(DbP) - 16세

  대의: ‘청소년의회’와 청소년 정치활동

청소년의회(Jugendparlamente)는 청소년들이 단지 의견을 개진하거나 자문을 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 실제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영향을 미치는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하지만 청소년의회가 단지 성인의회의 

‘체험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청소년의회의 기원은 1970년대 벨기에와 프랑스의 실험에서 찾을 수 있다. 독일에서는 

1985년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인가르텐에서 시작됐고, 이후 1987년 같은 주의 필더슈타트에서는 최초로 보통선거를 

통해 청소년 의원이 선출됐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면서 청소년의회가 독일 전역으로 퍼져 나갔고, 다양한 명칭과 

형태가 나타났다��. 아울러 각 지역청소년의회로부터 권역청소년의회, 연방청소년의회로 이어지는 청소년의회들의 

연합기구와 지원체계도 구축돼 있다��.

독일 청소년의회는 각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지역과 형태를 관통해 공유되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청소년의회는 모의의회가 아닌, 제도적 공식성을 지닌다. 독일의 주들은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 관련 문제의 심의 및 결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의회의 

구체적인 운영은 주 산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담당하며, 관련 사항은 조례에 의해 규정된다. 청소년의회의 선거권과 

7)    강장석·이정진·문제풍. 2017.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당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당법 개정방향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선거연수원. 

8)  류현영, 2010, 독일의 청소년 의회(http://www.politics.kr/?p=120).

9)  이혜숙·이영주. 2018. 서울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10)    Servicestelle Jugendbeteiligung. 2002. Jugendparlamente (oder ähnliches) in Deutschland(https://www.servicestelle-jugendbeteiligung.de/

jugendparlam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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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은 대체로 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4세에서 18세의 청소년에게 주어진다. 하지만 어린이 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9세로 설정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21세까지 참여의 권한을 부여하기도 한다. 

임기는 보통 2년, 의원의 정수는 보통 10~40명쯤이며, 대도시의 경우 인구 규모에 비례해 60명이 넘기도 한다. 선거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진다. 지역의 선거권자 전체가 투표하는 방식과 학교를 통해 투표하는 방식이다. 당선자 

결정은 다수득표자 개인이 당선되는 방식이며, 정당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해당 지방의회 선거방식과 

대동소이하다. 지역에 따라 “어린이 및 청소년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연령대를 구분해 선출하기도 한다���.

청소년의회를 비롯해 어린 시절부터 전체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학습하고 훈련하는 다양한 

기회들은 자연스럽게 젊은 층의 활발한 정치 진출로 이어진다. 독일에서 연방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은 선거권과 동일한 18세다.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독일 녹색당 안나 뤼어만은 2002년 당시 19세의 나이로 

독일 최연소 연방의원이 돼 청년정치의 상징적인 인물이 됐다. 그녀도 15세 무렵 녹색당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청년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2013년 선거를 통해 구성된 18대 연방의회의 의원 630명 중 20∼30대 의원은 120여 명으로 

18%가량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은 비단 제도정치 안에만 있지 않다. 독일의 정당들은 

정치적 지향을 공유하는 사회운동과 연결돼 있고, 정치인이 되지 않는 다수의 시민은 투표나 다양한 여론형성 등의 

활동과 함께 적극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인 집회·시위를 전개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비제도적인 정치활동도 활발한 

편인데, 최근 인상적인 사례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 집회다. 이는 스웨덴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가 환경문제에 무감각한 

어른 세대에 경고하기 위해 시작한 학생파업 운동인데, 이후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독일에서도 200개가 넘는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집회가 일어났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학교나 학부모들은 

청소년들의 집회 참여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11)  류현영, 2010, 독일의 청소년 의회(http://www.politics.kr/?p=120).

12)    ‘34세 총리’ 핀란드가 부럽나요?. 프레시안. 2019. 12. 20(http://m.pressian.com/m/m_article/?no=270596#08gq).

13)    독일 청년정치인육성제도. 세계 민주주의를 만나다(12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s://www.youtube.com/watch?v=eDazh2v7iS0).

14)    금요일마다 ‘파업’하는 독일 청소년들. 시사저널. 2020. 2. 1(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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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현재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며

2019년 겨울 무렵, 언론에서는 학생선수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보여주는 뉴스가 쏟아졌다. 일부 몰지각한 

코치들로 인해 전지훈련을 떠난 학생선수들이 겪은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 심지어 성폭력까지 드러나면서 그동안 학생 

개인의 인권이나 학습권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현실이 폭로된 것이다. 뉴스를 접하며 학교운동부의 내부자인 필자는 마치 

내 일인 듯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감독교사로서만이 아니라, 이 나라 교육의 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현장에서 진심으로 학생을 걱정하고 자신을 희생해가며 학생 지도에 땀 흘리고 

있는 코치선생님, 그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학생선수들을 생각하니 몇 사람으로 인해 전체가 피해를 받을 상황이 

안타까웠고 주변인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느낄 이들이 더욱 걱정되었다. 우리의 아이들은 왜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일까? 

