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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지난 9월 

24일(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김효 책임리더와 이승환 

실장을 만나 메타버스와 미래교육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생들은 환경의 편차를 넘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그 기반을 기술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황준성 바쁘신 일정에도 한국교육개발원에 방문하시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개발 독자분들을 위해 

네이버웨일 김효 책임리더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승환 실장님 

인사 말씀과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   효 저는 네이버에서 웨일브라우저를 만들고 있고, 작년부터 

브라우저를 포함한 기반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하여 교육 플랫폼인 

웨일스페이스를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사회 다방면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있고 교육도 예외는 아닌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의 진입장벽을 낮춰 선생님이 교육 그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을 혁신할 새로운 서비스들은 더 쉽게 교육 

현장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환경의 편차를 넘어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그 기반을 기술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네이버는 기반 기술에 투자하면서 웨일스페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웨일북이라는 노트북형 디바이스도 

개발했습니다.

이승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2014년에 설립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소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인재 등 전반에  

관한 정책연구 수행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지능 

데이터 실장을 맡고 있고, 주요 연구 분야는 메타버스, 가상융합, 인공 

지능입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경영 정보 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IS)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소프트 

웨어정책연구소에서 일하기 전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KT, 삼성경제 

연구소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감형 콘텐츠 산업 

활성화 전략과 가상 융합 경제 발전 전략 수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황준성 김효 책임리더님께서는 플랫폼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셨 

습니다. 최근 국내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제페토(ZEPETO)’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전망 측면에서 어떤 기대와 우려를 

하고 계신가요?

김   효 잘 아시다시피 메타버스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여러 가지 개념들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현재는 대단히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 XR(eXten 

-ded Reality; 확장현실), 화상회의 등에 이미 녹아 있던 부분들이 

메타버스라는 테마로 발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는 이러한 

새로운 개념이 대단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단계이며, 이것이 진정한 

플랫폼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계속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각 기술 요소들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야 하는 것도 사실 

이고,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한 디바이스 환경도 더 대중적으로 접근 

하기 좋은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미래기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각각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사용성과 

경험을 만들어갈 때 분명히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포괄하는 플랫폼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황준성 XR은 앞으로 의료, 금융,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적으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소에서 향후 추진할 계획인 

사업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승환 XR기술은 몰입(Immersion) 공간을 만들어 학습자가 그 안 

에서 스스로 움직이고, 참여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공간에서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온라인 교육은 2D 화면 속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듣는 방식과 지능화된 가상공간 

안에서 스스로 질문하며, 해답을 찾아가는 방식은 교육효과 측면에서 

매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은 2019년 범부처 실감콘텐츠 

활성화 전략, 2020년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에 이어, 현재 메타버스 

국가전략에 참여하며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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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공간은  

비생산적이고 제한적인 환경의  

기존 교육 공간에 비해  

아주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황준성 이승환 실장님께서는 실감형 콘텐츠 활성화 전략 수립에 

참여하셨는데, 독자들에게 실감형 콘텐츠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이승환 구체적인 실감형 콘텐츠 사례로 엠브리리들 항공대학교 

(Embry-Riddle Aeronautical University)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학교 

에서는 전공필수 과목으로 비행기 추락과 안전에 관한 내용을 가르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추락 상황은 현실에 실현하기 매우 어렵 

습니다. 이론 내용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행기가 추락했을 

당시의 상황, 추락 이유, 블랙박스의 위치와 분석을 보고서처럼 작성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을 이유로 전공필수 과목이 아닌  

전공선택 과목으로 개설할 수밖에 없었고, 학교는 생각을 바꾸었습 

니다. 비행기 추락 상황을 가상공간에 연출하고 학생들은 가상공간에 

접속하여 상황을 살피고 자료 수집을 위한 촬영을 합니다. 잔해 속 

에서 블랙박스를 찾아 수거하고 분석하여 감식보고서를 교수님에게 

제출합니다. 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전 

세계에서 접속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공간의 

제약을 넘어 수업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열리면서 수강생들이 증가하고 

학교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은 비생산적이고 제한적인 

환경의 기존 교육 공간에 비해 아주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승환 두 번째 사례로 소방 훈련이 있습니다. 소방 훈련을 하려면  

실제로 불을 내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 중인 건물에서  

불을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약 불을 낸다면 많은 양의 물과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며,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원의 낭비와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면서도 적은 인원이 참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프레임 시스템이라고 하는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공간에 들어가서 가상의 옷을 입고, 옷도 뜨거워집니다. 소방 

호스를 들고 불을 실제로 끌 수도 있습니다. 100% 현실적인 교육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몰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수행한 업무와 연구를 모아서 ‘메타버스 비긴즈’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서 교육 파트를 별도로 다루었고,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교육적으로 

활용했을 때 일어나는 재미있는 사례와 저의 상상을 담았습니다. 

  메타버스 기술은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틀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그간 교실, 교과서, 시험지 같은 

물리적인 요소들의 한계를 넘어서 

조금 더 교육 본질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황준성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VR(Virtual Reality: 가상 

현실),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XR, 메타버스 등의 기술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교육적 

으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 이러한 기술적 발전이  

학교, 교사, 학생, 학습 환경 등 교육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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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효 메타버스 기술은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틀에서 해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그간 교실, 교과서, 시험지 같은 

물리적인 요소들의 한계를 넘어서 조금 더 교육 본질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기술들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고, 만나야 했던 것, 값비싼 장비를 구매해야 했던 

일들은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낮은 가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교육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물리적인 한계와 환경적인 

제약을 뛰어넘어 더 많은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교사의 역할입니다. 교사의 역할도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나 AI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교사는 학생을 코칭하고 

안내하는 포괄적인 역할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이 교육의 

베이스 라인을 높여주고, 대신 그간 집중하지 못했던 인간적인 요소에 

투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술과 사람이 함께하여 더 나은 교육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환 메타버스 시대에는 시키는 일을 잘하고, 대응 매뉴얼을 잘 

외우는 방식이 잘 통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스로 상상하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 이 능력을 키워줄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수많은 창작도구, 스튜디오라 불리는 생산 플랫폼들이 생겨나며 사용자 

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이죠. 이 생산 플랫폼을 통해 게임, 옷 디자인, 공간 

디자인, 책, 음악, 미술 등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엄청 

나게 만들어지고 거래될 겁니다. 면접도 가상현실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더는 면접관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메타버스 속에서 지원자가 주어진 면접환경에서 어떻게 대응 

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응 매뉴얼을 외우는 것보다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하니까요.

  메타버스는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지만,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며  

기술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황준성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상황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급증하였는데, 한편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이에 

대한 논의와 활용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로서도 이러한 메타버스 열풍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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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메타버스는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지만,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매우 강한 몰입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포켓몬고’가 처음 나왔을 

때, 교통사고가 증가했고, 공원은 훼손되기도 했으며, 가택에 난입하는 

문제도 발생했었습니다.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있지만, 아직 HMD(Head 

Mounted Display: 머리 부분 탑재형 디스플레이) 기기 사용 시 발생하는 

어지러움의 문제도 있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극단주의적 행동을 하기도 

하죠. 최근 한 로블록스(ROBLOX) 사용자는 총기 난사 사건을 묘사한 

게임을 만들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성추행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며 기술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교육의 베이스라인을 올려서 

자신이 처한 환경에 관련 없이  

누구나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준성 미래사회를 위한 기술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전문가로서 우리 

교육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 

합니다.

김   효 여전히 자신이 사는 곳, 소득 수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교육, 

갈 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야 하는 

길이 정해져 있고, 그 길의 옵션이 적을수록 투자에 대한 효과는 올라 

갑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기술이 교육의 베이스 라인을 

올려서 자신이 처한 환경에 관련 없이 누구나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이 원하는 더 심도 있는 

교육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다양해질 것이고, 본인의 환경을 떠나 스스로 노력할수록 더 성장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환 일시적이고, 양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메타 

버스가 화두가 되니 연일 메타버스 세미나, 교육, 회의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도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여 

주기식 행사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단지 홍보를 위해 

메타버스 교육 콘텐츠를 많이 만들었다는 발표가 이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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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합니다. 많은 홍보보다 메타버스 교육 콘텐츠에 학생들이 지속적 

으로 로그인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상호작용 할 수 있는가가 중요 

합니다. 몰입할 수 있는 가상공간을 열심히 만들어도, 그 안에 지능과 

상호작용이 없으면, 다시 그곳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가 쌓이고, 지능은 축적되고 발전하는 고도화된 

메타버스를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플랫폼이 교육적인 역할을 하려면  

AI 기술이 교육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황준성 에듀테크 측면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주목하고 있거나 발전이 

기대되는 기술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효 가장 주목하는 기술은 역시 AI입니다. 저희도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메타버스 서비스도 있지만 결국 이러한 플랫폼이 교육 

적인 역할을 하려면 AI 기술이 교육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세상과 물리적 세상의 가장 큰 차이는 벌어지는 수많은 일을 무한대의 

연산력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학생들의 활동 데이터를 더 나은 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모으고, 제공해야하며, AI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생님이 활동 

기록과 성적표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더 고도화된 분석을 제공하여 

개개인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승환 중장기적으로 BCI(Brain Computer Interface) 분야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생각만으로 메타버스 안에서 상황을 제어할 수 

있어, 장애 및 특수 교육 분야에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는 도피공간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나고 많은 것들을 만들고 

시도할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황준성 두 전문가께서 활동하시는 분야를 학생들이 진로 목표로 

삼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와 경험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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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효 틀에 가두지 말고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이 경로를 점점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경로를 하나로 만드는 이유는 최적화입니다. 흔히 

최적화를 하지 않으면 경쟁이 안 된다는 사고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최적화 경로를 타면 길이 하나로 

줄어듭니다. 최근에 입사한 직원들의 예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IT, 

개발자가 되기 위해 좋은 대학과 학위를 가지기 위한 최적화 경로를 

거친 지원자보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지원자가 뒤늦게 개발을 배워 

지원하는 경우가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가진 경험을 

좋은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겠다고 찾아온 지원자를 보면서 예전과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달라진 분위기가 

학생들이 꿈과 진로를 결정하는데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승환 저도 김효 책임리더님의 의견과 맥락이 같습니다. 제가 

왔던 길을 그대로 가라고는 이야기 해주고 싶지 않아요. 얼마 전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 

해야 하는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학생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많은 

메이크 스튜디오들이 생겨날 겁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이라는 메타 

버스 공간이 있는데, 도서관 메타버스 안에 책을 만드는 스튜디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까지 자신들이 직접 글을 

쓰고 결과물을 업로드할 거예요. 이런 끊임없는 시도들이 공공과 

민간,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가상에서도 땀을 

흘리며 운동할 수 있고 권투선수가 아니더라도 권투를 해볼 수 있습 

니다. 메타버스란 가상공간이 현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반드시 

현실과 접점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도피 공간이 아닙니다. 현실을 

떠나 메타버스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기회로 

즐겁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매우 많은 것들을 만들고 

시도할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완전 학습을 위하여 AI가 어떻게 개인  

맞춤형 교육을 만들어 낼지 연구해 주시길...  

  다양한 분야의 메타버스 교육효과를 검증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도 언택트 시대, 기술 발전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끝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했으면 하는 

연구 주제 또는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효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학습을 위하여 AI가 어떻게 

개인 맞춤형 교육을 만들어 낼지 연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어떠한 데이터를 

쌓아야하고 그것을 어떻게 분석해서 어떤 결과를 낼지는 아직도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이승환 앞으로 메타버스가 매우 다양한 교육 분야에 적용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메타버스 교육효과를 검증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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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 웹표준기술융합포럼 의장(2020 ~ 현재)

• 네이버 책임리더(임원) / 웨일프로덕트오너(2015 ~ 현재)

• 웹툰 효과툰 프로덕트 매니저(2015 ~ 2016)

• 라인도저/라인파티런 프로덕트 매니저(2014 ~ 2015)

• OsFS/nBase 연구개발(2008 ~ 2014)

• 삼성전자 책임연구원(2005 ~ 2007)

• 매크로임팩트 팀장(창립멤버)(2000 ~ 2005)

• 한국통신기술(KTI) 연구원(1998 ~ 2000)

김  효    네이버웨일 책임리더

Profile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18 ~ 현재)

• 저서 「메타버스 비긴즈: 인간×공간×시간의 혁명」 집필(2021)

• 기획재정부 신산업전략 메타버스 TF 자문위원(20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자문위원(2021)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 수립 TF 자문위원(20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 자문위원(2020)

• 교육부 실감콘텐츠 심사위원회 위원(2020)

• 가상융합경제발전전략 공로 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20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감콘텐츠 산업 활성화 전략 자문위원(2019)

• 삼성경제연구소 Best Research Award 수상{2018)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2011 ~ 2018)

•  KT 경제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KT Corporate Center Manager)(2005 ~ 2011)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2003 ~ 2005)

이 승 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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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환경 개선을 위한  
메타버스의 이해
류지헌(전남대학교 교수)

고교-대학 연계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의 활용 가능성
임태형(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미래세대와 메타버스
김창환(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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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와  
미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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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환경 개선을 위한 
메타버스의 이해
류지헌(전남대학교 교수)

메타버스의 출현은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가상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지면서 가상세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시점은 1992년이다(Sparkes, 

2021). 당시 메타버스는 소설 속에 등장한 가상의 공간을 의미했는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가상의 온라인 공간을 지칭했다. 

그러나 이제는 메타버스를 지원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의 XR(extended reality) 연계형의 메타버스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메타버스의 등장과 관련한 적지 않은 논의들이 메타버스를 신개념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교육적인 

관점에서 메타버스가 어떤 장점과 활용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메타버스에 대한 신기한 경험은 사실 온라인 

학습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수업의 한계: 줌 피로(Zoom Fatigue)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의 많은 학교가 대면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였다. 이는 그동안 고등교육 분야에서 

온라인 수업의 활성화를 추진하던 현상을 더욱더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의 대학에서 온라인 



15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특별기획

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고, 이러한 전면적인 전환은 고등교육 

분야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대응 방식과 수업환경의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2020년 1학기, 학교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전혀 새로운 

수업환경을 강제로 맞아야 했다.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상황이었다. 당시 

대학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곧 가라앉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존재했다. 그러나 우리들의 희망과는 달리 팬데믹의 여파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전 세계를 휩쓸었고, 결국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백신접종 비율이 올라감에 

따라 위드코로나 시대의 서막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럼 그동안 대학의 수업환경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현재 1~2학년은 

제대로 된 대학생활과 친구 만들기조차 어렵다는 우려와 함께 온라인 

수업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화상회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학습유형이 나타났고, 학교와 회사들은 컴퓨터 기반의 업무환경에  

의존하고 있다. 팬데믹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 화상회의 시스템이라는 

수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고생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그렇지만 

이제는 화상회의 시스템 때문에 발생하는 ‘줌 피로증 (Zoom Fatigure)’ 

또는 ‘줌 탈진(Zoom Exhaustion)’이라는 불편을 경험하고 있다. 

피로증이라는 것은 불편한 느낌을 만들게 되는 심리적인 지각 현상이다. 

지속해서 화상회의 방식의 수업환경에 노출되면서 이러한 불편한 

경험이 쌓이고 있다. 이런 불편함이 확대되면서 수업 참여가 힘들어지고, 

인지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상당한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피로증이 

수업환경으로 확장된다면 수업에 대한 주의집중 상실이나 참여 불가 

등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대학과 같이 화상회의 

방식에 의한 수업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는 학습환경에서 이런 피로감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줌 피로감은 왜 

발생하는 것이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줌 피로(Zoom Fatigue)의 원인과 해결방법

일반적으로 ‘줌 피로증’이나 ‘줌 탈진’과 같은 현상의 원인은 4가지로 

지적되고 있다(Nadler, 2020). 첫째,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모니터를 

통해서 타인의 시선을 지속적으로 지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면에 등장 

하는 많은 사람의 시선을 온전히 다 받아야 한다. 줌 사용자는 화상회의나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수강생들의 얼굴을 직면해야 하는데, 문제는 누가 

나를 응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화면에 나오는 자기 모습을 지속해서 관찰하는 것도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다. 즉, 화면에 비친 내 모습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보는 것에 심리적인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미 소셜미디어에서는 거울효과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 소셜미디어에 노출된 내 모습을 의식적으로 지각하게 

되면서 소셜미디어 자체가 내 생활에 대한 거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타인에게 비치는 내 모습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셋째, 고정식 수업 활동에 의한 평면적인 학습경험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줌 등의 화상회의 시스템에서는 사실상 이동이나 움직임과 같은 

행동 요인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화상회의에 접속했다고 하더라도 

매우 평면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학습이나 수업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더 재미없고 지루한 경험이 된다. 기본적으로 학습은 

공간을 가정한 활동에 근거하는 것이다. 단순히 단어나 개념을 이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스처를 포함해서 다양한 

공간적인 활동을 수반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활동이 없어지면 온라인 

에서의 수업은 매우 지루한 경험이 되고 마는 것이다. 

넷째, 화상회의 방식의 온라인 학습상황에서 학습자는 외부의 도움을 

거의 받을 수 없어서 대부분의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학습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인지부하의 발생요소를 더 많이 갖고 

있다. 옆 친구에게 물어보거나 서로 협력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도 

혼자 해결해야 한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하는 학습자는 인지 

과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의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네 가지 문제점에 따라서 

어떤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과도한 시선접촉을 

피하고자 카메라를 끄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시선 

접촉을 피함으로써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거울효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카메라를 끄고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목소리 위주로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내 모습을 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셋째, 움직임이 

없는 학습활동을 줄이기 위해서 다소 움직이거나 제스처를 수반한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되고 있다. 고정식 학습경험을 통해서 

단순히 개념을 이해하거나 암기하는 차원의 활동에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넷째,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화상회의 상황에서 학습자의 얼굴을 보고 정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일상생활에서는 상대방의 정서 상태를 

파악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화상회의에서는 제안된 화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정서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이런 의식적인 점검과정 자체가 부자연스러우므로 인지부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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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학습에 대한 기저 이론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나 자신을 나타내는 아바타 

이다. 아바타를 통해서 가상현실 세계를 돌아다니거나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바타를 활용한다는 것은 학습자에게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해 준다. 아바타는 학습자와 메타버스를 연결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한다. 이것을 아바타에 의한 사회적 대리자(social agency) 

역할이라고 한다. 사실 아바타는 학습자와 학습 내용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회적 대리자 기능에 대한 이론은 이미 2001년에 

제안되었다(Moreno, Mayer, Spires, & Lester, 2015). 이들의 연구에서 

아바타는 학습 내용에 접근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높이거나 학습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아바타를 사용하면 학습자가 학습 내용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단순한 접근성 증진뿐만 아니라 정서적 상호작용을 위한 긍정적인 기능도 

제공한다. 아바타가 학습자와 학습내용 사이에 존재함으로써 친근감의 

표시나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학습내용에 대한 심층적 

사고가 가능하다. 즉, 아바타는 사람과 같은 인격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아바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보다 풍부한 학습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Mayer & Estrella, 2014). 이들의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바타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한 기저 이론은 이미 학술적인 관점에서 

오래전에 논의된 내용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메타버스는 새로운 

개념처럼 보이지만, 이미 학술적인 측면에서 오래전부터 연구된 분야 

라는 점이다. 

