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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정부의 목표 아래 

1971년 한국 최초의 연구중심 이공계 특수대학원으로 

시작하여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우뚝 선 한국과학 

기술원(이하 KAIST)이 지난해 개교 50주년을 맞아 

더 혁신적인 전략과 변화를 도모하며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해 17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광형 총장은 포스트 인공지능 (Post AI) 

시대를 준비하는 KAIST의 신문화 전략인 ‘QAIST’를 

추진함으로써 초일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1,000억 원대 기부 유치, 과학기술 

의학전문대학원 추진, 글로벌 캠퍼스 설립 추진, 거꾸로 

행정문화 형성 등 혁신적 행보를 펼치고 있기도 하다. 

이광형 총장은 지난 1985년 KAIST 전산학과 교수로 

임용된 이래 그동안 'KAIST 벤처 창업의 대부', 'TV를 

거꾸로 놓고 보는 괴짜 교수', '드라마 카이스트 실존인물’, 

'대한민국 미래학 연구의 선구자' 등 수많은 수식어가 

따라다닐 만큼 미래지향적 사고와 남다른 교육철학으로 

주목 받아왔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지금 이광형 총장은 

KAIST를 세계 10위권 일류 대학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여정을 펼치고 있을까. 

한국교육개발원 류방란 원장은 이광형 총장과 만나 총장 

취임 1년의 소회와 성과, KAIST 발전전략과 미래교육에 

대한 예측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정보화 혁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KAIST  

  세계대학평가에서 39위에 오르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  

류방란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은 수도권에 소재하지 

않아도 이공계열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KAIST의 

역사, 발전과 성장의 동력, 성과 등에 대해 간략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 

니다.

이광형 안녕하세요? KAIST 총장 이광형입니다. KAIST는 우리나라 

산업화 태동기인 1971년 국내 최초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설립되어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정보화 혁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해 왔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부흥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과학기술인의 헌신적인 노력, 우수한 학생들의 선발과 육성  

등을 통해 그간 KAIST는 세계대학평가에서 39위에 오르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교육ㆍ연구 

성과를 인정받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이론과 응용력을 갖춘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 왔으며, 

학문적 수월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또한, 국가 

과학기술을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과 기초·응용연구를 수행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세계 10위권 대학을 목표로 신문화 전략  

QAIST 추진  

  구성원들 세계 일류대학이 되어야 한다는  

소명 의식과 초일류 의식 갖게 해  

류방란 총장으로 취임하신 지 1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을 

맡으신 이후 사람들이 KAIST가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취임 이후 대학의 주요 변화, 주요 추진 사항 

등에 대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광형 지난 50년간 KAIST의 성공전략은 “따라하기”였습니다. “따라 

하기”전략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아직  

세계 일류대학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총장 취임 이후 KAIST가 

국가와 인류, 지구를 위한 독특한 빛깔의 세계 10위권 대학이 되는 것을 

목표로 신문화 전략 ‘QAIST’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QAIST는 질문 

(Question)하는 창의인재, 최고보다 최초를 지향하는 연구(Advanced  

research),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는 국제화(Internationaliza 

-tion), 글로벌 가치창출의 기술사업화(Start-up), 혁신·소통의 문화로  

사회 기여 활동을 확대하는 신뢰가치(Trust) 등을 바탕으로 미래 

50년을 준비해가겠다는 운영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교수, 학생, 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이 KAIST가 세계 일류대학이 되어야 한다는 소명 의식과 

초일류 의식을 가지도록 한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교수들이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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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도 활성화되어 예년에는 한 해 25개 회사가 창업되었는데, 2021년 

작년 한 해에는 66개의 창업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다소 복잡했던 

교원창업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고, 휴학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학생들이 휴학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창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창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OW 연구보다 WHAT 연구를,  

경쟁연구보다 최초연구를  

  학생과 교수 모두 글로벌 시야에서  

'큰 꿈' 갖게 할 것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은 올해 50주년을 맞습니다. KAIST도 1971년 

에 개교를 하였으니, 작년이 개교 50주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며 KAIST 미래 비전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국 뉴욕 캠퍼스 설립도 추진 중인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독자들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광형 지난 50년간 KAIST의 성공전략은 기존 선진국의 사례들을 