최근 종영한 드라마 ‘블랙독’에는 이러한 대사가 나온다. “우리 애들이잖아요.” 블랙독, 검은색 개는 입양이 잘되지 않는다는 

편견에서 시작된 표현이다. 황보통, 수백 명의 학생 중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한 학생의 이름이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학생선수 e-School, v2.0으로
공현욱(경기 충현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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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가르치지만 그 안에는 눈에 띄는 학생도,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두 우리 애들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스포츠는 대한민국이 스포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였다. 1988년도 서울올림픽을 거쳐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 스포츠는 그 

위상을 드높였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 프로리그의 축구선수들, 

LPGA의 여자선수들, 동계스포츠의 불모지에서 금메달을 일궈낸 

선수들  덕분에  국민들은  희열을  느끼며  세계  속의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연호하였다. 

하지만  선수들의  활약  이면에는  학교스포츠의  많은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었다. 우수한 대회성적을 거두어야 한다는 미명 아래 

지금은 당연시되는 학생선수 인권 보호, 학습권 보장 등이 그동안 

묵인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한 아이의 부모로서, 교사로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반성해야 함이 분명하다. 모든 학생이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될 수 없고, 세계 유수 프로리그에 갈 수 없음에도 

학생선수들에게 이러한 모델만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의 기본방향은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이다. 이 기본방향과 학교운동부, 크게는 대한 

민국 스포츠의 선진적 발전은 맞닿아 있다. 이를 위해 학교운동부 

에서는 학기 중에 대회출전일과 비례하게 온라인 e-School 수업을 꼭 

수강하도록 하고, 최저학력제를 시행하여 학생선수가 학생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제도가 시행되고 

초기에는 학부모님, 코치선생님, 학생선수, 교사들까지 많은 불만과 

혼란이 있었지만, e-School 수업 시행 후 몇 년이 지난 지금은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운영되고 있다. 이는 학교운동부의 학생선수들이 

선수로서만이 아니라 학생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개개인의 인권을 지키며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우리는 그동안의 한국스포츠, 학교스포츠의 

문제점을 극복하며 선진국형 학교스포츠 시대로 가는 중요한 과도기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학교운동부 감독교사로 처음 근무했던 8년 전을 회상해 본다. 나의 

교육철학으로 생각해 왔던 것은 ‘내 아이가 만났으면 하는 교사가 

되자’였다. 새벽훈련, 방과후 훈련 등을 계속 지켜보면서 학생선수들이 

힘든 상황에서 의지할 감독교사가 되고자 노력했던 것 같다. 훈련과 

학교생활 중에도 항상 학생선수들과 함께 하였고, 대회출전과 

전지훈련으로 1년 중 90일 이상 지방으로 출장을 다니고 있었다. 

혹자는 학교운동부 업무가 체육교사로서 너무나 많은 책임과 시간을 

낭비한다고 말한다. 책임지는 일은 많고 그에 비해 돌아오는 성과나 

외부의 시선은 곱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8년 동안 학교운동부 

감독교사로 교직 생활을 해온 나는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교사로서 맡은 업무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고, 우리 학생선수들이 하는 

활동에 모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교육의 가치가 빠질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즉,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훈련, 학교운동부의 

운영에도 이러한 교육의 가치를 투영하는 것이 감독교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e-School을 운영하면서 학생선수들이 본인의 학습권을 스스로 

지키고 공부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으며, 한 명의 선수를 넘어서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건강한 성인으로 자신의 미래를 그려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교육의 가치가 발현하는 순간, 교사로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른다. 

e-School은 학업적인 측면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이렇게 학생이 얻은 긍정적인 

자신감은 앞으로 학교스포츠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모습을 다지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그동안 훈련이라는 것은 교육과는 다르게 단순히 신체적인 부분만을 

일컫는 단어였고, 필자 또한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학생인권을 생각하는 훈련, 학습권을 보장하며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교육을 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스포츠의 어원

〈어원〉 라틴어에 뿌리를 두고, 이어서 프랑스어로 사용되었다. 

본래는 disport라 했으나, 영어로 바뀌면서부터 di가 없어지고 

sport가 되었다. 원어에서 dis라는 것은 ‘분리(分離)’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어로 away에 해당하며, port는 ‘나르다(carry)’의 뜻이었다. 

따라서 disport는 carry away라는 뜻으로, 즉 ‘자기의 본래의 일에서 

마음을 다른 곳으로 나른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일에 지쳤을 때에 

기분을 전환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 ‘생활의 성실한, 또는 

슬픈 장면을 떠나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스포츠 [Sports] (체육학대사전, 2000. 2. 25., 
이태신)

위 어원에 따르면, 스포츠는 유희적인 요소와 신체활동을 통한 재충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어원을 현재의 학교스포츠에 

대입하여 보았을 때 우리는 과연 스포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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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스포츠는 현재 유희적인 요소 즉, 즐거움, 휴식 등 근원적인 

스포츠의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진학, 대회성적과 

같은 결과지향적인 요소들만이 부각되고 있고 학생선수들에 대한 

교육적 철학이 부재된 것이 사실이지 않을까?

학교스포츠의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는 스포츠의 본래 의미를 

되살려야 하며, 크게 두 가지를 바로 세워야 한다. 

첫째로 학생선수들의 지성이다. 필자는 인간의 삶이 앎과 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학생선수들은 학업, 공부 등과는 다른 

차원에서 신체적인 기술 위주로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근래는 

최저학력제 및 온라인 e-School 수업 이수와 같이 학교운동부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으로서의 앎을 등한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처음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는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현재는 이러한 제도가 학생선수들에게 더 넓은 세계를 

알려주고 있다. 온라인 e-School 수업이 단순히 대회출전으로 인한 

출석수업을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학생선수들의 앎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고 진로, 희망, 꿈을 확장하는 도구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지도하고 있는 학교운동부에서는 한 학기당 세 과목(국어, 

영어, 사회)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다음 학기 대회에 출전하도록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었다. 학업성적보다는 꾸준히 학생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갖출 수 있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는 학부모님, 

코치님, 학생선수,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주체들의 많은 협의와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로 인해 학생선수들의 수업참여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많은 학생선수 중에 대회에서 성적을 내는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다. 