메타버스에서의 학습을 설명하는 또 다른 기저 이론으로 공간이동 및 

사회적 실재감 형성을 들 수 있다. 아바타는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이동 

하면서 활동을 수행한다. 따라서 메타버스에서는 공간적인 이동을 경험 

하고 입체적인 지각을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간을 돌아다니다 보면, 

자신이 있는 가상공간 자체에 대한 입체적인 지각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간지각을 갖게 된다. 소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특정한 공간적 특징을 

지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간지각이 높아지면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곳에 대한 물리적인 실재감도 올라가게 된다. 이와 같이, 공간지각 요인은 

줌 탈진현상을 유발하는 공정식 활동을 피할 수 있게 한다. 학습자들은 

자신이 속한 가상공간에 대한 실재감을 더 크게 지각할 수 있다(Reisoğlu, 

et al., 2017). 공간이동성을 통해서 사용자는 가상공간에 대해서 더 큰 

몰입감을 경험하게 된다(김주연, 2020).

메타버스 공간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는 다중사용자 가상환경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MUVE라고 하는데, multi-user virtual environment의 

약자이다. 이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메타버스에서는 여러 명의 학습자가 

동시에 접속해서 상호작용한다. 그리고 이 때, 아바타를 통해서 정서적인 

표현이나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아바타를 사용해서 

가벼운 인사를 나누거나 격려하고 손뼉을 치는 등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아바타를 활용한 사회적 활동을 

강화하고, 학습자들이 가상세계에서 다른 사람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각을 주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동료 학습자에 

대한 지각 수준을 높이는 장점을 이거나 하게 된다는 점이다(Tilak et al., 

2020).

메타버스에서는 공간적인 지각도 촉진되며, 다른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동기 촉진이 더 

용이하다. 이런 이유로 메타버스가 비대면 학습환경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조은원, 김부경, 배상훈, 2020).

   온라인 학습을 위한 메타버스의 대안요소

화상회의 방식의 온라인 수업에서 발생하는 ‘줌 탈진’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메타버스는 대안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가? 

첫째, 메타버스에서는 타인의 시선문제에서 나와 시선접촉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 화상회의에서는 평면적으로 

제시되는 화면 위의 사용자 시선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그런데 함께 

화상회의를 하는 사람 중에서 나와 실제로 시선접촉을 하는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 그래서 사용자 전체에 대한 인위적인 점검을 하게 된다. 

이런 인위적인 점검은 일상생활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런 심리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와 비슷하게 메타버스에서는 

사용자의 아바타와의 대면과정을 과정을 내가 접촉하는 상대를 특정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대리자인 아바타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 모습에 대한 긴장 

이나 경쟁적인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나를 그대로 노출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오히려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아바타를 꾸밀 수 

있다. 아바타를 통해서 나를 규정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은 조금 더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셋째, 입체적인 공간 활동이 가능해서 평면적인 학습경험을 피할 수 있다. 

학습자는 메타버스 학습공간을 이동하면서 활동에 참여한다. 완벽하게 

어떤 제스처를 구현해서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행동 중심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동료 학습자에 대한 물리적인 

위치나 공간적인 배치가 가능해지므로 함께 수업하는 동료에 대한 

실재감 인식을 촉진할 수 있다. 제스처나 행동을 통한 공간적인 이동은 

학습공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므로 학습에 대한 경험의 질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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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메타버스에서는 협력적인 학습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여러 명의 

학습자가 학습 동료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고, 함께 수업을 받고 

있다는 사회적 실재감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사회적 실재감과 공간적인 

이동 경험이 결합하면서 동료 학습자와의 협력 활동을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다. 우리의 일상적인 학습경험은 사실 그 학습이 일어난 공간의 특징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Fauville, et. al., 2021). 화상회의에서는 공간이동 

지각을 제공하지 못해서 학습자의 학습경험을 상당히 제한하게 된다.

   메타버스의 발전방향과 제언

메타버스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까?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 발전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메타버스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활용한다는 관점 

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XR과 연계된 학습경험의 확장이다. 화상회의 방식의 온라인 

학습은 제한적인 형태의 평면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했다. 그러나 

메타버스는 공간이동 및 제스처 등이 가능하므로 학습경험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드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며, VR(virtual reality)과 MR(mixed reality)을 결합한 

XR(extended reality) 기반의 메타버스가 확장될 것이다. 사실 이미 

상당수의 메타버스에서는 HMD(head mounted display)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재는 HMD의 보급이 늦기 때문에 활성화 

되어 있지 않지만, XR과 메타버스가 결합된 형식의 학습환경이 더 

늘어날 것이다. 

둘째, 환경구축의 자유도가 더 올라갈 것이다. 즉, 3D 오브젝트와 같이 

입체적인 모형을 사용자가 만들거나 활용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올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도 이런 기능이 있는 메타버스가 적지 않다. 

사용자의 기술이 늘어나면서 이런 활용도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환경구축 자유도가 올라간다면, 실험 실습이나 수행 중심의 

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체제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셋째, 메타버스를 활용함으로써 더욱더 다양한 형태의 진로개발을 

위한 수업유형이 등장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온라인 학습을 구분할 때, 

적용되었던 준거들이 메타버스와 결합되면서 더 다양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실습활동이 더 강조되거나 온라인으로 

연계된 현장 수업이 다양화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지식중심의 활동을 

벗어나 수행과 활동 중심의 실습도 온라인 교육의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첫째, 교수자의 수업설계 역량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수업설계 

및 전략을 위한 역량이 더욱 확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공학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더 많은 수업형태를 관리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대학교육에서 메타버스 활용을 위한 교수자 역량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사용자 익명성에 따른 학습윤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바타를 

사용함으로써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바타를 

사용함으로써 학습자의 익명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교수학습 과정 

에서 이러한 익명성을 고려한 윤리적인 실천 강령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다. 학습자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수업공간을 구성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윤리 및 태도와 관련된 소양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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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로서 청소년 진로교육을 위한 AR/VR 콘텐츠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다. 근래 폭발적인 관심을 받는 메타버스에 대해 연구소는 2020년 하반기부터 관심을 가져왔다. 

본래 연구소가 진행하던 연구의 아젠다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상현실 공간’으로서의 메타버스가 포함이 된 것이다. 

2020년 10월 이후, 연구소는 세 차례의 고교-대학 연계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메타버스 플랫폼인 <Virbela/Vstory>에서 

운영하였으며, 그 외에 한 차례의 국제학술대회 운영(노병하, 2021.8.24.), 다 회의 메타버스기반 행사 운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연구소가 운영한 고교-대학 연계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 진로교육을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고교-대학 연계 방안에 대해 필자의 의견을 공유하고자 한다. 더불어 고등학교와 대학을 연결하는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특별기획

고교-대학 연계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의 활용 가능성
임태형(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학술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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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진로교육 기회의 상실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대면형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다. 특히, 대학의 입학부서에서 지역 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캠퍼스 방문형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취소되었고, 부분적으로 ZOOM과 같은 화상 멘토링으로 

대체되었다. 연구소 소속 기관인 전남대학교도 입학부서에서 진행하는 캠퍼스 방문 전공탐색 프로그램이 전면 취소되었다. 

이는 지역거점국립대학인 전남대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대학의 공통된 사안이었다. 즉, 2020년은 광주·전남지역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의 기회가 삭제된 시기로 볼 수 있다. 비단 광주·전남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2020년 6월 iLRN(immersive Learning Research Network)2020이라는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면서 경험한 <Virbela>라는 

가상세계 플랫폼은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다. 연구소는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ZOOM과 같은 화상회의 방식보다 더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고교-대학 연계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캠퍼스 방문형 전공탐색 프로그램을 가상현실 세계에서 진행하자는 계획이었다. 지역 고등학생이 

전남대학교 각 학과 대학생 멘토를 가상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진로 멘토링을 기획하였다(임태형, 양은별, 김국현, 류지헌, 2021).

2020년 10월, 2회에 걸쳐 행사가 기획되었다. 1회차는 간호학 진로에 관심 있는 광주지역 고등학생들을 모집하였다. 광주지역 

9개교에서 124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및 재학생 멘토들과 가상공간에서 만날 수 있었다. 2회차는 

경제학부, 수학교육과 등 5개 학과를 먼저 섭외하고, 전남지역의 고흥고등학교 학생 23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1~2회차에 걸친 10월 행사에서는 참여 고등학생들 모두 긍정적 평가를 보였으며, 그 이유로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게 취소된 

상황에서 ‘가뭄에 단비’ 같았다”는 소감을 보였다.

   준비 및 운영 과정의 문제들

2020년 10월의 행사는 방법적으로 매우 혁신적인 시도였고, 실제로도 다수의 지역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도 하였다. 행사의 

결과만을 놓고 보았을 때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연구소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경험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고교-대학 연계 진로 멘토링과 같은 프로그램은 본래 대학의 입학 부서에서 고정적으로 진행해왔던 터라, 

연구소가 주관하여 진행하기에는 교육청을 통한 홍보 과정에서 수월하지 못하였다.

또한, 학기 중 평일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율 측면에서 선택권이 없었다. 다수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참여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 공통으로 외부 행사 참여에 부담이 없는 요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수요일 오후가 보충수업이 

없는 요일이었기 때문에 수요일 오후로 행사를 기획하였다. 

일정은 확정되었으나 가장 우려되었던 점은 학생 개개인의 접속기기 환경이었다. <Virbela>플랫폼은 모바일기기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PC나 노트북으로 접속을 해야 한다. 2020년 10월은 코로나 2차 유행 시기로 광주권은 재택수업이었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각자 집에서 접속하였다. 그러나 전남권은 등교수업이었는데, 학교의 PC실이 30명 정도밖에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사 참여 인원도 30명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PC실처럼 한 공간에서 다수가 접속하는 환경의 

경우는 아무리 개인별로 헤드셋을 착용해도, 음성채팅에 주위의 소음이 입력되기에 매우 어수선한 환경이었다. 

기술적 오류도 큰 장애물이었다. 프로그램 진행은 전체적으로 매끄러웠으나, 간혹 학생 소수가 음성 입출력의 문제, 접속 상태 

불안정의 문제 등을 보고하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운영팀 입장에서는 서버 불안정이나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된 우려 

등으로 매우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특별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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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속에서 고등학생들의 행동양식

고등학생들을 메타버스 공간 속에 자유롭게 풀어놓았을 때 예상하지 못한 행동 양식들이 관찰되었다. 고등교육 성인 학습자가 

아닌 청소년 사용자가 익명성을 부여받게 되었을 때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에서 표출하는 그들의 행동은 종종 예상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다. ‘아바타’와 ‘공간이동’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기존의 ZOOM과 같은 화상회의 방식 대비 갖는 가장 

뚜렷한 특장점이라고 보았을 때, 이 두 가지 특징들은 고등학생들의 행동양식을 설명해주는 두 가지 범주가 될 수 있겠다.

먼저, 고등학생들의 아바타는 매우 개성적이었다. <Virbela> 플랫폼이 제공하는 아바타 커스터마이징 옵션은 매우 다채롭다. 

고등학생 중 남학생들이 자주 선택했던 아바타의 외형은 ‘대머리’와 ‘수염’이었으며, 복장은 ‘노랑’이나 ‘빨강’ 등의 원색 

계열이었다. ‘대머리’와 ‘안대’를 조합한 ‘궁예’ 아바타나 ‘대머리’에 ‘망토’를 조합한 ‘원펀맨’ 만화 캐릭터 같은 미디어의 캐릭터를 

모사하는 경우를 자주 관찰할 수 있었다. 아바타가 가상현실 공간에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유일한 외형적 수단이라고 

볼 때, 고등학생들이 선택하는 아바타의 외형은 매우 개성적이고 강렬하였다. 이는 성인 이용자가 주로 평범한 아바타 

외형을 선택하는 것과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등학생들은 아바타의 제스처 중 ‘오락적인’ 제스처를 

매우 선호하였다. <Virbela>의 제스처는 인사하기, 악수하기, 박수치기, 춤추기 등 매우 다양하다. 이 중 ‘춤추기’ 제스처에 

열광하였으며,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박자에 맞추어 춤추기 제스처를 구현하는 등, 오락적인 부분에 매우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공간이동성’이라는 메타버스의 특징으로 살펴보면, 고등학생들이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보여주는 이동성은 매우 

돌발적이며 급진적이다. 때로는 규범에 따르지 않는다. 성인 이용자에게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 특성이다. 마치 고등학생들이 

교내 규범을 어기는 것처럼, 갑자기 무대 위에 올라 장난식으로 춤을 추고 도망간다든지, 강연장에서 탈출하여 맵 구석구석을 

혼자 탐험한다든지, 다양한 일탈행위를 관찰할 수 있었다. 연구소가 고등학생 대상으로 여러 차례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찰한 결과 고등학생 이용자의 행동은 정제되지 않고 돌발적이다. 일반적으로 정숙하는 분위기에서 장난식으로 

마이크를 켜고 소란을 피우는 경우도 종종 관찰하였는데, 이러한 특성은 성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행사에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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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활용을 위한 지역교육청과의 협력

대학의 연구소가 현장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지역 교육청의 협조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10월은 연구소와 지역 교육청과의 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성되지 않은 시기였다. 이때 고교 대상 행사를 홍보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학교들의 호응도와 관심은 매우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연구소는 향후 고교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일선 장학사와의 협력이 아니라 부서장급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전남대학교 사범대학에 교육협력관으로 파견된 전남교육청 소속의 장학사님의 도움으로 전라남도교육청(이하 전남교육청)의 

중등교육과 등 핵심부서와 협의를 이뤄낼 수 있었다. 때마침 전남교육청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요구가 

있어서 연구소와 여러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협의하였다.

2021년 10월 11일에 고교-대학 연계 전공탐색 프로그램을 <V-story>(*Virbela의 한국파트너사) 플랫폼으로 진행하였으며, 

전남교육청의 협조하에 전남 고교생 200여 명이 참여, 전남대학교와 광주교육대학교의 전공 멘토들과 메타버스에서 만나 

진로탐색의 시간을 가졌다(양가람, 2021.10.12.). 전남교육청은 전남대 입학본부 및 광주교육대의 입학부서와 연계하여 

대학생 멘토단을 구성하였으며, 연구소는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사 운영을 지원하였다. 정확히 1년 

전인 2020년 10월에 연구소 단독으로 진행했었던 행사와 비교했을 때, 행사 규모나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를 경험할 

수 있었다. 전남교육청과 성공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예정된 추가적인 메타버스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1년 11월 전남권 중등교원 메타버스기반 활용연수를 기획 중이다. 교사연수는 연수시수 인정 등 교육청의 행정지원이 

구조적으로 필수적이다. 중등교육 현장에 메타버스가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연수가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번 

연수를 계기로 전남권 중등교육 현장에 메타버스 활용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농어촌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2025년 일반고에 전격 적용되는 고교학점제는 교과목 수요를 기반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전라남도와 같은 

농어촌지역에서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은 그 의미가 도시지역과는 다르게 다가온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관리하는 ‘교실온닷’ 플랫폼으로 이루어지며 수업 운영방식은 ZOOM과 같은 화상회의형이다.

전남교육청은 연구소와 협력하여 2022년 1학기 고교학점제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중 ‘교육학’교과목의 수업 운영을 메타버스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을 갖고 있다. 기존의 화상회의방식이 아닌 메타버스 기반의 아바타 상호작용 방식의 수업을 

고교학점제 온라인 수업에 적용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 시범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메타버스 플랫폼이 마치 화상회의 플랫폼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상위호환의 대체재는 절대 될 수 없다. 플랫폼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은 용도가 다른 이유이며, 비대면 

교육환경 플랫폼으로서 메타버스의 활용 가능성을 고교학점제에 시범 적용해봄으로써 탐색해보자는 것에 목적이 있다.

   Z세대와 메타버스 리터러시

리터러시(literacy)를 메타버스에 합성할 수 있다면, 메타버스 리터러시라는 용어의 뜻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이 될 것이다. 3차원의 가상현실 공간에서의 기본 조작, 상호작용 방법, 아바타에 대한 익숙함 등이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 필자가 메타버스 활용 워크숍을 다회 출강하면서 경험한 바, 20대 대학생과 50대 이상의 성인 이용자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처음 사용했을 때 기본기를 익히는 속도는 절대적으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오른손으로는 마우스를 조작하며 

시야 회전을 하는 것, 왼손으로는 WSAD키를 이동키로 쓰는 것은 컴퓨터 게임을 해본 세대에게는 매우 익숙한 조작법이다. 

월드오브워크래프트 같은 MMORPG 장르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FPS 장르를 해본 이용자라면 해당 조작법이 너무나 

익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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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리터러시가 전혀 없는 사람이 처음 <Virbela>의 기본조작법을 안내받았을 때 익숙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한 아바타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은 MMORPG게임의 기본 요소이기도 하다. MZ세대들이 2000년 이후부터 

즐겨온 수많은 온라인 게임들의 아바타 커스터마이징 요소가 메타버스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중등교육현장에 메타버스 

플랫폼이 적용되었을 때, 교사보다 학생들이 더 친숙해 하고 흥미있어할 것이라고 예상해본다. 지금 Z세대에게 메타버스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것이었다.

   고교-대학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

지역 고등교육 기관이 당면한 가장 큰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이다. 지역 고등학생들의 수도권 진학 선호 현상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며, 앞으로 지역 인재의 이탈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만 존재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맥락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속칭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은 지역대학들을 네트워크화 하고,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지역 대학의 교과목을 제공하는 등, 고교-대학이 연계될 수 있는 플랫폼의 구축을 기반으로 한다.

그동안 메타버스 플랫폼은 주로 단발성 행사용으로 활용해왔었다. 만약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처럼 고교-대학이 연계되는 

플랫폼이 메타버스로 구축되면 어떤 모습일까 개인적으로 상상해본다. 고등학생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로그인하여, 희망하는 

대학 수업을 찾아서 듣고, 가상교실에서 교수님과 대학생 멘토들을 상시로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된다면, 그 교육 경험은 

고등학생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될 수 있을까.