필자의 운동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e-School 도입과 함께 학업을 

꾸준히 이어가는 학생선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를 통해 일반 

전형으로 유수 대학에 진학하는 사례 또한 생겨나고 있다. 이 같은 

선배들의 사례는 진로를 고민하는 후배 학생선수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며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학교 수업과 멀어진 학생선수들이 진짜 멀어진 건 학업에 대한 

자신감이다. 일반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 졸업생들은 e-School 

학습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학업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그 자신감으로 

다시 학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자주 한다. 

선배들의 진학을 보고 조언을 들은 후배들은 대회성적이 학생선수의 

유일한 진로 수단이 아니란 것을 깨닫고, 또 공부가 본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란 것을 깨달으며 진로를 스스로 확장한다. 

e-School은 학생선수에게 진로의 희망을 열었다. 이 결과는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스포츠의 본질적 요소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초석이 되었다. 학업을 통해 시야가 넓어진 학생선수들은 더이상 

스포츠를 신체적 능력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보지 않고 스포츠 

자체로서 볼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 학생선수들의 인성이다. 스포츠의 본래 의미에서 유희성 

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현재 학교스포츠에서는 유희, 놀이 

라는 요소를 찾아볼 수가 없다. 학생선수 스스로 스포츠를 즐기고, 

이에 필요한 체력과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스포츠의 본래 의미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경쟁지향적인 스포츠 생태계에서 유희적인 

요소는 결과와 성적에 파묻혀 있다. 대회성적으로 진학과 보상이 

결정되는 학교스포츠의 상황에서는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학생선수들은 결과가 곧 스포츠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자라나는 

학생들은 서로 협력하고 공유하며 스포츠의 본질을 향유하는 삶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다. 

스포츠의 가치는 삶으로 전이될 때 더 큰 의미로 나타난다. 학생선수 

에게 스포츠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경쟁과 결과에 매몰되어있는 학생선수들에게 스포츠에 내재된 공정, 

협력 등의 가치를 가르치는 e-School이 되었으면 한다. 

e-School이 전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e-School 

1.0이 학생선수의 삶에 앎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면, 다음 e-School 

2.0에는 학생선수에게 스포츠에 내재된 가치를 내면화하는 역할이 

더해지길, 학생선수에게 잃어버린 지성과 인성을 되찾아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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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chool 운영 업무 흐름도

단계 주요 내용

준비

① 학교운동부 운영계획 수립(학교운영위원회 안건상정)

② 최저학력보장제 운영계획 수립(학업성적관리위원회 안건상정)

③ 책임교사 및 학생선수 가입(학교별 가입코드 생성)

운영

④ 학년별, 학생별 수강 교과 배정 

⑤ 학년별, 학생별 수강 교과 진행

⑥ 수강종료 후 학습확인서 출력

마무리

⑦ 학습확인서 책임교사 및 학교장 검토

⑧ 대회출전일과 수강완료시간 비교 점검

⑨ 학습확인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안건 상정 및 보고

⑩ 운영만족도 조사

 e-School 학생선수 수기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충현고등학교를 졸업한 김도엽입니다. 현재 중장거리 선수를 하고 있으며 스포츠 

공부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운동과 공부를 좋아했지만, 운동선수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공부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선수는 당연히 공부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부상으로 한동안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혹시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되면 갑자기 선수생활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부터 공부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의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으며, 간신히 진도를 따라가도 대회로 인해 빠지는 수업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공부를 다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운동선수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엔 여건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e-School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별로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회로 빠진 수업을 

메꿔야 하므로 억지로라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아깝단 생각이 들었고, 

듣다 보면 어딘가 도움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e-School을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 김도엽(충현고 육상부, 인천대학교 체육대학 입학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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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도 쉽고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전에 배운 내용을 잘 몰라도 충분히 이해되었으며 공부를 하지 

않았던 학생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e-School 교육과정이 학교와는 달라서 학교에서 

빠진 수업을 100% 채우진 못하였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하기에 e-School을 꾸준히 들으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과 접목시킬 수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 중 e-School에서 배운 내용이 나오고 그걸 적용하며 공부를 

하니 수업이 훨씬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공부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완전히 공부에 몰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운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훈련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남는 시간에 하루 한 강의만 들었습니다. 한 강의만 

들어도 꾸준히 들으면 충분히 수업을 따라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회를 나가거나 전지훈련을 가게 되면 

훈련 사이사이 남는 시간에 강의를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강의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e-School을 듣고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국어, 영어, 사회의 등급이 대부분 6등급에 머물렀지만, e-School을 꾸준히 들으면서 3학년 때는 

3등급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중 제가 e-School에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과목은 영어였습니다. 영어는 학교 진도보단 영어 단어와 문법의 

비중이 큰 과목이기 때문에, e-School 강의에 나오는 단어와 문법들만 꾸준히 공부해도 학교 수업을 쉽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게 되니 성적도 가장 잘 나오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영어 실력을 더 향상하기 위해 스스로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육상을 하면서 영어의 필요성을 크게 느꼈습니다. 육상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후진국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쪽 나라로부터 기술을 배워야 하지만, 영어 실력의 부족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족함을 몸소 느끼던 중 e-School을 통해 영어에 흥미를 갖게 되면서 영어를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육상 선진국에 가서 다양한 지식을 배워 우리나라 육상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생각입니다.

저처럼 많은 학생선수가 e-School을 통해 공부의 흥미를 느끼고 새로운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운동 끝나고 쉬어야 할 시간에 공부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학생선수들은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건 공부를 해야 할 이유와 공부의 필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e-School에서 학생선수에게 공부의 중요성과 공부를 함으로써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득 등을 각종 

자료나 사례를 통해서 알려 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공부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을 데리고 공부를 시켜봤자 의미 없는 노동만 될 뿐입니다. 하지만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학생들 

스스로가 깨닫고 흥미를 갖게 되는 순간 더이상 의미 없는 시간 낭비가 아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또 다른 

운동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학생선수들이 운동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School을 통해 공부에 

흥미를 갖고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더 크고 다양한 꿈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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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씽킹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단국대학교 역시 

디자인씽킹 기반의 혹은 디자인씽킹을 접목한 교과목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창의역량 및 융복합적 사고, 

주도적 문제해결능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맥락, 목적에서 디자인씽킹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디자인씽킹 

기반의 다양한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델을 공유하고자 한다. 

  디자인씽킹의 교육적 가치

디자인씽킹은 다양한 분야(IT, 경영, 연구 등)의 혁신에 기여하고 있으나, 교육적으로도 유의미한 가치를 제공한다. 디자인 

씽킹의 교육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Luka, I. (2014). Design thinking in pedagogy. Journal of Education Culture and Society, 2, 63-74.

혁신을 위한 방법론, 디자인씽킹: 
디자인씽킹의 교육적 가치와 적용 사례
정효정(단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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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씽킹은 현장에서 정보를 얻고 실제적인 경험과 피드백을 통해 실제적인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창의적 사고, 분석적 사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유도함

•   인간적-비즈니스적-기술적 관점에서 문제를 재해석하고 해결함으로써 융복합적 사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줌

•   인간중심적 사고와 종합적 사고는 사회 전반 및 우리의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

•   우리가 접하게 되는 “비구조화된 문제(ill-structured prolem)”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점의 재구성이 

나타나도록 도움으로써 “A-Ha 모먼트(A-Ha Moment)”를 경험하도록 도움

•   What에 집중하기보다는 Why 질문을 던짐으로써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전체적인 

맥락을 조망하고 최고가 아닌 최적의 솔루션을 찾도록 도움으로써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함

•   다양한 분야/경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팀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협력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결과적으로 보다 나은 솔루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함

•   디자인씽킹의 프로세스는 경험학습의 프로세스��와 유사한데, 경험-성찰-지식화-실행의 과정에 반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실제적 지식의 진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

 [그림 1] Design Thinking and the Experiential Learning Cycle 

출처: 각주 2)

2)  https://msanniedavis.wordpress.com/2018/02/20/design-thinking-and-the-experiential-learning-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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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씽킹 교육 현황

디자인씽킹은 본래 미국의 IDEO사 등에서 활용해온 컨설팅 방법론 

으로, 기업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론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교육적 목적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Stanford 

대학교를 시작으로 Havard, MIT, 동경대학교 등 해외 유수 대학에서 

디자인씽킹을 기반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움직임이 조성되자, 

국내 대학에서도 디자인씽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디자인 

씽킹이 교육 분야에 접목되는 방식은 교양교육, 전공 교육 및 융복합 

교육,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1. 교양교육

디자인씽킹을 새로운 교양교육의 방향성으로 소개��할 정도로, 해외 

대학에서는 디자인씽킹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2]의 글은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의 하나로 꼽히는 올린 

공대의 Miller 교수가 작성한 기고문으로, 미래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들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기본 역량을 함양하는 데 디자인씽킹이 

크게 기여할 수 있기에 디자인씽킹을 새로운 교양교육의 중요한 

전략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  그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기존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의 과정을 지원하고 

혁신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교수와 학생이 동참하도록 지원하는 

디자인씽킹이 대학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림 2] Is ‘Design Thinking’ the New Liberal Arts? 

출처: 각주 3)

3)    Peter, N, Miller, Stanford University, Is ‘Design Thinking’ the New Liberal Arts?,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March 26, 2015. https://www.chronicle.com/

article/Is-Design-Thinking-the-New/228779.

구체적으로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Designing Your Life”, “Designing 

Your Stanford”라는 교과목을 각각 1학년,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그들의 대학생활 설계, 진로 탐색 및 개척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워싱턴 대학에서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디자인씽킹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신입생들의 역량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팀원과의 협력을 

통해 정서적․심리적 지지를 제공하고, 주도적인 대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효과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 전공 교육 및 융복합 교육

디자인씽킹은 다양한 전공 교육과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영학, 행정학, 정치학, 공학 등의 영역에 주로 접목되고 

있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이 가진 한계��를 넘어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역량 향상과 성과 확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디자인씽킹이 이러한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디자인씽킹의 

목표와 프로세스가 가진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그림 3] 기존의 전통적인 접근이 가진 한계 

출처: 각주 5)

디자인씽킹은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간 중심의 사고와 실행 

가능성, 비즈니스적 가치 등을 함께 달성하고자 노력하며,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이를 진화시켜나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어떠한 

4)    Heather, C., Liz, K., & Hayley, J., DESIGN THINKING AND COLLEGE READINESS 

CAN DESIGN PROCESS HELP PREPARE FIRST-GENERATION STUDENTS FOR 

COLLEGE? http://www.idsa.org/sites/default/files/FINAL-Corcoran_DesignThinki

ngandCollegeReadiness.pdf.