위와 같은 상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고교와 대학이 모두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사용해야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전제를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현재 상용화된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너무나 다양하며, 새로운 플랫폼들이 향후 

계속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메타버스 춘추전국시대’에서 누가 살아남을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특정 민간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고, 국가 주도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의 고교-대학 연계 교육플랫폼으로의 가능성은 설득력이 있으며,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미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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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메타버스가 한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의 사실에 놀랐다. 메타버스의 주 사용자가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메타버스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어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세계인데, 

미래세대는 이미 메타버스에 익숙해 있고, 메타버스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메타버스가 미래세대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메타버스는 왜 갑자기 주목받았을까?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이란 뜻을 갖고 있는 meta와 세계, 우주라는 뜻을 갖고 있는 universe를 합친 합성어이다. 현실세계를 

초월한 세계, 현실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만나서 융합된 새로운 세계를 말한다. 현실세계 안에 디지털 세계를 들여온 것인 동시에, 

가상세계 안에 현실을 옮겨 놓은 것이다. 즉, 메타버스는 한편으로는 현실이 디지털 세계로 확장해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세계가 현실세계로 확장해 가면서 융합되는 세계로 볼 수 있다. 물리공간과 디지털 공간이 혼합되는 일종의 혼합세계인 

것이다(윤정현, 2021). 

미래세대와 메타버스
김창환(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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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가 2021년에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줄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였고, 미디어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코로나19는 공간개념의 변화를 가져왔다. 물리적 공간에서의 활동이 축소되고, 가상 공간에서의 활동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현실세계 활동이 줄고, 디지털 세계 활동이 증가한 것이다. 온라인 쇼핑, 온라인 여행, 온라인 관람, 온라인 교육, 

온라인 게임, 온라인 회의 등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세계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고, 이와 더불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메타버스 세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게 된 것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유명한 미국 게임 로블록스(Roblox)의 경우, 2020년 4분기 기준 일간 사용자가 3,713만 명이고, 동시 

사용자는 570만 명을 기록하였고, 미국 16세 미만 아동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게임 플랫폼 

포트나이트(Fortnite)의 경우, 2020년 이용자수가 3억 5천만 명이고, 미국 청소년의 40%가 여가의 25%를 보내는 곳으로 

유명하다. 또 다른 게임 플랫폼 마인크래프트(Minecraft)는 블록으로 학교 등을 짓는 샌드박스 게임인데, 2019년 9월 기준 

평균 유저 수가 1억 1,200만 명이고, 주 사용자는 초등학생이다. 한국 네이버에서 만든 제페토의 경우, 2020년 8월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가 1억 8천만 명이고, 해외 이용자 비중이 90%, 10대 이용자는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Z세대가 주도하며 

메타버스가 급격히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Z세대는 게임 세대로 이미 메타버스에 익숙한 상태이다. 콘텐츠 소비 목적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 형성과 유지를 목적으로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증가하였다.

여기에 기업들도 가세하면서 메타버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메타버스가 엔비디아의 미래라고 강조하였다. 

Google, Apple, MS, Facebook 등 글로벌 IT 기업들도 

메타버스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의 경우, 

메타버스에 회사의 미래 명운을 걸었다고 할 정도로 

메타버스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Facebook Reality 

Labs’라는 연구소를 설립하고 현재 6천 명의 직원이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포트나이트(Fortnite)의 제작사인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CEO는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다음 버전”이라고 

규정하고 “미래 사람들은 메타버스로 일을 하러가거나 

쇼핑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래학자인 해밀턴(Roger James Hamilton)은 

“2024년에 우리는 현재의 2D 인터넷 세상보다 3D 

가상세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측하였다. 

미국 아동청소년의 경우, 유튜브 보다 로블록스에서 

2.5배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앞으로 사람들은 메타버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현실의 더욱 많은 경제, 사회적 활동들이 가상과 연결 

되거나 융합하는 메타버스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한상열,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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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세대는 왜 메타버스에 열광하는가?

메타버스가 미래에도 그 열기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주된 다른 이유는 메타버스의 주 이용자가 미래세대라는 점이다. 

현재 메타버스에 10대들이 열광하고 있다. 그들이 메타버스에 심취해 있는 것은 디지털 세대인 그들의 특징과 관련된다. 태어날 

때부터, 적어도 어릴 때부터 디지털 세계에 익숙한 그들이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메타버스 플랫폼과도 가깝게 된 것이다. 

Z세대 다음 세대인 알파세대와 베타세대는 현실세계와 여러 가상세계에서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인류의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다. 아동〮청소년에게 어필하는 메타버스의 매력 포인트를 7가지를 살펴보겠다.

첫째, 내가 원하는 나를 창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메타버스 안에서는 누구나 아바타를 갖게 된다. 아바타는 

가상적 존재(virtual being)이고, 자신의 분신이다. 아바타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투영할 수도 있고, 동시에 나를 새

롭게 디자인할 수도 있다. 현실세계 나의 능력보다 뛰어난 나, 내가 원하는 모습의 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의 나, 명품으로 치

장한 모습의 나를 디지털 공간 안에서 창조할 수 있다. 메타버스 속에서 나는 나의 운명적 한계(나이, 성, 신체조건 등)를 극복할 

수 있다. 주체적으로 자아를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이다. 현실세계에서는 인기가 없는 사람이 가상세계에서는 그 누구보다 인기

가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주인공은 다음과 같이 메타버스의 매력을 얘기한다: “메타버스 안에

서는 무엇이든 될 수 있으니까 다들 거기에서 살아요.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 같은 유일한 장소죠.” 

둘째, 새롭게 만들어진 나인 아바타를 기반으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가상존재인 아바타는 메타버스 플

랫폼마다 다르게 만들 수 있다. 현실세계의 본캐(본래 캐릭터)와 더불어 가상세계의 부캐(서브캐릭터, 보조캐릭터)를 갖게 되는

데, 이는 자신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된다. 아바타와 함께 그들은 메타버스 안에서 제2의 삶(second life), 제

3의 삶(third life)을 살게 되는 것이다. 

셋째, 내가 원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태어날 때부터 규정된 생활환경과 사회적 지위를 넘어, 새로운 지위, 신

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인종, 국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의 가치, 문화, 관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익명의 디지털 환경 속에서 현실의 제약을 넘어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내가 원하는 공간을 창조하고,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메타버스는 디지털 세계이기 때문에 공간의 확장과 창

조가 가능하다. 공간의 제약, 시간의 제약, 환경의 제약 등 현실의 모든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다.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자유롭

게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을 할 수 있다. 열린 공간(open world), 열린 시간(open time), 열린 캐릭터(open character) 속에서 

경계를 넘으며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세계에서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 수 없지만, 가상세계에서는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살 수 있다. 현실세계에서는 BMW 자동차를 살 수 없지만, 가상세계에서는 람보르기니

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나만의 우주,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섯째, 미지의 세계를 몰입감 있게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메타버스는 현실세계를 디지털세계에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따라

서 메타버스에서도 현실과 똑같이 실감나게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2차원 세계와는 달리 3차원 가상세계는 몰입감을 갖게 

한다. 이러한 실감 콘텐츠는 다음 세대에게 현실보다 더 매력적인 세계로 다가올 수 있다. 현실과 같은 세계에서 마음껏 자신이 

체험하고 싶은 것들을 실감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몰입도가 더욱 높은  하드웨어와 콘텐츠가 개발되면, 미래세대는 더

욱 메타버스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섯째, 탐험하고, 성취하고, 게임하면서 표현욕구, 창조욕구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표현활동과 창조활동은 인간의 원초

적인 충동이다. 아바타를 만들고 꾸미는 것이 표현활동, 창조활동의 일환이다. 내가 원하는 세계(집, 학교, 왕국)를 건설하는 것

도 가능하다. 샌드박스형 가상세계를 비롯하여 많은 메타버스 서비스들은 이용자가 상상력과 창의력을 구체화하여 재현할 수 

있는 개방적인 창작 툴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의 Z세대는 어릴 때부터 메타버스 플랫폼(예, 마인크래프트)에서 제작하는 경험

을 축적하였다. 메타버스가 신기하고 낯선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메타버스 속에서 ‘마이 유니버스’를 만들면서 살아왔던 것

이다. 그들에게 메타버스는 컴퓨터 모니터를 VR 헤드셋이 대체하는 형태로 진화된 것이다. Z세대 다음 세대인 알파세대 역시 제

페토 등 메타버스 플랫폼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들이 성인이 되면 메타버스는 더 이상 낯선 세계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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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디지털 친구 관계를 맺는 것이 매력적이라는 점이다. Z세대는 아바타의 모습으로 낯선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고 소통하

는 것을 좋아한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사귀고 함께 놀이하는 것을 매우 흥미 있게 생각한다. 메타버스 안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사회성이 주목 받는다. 재미있는 영상을 올려 ‘좋아요’를 받는 사람, 나의 사생활을 노출하여 관심을 획득하는 사람(브이

로거), 챌린지에 적극 참여하고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발하게 하는 사람, 인기 콘텐츠, 베스트 댓글, 유명 

짤(meme) 생성자, 좋아요, 댓글, 팔로우를 많이 받는 사람이 주목을 받는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사회에서의 관심은 돈을 버는 

것과 연결된다. 게임 잘 하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 서게 되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 

종합하면, 미래세대가 메타버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첫째, 그들의 문화적 특성과 잘 연관되기 때문이고, 둘째 인간의 욕구들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이고, 셋째 무한한 경험의 세계로 안내해 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메타버스는 미래세대의 

생활, 문화, 가치체계 변화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Z세대/알파세대/베타세대는 미래 새로운 메타버스(하이브리드세계, 

혼합세계)를 경험하고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메타버스가 그들의 생활을 지배하면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존재가 될 것이다. 

생활세계가 달라지고, 경험이 달라지고, 표현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진로 선택이 달라질 것이다. 특히, 향후 태생부터 여러 

개의 가상세계를 오가며 생활하는 메타버스 네이티브 세대(베타세대)가 등장한다면, 메타버스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넘어 생활 

그 자체, 미래 그 자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메타버스 속 학생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는가?

메타버스는 디지털 공간이요, 체험공간이요, 표현과 소통의 공간이요, 이미지와 영상이 지배하는 공간이요, 콘텐츠가 지배하는 

공간이요, 창조의 공간이요, 연결의 공간이요, 개방적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 속에서 학생들은 현실세계와는 다른 모습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메타버스 속 학생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살펴보자.

첫째, 메타버스에 학생들이 흥미와 동기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마치 학생들이 게임에 흥미를 갖고 좋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메

타버스 콘텐츠들이 게임 이상으로 매력을 갖고 있어 학생들의 주의를 끌 수 있다. 재미있는 콘텐츠에 흥미를 느끼고 그것을 알아

보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된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하는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더욱 몰입하여 집중하게 된다. 

둘째, 메타버스 속 학생은 적극적 탐험가로 변신한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실감 기술로 무장한 흥미 있는 교육 콘텐츠들이 제공

될 경우, 학생들은 호기심이 발동하여 적극 탐험하게 된다. 메타버스가 탐험 공간으로 변하고, 학생들은 배움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게 된다. 특히 실감 콘텐츠는 학생들의 몰입을 가져온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셋째, 메타버스 속 학생은 배움의 주체로 변신한다. 메타버스 자체가 체험 콘텐츠로 가득하기 때문에 강의 중심 교육은 효과가 떨

어진다. 체험 중심 교육으로 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학습의 주체로 변하게 된다. 배움이 즐거운 경험이 되는 것이다. 

넷째, 메타버스 속에서 학생은 자신의 생각, 재능, 소질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자신이 경험한 스토리를 다양한 콘텐

츠(메타버스 속 브이로그, 유튜브 등)로 표현할 수 있다. 학생들이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가 된다. 자신이 만든 작품을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소통의 장이 만들어진다. 

다섯째, 메타버스 속에서 학생들은 적극적 친구관계를 형성하여 나가게 된다. 학교 시간 외에도 반 친구들을 언제든 만날 수 있다. 

메타버스 속에서 함께 다니면서 체험하는 것이 더욱 재미있기 때문이다. 메타버스 카페를 만들고 친구들을 초대하고, 함께 공부

를 하고 숙제를 하면서 친구 관계가 더욱 돈독해 질 수 있다.

여섯째, 메타버스 속에서 학생들은 개방형 세계관을 형성한다. 메타버스는 공간과 장벽(국경)에서 자유롭다. 메타버스는 편견이 

제거된 열린 공간이다. 인종, 나이, 성 등 신분의 제약에서 자유롭고, 열린 캐릭터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교류하는 공간이다. 초연

결사회에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만나 교류할 수 있다. 전 세계의 학생을 만나서 교류할 수 있다. 메타버스 속에서 학

생들은 세계 시민이고 개방적 세계관과 열린 세계관을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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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교육 가치 평가

메타버스 교육은 이제 시작 단계이다. 입학식, 졸업식, 축제 등 교육행사는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강의를 

메타버스 안에서 시도하고 있다. 향후 기술의 발전과 플랫폼이 구축되면 수업 등 주요 교육 활동을 메타버스 내에서 할 수 있게 된다. 

메타버스 교육은 기회이다. 학생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더 많은 체험기회, 표현기회, 창작기회, 성장기회, 진로기회를 

제공해 준다. 메타버스 교육은 또한 혁신이다. 교육의 공간, 교육의 시간,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학생의 참여 등 교육 전반에 

혁신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교육개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의 미래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될 

고교학점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 교실 등 교육 여건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현실 공간 속에서는 제약이 많다. 그러나 

메타버스 속에서는 교사 확충(외부 전문가 활용), 교실 확충, 교과목 확충, 교육시간 확충(야간) 등이 용이해 고교학점제의 도입 

및 정착을 지원할 수 있다.

메타버스 교육은 학생들에게 크게 환영받을 것이다. 디지털 세대의 특성에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수많은 실감교육 

콘텐츠에 몰입하게 되고, 수업에 적극 참여하는 주체로 거듭난다. 모든 교육자가 꿈꾸는 액티브 러닝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것이 

메타버스 교육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메타버스가 현실을 대체하지 못하듯이, 메타버스 교육 역시 현실교육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신체활동의 약화, 중독, 사이버 범죄 

등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메타버스를 잘 활용할 경우, 학생의 참여를 높이고 교육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 

10년 안에 메타버스는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메타버스 교육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교육 공간을 교육의 본질이 구현되는 공간,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꾸며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단순히 

현실 교육을 메타버스에 옮겨 복제하는 교육과는 다르게, 에듀테크 관점을 넘어서는 가치를 줄 수 있어야 메타버스 교육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메타버스 교육공동체를 의미 있는 학습공동체, 가치 있는 개방·공유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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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방향 모색

한반도 분단 기간이 길어지고 통일에 대한 새로운 세대의 인식이 기존 세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기존의 통일교육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고 통일의 필요성에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이들의 비율이 높다는 조사 결과들에서 기인한다. 2020년에 실시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1) 결과를 
살펴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초중고 학생들의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가 2017년 16.4%에서 2020년 24.2%로 증가추세에 

있다.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는 문항에 대해서는 ‘관심 있음’이 50.5%로 나타나 교사들의 응답 결과인 79.7%에 비해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1)  통일교육원에서 2014년부터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매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통일교육원에서는 한반도 상황과 평화·통일 
교육으로의 전환 등 학교통일교육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2020년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 의뢰하여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문항을 개발하여 2020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실태조사 문항에는 청소년의 평화 및 분단에 대한 인식을 다루는 설문 문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평화 및 분단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인식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이 분단과 평화를 자기 삶과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가깝게 느끼는지, 그리고 
그러한 평화 및 분단의 미시, 거시적 인식이 통일에 관한 인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평화·통일 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분단의 일상성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김희정(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
김지수(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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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의 학생들은 출생과 함께 분단을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에게는 분단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분단을 해결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을 자기 삶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20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 “남북 분단이 내 삶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나요”라는 

문항에 대해 초·중·고 학생의 경우 ‘그렇다’(31.5%)는 응답보다 ‘그렇지 

않다’(34.2%)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 교사들의 응답 결과인 ‘그렇다 

(65.3%)’, ‘그렇지 않다(11.3%)’와 큰 차이를 보여준다. “현재 남북 관계가  

얼마나 평화롭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은 

‘평화롭지 않다’(35.2%)가 ‘평화롭다’(17.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학생들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반도가 비교적 평화롭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한국의 학생들은 남북 관계를 평화롭지 

않다고 보는 것에 비해 분단이 자기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낮게 

인식하고 있다.

분단이 일상에 고착된 현실을 살아가는 청소년 세대에게는 분단이 큰 

문제가 아니며, 그것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통일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통일은 중요한 문제 

라기보다는 자기 삶과는 거리가 먼 관심 밖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통일교육에서 분단과 통일을 자기 삶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 분단은 한반도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개별 주체의 미시적인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반도 주민들 각자의 일상적 삶이 분단의 

역사와 분단국가의 한 시대를 형성하며, 그 역사는 다시 개별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그동안 일상적이며 

미시적 차원에서 분단을 이해하고 거시적 차원과의 관계 및 연결고리를  

탐색하려는 시도는 부족했다. 한국전쟁 후 한반도에서의 정전과 분단은 

전쟁의 중단이라는 점에서 과거에는 소극적 평화의 의미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분단이 고착화되고 그것이 구조적 폭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일상 

생활에 면면히 영향을 주고 있다. 분단의 일상성 연구는 지금까지 거시 

적인 측면에서만 주로 다루어졌던 분단 구조의 문제를 분단 속에서 삶을 

살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서부터 접근하려는 

것이다. 이는 경험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분단의 영향을 그려내고 보여 

줌으로써 분단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이 글은 분단의 일상성에 대한 고찰을 평화·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 

다임의 시작점으로 상정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통일교육은 통일의 

당위성에 초점을 두었고, 분단의 문제를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 

에서만 다루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삶과 시선에서는 오히려 동떨어진 

경험이었을 수 있다. 분단의 일상성에 대한 고찰은 학습의 주체인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분단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고 분단 속에서 사회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분단이 자신의 일상적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사유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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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단 구조와 분단의 일상성 연구    

1. 분단 체제 연구 

분단에 대한 연구는 분단을 냉전의 산물로 바라보면서 남북한의 이질 

적인 체제를 설명하는 기초로 다루어왔다. 이러한 분단체제론은 억압체제 

로서의 분단체제가 남북한 주민에 끼치는 구조적인 영향을 드러내는 

성과를 냈으며(박순성, 2012), 또한 분단 구조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단폭력으로 규정하고 고찰하는 연구들도 등장하였다. 그 예로 

한국의 국가폭력이 일상화된 내전 상태에서 행사되는 ‘타자’에 대한 

폭력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국가폭력과 분단의 폭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김동춘, 2013), 

이후 분단체제론이 분단체제 형성과 변화에 대한 거대담론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일상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분단을 추적하는 

‘분단체제 인식의 일상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되면서(홍민, 2011) 

분단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탈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박순성, 

2012)이 등장했다.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은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구조나 사회적 힘 등을 상정하지 않고 행위자와 이들의 관계가 만들어 

내는 네트워크만을 이용해서 사회현상을 설명하려는 이론이다(홍성욱, 

2021). 분단을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 의해 분석할 때 행위자는 인간 

행위자만이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Non Human Actor)인 분단을 

포함하게 된다. 탈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남북의 적대관계라는 

일반적 논의를 넘어서 한반도 분단체제의 작동원리를 구체화하려는 

시도였으며, 분단체제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행위자와 이들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설명함으로써 분단 자체가 갖는 

행위성과 수행성을 밝혔다(박순성, 2012).

탈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분단이 어떻게 작동되며 또 고착 

되는지 인과론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지만, 분단이 작동되는 구체적인 분단의 일상성을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즉 분단의 삶을 사는 분단인의 주체적 시각에서 분단의 

흔적과 그 삶의 영역을 탐색하여 의미화하고 이를 분단과 치밀하게 

연결하는 구체적인 작업은 제한적으로만 실행되었다. 또 다른 한계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 갖는 한계에 따른 점이다.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에서는 비인간 행위자에게 행위성을 부여하는 주체 역시 인간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행위성을 오히려 강화한다는 비판과 인간의 행위성을 

오히려 강화한다는 비판과 인간의 책임을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지목되고 있다(홍성욱, 2021). 이러한 점에서 탈분단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이 분단에 대한 인간의 행위성을 강화하는 반면 

책임을 약화하고, 행위의 부정적 결과를 인간 내적인 귀인이 아닌 분단에 

전가한다는 비판에 대해 유의해야 하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2. 분단의 일상성 개념과 고찰

분단(分斷)은 ‘잘라서 동강을 냄’(네이버 한자사전) 이라는 뜻으로 

한반도의 남북이 나누어 끊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일상성은 ‘인간 본연의 

자세’, ‘날마다 반복되는 성질’(네이버 사전)이라는 뜻이 있다. 좀 더 깊이 

일상성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일상성은 분명히 그 안에서 현존재가 

매일 머물고 있는 실존의 양식과 일생동안 현존재를 두루 지배하는 

실존의 특정한 방식을 의미한다(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이런 의미 

들을 기초로 분단의 일상성을 규정하자면 그것은 ‘남북이 나누어 끊어진 

상태가 날마다 반복되며 또 변형해가는 성질’이자, ‘분단 속에서 살아 

가는 주체들의 실존하는 양식, 즉 그 주체들을 두루 지배하는 실제의 

특정한 방식’일 것이다. 그러므로 분단의 일상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분단의 일상성은 분단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삶 자체를 탐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날마다 반복되는,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일상을 낯설게 바라보며 분단의 일상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남북한의 분단은 그 안에서 사는 이들의 실존적 

상황이다. 그러므로 분단 세계 내의 존재자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 학습자로서 자신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을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현상학적으로 밝혀내는 탐구가 필요하다.  

둘째, 분단의 일상성이란 분단 자체의 존재 양식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성격을 해명하는 작업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분단이 

무엇인가와 함께 분단이 존재하는 세상과 타자들이 공동으로 존재하는 

속에서 ‘나’의 존재가 매몰되어 있는 지점을 밝혀내는 작업이다. 즉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을 타인이나 세상이 제시하는 평균적인 속성 

(‘일상의 평균성’)에 따라 판단하고 살아가지 않는지, 그럼으로써 판단의 

결정권 뿐만 아니라 책임 역시 타인이나 세상에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이를 탐색하고 찾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분단의 일상성은 현존재가 

분단의 일상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책임을 회피하지 않음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분단의 일상성은 우리가 매일 머무는 분단의 존재 양식이라는 

점에서, 남한뿐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사회, 역사, 지리, 문화, 

교육 등 우리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분단의 양식을 포괄한다. 분단이 

남한과 북한에 미친 일상적이며 폭력적인 

양상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찾아가는 

것, 남북한의 분단이 영향을 끼치는 각자의 

삶을 이해하고 성찰하고 상호 이해에 이르는 

것은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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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통일교육과 분단의 일상성 

분단의 일상성에 대한 탐구는 주체들이 자기 삶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 

(인지, 감정, 행동)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분단과 

평화에 관한 이야기가 정치적·사회적 거대 담론의 측면에서만 진행 

되었는데, 앞으로는 더 나아가 주체의 미시적인 삶의 영역에서 다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것의 인지적인 측면뿐 아니라 감정과 

행동의 측면에서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분단과 평화를 

인식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으로써 통일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분단의 문화 속에서 형성된 개인적, 집단적 감정의 특징과 감정 

구조가 세대별로 존재하는 것(김희정, 2020)을 인정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삶에 연계된 분단과 통일에 대해 사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서적 영역까지도 고려하는 교육적 시도가 필요하다(김희정, 

김선 2018; 김희정 2020). 또한 감정뿐 아니라 평화적 실천 능력 역시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평화교육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과 

위협 속에서 사실상 폭력에 반하는 비폭력을 주장하므로 종종 이상주의 

적이라거나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을 듣는다. 평화교육의 주장과 이론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같이 느껴지는 것은 평화의 실천을 어렵게 한다 

(Harris, 2008). 평화·통일교육은 나와 이웃 사이,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 

내재되어 있는 평화적, 비평화적 관계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로 시각을 확대하여 실천하는 것을 포함한다.

분단의 일상성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진행되는 평화·통일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분단 이후 고착된 우리 

사회의 편견, 고정관념, 사고의 경직성, 선입견, 편향성 등 인식적인 측면 

에서의 비판적 읽기이다. 둘째, 분단과 연결된 불안과 두려움, 혐오와 

차별, 그리고 해결 방법으로서의 화해, 치유의 감정적 측면에서의 비판적 

읽기이다. 셋째, 군사주의와 지나친 경쟁과 효율성에 대한 강조 등 분단 

으로 증폭된 비인간적 문화에 대한 비판적 읽기 등이다.

분단의 일상성에 대한 평화·통일교육은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 공감적 

내러티브 활용, 사회적 메타인지 교육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분단이 낳은 일상어를 최대한 수집하고 그 글 밑에 숨겨진 

뜻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학생이 주체가 되는 토론 중심의 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앙리 르페브르는 언어와 권력과의 관계성을 

설명하면서 언어의 위력, 언어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언어에 의해 사물이 명명되고, 지시되고 체계화되었을 때 그것은 사회적 

존재가 된다고 보았다(앙리 르페브르, 1968). 그러므로 앞에 제시된 

활동을 통해 언론과 미디어에서 재생산되고 우리 사회에서 분단을 

고착시키는 분단의 언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통일교육의 과제와 전망  

최근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연구자와 교사들을 

비롯하여 여러 주체가 다양한 평화·통일교육 콘텐츠들을 활발하게 개발 

하고 있다. 평화·통일교육 콘텐츠가 증가하고 평화·통일교육의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평화·통일교육 콘텐츠가 누적되면서 콘텐츠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  

학습 주체가 성장하고 변화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방법에 대해 적극적 

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화·통일교육 콘텐츠가 학생들의 

통일인식과 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도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이제는 학습 주체들의 구체적인 삶과 

연결된 분단의 일상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기초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실천이 필요한 상황이다. 분단의 일상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기반을 

둔 평화·통일교육은 분단으로 인해 반복되고 순환되는 일상을 낯설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도이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게 익숙 

했으나 잘 몰랐던 분단의 폐해와 폭력성, 비인간화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유지되고 지속 

되고 또 새롭게 재생산되고 있는 분단에 대한 비판적인 자기성찰과 자기 

인식 노력은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일상적 문제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마련할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접근이 청소년 

세대의 통일에 대한 공감과 참여를 끌어내는 새로운 교육적 시도로 자리 

매김하여 한반도 평화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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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외국인주민 200만 시대를 살고 있다. 2018년 이미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 이주배경을 가진 외국인주민의 

수는 200만을 훌쩍 넘었다. 가장 최근인 2020년 12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년 1월 기준 현황을 보면, 그 수가 약 22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 2020: 1). 이는 전년도 대비 7.9% 증가하여, 총인구 대비 4.3%에 이르는 것으로 

2021년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이 0.08%인 것을 감안하면, 그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외국인주민 현황을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주민에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결혼이민자와 결혼이민자의 

국내출생 자녀, 유학생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행정안전부가 일컫는 ‘외국인주민’의 약 20%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행정안전부, 2020: 3). 즉, 국제사회에서는 대개 국제 이주민(international 

immigrant) 혹은 이주배경 주민으로 불리는 국제이주를 경험한 가구 구성원을 둔 주민을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주민으로 

일컫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1)  본 글은 한국교육개발원 수시과제 『이주배경 학생 밀집 초등학교 교원의 경험과 정책 시사점』(이슈페이퍼 IP 2020-11)에서 필자가 집필한 부분을 발췌하여  
본 지에 맞게 재구성하였음을 밝힙니다.

다문화교육 관련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외국인주민 200만 시대 모든 교원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박희진(계명대학교 교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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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가장 최근 『국제이주보고서(International migrant 2020)』에 의하면 2020년 6월 

기준 전 세계 국제이주민의 수는 2억 8천1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UN, 2020: 1). 이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숫자로 전 세계 인구 대비 약 3.6%에 해당한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현재 가장 

많은 국제이주민이 향하는 나라는 미국,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영국 순이며, 자국민의 국제이주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 멕시코, 러시아, 중국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UN, 2020: 1, 10, 16).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전 세계 인구 대비 

평균 이주민 수의 비율인 3.6%에 비해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4.3%로 훨씬 웃돌아 전 세계 상위 

60위권에 해당하는 국제이주민의 거주지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UN, 2020: 8). 

외국인주민을 가구원으로 둔 학생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2006년부터 매년 외국인주민 가족구성원을 

둔 학생의 수를 집계하여 『다문화교육정책』의 기초자료로 발표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교육부에서는 “다문화학생 

유형”으로 국제결혼가정의 국내 출생 및 중도입국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 4항)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을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서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료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외국인주민 즉, 국제 이주배경을 

가진 가구원을 둔 학생을 이주배경 학생으로 칭하고자 한다.

교육부의 이주배경 학생(‘다문화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 학생 수는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관련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한 2006년 9,572명으로 채 1만 명이 되지 않았으나(교육부, 2006: 5), 10년 

만에 10배가 넘게 증가하여 2016년에는 99,186명을 기록하였다(교육부, 2019: 2). 또한, 2013년부터는 매년 약 1만 

명 이상 증가하여 2020년에는 147,378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전체 학생 수의 약 2.75%에 달한다(교육부, 2020: 3; 

국가교육통계센터, 2020). 같은 해 외국인주민 비율인 4.3%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숫자이지만, 외국인주민의 꾸준한 

증가세를 볼 때 이주배경 학생의 수 또한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학교 급별로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초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아 70% 안팎을 기록하며, 중학생, 고등학생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향후 

이주배경 중·고등학생 수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표 1〉 연도별 이주배경 학생 수 및 전체학생 대비 비율(2006-2020)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주배경 
학생 수
(비율)

9,572명 
(0.12%)

14,654명 
(0.19%)

20,180명 
(0.26%)

26,015명 
(0.35%)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7,806명 
(1.08%)

82,536명 
(1.35%)

99,186명 
(1.68%)

109,387명 
(1.91%)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67,806명 
(1.08%)

82,536명 
(1.35%)

99,186명 
(1.68%)

109,387명 
(1.91%)

2018년 2019년 2020년

122,212명 
(2.19%)

137,225명 
(2.51%)

147,378명 
(2.75%)

※ 자료:  교육부(2006: 5, 2013: 4, 2020: 3) 및 국가교육통계센터(2020),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ksearch) 
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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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이주배경 학생 통계(학교 급 별)(2019. 4.1. 기준)  

구분
대학 외국인가정  

자녀 수 (명)
합계 (명)

국내출생  중도입국 

초등학교 83,620 5,163 15,175 103,958(75.8%)

중학교 15,906 2,153 3,688 21,747(15.8%)

고등학교 8,543 1,381 1,596 11,520(8.4%)

합계
108,069(78.8%) 8,697(6.3%) 20,459 

(14.90%)
137,225  
(100.0%)116,766(85.1%)

※ 자료: 교육부(2020: 27) “다문화학생 현황”과 박희진, (2020: 177) “이주배경 학생 통계(학교 급 별)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또한,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주배경 학생의 유형이 다양화되었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이주배경 학생의 밀집도가 뚜렷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지역도 다수 등장하고 

있다.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 서울, 경남, 경북, 충남 순으로 이주배경 

학생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생 대비 비율은 전남, 충남, 전북, 경북, 충북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5개 도의 경우 초등학교의 이주배경 학생의 비율은 더욱 높아 약 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인구대비 

국제이주배경 주민의 수를 상회하였다. 이주배경 학생 밀집도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상당수가 이미 

다문화·다인종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주배경 학생 중 초등학생의 높은 비중을 감안할 때 이러한 양상은 가까운 

장래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목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주배경 학생이 상대적으로 밀집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조차도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이 해당 학교에 

배치되고, 심지어 다문화교육 주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0월 이주배경 학생의 비율이 

10%를 상회하는 이른바 ‘밀집학교’에 재직 중인 다문화교육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면담 결과, 이 학교가 

이주배경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도 드물었고, 해당 지역으로 학교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를 주요한 정보로 활용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사전에 이주배경 학생을 다수 포함하는 교육 상황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진 경우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해당 학교에서 실제 근무를 시작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교사로서 교육활동을 

실행함에 있어 학생의 다양한 이주배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했고, 대개, 놀람이나 당황, 난감의 

감정으로 이 시기를 기억하였다. 발령 이후, 예상치 못한 학생 구성으로 인해 초반에는 놀라고, 당황스럽고, 난감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교사들의 정서 반응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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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학생을 만날 거라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사전에 그런 준비 자체도 아예 없었고. 그러네요. 이주

배경 학생에 대해서, 저 때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교육 자체도 

없었고.                                                                                                                             이주배경 학생 밀집 초등학교 교사1

△△초등학교에 갔는데, 어, 저는 처음에는 정말 조금 많이 놀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다

문화 가정 아이들을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놀라고,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가자마자 제가 또 

다문화교육을 담당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연구 부장을 맡으면서 다문화교육을 했었는데, 첫해는 조금 많이 힘

들기는 했어요. 어떻게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 대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난감했는데. 

이주배경 학생 밀집 초등학교 교사2

교사2의 경우 교직 경력이 20년을 훌쩍 넘는 교사로 교직 경력이 길뿐만 아니라 다문화교육 업무 담당 및 이주배경 학생 

지도 경험도 10년 가까이 되는 베테랑 교사이다. 그러나 교사3이 처음 이주배경 학생을 접하고 다문화교육 업무를 맡은 

과정을 보면, 교육자로서의 관심이나 역량이 아니라 “어쩌다가” 이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하는 여타의 교사들과 다르지 

않았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교사2가 최초로 다문화교육 업무를 맡은 △△초등학교는 일본계 이주배경 학생들이 많은 

학교였는데, 본인이 그 학교를 지원해 가면서도 그 학교가 이주배경 학생의 밀집도가 높은 학교임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교사2는 다문화교육 업무 담당자가 되었다고 했다.

글쎄요, (선생님이 갖춰야 할 자질과 역량) 자질과 역량은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특별히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주배경 학생 밀집 초등학교 교사3

더군다나 본 연구의 심층 면담 대상자가 주로 각 학교의 다문화교육 업무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교사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학교에서 만나는 이주배경 학생들과의 만남이 

본인의 외국인이나 이주배경 주민과의 만남의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교에서 이주배경 학생이나 학교 이중언어 

강사를 만나기 전까지 외국인을 가까이에서 접하거나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교사로서 

이주배경 학생과 학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감”해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한국어학급 담임교사조차 다문화교육의 주요 내용은 물론, 한국어학급의 특성과 

역할에 대한 사전정보가 거의 없이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주배경 학생 밀집초등학교 근무를 통해 특정 자질과 역량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더라도, 이에 선뜻 반응하여 

학습을 시도한 교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국어교육과 같은 역량 제고 방안이나 연수의 필요성을 자각하였다 하더라도 

대개는 필요성의 인식에서 그치거나, 연수과정 탐색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으로 보였다. 이주배경 밀집학교라는 상황에 

놓인 교사들, 특히 한국어학급 담임과 같이 학교 다문화교육 업무를 주무로 하는 교사들이 이와 같은 역량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해당 정책에서 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현장에서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개별교사들이 “놀라고, 당황하고, 

난감한” 상황을 거쳐, 특정 역량과 연수의 필요를 인지하고 방안을 탐색하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어떤 다문화교육 정책을 

발견하거나 지원받지 못하였다는 점은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교원 정책에 분명한 공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38 교육정책 이슈와 전망

교육정책 이슈와 전망

심층 면담에 참여한 한 교사는 자신이 지인들에게 “우리 학교에는 다문화 학생이 20%야”라고 말하면 주변에서 “그런 

학교가 있어? 살면서 한 번도 못 할 경험이다”라는 반응을 접한다고 했다. 하지만 다양한 인구통계 지표로 예측하는바 

우리사회의 다문화, 다인종화는 이미 당면 현실이며, 이는 초등학교를 필두로 해서 우리 학교의 당면 현실이기도 

하다. 예컨대, 전국 193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이주배경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가 넘는 곳이 93곳에 이르며, 

초등학생만을 두고 보면 절반이 넘는 110개 교육지원청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교육통계센터, 2020). 

서울 남부교육지원청과 인천 강화교육지원청을 제외하면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남, 경북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의 

이주배경 초등학생 밀집도가 높으며, 전북 진안과 경북 영양교육지원청의 경우 소속 초등학교 학생의 20% 이상이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교육통계센터, 2020). 

이주배경 학생 밀집도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상당수가 이미 다문화·다인종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주배경 학생 중 초등학생의 높은 비중을 감안할 때 이러한 양상은 가까운 장래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목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외국인 200만 시대를 지나 국제적인 기준에서 이미 다문화·다인종 사회를 맞닥뜨린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이 이주민 밀집 상황의 경험은 보편적인 경험이 될 수 있으며, 더 많은 학교의 경험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기초적인 교수학습 전략은 모든 교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현직 교원을 위한 재교육 필요와 함께 예비 교원을 위한 교육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때이다. 정책적으로 일부 교원양성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에 관한 강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예비 교원들이 필수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확대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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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대중화로 대표되는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생활방식과 경제사회 전반에서 

삶의 양상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된 모바일 환경의 확대로 사람들의 정보탐색 및 학습, 

소통과 상호작용, 여가 및 취미활동 등이 기존의 아날로그 및 대면 방식에서 디지털 및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점차 

일상생활이나 업무활동의 구분 없이 IT 기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기술 의존적 존재로 변해가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성도 디지털 통신, 네트워크화된 플랫폼, 인공지능 자동화 등과 같은 

기술적 환경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노동과 직업의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적 변화가 

산업계나 기술계의 주된 관심사라면, 그러한 기술적 환경이 인간 존재와 인간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이다. 