5)    Volkova, T., & Jākobsone, I. (2016). Design thinking as a business tool to ensure 

continuous value generation. Intellectual Economics, 10(1), 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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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영역에 있는 학생도 지나치게 편향적인 관점에서 문제해결에 접근하지 않도록 도움으로써, 융복합적인 사고와 

균형있는 사고, 합리적-직관적 사고를 함양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Feasibility Viability

Desirability

Solution

 [그림 4] 디자인씽킹의 목표 

 [표 1] 디자인씽킹 기반 교과목의 예시 

University Location Year Course Name 분야

Aalto University Finland 2007~ Kon-41.4002-Product Development Project 공학

Loyola Marymount 
University

U.S. 2006~
MECH/SELP/MBAH 673-New Product Design 
and Development

공학

Lule åUniversity of 
Technology

Sweden 2001~
M7017T-SIRIUS : Creative Product 
Development

공학

New York University U.S. 2006~
Systems Design Masters 
 VIS149/ICAM130-Feral Robotics

예술

Reykjavik School of Art 
&Design

Lceland 2008~ HFR0122H-HowStufflsMade 예술

Santa Clara University U.S. 1986~ ME 194, ME195, ME196-Advanced Design I-III 예술

Univ. of California at San 
Diego

U.S. 2005~ Vis 147B-Feral Robotics 공학

University of St. Gallen 
(HSG)

Switzerland 2005~
7,004-2-Design Thinking & Business 
Innovation

경영학

Stanford University U.S. 2007~ Social entrepreneurship project 비교과

Northeastern University U.S. 2013~ Social Enterprise Institute (SEI) projects 비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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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OC

디자인씽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디자인씽킹을 소개하거나 접목한 다양한 형태의 MOOC 강좌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디자인씽킹 기반 MOOC 강좌는 경영학, 커뮤니케이션학, 디자인학, 

정치학, 컴퓨터공학 등의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역량 및 리더십 역량의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강좌의 형태로도 개발되고 있다.

 [표 2] 디자인씽킹 기반 MOOC 교과목의 예시 

Course name Platform Institution 분야

Design Thinking for Innovation Coursera The University of Virginia Business

Design Thinking online course Iversity Macromedia (2014)
Media & 

Communication

Thinking and Acting Like an Entrepreneur edX RWTH Aachen University
Business & 

Management

Problem Solving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edX Fullbridge, Inc.
Business & 

Management

Leadership through Design Innovation Coursera Northwestern University Leadership

Design Leadership and Innovation edX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Industrial Design

Strategic Innovation Toolkit for Working 
Professionals

Coursera Vanderbilt University Management

Social Impact Strategy: Tools for 
Entrepreneurs and Innovations

Coursera University of Pennsylvania
Social Policy & 

Practice

Designing for Experimentation to 
Enhance Digital Innovation

edX Boston University Computer Science

Strategy in the Age of Digital Disruption INSEAD INSEAD Business

단국대학교는 SDCC(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센터: Software Design Convergence Center, 센터장 김태형)와 

미래교육혁신원 산하 EduAI 센터(센터장 서응교), 창의인재개발연구소(소장 전은화) 등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학내 

구성원 및 공무원, 지역사회 주민,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대상에게 디자인씽킹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디자인씽킹에 

기반을 둔 다양한 교과목(창의적 사고와 코딩, 디자인씽킹을 통한 통찰훈련, 라이프디자인씽킹, STEEP을 통한 트렌드 

분석과 미래예측 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디자인씽킹 교육의 실제

1. 교과목 운영 사례

본 대학에서 운영 중인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씽킹 교과목인 『디자인씽킹을 통한 통찰훈련』은 3인의 교수자(서응교, 

전은화, 정효정)가 팀티칭으로 운영한 강좌로, 2017년 K-MOOC를 통해 공개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구체적인 

교과목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76 교육현장 RepoRt

교육현장 RepoRt

 [표 3] 교과목 구성 

단계 주요 활동 과업

1주차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디자인씽킹에 대한 소개

2주차

통찰훈련  
워밍업 

(교수자A)

‘나를 소개합니다’ 활동

팀 구성

마시멜로우 첼린지를 통한 디자인씽킹 과정에 대한 체험과 팀빌딩
Project1: 

Wallet Project

3주차 디자인씽킹 전체 단계 체험

4주차

공감 인터뷰 방법 소개

‘5 Whys’, ‘How might we?’, AEIOU 활동을 통하여 공감 인터뷰 
진행

Project2: 
학내에서 문제를 
발견하여 해결안 

도출하기

5주차
공감 인터뷰를 통한 문제 도출

좋은 문제의 조건(Real, Valuable, Inspiring) 소개

6주차

통찰훈련  
워크숍 

(교수자B)

문제 정의 현황 검토 및 피드백

7주차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정 솔루션 탐색

브레인스토밍, TRIZ 40가지 원리를 통한 다양한 아이디어 탐색

8주차

좋은 산출물의 조건(Desirable, Usable, Useful) 소개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을 통한 솔루션 시안 개발