그렇다면 학교교육은 이러한 미래 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선도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에 대한 교육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의 사실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휴먼 시대에 대비한 학교 
교육의 변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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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과 여가, 놀이와 학습 등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계의 모호화는 인간 활동의 성격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활동 시간과 활동 공간 차원에서의 경계 파괴를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래의 학교에서는 학습 

내용과 구조에 있어서 경직되고 정적인 교과서에 의존하지 않고, 프로젝트나 실천적 현장학습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 

지게 될 것이며, 학생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개별 혹은 공동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정리하여 평가받는 방식으로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학습의 양식은, 자기 

주도성, 실천적 지식, 협동성, 기획력과 창조성을 기르는 데 훨씬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학습을 가능케 

해주는 매개적 조건들이 바로 휴대용 기기의 발달과 유비쿼터스 기술,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의 초고속 통신 등인데, 

이를 바탕으로 재택근무, 재택학습, 사이버러닝, 증강 현실 및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업무 수행 및 학습의 수많은 활용 

가능성이 생겨난 것이다. 이제 전통적인 사무실이나 학교에서의 작업과 학습이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둘째, 빅데이터란 개념이 주목받는 것과 같이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일의 성격, 목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불필요한 지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폭증하는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것만이 ‘일반적 정보’(information)가 

되고, 그 정보들 중에서도 내가 수행하는 작업의 목적에 따라 상황에 맞춰 분석되고 가공된 정보가 바로 ‘필요한 

정보’(intelligence)가 된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에서도 학생들이 바로 일반적 정보가 아닌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현재 수많은 지식과 정보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것에 장애가 되는 원인은 

정보의 과부하가 아니라 필터링(filtering)의 실패이다. 수많은 정보를 적절히 걸러내고, 요약하고, 통찰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적절한 정보를 가공해 내는 노하우는 바로 융합의 과정에서 나온다. 과거에는 

특정 분야나 조직 속에서 정보들을 연결하는 통합의 작업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융합의 중요성이 부각된 지금은 다양한 

분야의 조직 외적 정보들을 융합함으로써 보다 새로운 통찰이 생겨날 수 있다(박휴용, 2018). 

셋째, 유소년기의 학교교육과 청장년기의 직업준비, 그리고 노년기의 은퇴와 여가라는 전통적 인생 여정의 전형적 

형태가 사라질 것이다. 이는 개개인의 삶이 매우 짧은 주기로 예측불가능하게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기술적, 직업적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적응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테크놀로지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그러한 기술적 진보를 따라잡기 위해 국가나 기업이 기술선점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거나, 개인들 수준에서도 평생 교육과 평생 직업을 위해 자기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뚜렷한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복잡한 첨단 

기계들의 생산은 공장에서 로봇이나 자동화된 생산라인에 의해 만들어지겠지만, 완제품의 형태가 아니라 미완성의 

자가조립(DIY), 3D 프린팅에 의한 사용자의 자체 제작, 그리고 제품 아이디어 개발, 프로그래밍, 디자인 같은 작업이 

최종 소비자들의 개입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변화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대응하느냐가 중요해질 것이다. 요점은 그동안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축적된 경험, 가치,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그에 따른 통찰력들을 어떻게 보전하면서 미래 사회의 기술적 

변화에 대처하느냐이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발전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즉,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정보가 무한하게 흘러 다니며, 일과 놀이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모호해졌다는 것이 갖는 긍정적, 부정적인 효과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본 저자는 

‘포스트휴먼적 교육적 체화’란 개념을 통해 간략하게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교육적 체화(embedment)란 ‘포스트휴먼 시대의 인간에게 요구되는 교육적 노력’의 개념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다음과 같이 ‘학교교육 내적(within),’ ‘학교교육 외적(beside)’, 그리고 ‘학교교육을 넘어선(beyond)’ 

변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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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교교육 내적 변화는 기존의 학교교육의 범주 내에서의 실천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을 가리킨다. 여기서 

포스트휴먼적 교육은 학생들, 교사들, 교과서 및 도서들, 디지털 도구들, 다양한 학습공동체들, 가정들, 그리고 학습의 

수단으로서 기호들(수학, 언어, 이론들) 등이 내적으로 연관된 활동을 통해(intra-actively) 세상(현실) 속에서, 세상과 

함께, 그리고 세상을 위해 뭔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생성해내는 작업이다(Kuby&Rowsell, 2017). 포스트휴먼적 

교육은 교육의 주체와 객체의 특별한 구별 없이 우리의 삶에 관여된 모든 존재들이 관계를 맺으며 지속적으로 

새롭고도 의미 있는 무엇인가가 되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포스트휴머니즘은 모든 존재들(인간, 비인간, 인간 이상의 존재들)이 상호간에 얽혀서 세상의 실제를 만들어가고, 

창조적으로 되어간다는 관계적 존재론(relational ontology)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교육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포스트휴먼적 교육은 무엇보다도 비인간적 존재들(nonhumans), 인간 이외의 존재들(other-than-

humans), 그리고 인간 이상의 존재들(more-than-humans)에 대한 포용과 주체화(subjectificatoin)가 필요하다. 

즉, 기존의 사회 정의를 강조하며, 인종 차별, 경제적 불평등, 페미니즘, 그리고 각종 권력과 특권의 문제를 지적했던 

사회학적 연구들은, 그 관심의 대상을 모든 비인간적 존재들에게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Bennett, 2015). 예를 

들어, Kuby&Crawford(2017)은 ‘사회적’이란 개념이 지극히 인본주의적 차원에서만 쓰여 왔는데, 이러한 인본주의의 

관념이 해체되었을 때 인간과 다른 비인간적 혹은 인간 이상의 존재들과의 관계성에서 사회적 정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학교교육 ‘내적’ 변화는 학교교육의 지식론이나 교수학습방법론의 차원에서 기존의 

틀과 구분을 새롭게 재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학교교육 외적인 변화는 포스트휴먼적 교육이 반드시 학교라는 기관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세상의 수많은 존재들의 의미나 역할이 그들을 대표하는 어떤 특정 존재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결정론적으로 고착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서로 관계를 맺으며 각자가 되어가는 존재로 간주한다. 특히 ‘아는 것’과 

‘존재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것과 기존의 지식을 이해하는 것,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지어지지 않는다. 즉, 포스트휴먼 철학은 존재(being)와 아는 것(knowing), 그리고 행동하는 것 

(doing) 사이의 구분 없이 존재-인식-윤리적 성격이 하나로 통합된 관점을 요구하기 때문에(Barad, 2007), 교육이 ‘학교’ 

라는 형식적 교육기관에 얽매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Deleuze와 Guattari(1994)가 언급한 “사고하는 것은 실험하는 

것이다”(p. 111)라는 말은 인간의 사고가 세상에 대한 관념적인 

판단에 머무르는 것은 인식론적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의 존재들과 부딪치고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는 

창조적인 행위를 통해 사고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것이 

‘학교’에 얽매이지 않는 포스트휴먼적 배움의 방식인데, 

오늘날 정보통신 환경이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화된 디지털 

환경이 그러한 학습환경을 가능케하고 있다. 특히 분파적이고 

위계적이며 인간중심적 합리성에 기반한 근대적 지식을 

전달하는데 최적화된 현재까지의 학교교육 시스템으로는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학교교육 ‘외적’ 변화는 교육이 

더 이상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 속에 제한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나 지역공동체의 학교 외부 기관과 네트워크적 

연계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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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금까지 교육은 ‘합리적 인간의 완성’이라는 인류적 규모의 거대한 계몽주의 관념을 실천하는 무대로 여겨져 

왔지만, 포스트휴먼적 교육은 학교교육이라는 규범적 틀을 넘어선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교육이 

인본주의의 구체화(Humanist centrings)였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포스트휴먼적 혼재화(Posthumanist profusion)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포스트휴먼적 혼재화란 여러 인간적, 비인간적 존재들이 공간들, 맥락들, 장소들 

그리고 그 속에서의 존재의 방식들 속에서 얽혀 있으며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새로움을 생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포스트휴먼적 교육은 인본주의에 기반한 보편적 틀을 설정하여 모든 존재들을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존재 

들이 각자의 역사성과 생태적 관련성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다른 존재들과 공존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를 인간과 비인간적 존재들의 다양한 상호얽힘(entanglements)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는 지구라는 생태적 

환경 속에서 인류가 다른 비인간적 존재들과 어떻게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가르침을 체화하는 교육을 의미한다(Prinsloo, 2005). 

포스트휴먼적 교육 주제의 예를 들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전통적 구분에서 벗어나서 융합적 지식과 다양한 

학습의 기술적 도구들(정보탐색기, 빅데이터, 인공지능 알고리즘, 휴대용 단말기, 센싱도구, 3D 프린터 등)을 활용하여 

환경교육, 에너지/자원교육, 생태교육,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윤리교육을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Hackett&Somerville(2017)은 물질, 비물질(immaterial), 신체적, 기질적(somatic) 요소들이 상호관계적으로 

인간의 몸속에서 흐르고 있는데, 이러한 에너지들이 어떻게 아동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Harwood&Collier(2017)은 인간, 물질, 비인간, 그리고 공간이라는 불가분리적 세계가 하나의 숲속에서 공존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나뭇가지와 같은 단순한 사물이 어떻게 아이들의 신체, 관계성,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담론들과 

공존하거나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요컨대, 학교교육을 ‘넘어선’ 변화는 교육이 인본주의의 완성이 

아니고, 전 지구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어떻게 공존하면 살 것인가에 대한 거시적 목적에 입각하여 

학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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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포스트휴머니즘은 급속한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래 사회가 지구라는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그 속에서 인류의 존재 의미와 역할이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철학적, 윤리적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있다. 공교육(학교교육)은 이러한 기술적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포스트휴머니즘은 기존의 휴머니즘 교육의 이념적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미래의 기술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 저자는 학교교육 내적(학교교육의 

자체적) 변화, 학교교육 외적(학교와 다른 사회기관과의 관계성) 변화, 그리고 학교교육을 넘어선(인류와 다른 비인류적 

존재들의 생태적 관계성을 고려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포스트휴먼 교육의 지향점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맞게 학교교육의 의미와 역할을 새롭게 설정하는 의미 

있는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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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한 캐나다의 교육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지난 2년여 동안 개인의 공간과 관계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에는 많은 사람이 미래의 가능성을 찾아 다양한 모험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 역시 그랬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초·중등 학생들이 부모의 권유로 조기유학을 떠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데, 가장 선호하던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캐나다였다.

캐나다가 조기유학의 선호 국가가 된 이유는 영어를 쓰는 국가라는 것이 가장 컸지만, 사회 안전성이나 생태 쾌적성에서 

미국보다 뛰어나고 공교육의 질이 높다는 점도 함께 작용하였다. 실제 2010년부터 3년간 필자가 머물렀던 캐나다 밴쿠버의 

교육청에 등록된 국제학생 수를 볼 때 한국 국적 학생 수는 항상 선두권에 있었다. 그 공교육의 질이라는 것을 한국인의 경험 

에서는 입시 압박이 없는 자유로운 교육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로운 교육은 입시 압박이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 철학 즉, 문화 다양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다양성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믿음을  
나누는 캐나다 교육  
최혜자(문화디자인 자리 대표,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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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다양성을 연구하는 필자의 관점에서 캐나다의 문화 다양성 교육을 설명하자면, 다소 어렵거나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 많다. 캐나다에 문화 다양성 교과가 있거나 문화 다양성의 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해 특별히 하는 활동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흔히 교육은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캐나다 교육은 

캐나다 사회가 구성되고 지속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문화 다양성 관점으로 교육 전 과정을 구성하고, 개별 학생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에 주력한다.

   캐나다 사회에 흐르는 중요 가치

간혹 캐나다와 한국을 비교할 때 ‘심심한 천국과 재미있는 지옥’이라는 비유를 들을 때가 있다. 나는 이 과장되고 

극단적인 표현이 참 탁월한 비유라고 생각한다. 캐나다 자체는 다이내믹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소 밋밋한 사회이다. 

캐나다인들도 자신들의 밋밋한 분위기와 모호한 정체성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NOT American’이라고 설명하곤 한다. 

그러나 한국인인 나의 눈에 가장 독특하게 읽히는 특징은 “삶의 질”을 매우 중히 여기는 그들의 태도이다. 캐나다인 

에게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자연환경, 건강한 생활, 사회복지제도 등이다. 자연을 끔찍이 보존하고, 자전거와 조깅을 

생활화하며,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는 캐나다가 지향하는 가치의 표현이다.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가치가 있다. 그것은 문화의 모자이크라고 설명되는 캐나다식의 “다문화주의”1)이다. 이미 
30년도 넘은 이 정책은 이제 세대를 넘어 몸속 깊이 각인되어 있다. 캐나다에서 다문화주의는 여러 가치 중의 하나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사회 구성의 우선 가치이며, 교육의 핵심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1)  캐나다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우리나라의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포함하는 다문화정책과 달리, 문자 그대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1960년대부터 지속해온 다문화주의 정책은 사회정치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원리는 1990년대 확장된 
문화 다양성(Diversity) 가치가 담겨 있다. 

 [그림 1] 새로 짓는 학교 건물은 커뮤니티성을 강조한 공간 구조를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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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의 폭이 넓은 캐나다의 교육제도

캐나다의 교육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에서 주관하는데, 밴쿠버가 속해있는 태평양 인접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British Columbia)주는 자체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개 주마다 학제의 차이가 있을 뿐 교육의 질과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예컨대 만 6세에 들어가는 초등과정이 7년 혹은 8년으로 되어 있고, 그 이전에 원하는 

사람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프리스쿨에 들어갈 수 있다. 초등과정을 마친 아이들은 중학과 고등과정이 합쳐있는 

세컨더리 스쿨(혹은 하이스쿨)에서 대개 5~6년의 과정을 거치는데, 결국 초·중·고 12년이라는 교육 기간은 우리와 

동일하다. 초등학교는 담임제로 운영되지만, 중등과정부터는 학과별 수업이라서 우리나라의 대학생처럼 수강신청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자기 시간표를 짜게 되어 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정을 제외하고는 학생이 카운슬러와 

상의하여 자기의 취향에 맞는 공부 계획을 짤 수 있는 것이다. 

만일 학생이 정규학교를 원치 않을 경우, 홈스쿨링도 가능하며, 10학년(고1)부터는 인터넷 수업도 가능하다. 또한, 

정규학기가 아닌 서머스쿨도 있어 자신의 학점을 갱신할 수 있고, 다른 활동을 위해 학과수업을 조기에 듣는 등 선택의 

폭이 매우 넓다. 다소 어수선하게 학교에 다닌다고 해도 나중에 큰코다치는 일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2학년 성적만 가지고 대학을 선택하기 때문에 대학 입학은 매우 쉬운 편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학은 영어를 

포함해서 학생이 높은 성취를 보인 3~4과목의 성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균 점수로 입학이 결정된다. 더구나 

봉사활동과 각종 예·체능 활동의 성과는 입시에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과 활동을 

지속해서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선택권과 다른 길을 선택하였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권리는 대학에 가서도 

지속된다. 

더 중요한 것은 캐나다의 직업 세계는 우리와 다르며, 임금구조 역시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기술자나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은 높은 보수를 받기 때문에, 공부에 취미가 없는 학생이 굳이 공부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만큼 교육이 학생들의 

개성을 찾는 데 집중할 수 있고,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2) 힘의 차이를 남녀의 차이가 아닌 개인차로 인식하는 축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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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교육현장의 특징

성취에 대한 압박감과 긴장감이 없는 캐나다의 교육제도 속에는 앞에서 언급한 캐나다의 가치 즉, 삶의 질을 중시 

여기는 태도와 다문화주의의 가치가 관철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에는 영국식 교육의 영향과 

미국식 자유주의의 영향이 일정 부분 담겨 있다. 우선, 12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다. 예컨대, 캐나다는 

학교 등하교 시 스쿨버스 승차장까지 부모나 다른 어른이 보호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는다. 학교에서의 교육 

내용도 마치 놀이를 하듯이 진행되며, 끊임없이 아이를 칭찬하기 때문에 간혹 한국부모들은 ‘진짜 잘해서 칭찬하는 

건지 아닌지’ 짙은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둘째, 12세 이후 보호의 정도가 줄어들면서 아이들은 공동체 의식과 

책임의식을 배우게 되는데, 정규 교육과정의 그룹 프로젝트나 체육활동은 이를 훈련하는 과정이며 지역의 커뮤니티 

활동 역시 매우 중요시 여겨진다. 셋째, 영어, 수학, 과학 등의 과목과 체육, 예술 활동의 비중이 거의 30%씩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며,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10학년 이후에도 이러한 균형적인 수업은 지속된다. 또한, 예체능에 남녀 간의 

차이도 거의 없어 건장한 여학생들로 구성된 하키팀이나 요리, 패션 등에 열중하는 섬세한 남학생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넷째, 그런데도 캐나다 학교의 학력이 절대 낮지 않다. 예컨대, 수학은 11학년(고2)까지만 필수과목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12학년(고3) 수학을 배울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준이나 학력은 한국보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것과 다양함을 사랑하는 교육

캐나다 교육은 역시 다문화주의에서 가장 빛을 발한다. 흔히 한국 사람들은 캐나다가 특별한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캐나다의 영어 시간에 수동태를 능동태로 고치는 연습을 하지 않는 것처럼, 캐나다 학교에서는 다문화를 

별도로 배우지 않는다. 그냥 전체가 다문화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인의 가치이고, 사고체계이고, 

습관이다. 이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를 습관화하며 문화적 충돌을 극복하는 훈련이 바로 캐나다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믿고 있다.

일단 학교에는 많은 인종의 아이들이 있다. 모든 아이가 영어를 사용하지만, 피부색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며, 

그들이 싸서 오는 도시락이 다르다.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나와 다른 ‘낯선 것’에 대해 이상한 눈길을 

보내지 않으며, 날이 서 있지도 않다. 아이들은 언제나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의 냄새를 맡는다. 실제 어느 학교의 

점심시간이든 햄버거, 샌드위치, 피자, 머핀, 중국식 거나한 도시락, 인도식 카레, 베트남식 야채밥, 한국식 삼각김밥 

냄새가 함께 섞여 있다. 아이들은 일상적으로 이러한 냄새를 맡고,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다른 문화에 대해 익숙해진다.  

둘째, 학교 수업 교재는 온 세계의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캐나다 역사를 따로 배우기도 하지만, 세계 역사를 매우 

정교하게 배운다. 미술 수업을 위한 소재도 여러 나라에서 가지고 온다. 체육 시간에 태권도도 하고, 댄스 시간에는 

아프리카 댄스도 배운다. 인류 유산을 고스란히 받고 싶은 듯 학습의 소재가 될 모든 것들은 가져다 쓰고, 그 시간에는 

전문 강사를 초대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다양한 전문 강사들이 밴쿠버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어 언제든지 결합할 수 

있다. 심지어 주 정부에서 평가하는 학력시험 수학 문제에 ‘...미스터 김은 가로 12m, 세로 18m의 땅을 사가지고...’ 와 

같이 한국인의 성씨가 자연스럽게 사용되기도 한다.

셋째,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했다면, 교사는 즉각 경고하고 

부모와 면담한다. 다문화적인 사고와 행동에 결함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생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나치’를 연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이다. 이렇듯 자연스럽게 접하고, 배우는 것 못지않게 다문화적 사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가정환경의 문제로 접근하며 사회적 지원을 준비하는 것이 캐나다의 분위기이다. 

그래서 학교에는 새로 이민해 온 학생들과 부모들의 적응을 돕는 다문화 결합인력이 별도로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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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의 원리로서 다양성을 체득하는 캐나다 문화 다양성 교육

캐나다의 다문화 교육은 이민자 즉 인종의 문제만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국적,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캐나다인이라도 장애인, 여성, 성 소수자,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까지 포괄하는 의미가 있다. 즉,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을 의미하며, 모두가 다양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공존의 기초가 되는 지식을 쌓고, 

자연스럽게 다른 것과 공존하는 문화적 감수성을 배운다. 대부분의 캐나다인은 문화 다양성에 대해 특별히 의식하며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캐나다에서 문화 다양성을 특별히 의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새로운 세대를 만나는 교사들이다. 실제 캐나다 

에서 문화 다양성에 관한 태도를 명쾌하게 취하고 있으며, 이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교사들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차별사건이나 인종혐오 발언에 교사나 학생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러한 일을 목격한 대부분의 학생은 교사에게 

위험을 알린다. 학교는 이를 매우 중대한 문제로 보고 대응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다문화주의 정책 초기 발생하는 

사건들을 다루는 가운데 생긴 하나의 전통 같은 것이다. 문화 다양성은 교육하기보다는 기본 철학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대응하는 경험치를 공유하면서 체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그림 3) 카나다 초등학교 게시판에 걸려 있는 아동인권 게시물 

캐나다의 다문화 교육 혹은 문화 다양성 교육은 교육과정으로 구성되기보다는 문화이다.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 

까지 “다양함”을 지지하고 격려받는 환경이며, 다른 것을 대하는 캐나다인의 태도는 “interesting!”이다. 즉, 문화 

다양성은 철학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나 언어, 습관 등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다는 의미 

이다. 이러한 문화는 차이와 갈등이 혐오와 증오로 확장되는 현대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정형화된 교육이 아니라, 

“태도”라는 비정형적 교육으로 확산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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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의 많은 학교가 문을 닫았다. 우간다는 유네스코가 조사한1) 210개 국가 중 

휴교 기간이 가장 길었던 국가 중 하나이다. 우간다 교육부에 의하면2) 코로나19 이후 73,000개 이상의 학습 기관이 문을 
닫았으며 전면 휴교는 40주 이상, 부분적인 휴교는 25주,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은 단 7주에 불과했다. 2021년 

가을인 현재까지 휴교인 상태에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1,500만 명의 학생과 60만 명의 난민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선, 배움의 기회가 사라졌다. 국제사회와 정부,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학생들의 원격 학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전 세계 학생 중 1/3은 온라인 원격 학습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우간다의 경우, 인터넷 연결이 되는 가정의 비율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0.3% 수준이다.3)

1)  https://en.unesco.org/covid19/educationresponse#schoolclosures

2) https://reliefweb.int/report/uganda/prioritize-re-opening-schools-secure-children-s-well-being
3)  COVID-19: Education replaced by shuttered schools, violence, teenage pregnancy, 27 July 2021, UN News https://news.un.org/en/

story/2021/07/1096502

우간다의 교육 현황과 코로나19 관련 
교육 이슈
조현아(서울강서초등학교, 전 사단법인 호이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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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80%가량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우간다에서는 도시 지역 일부 학생을 제외하고 온라인 학습은 너무나 먼 

이야기일 뿐이다.

예상하듯,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취약한 계층의 학생들에게 더 치명적이었다. 어려운 지역에 사는 아이들에게 학교란 

배움 이전에 최소한의 안전을 제공하는 장소이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동안 아이들은 강제노동, 조혼, 학대 등의 

위험에 노출되었고, 우간다도 휴교 초반부터 부정적 뉴스들이 쏟아졌다. 일례로, 2020년 3월에서 2021년 6월 사이에 

산전 관리를 신청한 10~24세 소녀의 수가 80,653명에서 98,810명으로 22.5%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다시 학교를 

열었을 때, 이 아이들은 과연 학교로 돌아올 수 있을까? 

    우간다, 그리고 빈곤

우간다는 아프리카에서 사하라 이남, 동쪽에 위치하고, 면적은 남한의 2.4배 정도이며,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 등과 인접해 있다. 사실 아프리카 대륙의 54개 국가는 개별적으로 인식되기보다 하나의 

국가처럼 여겨지거나, 혹은 굶주린 아이들의 애처로운 눈빛 같은 빈곤 이미지로 떠올려지곤 한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혹은 빈곤한 국가 내에서도 모든 지역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우간다의 경우 오랜 내전과 독재정치, 농업 비중이 

큰 산업구조 등으로 인구의 40%가 하루 1.9달러 미만의 빈곤선 이하로 살아가는 취약한 국가임은 맞으나, 2019년 

GDP 성장 5.9%라는 역동과 다양성,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다수 부모는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려는 높은 

‘교육열’을 지닌 곳이기도 하다. 

    교육에 대한 지원 부족과 UPE(Universal Primary Education) 

우간다 인구 대부분은 학령기 아동이다. 2019년 기준 4천4백만 인구 중 14세 이하 아동 비율이 47%로 인구구성이 

매우 젊을 뿐 아니라, 연 3% 정도의 출산율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후 살펴보겠지만, 우간다에서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등록률은 100%를 넘어간다. 국가 정책으로 보편초등교육(UPE)을 달성하기 위해 교부금 성격의 

교육 예산을 배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교육 예산은 

매우 부족하다. 2019/2020 기준으로 

책정된 교육비는 정부 예산의 약 11%, 

GDP 대비 2.6%에 해당하는 9천 불 정도 

이고, 그중 65% 가량은 공무원의 급여로 

지출되기에, 실제 교육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매우 적다. 부족한 세수와 예산을 

채우기 위해 국가 재정의 많은 부분을 

해외로부터의 유·무상 원조에 의존하는데, 

우간다가 공여 받는 원조 규모는 아프리카 

54개국 중 8위에 해당한다.4) 

4) OECD, Development AID at a Glance Statistics by Region(2018)

5) http://uis.unesco.org/en/country/ug

 [그림1] 우간다 연령대별 인구 비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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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받은 금액 중 교육 분야에는 약 3% 정도(정부 지출의 10% 정도)가 할당되니, 여러모로 살펴보아도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결국 UPE는 허울에 불과할 때가 많아, 무상 의무교육인 공립초등학교에서조차 이런저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간다 교육체계 및 교육 현황

우간다 학제는 취학 전 교육 2년, 초등학교 7년, 중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4년, 고등학교 2년으로 구성된다. 영국 식민지 

였던 영향으로, 영국의 학제를 따르고 있다. 무상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7년 과정이며, 중학교 교육을 마치면 0-level이라는 

시험(Uganda Certificate of Education, UCE)을,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면 A-level 시험(Uganda Advanced Certificate of 

Education, UACE)을 치른다. 

 〈표1〉 우간다 학제 개관 6) 

교육단계 교육연한 졸업요건 상위학교급

취학전교육(비의무) 2년 초등학교

초등학교 7년(6-12세) Primary Leaving Exam(PLE) 중학교, 직업기술학교

중학교(O-Level) 4년(13-16세) Uganda Certificate of Education(UCE) 고등학교, PTC, 직업기술원

고등학교(A-Level) 2년(17-18세) Uganda Advanced Certificate  
of Education(UACE) 대학교 및 전문대학

대학교
3-5년 

(19-21세 이상) 준학사/학사학위(Diploma/Degree) 대학원

2017년 기준 학생들의 등록률7)은 취학 전 교육의 등록률은 14%인데 비해, 초등교육은 102%로 큰 차이를 보인다. 

※  표시는 순등록률(Net enrolment rate)

6) 교육이 희망이다: 우간다 교사성장 프로젝트, 박영스토리, p56

7) http://uis.unesco.org/en/country/ug

 [그림2] 취학전 교육 총등록률  [그림3] 초등학교 총등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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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령기 인구 대부분이 학교에 등록할 수 있던 상황은 2000년에 

채택되었던 밀레니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와 관련이 깊다. 빈곤을 줄이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중 교육 

분야 목표는 초등학교의 접근성 향상이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간다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수많은 학교 설립과 학생 등록이 추진 

되었다. 그 결과, 학교 건축이나 등록률과 같은 양적인 면은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그러나 교육의 질에 대한 부분은 놓칠 수밖에 없었다. 학교 운영예산이 

부족해 많은 학교에서 책걸상이나 교과서조차 갖추지 못한채 학교를 

운영해야 했고, 너무 많은 학생이 등록된 데 비해 교사의 수는 절대적 

으로 부족했다. 교원의 급여가 밀리는가 하면, 무자격 교사를 채용 

하기도 했다. 취학전 교육이 거의 없어 만 6세 이전에 1학년에 등록 

하는 경우부터, 잦은 결석과 부족한 배움 탓에 유급과 등록을 반복하며 

나이에 맞는 학년에 머물지 못하는 학생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 한 

학년, 한 교실 안에서 낙제생, 늦깎이 학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 

대의 학생이 섞여 있고, 등록률은 100%를 넘지만 정작 교실에는 결석이  

많고, 중퇴하는 학생도 30% 이상으로 나타난다.

보편초등교육을 달성하지 못하면, 보편 중등교육도 달성할 수 없다. 

2015년까지 우간다의 중등학교 등록률은 약 23%, 이후 고등교육은 

2014년 기준으로 4.8%에 불과해 급격하게 나빠짐을 알 수 있다.

 [그림5] 중등학교 등록률8) 

열악한 상황은 학급당 학생 수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공식적으로 

우간다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52명이다. 이는 단지 평균일 

뿐, 농촌지역의 학교 교실에는 학급당 인원이 100명이 넘는 경우도 

흔하고, 170~180명이 등록 되어 있는 P1-P2 학급도 있다. 그런 학교들도 

P7에 이르면 특히, 여학생의 수가 갑자기 줄어든다. P7에서 치르는 

졸업시험(Primary Leaving Examination, PLE)이 무의미하다고 느끼 

거나 이미 12~15세의 이른 학생들은 가정의 경제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빈곤한 가정의 부모들은 가능성이 있는 한두 

명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몰아주게 되는데, 주로 여학생들이 교육 

에서 탈락하는 비율이 높다.

학교 교육의 또 다른 특징으로, 학생 수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 

지원을 일부 사립학교들이 메웠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간다 전역 초등 

학교 수는 19,718개로 이중 공립학교는 12,109개인 61%에 해당한다. 

중등학교는 총 3,070개이고 이중 공립학교는 1,058개인 34%에 

해당한다. 초등학교보다 중등학교에, 농촌지역보다 주요 도시가 위치한 

지역들에서 사립학교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며, 도시의 사립학교는 주로 

기업에 의해, 농촌에서는 종교단체가 설립한 경우가 많다. 흥미로운 

점은 빈곤 가정에서조차 자녀교육에서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좋은 

곳을 찾아, 조금 더 나은 학교, 취약한 공립학교보다는 여건이 좋은 사립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자녀의 시험 성적이 좋지 

않거나 학업성취가 나쁘면 교육을 ‘비용’으로 판단하고 학업을 중단 

시키는 현상도 있어, 구조적 측면이나 개인적 측면 모두 교육에서 격차가 

커지게 된다.

8)  https://tradingeconomics.com/uganda/school-enrollment-secondary-percent-
gross-wb-data.html

 [그림4] 우간다 농촌지역 공립학교 P5 교실. 한 교실에 수십여 명의 
학생들이 교과서 없이 수업을 듣고 있다(사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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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과 원격 학습 현황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우간다 교육 상황은 열악했다. 많은 학생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수준에 도달하기는커녕, 기초 읽기와 수리 

문해도 해득하지 못했다. 빈곤한 가정,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40여 

개의 부족, 너무 어려운 교육과정, 교사들의 낮은 역량(교과 지식이나 

교수법) 및 높은 결근율 등 우간다 학생들의 낮은 성취를 설명하는 원인은 

매우 많다.

 [그림6] 아프리카 국가의 교사 결근율 

※  아프리카에서는 교사들이 학교에 출근했음에도, 교실 수업을 진행하지 
않곤 한다. 우간다 교사의 결근율은 높은 편인데, 특히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학생들이 가정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것 
처럼, 우간다 교사들도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급여가 자주 
밀리기도 하며, 재직 후 교육훈련에 대한 기회는 전무한 상황이다. 9)

  [그림7]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초 학습 부진 상황 

9) World Bank(2018) learning to realize education’s promise

  [그림8]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초 학습 부진 상황 

※   2학년 학생 중 간단한 문장에서 1단어조차 읽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과, 
2자릿수 뺄셈을 못하는 학생의 비율: 우간다는 조사대상 국가 중 각각 
4, 2위에 해당한다. 영어가 공용어라 말하고 듣는 일상 언어에서 영어를 
많이 사용함에도, 7학년이 되어도 읽거나 쓰지 못하는 비율이 꽤 높다. 
학교에서 배움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이후, 우간다 정부는 휴교에 대응하고자 29만여 명 학생 대상 

으로 학습 자료를 제공했고, 라디오 수업과 디지털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도 코로나 긴급 대응으로, 개학했을 때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곳에 가정 학습용 

학습 자료를 배포하고, 라디오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10) 다만 우간다 상황에서 온라인 학습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알기 어렵다.

2017-2018년 우간다 정보통신부에 의하면 가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통신기기는 라디오 65.3%, TV 21.8%, 가정용 전화 10.8%, 컴퓨터 기기 

5.9%였으며, 가족 구성원 중 1명이라도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0.8%였다.11) 그러나 이 수치에도 도농 간 격차는 반영 
되지 않았는데, 도시 지역은 국가 전력망에 70% 이상이 접근할 수 

있지만, 농촌은 약 8%만이 전력에 접근할 수 있다. 결국 IT 기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인구는 많지 않고, 온라인 원격 

학습을 제공해도 실질적으로 이를 이용한 학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0) https://projects.worldbank.org/en/projects-operations/project-detail/P174033

11)  https://www.globallivingston.org/dir/research/effect-of-covid-19-on-the-
educational-sector-in-uganda

60

40

20

0

우
간

다
, 2

01
3

모
잠

비
크

, 2
01

4
탄

자
니

아
, 2

01
0

케
냐

, 2
01

2
탄

자
니

아
, 2

01
4

토
고

, 2
01

3
세

네
갈

, 2
01

1
나

이
지

리
아

, 2
01

3(%)

 교실수업 결근률  학교 출근률

100

80

60

40

20

0
(%)

말
라

위

인
도

가
나

 

잠
비

아

네
팔

모
로

코

탄
자

니
아

라
이

베
리

아

이
라

크

예
멘

우
간

다

요
르

단

2학년 학생 중 간단한 문장에서  2학년 학생 중 간단한 문장에서  
1단어조차 읽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1단어조차 읽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

100

80

60

40

20

0

(%) 인도 가나 케냐이라크니카라과 우간다 말라위

2학년 학생 중 2자릿수  2학년 학생 중 2자릿수  
뺄셈을 못하는 학생의 비율뺄셈을 못하는 학생의 비율



56 세계의 교육

세계의 교육

이에 대해, 우간다 빅토리아 대학의 한 직원은 “학교에 가지 못하는 

1,500만 학생 중 많은 수가 컴퓨터를 사용해 본 적이 없고, 학생들은 

교사와 면대 면으로 학습하는 상황 이외에는 주도적 학습을 해 본 적이 

없다. 매일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그들이 새로운 바다를 항해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우간다의 학생들과 교직원은 데이터 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기관 책임자의 사무실에서만 발견되곤 한다.”12) 
라며 온라인 학습의 허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간다 교육부는 1년 이상의 학습 공백에 대해, 별다른 

유급이나 보충 없이 모든 학생을 다음 학년으로 진급시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초 문해가 낮은 상황에서, 한 학년 교육과정을 건너뛴 

상태의 배움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그 외에도 정부는 

개교를 위해 교사 대상 백신 접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UPE(Universal Primary Education)와 USE(Universal 

Secondary Education)를 위한 교부금 배부 및 개교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을 마치며 

인터넷 강국인 한국에서도 코로나19 초기, 온라인 원격 학습 도입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지금도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는 상반되는 의견이나 

결과들이 많이 있지만, 교육의 안전망이 무너지지 않고, 최소한의 

교육을 빠짐없이 제공하였으며, 새로운 전환의 기회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이는 강력한 거버넌스 위에 공공 시스템이 작동되고, 수많은 교육 

관계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반면 우간다의 사례로 살펴본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공적 시스템이 부실하거나 부재하다. 코로나19로 

인해 거버넌스가 부족한 사회 전반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교육에 대한 

공적인 투자와 지원이 현재의 안전과 미래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취약한 이들에게 어떤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

현재 우리가 살아내는 일상에서 환경이나 보건, 기후와 같은 수많은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체감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미 글로벌 사회는 2015년부터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설정했고, 

이는 개도국 시민뿐 아니라 글로벌 시민 모두의 안녕과 번영에 직접적 

관련이 있다. 4번 목표인 양질의 교육도 매우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12)  By Mary Goretti Katusabe-Ssemwezi / Is online learning possible for Uganda’s 
education system? https://www.newvision.co.ug/articledetails/107588

교육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다른 모든 발전의 기반이 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간다, 또는 교육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많은 지역,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교육격차 실험의 장이 될지, 혹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존의 부실한 제도를 개혁하고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게 될지 글로벌 시민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 교육에 대한 책임 

측면 그리고 인권의 측면에서, 교육 분야에 새로운 방식의 협력과 연대를 

기대해 본다.  

 코로나-19 이전, 교실 수업에서 연습문제를 풀고 있는 
초등학생(사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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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로 진통을 겪던 2015년 8월, 학교 측과 학부모 간의 협의회가 열렸다. 학교 유형의 변화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종식시키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리고 장시간 회의 결과 

‘2016학년도 이후 자사고 학생을 위한 방안’이라는 문건이 작성되었다.

자사고 학부모회를 구성하여 매월 임원진과 정례모임을 통해 건의사항 지속적 수렴

교육청 지자체 교육 활동 지원금을 자사고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에 우선 배정

기숙사에는 자사고 학생들만 입사, 자습실도 자사고 학생 우선 배정

자사고 학생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 감독교사 별도 배정

 ‘2016학년도 이후 자사고 학생을 위한 방안’ 중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우수사례: 
서울 미림여자고등학교
주석훈(미림여자고등학교 교장)



59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교육현장 REPORT

안타깝게도 교육은 없었다. 왜곡된 형태의 수월성 교육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자사고로 운영되었던 지난 5년간의 학교 

상황이 단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그런데 위 문건의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했다.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러한 사달이 난 것일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학부모들의 이기심에만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학교가 아무런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탓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김에 휘둘려서 그런 걸까? 그것도 

아니면 전적으로 자사고 정책을 위시한 우리 교육, 혹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아닐까?

    학교의 유형은 중요하지 않았다.