1차 평가-피드백 수렴

9주차
피드백 내용 검토를 통하여 시사점 도출

2차 솔루션 시안 개발, 2차 평가-피드백 수렴

10주차 최종 솔루션 공유

11주차

디자인씽킹 
실제 

(교수자 C)

최종 프로젝트 과제 및 공감 인터뷰 진행 안내

Project3: 
일상 경험에서  
문제를 발견하여 
해결안 도출하기

12주차

공감 인터뷰 진행 결과 공유

문제 정의 및 아이데이션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을 통한 솔루션 시안 개발

13주차
피드백 내용 검토를 통하여 시사점 도출

2차 솔루션 시안 개발, 2차 평가-피드백 수렴

14주차

2차 피드백 내용 검토를 통하여 시사점 도출

3차 솔루션 시안 개발, 3차 평가-피드백 수렴

최종 솔루션 완성

15주차 기말고사 기말고사

수업 운영 시에는 학생들이 보다 창의적인 사고와 조별 토론 및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수자를 바라보는 수업 형태가 아닌 조원들을 직접 마주하며 토론할 수 있도록 좌석을 배치하고, 자유스러우면서 

편안한 토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배경음악을 제공한다. 또한 아이데이션과 프로토타이핑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문구류를 제공하여 토론 및 시각화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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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디자인씽킹을 통한 통찰훈련 수업 운영 모습 

첫 주에는 창의성 발현 및 논리적 사고역량 강화라는 본 강의의 목표에 

대하여 설명하고, 기존의 강의 패러다임과 다른 활동 위주의 수업이 

됨을 안내한다. 3인의 교수가 4주, 4주, 5주로 나누어 팀티칭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통찰훈련 워밍업’에서는 디자인씽킹과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한다. 특히 문제의 본질을 찾아내는 활동에 

가장 역점을 두고 크게 ‘질문’과 ‘관찰’을 통한 문제에의 접근 방식에 

주안점을 둔다. 그중에서도 근본적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핵심 질문 

역량을 올리기 위해 AEIOU기법, 5W1H, What Why How기법, How 

might we기법을 훈련하며, 문제의 본질을 찾기 위해 관찰을 통한 

시각화 훈련, 포스트잇을 활용해 관찰결과의 그룹화를 통한 문제의 

정의 훈련 등을 진행한다. 이러한 훈련기법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 전 문제의 본질을 찾는 역량을 높여 준다.

그다음으로는  ‘통찰훈련  워크숍 ’을  통하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해보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는 디자인씽킹의 전체 절차에 

보다 심도 있게 참여하도록 돕는 한편, 모순 모델링과 TRIZ 40가지 

발명원리 방법론을 추가함으로써 문제 정의 및 아이데이션 단계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는 디자인씽킹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학습자들이 관심 있는 

주변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는 

교수자가 내용 지식을 전달하거나, 직접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의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동료 피드백을 통해 문제해결의 과정과 

산출물을 진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학생들의 경험

디자인씽킹 교육에서 학생들의 긍정적 경험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한 자격을 갖추는 데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존중을 기반으로 한 나눔 정신과 

전공 영역에서의 윤리의식 및 책무성이 부족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디자인씽킹 교육은 이를 벗어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적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디자인씽킹 교육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교육적 

접근이며, 학생들도 이러한 측면에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협력의 가치를 깨닫다

“  혼자 생각할 때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더 나은 해결책들을 제시할 수 있던 것 같다.”

• 현장/고객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다

“역시 직접 만나서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고객의 입장이었다.”

• Real Problem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다

“  문제점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모든 단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확한 문제점을 찾게 

되자 다른 과정의 진행이 수월하였다.”

• 변화의 원동력은 사고의 전환이라는 것을 깨닫다

“  단순한 사고의 전환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배운 것 같다.”

•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참 재미를 깨닫다

“  다시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 해결하려고만 했는데,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게 문제니까 재미있게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림 6] 디자인씽킹 교육에서의 긍정적 경험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78 교육현장 RepoRt

교육현장 RepoRt

한편, 디자인씽킹 교육에서 학생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디자인씽킹 교육 운영 시 교수자가 염두에 두고 

지원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정답이 없는 교육에 혼란을 느끼다

“  과제를 수행하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 새로운 사고방식/툴을 배우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다

“사고방식이 습관대로 구 방식을 벗어나기가 어려웠다.”

“예시가 주어지기 전까진 이해하기가 힘들다.”

• 실제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끼다

“현실적인 문제에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

• 시간적 제한을 느끼다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 어려웠다.”

“  각 단계별로 학생들이 경험한 어려움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단계별 어려움을 고려한 지원요소 

및 지원전략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 공감 단계에서의 어려움

“  고객이 수줍음이 많아 이야기를 자세하고 길게 나누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지금까지 생각했던 방법과 다르게 질문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 문제 정의 단계에서의 어려움

“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많은 연습이 

필요한 과정인 것 같다.”

• 아이데이션 단계에서의 어려움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다.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생각해낸 해결책도 고객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면 포기하고 바로 다른 해결책을 내야 한다는 

점도 막막했다.”