1. 자사고로서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학교

앞서 살펴본 ‘2016학년도 이후 자사고 학생을 위한 방안’을 통해 우리는 자사고로 입학한 학생 및 학부모들이 일반고로 입학한 

학생들과의 차별화를 요구하고 나섰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간 학교가 자사고로서 차별화된 

교육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만약 학교가 그간 자사고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을 했다면, ‘기숙사나 

자습실을 우선 배정’해 달라는 식의 수준 낮은 요구 사항이 아니라 ‘창의·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일반고로 전환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식의 제안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문건에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요구 사항은 

전혀 없었다. 결국 당시 학교가 ‘무늬만 자사고’였을 뿐, 일반고와 전혀 차별화되지 않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으로 일관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래도 자사고 전환 당시 본교는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만큼은 원활한 편이었다. 당연히 교사들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 하지만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나 체제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자사고로 전환하다 보니 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 

심지어 교사들에게조차도 청사진을 제공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에 대한, 또 교사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신뢰에 급격히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학교는 전출을 비롯하여 학생들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을 담임교사에게 전가해 버렸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자긍심 

대신 자괴감만 쌓여 갔다. 입학을 해서도 전출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 담임교사들은 전출과 관련한 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시달렸다. 학생들이 상담을 요청하거나 학부모들의 전화가 오면, 혹여나 전출 요청이 아닌지부터 걱정할 정도였다. 특히 1학기 

중간고사 후 성적에 실망한 학생들의 전출이 급증하고, 여름방학 중에 전출을 결심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심지어 전출을 

가기까지 학생이나 학부모나 담임교사에게 한 번도 상담을 요청하지 않고, 방학 중에 전출을 가버리는 학생들도 있었다. 

담임교사들이 열심히 상담을 해서 마음을 돌려놓아도 ‘한번 전출 얘기를 꺼낸 학생들은 언젠가는 간다’라는 말이 담임들 사이에 

돌 정도로 학교에 마음을 못 붙이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사들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다. 자사고 전환으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학교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심해짐에 따라 당시 많은 분들이 명예퇴직을 했다. 이로 인해 2011~2012년에 걸쳐 약 12명의 신임 교사가 

채용되었고, 학교 분위기나 업무를 익힐 새도 없이 임용 후 바로 자사고 학생들의 담임을 맡게 되었다. 담임교사들의 연령대가 

학부모들에 비해 어리다 보니 학부모들은 더욱더 교사들을 어려워하지 않고 각종 민원을 제기하였다. 부푼 꿈을 안고 교직에 

나섰던 당시 젊은 교사들은 심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다. 게다가 열악한 지역 환경으로 인해 학교 근처 지역에서는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 신입생 모집에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교사들은 신입생 모집을 위한 학교 홍보차 시험 기간 

등을 이용하여 멀리 있는 지역의 중학교까지 방문하며 이중삼중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지쳐갈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악순환은 결국 정원 미달 사태로 이어지고 말았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학교, 그것이 이 

모든 악순환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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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이 아닌 특혜를 바라는 학생 및 학부모

이처럼 학교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다 보니, 학생 및 학부모는 왜곡된 형태의 

수월성 교육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일반고가 아닌 

자사고에 입학했고, 그래서 등록금도 일반고의 3배나 내는데, 일반고와 다를 바 없는 학사 

운영이 지속된다면, 엉뚱한 곳에서라도 자사고 입학생으로서의 프리미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심리일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은 악순환의 또 다른 고리를 이루며 학사 

운영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했다.

특히 자사고 도입 첫해에는 2, 3학년 일반고 선배 학생들에 비해 각종 특혜를 요구했다. 

자율학습 독서실도 시설이 좋은 곳을 독점하려 하였으며, 급식마저도 일반고 학생들과 

차별화시켜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후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 시설 개선 사업을 했음에도, 자기들이 낸 등록금으로 좋아진 학교 시설을 왜 

일반고 후배들이 이용하느냐는 말도 안 되는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뿐만 아니다. 교사들의 수업 방식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교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실제 2011년 수학과의 경우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에 못 이겨 1년 동안 기간제 교사를 몇 번이나 교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방과 

후 수업 담당 교사의 수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업료 납부를 거부하려는 학생도 

있었다. 구로구, 영등포구 등 원거리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아 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했는데, 본인의 집 앞까지 버스가 오기를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학부모도 

있었다. 어떤 영화 속 대사처럼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착각”하는 일들이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났다.

“급변하는 대입전형에 따라 입학전형이 매우 다양해진 이 시점에 단지 내신성

적+모의고사점수라는 심화반 대상자 기준은... ‘학생부우수자 심화반’, ‘논술우

수자 심화반’, ‘자기주도학습우수자 심화반(입학사정관제)’, ‘과학수학영재 심화

반’, ‘외국어우수자 심화반’ 등 다양하게 심화반을 구성하십시오. 이 제도가 정

착되어 심화반이 대입전형에 맞춰 개편되면 학생들의 전문성과 수준은 더욱 높

아질 것입니다. 각 심화반 계열별로 정말 자격 있는 학생들만으로 구성될 테니

까요. 천편일률적인 심화반이 아닌 이렇게 다채로운 심화반은 분명 대학교들 

사이에서도 이슈가 될 겁니다. 독특하니까요.”

윗글은 당시 교감 선생님에게 한 학생이 ‘미림을 사랑하는 어느 지식인 올림’이라는 

제목으로 건넨 편지의 일부다. 차라리 학생이 직접 쓴 글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고, 당시의 상황은 안타깝기만 했다. 이 글을 통해 

당시 학교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각이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학교를 학원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에 

불만이 생기면 학원처럼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학교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결국 

자사고는 학교가 아닌 입시 학원으로 전락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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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가 자사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특색을 드러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교육과정을 뒷받침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업의 혁신을 통해 교육과정 각론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우리 학교는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

3. 악순환의 연속, 그 결과

 〈표 1〉 2011~2015학년도 학생 수 변동(단위: 명)  

학년 2011학년도 2012학년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학생 수

1학년 265 239 193 243 144

2학년 338 254 223 192 224

3학년 331 336 254 222 193

합계 934 829 670 657 561

* 음영 처리된 셀은 일반고로 입학한 학생 수

 〈표 2〉 2011~2015학년도 법인 이전 수입금 변동(단위: 원)  

예산 2011학년도 2012학년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법인 이전 
수입

법정부담금 197,586,970 196,272,240 196,916,230 202,874,290 207.395,110

목적사업비 411,368,120 85,030,330 787,218,460 447,010,962 695,089,910

결손금     162,818,000 166,156,000 401,936,000

합계 608,955,090 281,302,570 1,146,952,690 816,041,252 1,304,421,020

위의 [표1]과 [표2]는 자사고로 전환한 기간 동안 겪었던 우리 학교의 위기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지표이다. 

특히 2014학년도에 비해 2015학년도의 학생 수는 100여 명에 가깝게 줄었다. 결손금이 2배 이상 늘어난 것도 이러한 

학생 수의 급감과 무관하지 않다.

 〈표 3〉 2015학년도 월별 학생 수 변동(단위: 명)  

학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학년 243 233 231 232 211 187 186 179 178 175 168 144

2학년 243 244 244 244 238 233 228 225 225 224 224 224

합계 486 477 475 476 449 420 414 404 403 399 392 368

위의 [표3]을 보면 상황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입학 당시 243명이었던 학생들 중 60명에 가까운 인원이 한 학기 

만에 이탈했다. 학년이 마무리되는 시기인 1~2월에만 30여 명이 줄어들었으니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히려 사족이라 판단된다. 이미 [표1] ~ [표3]의 

숫자들이 그간의 일들을 간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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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고로 전환된 후 더 ‘자사고스럽게’ 변했다.

물론 일반고로 전환한 이후에도,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 학생 수는 급감했고, 학급 수는 자사고 시절 학년별 

10학급에서 7학급으로 줄었다. 지역 사회에서는 일반고로의 전환을 반기지 않았다. 지역 전체의 학령인구가 줄고 

있었던 탓에, 우리 학교만이라도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활용하여 다른 지역의 학생을 유입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일단 학급 수 감축으로 당장 교원 수급 및 과목별 불균형 문제가 불거졌다. 일반고 전환 과정에서 악화된 교원들 간의 

갈등 문제는 여전히 응어리진 채 앙금으로 남아 있었다. 일반고 신입생과 자사고 2개 학년 학생 및 학부모 간의 보이지 

않는 대립도 부담이었다. 학교 유형이 바뀌었음에도 자사고 시절의 학교 운영 및 교육 방식은 여전히 공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손해 보는 것은 학생들이었다. 일반고 전환 이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은 학교, 교사, 학부모 

할 것 없이 학생이 소중하다는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었다. 이에 학교 경영의 방향을 ‘학생 중심 교육’으로 

명확하게 설정했다.1) 그리고 학교장과 학년별 학생들 전체와의 대화를 학기별로 시도했다. 전체 조회 사회 및 훈화를 
학생들이 하기 시작했다. 교사들에게는 여러 연수 활동을 통해 학생이 없으면 교사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분열과 갈등에 휩싸였던 교사들의 응어리를 어루만지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면서 교사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그 결과 학교 구성원, 즉 학생, 교사, 학부모 간에 학교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한 이후에는 가장 먼저 각 교과별 수업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수능 중심, 논술중심의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실질적인 학생들의 학력과 배움의 기회를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변화시켰다. 학년별 교과 운영을, 학기별 집중이수제 방식으로 바꾸어 학생들이 보다 다양하게 자신의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 및 이수가 가능하게 했다. 교사들은 교육과정 변화 및 수업의 변화에 따라 힘겨운 변화였지만 

학생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기꺼이 변화에 참여해주었다.2)

1)  https://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554 “학교 운영의 중심은 학생, 학생이 즐겁고 행복해야”(대학저널 / 2018.05.29.)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9898 “선도고등학교를 가다 ②미림여자고등학교 주석훈 교장, 학생주도적 교육과정과 
활동으로 잠재력 이끌어내”(한국대학신문 / 2019.10.09.)

2)  https://www.youtube.com/watch?v=GeP3lzcuHtE “위기를 기회로...미림여고의 변신”(서울 현대HNC / 2019.7.31.) 
https://www.youtube.com/watch?v=EaF0J9XSInc “자사고 탈락이 ‘전화위복’...미림여고의 반전”(MBC 뉴스데스크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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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학 수업을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영어 수업을 테마형 수업(4개 학급을 테마별로 묶어 동시에 수업 시간표를 

작성하여 이동 수업함)3)으로 기획함으로써 학생 중심, 과정 중심 수업으로의 변화를 유도했다. 수능 문제 풀이형 수업은 
과감하게 지양했다. 대신 학생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하고, 학생들이 직접 연구하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수업으로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다. 이에 걸맞게 경시대회 또한 문제풀이형 시험에서 오픈북 형태로 바꾸었다. 수행평가 비중도 

확대했다. 평소 학업에 충실하고, 학교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학생들이 품고 있는 꿈과 비전을 자극하기 위한 프로그램 또한 적극적으로 설계했다. 우리 학교가 위치한 소재지는 

서울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 하나이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본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들에게 “너희도 꿈을 꿀 수 있는 권리가 있단다.”라는 말을 

건네고 싶었다. 대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8차시 미래 인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해주고 싶었다. 다행히 학생들은 교수님과의 수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고, DBpia와 같은 논문 사이트를 활용하여 깊이 있는 공부를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중국, 

일본)을 유치하여 우리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과제를 수행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더 넓은 세계를 

보여 주고자 노력했다. 다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또 북경이나 교토 등 외국인 친구 집을 왕래하며 학생들의 시야가 

국제적으로 넓어지기 시작했다.4)

물론 학생 및 학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지대한 대입과 관련한 교육 및 연수 활동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당장 눈앞에 놓인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학 입시 분석을 위한 교사 워크숍을 시작했다. 특히 

고3 담임선생님들은 학기 초부터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학급별 학생들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토론하며 

최적의 원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대학 관계자를 초청해서 교사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및 설명회를 심도 

있게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매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안을 학교 자체적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물을 책자 형태로 

발간했으며, 이를 토대로 연수를 실시했다. 방학을 해도 선생님들은 학교에 출근하여 학생들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했다. 

일반고 전환 이후 우리 학교는 모든 학생들을 기록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한 이후 자사고 시절보다 더 좋은 대학 입시 결과를 거두었으며, 매년 그 

실적이 향상되고 있다.5)

이와 같은 결실은 입시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선생님들의 관심이 이루어낸 것이다. 

교사들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시달리면서 스트레스를 받던 시절에서 벗어나, 몸은 힘들어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를 받는 보람을 만끽하고 있다. 일반고로의 전환을 극렬하게 반대하던 학부모들도 감사의 뜻을 담아 

꽃다발과 케이크를 이사장님께 보내기도 할 정도로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만족도는 수직 상승했다.

더욱이 이러한 학교의 긍정적인 변화는 선순환을 이끌어 내고 있다. 학교와의 신뢰 관계를 회복한 학부모들은 앞장서서 

지역 사회의 여러 기관을 찾아 우리 학교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진 교사들은 더 적극적으로 교육부 및 교육청 공모 사업에 뛰어들었다. 동창회 및 여러 장학회에서 다양한 

지원이 쏟아졌다. 그 결과 우리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한 이후 지난 5년간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숨 가쁘게, 또 

끊임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얼핏 머릿속에 떠오르는 항목들만 나열해 보아도 아래와 같을 정도로, 학교의 교육 환경은 

더할 나위 없이 개선되었다.

3)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20125309/N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달라진다...일반고 살리기 대책은?”(EBS / 2019.07.18.)

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412566#home “외국인 유학생을 잡아라...학령인구 줄자 해외로 눈 돌리는 고교들”(중앙일보 / 2019.03.16.)

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20166622485312 “학생충원·재정난 벗으니 성적 ‘쑥’...일반고로 바꿔 살아난 자사고들” 
(이데일리 / 2019.05.03.)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1907080600055 “일반고 전환 4년, 미림여고의 반전” (경향일보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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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공연 교실, 댄스실, 밴드실, 갤러리, 스트레스 프리존6), 미디어 스퀘어, 음악카페, 관현악 연습실, 꿈닮카페, 방송실, 

온라인스튜디오, 메이커 스페이스, 스터디카페7), 교과교실제 교실환경 개선, 교무실 리모델링, 도서관협력교실, 교과별 
특별실, 미술실 리모델링, 강당 냉난방 공사, 에코 스쿨 조성, 노트북 전용 교실, 전 교직원에게 노트북 제공 등

   나가며

“한 명도 소외받지 않는 행복한 학교”

우리 학교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변화의 핵심이다.8) 우리 학교는 학생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공정성심의위원회와 차별금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고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세우고자 

노력했다. 다른 일반고와 달리 성적 우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반을 운영하지 않는 까닭도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래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만족했고, 교사들도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결과론적인 접근이긴 하지만, 대학 진학 실적도 어느 

학교보다 좋았다는 점에서 수월성 교육과 한 명도 소외시키지 않는 맞춤형 교육을 모두 학교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자평을 

하고 싶다.

모든 학교가 똑같을 필요도 없고, 똑같아져서도 안 된다.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와 같은 행정적, 법률적 타이틀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핵심은 바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학교로 성장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명제에 있다. 물론 이 

명제를 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재정적인 지원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 

교육을 특성화하고 다양화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오히려 

교육 경쟁력이 극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6) https://www.youtube.com/watch?v=e3jZ2ls4QXc “별별이야기 있다! 없다? 미림여고만의 특별한 장소 모두 다녀왔다!”(서울특별시교육청 / 2021.06.08)

7)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04149.html “여기가 학교인가요? 스터디 카페인가요?”(한겨레 / 2021.07.19.)

8)  https://enews.sen.go.kr/news/view.do?bbsSn=148963&step1=3&step2=3 “서울교육소식 미담사례 고교 서열화 안돼... 학생이 행복한 학교 만들어야” 
(세계일보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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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의 시작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대학의 입학정원 미충족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대학 운영체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2017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은 

국립대학이 본연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대학 간 상호 협력을 통해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또한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의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대학 간 혁신유형(Ⅱ)을 신설하여 국립대학이 

자발적으로 특성과 여건에 맞는 협업 모델을 개발하여 대학 간 기능의 효율화, 자원의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부의 2017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 기본계획 공고 후 2017년 3월 경상대학교는 경남의 국립대학 간 컨소시엄 구축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경상대학교-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인적·물적자원 공유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대학 간 컨소시엄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대학 통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직원 과반수(75.9%)의 찬성표를 얻어 통합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지지를 확인하였다. 2017년 4월 경상대학교-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간 연합·통합대학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대학통폐합 사례:  
경상대학교-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통합대학 스토리
김상민(경상국립대학교 기획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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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2017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유형Ⅱ: 대학 간 혁신형)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11월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2017년 교육부의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경상대학교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연합대학을 구축하고, 2021년까지 대학 통합을 

목표로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 및 업무를 추진하였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의 압력을 극복하려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양 대학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협업모델을 개발하여 대학 간 

기능의 효율화, 자원의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하게 된 국내 첫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대학 통합의 목적은 동일 지역에 있는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 

대학교가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과 더불어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었다. 또한 양 캠퍼스 간 역할 분담과 기능 구분을 통해 

통합대학교의 시너지를 최대한 창출하기 위한 차별화와 특성화 추진 

으로 지속가능성 확대 및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 

이었다. 대학 통합을 통해 경남을 대표하는 국가거점국립대의 위상 

재정립과 교육·연구·봉사·산학연 등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 

으로 한 차원 높은 국립대학으로 재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통합의 과정

경상대학교는 과거 통합대학 사례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먼저 자발적 

연합단계(’19∼’20)를 거친 이후 자연스러운 통합단계(’21∼)를 구축함 

으로써 양 대학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및 안정적 통합 완성을 목표로 대학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다. 타 대학의 통합 사례를 보면, 2005∼2008년 

교육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지역별 규모가 큰 대학교를 중심으로 

흡수 통합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흡수된 대학의 특성화 실패 등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였고, 결국 지역 소도시의 고등교육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경상대학교는 이러한 타 대학 사례를 바탕으로 대학 통합에 대한 양 

대학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합단계에서 

통합단계로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였다. 대학 통합은 연합을 

통한 자원 공유와 신뢰 구축 및 공감을 통한 통합단계 시너지 창출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연합단계는 자원 공동 활용 및 교류를 위한 통합대학 인프라 및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이다. 통합대학 학사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실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캠퍼스 재배치에 따른 공간 확보, 인프라 개선이 

그 목적이었으며, 여기에는 유사·중복학과, 대학본부 및 부속기관 등 

행정조직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등 행·재정적 지원도 포함이 되었다. 

연합단계를 통해 통합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성과를 

공유·확산함으로써 통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양 대학의 신뢰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연합단계는 도서관 공동 이용, 

평생교육원 공동 운영 등 제한된 범위에서 진행되었다. 

연합단계를 거쳐 실제 대학 통합으로 가는 과정은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고 통합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대학 통합 여부 합의 단계(Ⅰ)와 

통합 쟁점별 갈등 조정단계(Ⅱ)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학 통합 여부 합의 

단계(Ⅰ)를 통합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2019년 각 대학의 교직원, 학생 

등 구성원 대표로 구성된 자체 통합위원회와 양 대학의 대표 26명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각 위원회에서는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통합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 공개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를 거쳐 

대학별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의견 조사를 2회 실시하였고, 의견조사 

결과 60% 이상의 동의로 대학 통합에 합의하게 되었다. 

통합쟁점별 갈등 조정단계(Ⅱ)는 위기 극복을 통한 대학 통합의 실현 단계 

라고 볼 수 있다. 대학 통합 합의 이후 통합 형태, 유사·중복학과 해결 방안 

등 양 대학의 갈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경상대학교의 총장이 

새롭게 취임(’20.6.)함에 따라 총장의 주도로 교수, 직원, 학생, 동문회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쟁점을 해결하고 통합 무산 

위기를 극복하였다.

2020년 11월 교육부의 대학 통합 승인 후 양 대학 부총장을 공동대표로 

하는 「공동출범준비위원회」를 구성(’20.12.)하여 통합대학의 학칙과 행정 

조직을 정비하였다. 대학 통합을 위해 관련 법령인 「대학설립 및 운영 규정」 

(’21.1.12.), 교육부고시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20.2.25.)을 기반으로 

통합을 추진하였고, 통합대학의 조직 설치 및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통합대학의 학칙을 개정하였다. 또한 「국립학교 설치령」(’21.2.26.) 

일부개정을 통해 통합대학인 경상국립대학교의 제도적·정책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폐지되고, 경상대학교는 

‘경상국립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여 마침내 2021년 3월 통합대학이 

출범하게 되었다. 경상대학교-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간 통합은 동일 지역 

국립대학 간 자율통합의 첫 사례로, 대학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으로 대학 

통합 무산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을 실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통합대학이 출범하는 2021년 3월에 대학본부 및 부속기관 등 행정조직을 

통합하고, 대학 통합 이후 2022년에 단과대학 및 유사·중복학과 등 학사 

조직 통합을 목표로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통합 

대학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지속적인 교육시설 및 공간 확충, 통합대학 

교명 홍보,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통해서 단계별 통합을 

실현하고, 교육·연구·산학 등 분야별 통합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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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대학의 출범

교육부의 「경상대학교-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통·폐합 승인 통보서」 

(’20.11.24.)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경상국립대학교’로 하였으며, 

총장은 현 경상대학교 총장이 하고 칠암캠퍼스 부총장은 경남과학 

기술대학교 구성원의 추천인으로 임명하여 교학부총장, 연구부총장, 

칠암캠퍼스 부총장의 3부총장 체제를 구축하였다. 통합대학의 위상을 

고려하고 통합대학 운영관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8처 

1국 1본부 14과 12행정실로 재편하였으며, 캠퍼스 특성화를 강화하고 

기능별 분류를 바탕으로 대학본부 체계를 이원화하였다. 

통합대학의 행정조직은 기존의 경상대학교(가좌캠퍼스)와 경남과학 

기술대학교(칠암캠퍼스)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가좌캠퍼스는 대내적 

기능 수행을 위하여 교무처, 학생처, 연구산학처, 입학처, 교육혁신처, 

정보전산처, 행정본부 등 6처 1본부를 두고, 칠암캠퍼스는 대외적 기능 

수행을 위하여 기획처, 사무국, 대외협력처 등 2처 1국으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대학 통합 이후 대학본부 이원화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칠암캠퍼스에 있는 많은 학과가 신입생 

충원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가좌캠퍼스로의 이전을 희망하고 있어 추후 

캠퍼스 재배치에 대한 계획의 수정·보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학사조직은 단과대학 20개, 일반대학원 1개, 특수대학원 10개, 학과 

88개, 학부 19개로 편성하였으며, 입학정원은 4,313명으로 국가거점 

국립대 중 상위권으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교직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국립학교 설치령」의 개정으로 폐지되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소속 

교직원은 통합대학 소속의 교직원으로 하고,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2027년 2월 28일까지(5년제인 건축학과의 

경우 2028년 2월29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통합대학인 경상국립대학교의 

학생으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정하는 특례 규정에 따라 경상국립대학교의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합대학 출범 과정에서 행정조직 개편, 본부 이전 재배치, 칠암캠퍼스 

부총장의 권한과 역할,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 보호조치 등의 쟁점 사항에 

대해 양 대학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및 통합대학 학칙 개정 진행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양 대학이 공동출범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국립대학 통·폐합 

이행 협악서」를 체결하여 통합대학 학칙 마련 및 행정조직 개편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대학 통합 세부실행계획서에서 유사·중복학과는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 간 통합의 경우 단일학과(부)로 통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한 학과에 대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을 우선하여 배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학과 발전을 위한 요구 사항 충족을 위해 연차별 재정 

계획을 수립하였고, 통합을 통한 학과(학부) 발전계획에는 우수 교원 

확보 방안, 재학생 역량강화 및 교육의 질 제고 방안, 학생 지도 및 취업률 

향상 방안, 기자재 확충 및 공간 확보 방안, 기타 발전방안 등을 포함 

하였다. 이를 통해 통합 학과의 교원과 학생이 통합 이전과 비교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과 운영과정에서 구성원 간의 원활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통합대학 재정은 대학 통합 후 4년간(’21~’24)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 

(교육부)의 사업 운영비로 지원된다.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에 따라 

2019~2020년 예산은 경상대학교-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간 연합 예산 

으로 2019년 5,030백만 원, 2020년 7,250백만 원으로 배정되어 있다. 

2021년 통합대학 출범에 따라 1차년도 6,250백만 원의 예산으로 

통합대학의 정보화 기반 조성, 도서관 통합시스템 인프라 확충, 비교과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학생정원 증가에 따른 학과 및 단과대학 

재배치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분리 캠퍼스의 유사·중복학과 및 

단과대학의 재배치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통합대학의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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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이후

교육부 「경상대학교-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통·폐합 승인」에 따른 이행 

조건으로 통폐합 세부실행계획(’20.5.1.)의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국립대 

공공성 측면의 실천적인 목표,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성화 계획, 효율적 

재정 투자·배분·활용 등 국립대학통폐합심사위원회 정책제언을 포함한 

4개년(’21～’24) 이행계획 및 2021년 이행계획을 2021년 3월에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이후 국립대의 특성화, 조직·정원 운용 등 통합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학생·교육, 교수·연구, 산학·사회 기여, 경영·인프라 분야의 4대 

영역, 47개 세부이행과제에 대한 통합대학 2021년 이행 실적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3월 1일 통합대학 출범 이후 유사·중복학과 및 단과대학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 입학정원을 포함한 유사·중복학과 

개편 결과, 2022학년도는 단과대학을 기존의 20개에서 17개로 축소 

(경남과기대 인문사회과학대학, 상경대학, 생명과학대학은 폐지)하고, 

모집단위는 기존의 경상대학교 92개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34개에서 

통합 후 109개로 17개를 축소하였다.

통합대학의 정체성 확립 및 구성원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대내외적 

소통과 화합의 상징성 부여를 위하여 통합대학 상징물 체계 선정을 추진 

하고 있다. 먼저 상징물 사용·관리 방안 마련 및 일원화된 상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수, 직원, 학생대표, 동문회 및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대학 

상징물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징물 체계 선정을 위한 공정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통합대학의 교훈, 교목, 교화, 교가, 상징 동물, 

조형물 및 개교기념일 등 학교를 대표하는 모든 상징체계 선정을 위하여 

통합 전 경상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상징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학내 구성원, 동창회와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통합대학 상징물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통합 

대학 상징물관리특별위원회의 주요사항 심의 등을 거쳐 2021년 하반기에 

통합대학 상징물을 결정하여 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미래교육 대전환 등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통합대학의 수준에 대한 면밀한 진단 

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을 통하여 국가 거점 국립 

대학으로서의 위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1년 7월부터 「통합대학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대학 장기발전계획은 대학 대내외 환경 분석, 내부역량 진단을 통해 

통합대학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전략 및 핵심 추진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장기발전계획 연구 

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교육·학생, 

연구·산학, 특성화, 대학경영 4개 영역별 발전 방향 도출, 전략지표 및 추진 

과제 설정, 특성화 계획 등의 과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통합대학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 재정 운영 

및 체계적 사업 추진으로 대학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통합대학 신규 특성화 분야의 발굴·육성으로 

대학 경쟁력 확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 거점 국립대학 

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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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이 수립된 이후 「초·중등교육법」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신설, 다문화 특성화 

학교 및 대안학교 설립, 다문화학생 특별학급 및 무학년제 한국어 교실 운영 등 다문화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교육부, 2021).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문화 

학생과의 교육격차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교육통계 FOCUS>에서는 다문화학생의 교육 기회 접근 및 학교 적응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문화학생 현황

최근 10년간 다문화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다문화학생 수는 2012년 46,954명에서 2021년 160,05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학생 중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2년 0.7%에서, 

2017년 1.9%, 2021년 3.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의 현황 및 실태
김나영(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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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다문화학생 현황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2-2021). ‘연도별 교육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재구성

보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유형별, 부모 출신국별 다문화학생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유형별 다문화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국내출생(국제결혼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가장 높으나 2017년 89,314명(81.6%)에서 2021년 122,093명(76.3%)로 점차 감소하는 반면, 최근 

들어 중도입국 및 외국인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 학생의 비율은 2021년 17.8%(28,536명)를 

차지해 2017년 대비 6.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출신국별 다문화 학생 비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는 베트남으로 2017년 26.5%에서 2021년 32.2%로 

지속적으로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중국(한국계 제외), 필리핀, 중국(한국계)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편, 일본 부모출신 

다문화학생의 비율은 2017년 10.5%에서 2021년 5.2%로 급감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2] 유형별, 부모 출신국별 다문화학생 비율(%)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7-2021). ‘연도별 교육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재구성

    다문화학생의 교육 기회 및 학교 적응 실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다문화 영유아의 기관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영유아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의 경험은 취학 후 학교에서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므로(나정·김미숙, 2005) 보육·유아교육 기관 이용률 지표를 통해 

교육 기회 접근에서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학업중단율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학생의 학교 적응 정도 및 학교생활 경험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 및 학교생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학업중단율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함께 살펴보았다. 

180,000
160,000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3.6%

3.2%

2.8%

2.4%

2.0%

1.6%

1.2%

0.8%

0.4%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0.7% 0.9%
1.1%

1.4%
1.7%

1.9%

2.85%

2.2%

3.0%

2.5%

46,954 46,954 
55,780 55,780 

67,806 67,806 
82,536 82,536 

99,186 99,186 
109,387 109,387 

122,212 122,212 
137,225 137,225 

147,378 147,378 
160,056160,056

(%)
 베트남  중국(한국계 제외)  필리핀  중국(한국계)  일본

35

30

25

20

15

10

5
2017 2018 2019 2020 2021

부모출신국별 다문화학생 비율부모출신국별 다문화학생 비율

26.526.5

22.2222.22

12.012.0
11.311.3

10.510.5

29.129.1

22.322.3

11.511.5
10.210.2
8.58.5

30.630.6

22.522.5

10.810.8
9.79.7
7.17.1

31.731.7

23.723.7

10.310.3

8.38.3
5.95.9

32.232.2

23.623.6

10.010.0
8.28.2
5.25.2

(%)

 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2017

2018

2019

2020

2021

유형별 다문화학생 비율유형별 다문화학생 비율

0 20 40 60 80 100

76.3 17.8

16.6

14.9

12.8

11.2

5.9

77.2 6.2

78.8 6.3

6.8

7.1

80.4

81.6



72 교육통계 FOCUS

교육통계 FOCUS

1. 다문화 영유아의 기관 이용 현황

초등학교 취학 전 만 5세 이하 다문화자녀의 기관 이용 현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01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 수는 78,520명 

으로 전체 다문화 영유아의 76.0%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영유아 수는 20,850명(20.2%)이었으며, 기관을 이용하지도 않고 

양육수당을 지급받지도 않는 영유아 수는 3,131명(3.0%)으로 나타났다 

(최윤정 외, 2019: 44). 연령별 기관 이용률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2018년 기준 전체 만 0~5세 아동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이 86.3%인 것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다문화 영유아의 기관 

이용률이 더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보건복지부, 2018). 

이와 같은 다문화 영유아의 기관 이용 현황은 가구소득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 대체로 가구소득이 월 300만 원∼600만 

원 미만인 다문화가정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구소득이 월 3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다문화가정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2.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

최근 5년간(2014~2018)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2018학년도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은 2017학년도 

(0.99%) 대비 근소하게 하락하여 전체 학생의 학업중단률(0.90%)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은 학교급 

별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2017학년도 기준으로 할 때,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1.47%와 

2.11%로 나타나 전체 학생의 학업중단율(중학교:0.7%, 고등학교: 

1.5%)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4]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 변화 추이(비율, %) 

※ 출처:  ‘다문화교육포털’의 ‘국내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 현황’을 그래프로  
재구성

다문화학생들의 학업중단 사유를 살펴본 결과, “그냥 다니기 싫어서 

(46.2%)”, “친구 또는 선생님과의 관계 때문에(23.4%)”, “편·입학 및 

유학준비(14.1%)”, “학비 문제 등 학교 다닐 형편이 안돼서(12.9%)”, 

“학교생활, 문화가 달라서(9.1%)”, “학교공부가 어려워서(8.4%)”등으로 

나타났다(최윤정 외, 2019: 535).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여전히 많은 다문화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업, 관계 형성 및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다문화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또한, 다문화학생들의 학교 적응 실태를 학교생활 경험 측면에서 파악 

하고자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율은 2018년 기준으로 8.2%로 동일 연도 전체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비율이 1.3%(교육부, 2019.8.26.)인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 

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문화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양상을 

학교폭력 유형별로 제시하면 [그림 5]와 같다.

2014 2015 2016 2017 2018

2.0

1.5

1.0

0.5

0.0

0.900.90 0.870.87
0.710.71

1.171.17 1.151.15 1.161.16

1.531.53 1.531.53

1.911.91
2.112.11

1.411.41 1.471.47
1.341.34

0.740.74

0.990.99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전체 전체

 기관 이용 기관 이용○○   기관 이용× 양육수당 기관 이용× 양육수당○○   기관 이용× 양육수당×  기관 이용× 양육수당×  모름 모름

~100만원 100~ 
200만원

200~ 
300만원

600만원~500~ 
600만원

400~ 
500만원

300~ 
400만원

80

70

60

50

40

30

20

10

0

72.972.9 73.473.4 74.074.0
78.078.0

81.681.6
77.577.5

73.473.4

23.823.8 24.424.4
21.521.5 21.721.7

18.118.1 18.318.3
14.614.6

3.23.2 3.53.5 3.03.02.02.0 2.92.9 2.92.9 4.14.1

0.20.2 0.80.81.01.0 1.31.3 1.71.71.01.0

 [그림 3] 가구소득별 다문화 영유아의 기관이용 현황 

※ 출처: 최윤정 외(2019 :45)를 그래프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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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2012년 이후 다문화가정의 초·중등학교 재학 자녀들이 주로 겪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말로 하는 협박이나 

욕설’(61.9%, 2018년 기준), ‘집단 따돌림’(33.4%, 2018년 기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를 통한 욕설과 비방’의 경우 2012년 7.1%에서 2018년 11.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들어 사이버 폭력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유형(복수응답)(비율, %) 

※ 출처: 최윤정 외(2019:540)를 재구성함.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국제결혼이나 중도입국 등으로 인한 다문화·외국인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학생들은 여전히 교육 기회 접근 및 학교 적응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능력, 가구유형, 부모 출신국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교육부(2019.8.26.).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2021). 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한국교육개발원(2012-2021). 연도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2021.09.28. 인출).

한국교육개발원(2017-2021). 연도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2021.09.28. 인출).

나정·김미숙(2005). 통합형 취학전교육 운영모델 개발 연구, 한국교육, 32(3), 181-204.

다문화교육포털. 국내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 현황. https://www.edu4mc.or.kr/guide/stat.html (2021.09.29.인출).

보건복지부(2018). 2018 보육통계. 

최윤정·김이선·선보영·동제연·정해숙·양계민·이은아·황정미(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0 30 402010 50 7060

 2018   2018   2015   2015   2012 2012

강제 심부름 등 괴롭힘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폭행 및 감금

욕설과 비방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

집단 따돌림(왕따)

말로 하는 협박과 욕설

3.03.0

5.05.0

7.87.8

11.411.4

33.433.4

61.961.9

5.35.3

9.59.5

10.210.2

10.910.9

34.134.1

65.165.1

7.67.6

15.315.3

16.316.3

7.17.1

34.734.7

66.566.5



‘KEDI 도서회원’이라면 

귀하는 이미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입니다.

1972년 8월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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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의 어젠다에 대한 선도적 대안을 제시해 온 세계 수준의 교육정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분야의 연구성과와 사업활동의 폭넓은 보급과 활용을 위하여  

1987년부터 ‘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EDI가 발간하는 최신 연구보고서와 정보자료들을 받아보시는 순간,  

귀하는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KEDI 도서회원’으로 함께 하십시오.

•회원자격 및 특전 회원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주어집니다. 

•가입방법   가입신청서와 함께 회비 납부

•문 의 처   홍보자료실  Tel. 043) 530-9245  E-mail. kedibook@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KEDI)  

홈페이지

한국교육개발원(KEDI)   

SNS

KEDI 홈페이지
www.kedi.re.kr

AskKEDI 전자도서관
askkedi.kedi.re.kr

KEDI 영문 홈페이지
eng.kedi.re.kr

교육시설ㆍ환경연구센터
www.edumac.kr

교육통계서비스
kess.kedi.re.kr

교원양성기관 역량집단
necte.kedi.re.kr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www.afterschool.go.kr

대학역량진단센터
uce.kedi.re.kr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www.hub4u.or.kr

디지털교육연구센터
openschool.kedi.re.kr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edpolicy.kedi.re.kr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ged.kedi.re.kr

학생선수 e-school 
www.e-school.or.kr

인성교육지원센터
insung.kedi.re.kr

Wee프로젝트
www.wee.go.kr

ISSN 1228-291X

「교육개발」 웹진

• 한국교육개발원 페이스북 www.facebook.com/KEDIPR

• 한국교육개발원 유튜브 youtube.com/c/한국교육개발원KEDI

• 한국교육개발원 인스타그램 instagram.com/iam_kedi_/

•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페이스북 www.facebook.com/edpolicy.net

• 교육통계서비스 블로그 blog.naver.com/kedi_cesi

•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페이스북  
www.facebook.com/방송통신중고등학교-1732018736871708/

•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블로그 blog.naver.com/openschool_master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내외 교육분야, 다양한 영역의 동향과 정보, 교육계 소식 등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소 (우)2787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7   대표전화 043-530-9114   팩스 043-530-9239   홈페이지 www.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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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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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