• 프로토타입 단계에서의 어려움

“  괜찮은 해결책을 다시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은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림 7] 디자인씽킹 교육을 통한 학생 산출물 예시(학내 문제 해결) 

대학생활 정보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 개발(위),  

학생 수요를 반영한 교양 교과목 개발(아래) 

  제언 

디자인씽킹 방법론에 기반을 둔 교육이 실제 혁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디자인씽킹에 기반을 둔 교과목을 도입할 경우, 수업을 구성하는 

단계 및 활동 요소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영 부하를 예상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 참여형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나, 디자인씽킹을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수자 역시 상당한 부담감과 노력을 감수하게 된다. 앞으로 

대학교육에서  디자인씽킹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도록  안내하는 

매뉴얼·교재의 개발 작업이 요구되며, 전공 및 영역별 도입 모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79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교육현장 RepoRt

둘째, 디자인씽킹을 수업에 도입하고자 하는 교사 및 교수들이 노하우를 공유하는 학습 공동체 운영을 통하여 운영 

전략이 보다 맥락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보스턴 대학��에서는 디자인씽킹을 다양한 전공 영역에 스며들게 하는 

형태로 교과목을 새롭게 구성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수법에 대한 컨설턴트가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디자인씽킹 기반 융복합교육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퍼실리테이터를 육성하고, 

교수자들의 관련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디자인씽킹에 기반을 둔 교과목이 다른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법에 비하여 과정적, 결과적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교과목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적, 환경적 요소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를테면 팀원 간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전략이나 공간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단국대학교에서는 2020년 K-MOOC를 통하여 『혁신을 위한 방법론, 디자인씽킹』이라는 묶음강좌를 개설한다. 

해당 강좌는 다양한 분야에 디자인씽킹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하는 전문가·전략가 혹은 디자인씽킹 교육을 진행하는 

교강사·퍼실리테이터·코치를 대상으로 기획되었으며, 디자인씽킹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는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그림 8] K-MOOC 『혁신을 위한 방법론, 디자인씽킹』 묶음강좌의 구조 

6)    Berrett, Dan, Boston College, to Refresh Its Aging Curriculum, Turns to Design Thinking,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April 6, 2015. 

https://www.chronicle.com/article/A-College-Turns-to-Design/229081.

선수과목

DT101
창의성의 발견

DT201
디자인씽킹을 통한

통찰훈련

DT301
라이프디자인씽킹: 

내 삶을 혁신하는 방법

DT401
디자인씽킹 리더 코칭

DT302
퓨쳐디자인씽킹: 

우리의 미래를 혁신하는 방법

DT303
디자인씽킹을 통한 사회혁신

DT304
디자인씽킹을 통한 경영혁신

DT305
디자인씽킹을 통한 교육혁신

DT306
디자인씽킹을 통한 공학혁신

응용과정기초과목 전문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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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K-MOOC 『혁신을 위한 방법론, 디자인씽킹』 묶음강좌의 내용 

요소

강좌
맥락 특성화 전략

창의성의 발견
디자인씽킹 마인드셋 개관 
(선수과목)

디자인씽킹이 강조하는 창조적 자신감 향상을 위한 
창의성 발견 미션 수행

디자인씽킹을 통한 통찰훈련 디자인씽킹 방법론 개관
강의 및 워크숍 운영 영상을 통해 디자인씽킹 이해 및  
적용 지원

라이프디자인씽킹
개인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 도출

디자인씽킹과 진로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콘텐츠 
제공

퓨쳐디자인씽킹
공동의 미래이슈 해결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 도출

미래연구방법론의 접목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제품/서비스 아이디어 고안

디자인씽킹을 통한 사회혁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 도출

리빙랩 프로젝트 수행 사례를 상세하게 담아 공공혁신 
퍼실리테이팅 역량 강화

디자인씽킹을 통한 경영혁신
비즈니스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 도출

경영 현장에서의 다양한 혁신사례 공유

디자인씽킹을 통한 교육혁신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 도출

중등교육, 대학교육 사례를 상세하게 담아 교육혁신 
퍼실리테이팅 역량 강화

디자인씽킹을 통한 공학혁신
제품/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학혁신 아이디어 도출

공학 분야의 다양한 혁신사례 공유

디자인씽킹 리더 코칭
디자인씽킹 교육운영 및 
퍼실리테이팅 역량 강화

디자인씽킹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코칭을 제공하여 
퍼실리테이팅 역량 강화

디자인씽킹 방법론에 대한 관심은 대학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 영역에서부터 기업교육 영역, 창업교육 

영역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스탠포드에서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일반화된 모델을 기반으로 각 영역에서 

시범적으로만 적용되고 있어, 그 대상과 맥락에 맞게 모델이 제안되고 정련될 필요가 있다. 단국대학교 묶음강좌는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고안된 기획 강좌이다. 디자인씽킹을 접목한 실제적인 사례와 다양한 참고 자료를 포함하는 

콘텐츠를 공개하였으니,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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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학교시설과 안전한  
교육환경
이상민(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소장)교육통계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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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국정과제인 「학교 노후시설개선 및 수업환경개선」의 효율적인 추진과 더불어, 학교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 수립·시행의 필요에 따라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안(2019~2023)을 발표하였다. 최근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며 학부모·학생의 학교시설에 대한 질적 개선요구가 증가 추세에 있고, 안전한 학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역시 증대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과정 변화 등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공간 조성이 필요한 시점임에 따라 교육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육환경개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기본방향에서 학교별 시설의 경과년수 및 노후상태 평가 등을 통한 현황분석과 시설개선 수요에 따른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학생 안전 및 건강에 직간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위해 요소를 도출하여 우선적 예산투입으로 안전한 학교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단위교실 공간 리모델링 및 개축/리모델링을 통한 

학교단위 창의·융합학습 공간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교육부. 2018).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학교시설의 중장기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개축 및 리모델링을 포함한 대규모 시설개선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매년 약 3조~4조 원 수준의 예산이 투자될 계획이다.

통계로 본 학교시설과 안전한 교육환경
이상민(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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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을  비롯한  리모델링  사업  등  노후시설  개선  물량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초·중·고등학교(사립유치원 제외, 이하 같음) 건물의 경과년수별 면적 현황 및 비율을 살펴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물이 전체의 약 31.0%인 31,072㎡ 규모로 가장 물량이 많은 구간이며, 20년 이상 30년 미만 건물이 전체의 

약 20.3%인 20,375㎡로 다음으로 많다. 30년 이상 건물도 전체의 약 32.0%인 32,053㎡를 차지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0년 미만40년~50년 미만50년 이상 30년~40년 미만 20년~30년 미만 10년~20년 미만

5.3%

11.3%

15.4%

11,282
15,483

20,375

31,072

16,733

면적(천㎡) 비율(%)

31.0%

16.7%

20.3%

5,288

 [그림 1] 경과년수에 따른 학교건물 면적 

출처 :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https://www.edubuil.kr/, 인출일시:2020.2.5.)

건물의 부위별 수선주기 등을 고려하면 개보수는 일반적으로 10년이 지나면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대규모 

개보수인 개축 또는 리모델링은 건물의 경과년수 30년을 기준으로 검토한 뒤 시설 및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학교환경개선사업 5개년 기본계획에서도 30년 이상 경과시설 중 약 500여 동의 

개축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3조 원 소요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학교건물의 교실 공간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화장실, 복도 등 공용공간이 전체의 28.6%로 가장 높은 비율인 약 

28,197천㎡ 규모이며, 일반교실이 다음으로 많은 약 18.0%인 17,810천㎡ 정도이다. 또한 학습지원공간이 약 

14.8%인 14,614천㎡ 규모, 관리행정시설이 8,511천㎡로 8.6%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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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동수(개) 비율(%)

일반교실 교과교실
이론

특별교실
실습

학습지원
공간

관리행정
공간

학생지원
공간

교원지원
공간

급식공간 보건위생
공간

공용공간 기타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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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

20,000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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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0

17,810

2,475
6,500

14,614

8,511

2,996 2,556
5,741 6,545

2.789

28,197

18.0%

2.5%

6.6%

14.8%

8.6%

3.0% 2.6%

5.8% 6.6%

28.6%

2.8%

 [그림 2] 학교공간 용도별 현황 

학교공간은 학생의 교육 및 생활을 위해 적정한 면적 및 환경기준을 확보해야 하며,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공간 규모 

및 기능, 교구 설비 등이 적정 수준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변화하는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등 현재의 교육정책 등도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공간, 대응성 높은 성격의 공간을 적극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학교건물은 위험상황이나 재난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저연령층 학생들이 장시간 거주하는 시설로, 재난을 

포함한 각종 위험에 대해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유·초·중·고등학교 건물 중에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A등급과 B등급이 각각 41.6%와 52.8%로서 전체의 약 94.4%(38,407동)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등급인 C등급은 약 5.4%인 2,215동이다. 그리고 보수, 보강 및 철거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재난위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D등급 건물은 약 22동이며, E등급은 없는 상황이다.

동수(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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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10,000

5,000

0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16,927

21,480

2,215 22 0

41.6%

52.8%

5.4% 0.1%

 [그림 3] 학교건물 안전등급별 동수 및 비율 



85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교육통계 Focus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총 68,577동 중 2019년 이후 5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위험시설은 약 200동으로 

추정하고, 향후 5년간 약 3,800억 원 규모를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최근 경주 등지에서 일어난 비교적 큰 규모의 지진으로 학교를 비롯한 많은 건물 및 인명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건물에 대한 지진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유·초·중·고등학교 건물의 경우 내진대상 건물 약 3만 3천여 동 중에서 내진대응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은 

약 54% 정도인 1만 8천여 동이며, 내진대응능력이 확보된 시설은 약 46%인 1만 5천여 동이다. 정부에서는 지진에 

취약한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건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내진보강을 조기완료할 예정이며, 지진위험지역(영남권)은 

매년 1,700억 원씩 지원하여 202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진위험 이외 지역은 ’24년까지 매년 1,800억 

원씩 지원하고, 2025년부터는 매년 3,600억 원씩 지원하여 ’2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내진대응능력

보유 15,491동

내진대응능력

미보유 18,025동

54% 46%

 [그림 4] 학교시설 내진능력 보유 현황 

학교건물은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그릇으로, 미래의 교육과정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제반 

교육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가 

가능하도록 유용한 교육시설 관련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통계로 관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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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은 국내외 교육분야, 다양한 영역의 동향과 정보, 교육계 소식 등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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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은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과 교육제도를 만들어 

정부와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가 즐거움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개발해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고 낯선 문제에 적극적으로 맞서며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무엇을 아는가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지향하며 

잠재력을 키워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을 성취하게 하며 

존중과 배려, 책임감을 바탕으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길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미래사회 핵심역량 교육, 혁신적인 초·중등교육이 고등교육으로 이어져 

대학이 인재를 육성하고 국가발전과 인류사회에 공헌할 

세계적인 연구성과와 글로벌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0년,

삶의 질을 높이고 균등한 발전을 이루는 교육,

나눔과 배려,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한국교육개발원이 ‘더불어 사는 시대를 위한  

대한민국 교육’을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