착실하게 따라가는 추격형(Fast Follower)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50년은 선도형(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계 일류대학이 되기 위한 의식혁명’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세계 일류대학이 되겠다는 결의를 

세우고 남들이 하는 연구를 따라 하지 않으며, 성공 확률이 높은 시시한 

연구나 남이 정의해 놓은 문제의 답을 찾는 ‘HOW’ 연구가 아닌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해결하는 ‘What’ 연구로 바꾸고자 합니다. 또한, 인공 

지능(AI)이 일반화되어 있을 10~20년을 먼저 준비하는 포스트 AI(Post 

AI) 연구를 통해 10~2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 

하기 위해 연구실마다 세계 최초 연구를 하나씩 도전하는 ‘1랩 1최초’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큰 꿈을 꾸는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학생들은 

‘꿈’이 작습니다. MIT를 졸업하면 세계를 호령하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KAIST 졸업생들은 네이버나 카카오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K AIST 학생이 하버드나 MIT 학생보다 모자란 것은 실력이나 

능력이 아닌 꿈의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KAIST의 인재상인 ‘글로벌 

창의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큰 꿈’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넓은 세상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산업·연구 현장의 인턴 생활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해 간접 경험을 하게 

도와주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게 되면 당연히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세상과 인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는 학생이 인간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고, 독서, 봉사, 창업 등 다양한 영역 

에서 실력과 인품을 쌓을 수 있도록 경험의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KAIST가 세계 일류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수 모두 

글로벌 시야에서 바라보도록 학교가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 

뉴욕에 글로벌 캠퍼스를 조성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큰 세상을 보여줌 

으로써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바라보는 큰 꿈을 꾸게 하기 위한 것 

입니다. 앞으로 KAIST는 교육과 연구·창업 활동에 있어 국내뿐 아니라 

세계로 뻗어 나가도록 글로벌 시각과 경험을 독려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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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경험을 쌓고, 세상에 질문하면서 학생 스스로 

꿈을 찾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적  

류방란 총장님께서는 교수 시절에 ‘나의 컴퓨터를 해킹하라’,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를 창조하라’라는 등 독특한 시험문제를 내는 것으로 

유명했고, 취임식에서도 학생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한다며, “전공 

공부 시간을 줄이라”는 말씀과 ‘실패연구소’를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으셔서 언론에서는 일명 ‘괴짜 총장’이라는 별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평소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교육 철학 혹은 

인생관이 궁금합니다.

이광형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스스로  

꿈을 찾아, 그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을 찾았다면, 그것으로 교육의 역할을 충분히  

다 했다고 봅니다. 꿈을 찾은 학생은 스스로 그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을 찾아 공부하게 되고, 또 동료들과 협동하여 일을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리더십도 기르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학생들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왜 공부하는지, 나중에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것 

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꿈이 없으니  

옆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 

니다. 그렇지만 큰 꿈을 가지게 되면 작은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대범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 꿈을 찾기 위해서는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실제 학교 밖에서 봉사나 대외활동을 통해 경험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독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 

으로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 독서를 통한 간접 경험을 권장합니다. 학교  

밖 경험 혹은 독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세상을 경험하게 되면 나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질문을 하는 과정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은 이처럼 학생들 

에게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고, 세상에 질문하면서 스스로 꿈을 찾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학의 연구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교육체계로 발전할 것  

류방란 인간의 역량을 뛰어넘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적 

으로 디지털화가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미래 교육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대학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해 갈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교육계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미래교육과 관련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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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형 앞으로 대학의 지식 전수, 공급자 중심의 주입식 교육 기능은 

약화될 것입니다. 이미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디지털 교육 방식들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한 

학습 시스템은 비대면 교육의 효과를 최대로 올려줄 것입니다. 지식 

전수를 위해서 굳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대학의 역할 중에 교육도 있지만, 연구도 있습니다. 미래 대학은 학생들 

에게 연구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연구중심 대학으로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교육 기능은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연구 기능이 오프라인 교육의  

주요 역할로 남을 것입니다. 온라인 방식으로는 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동료들과 어울리며 탐구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연구는 집단적이어야 하는데, 오프라인 교육이 

디지털 교육환경에서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소통과 

협력 과정을 통해 지식도 습득하고, 꿈도 찾는 동시에 미래 생태계를 

연구하게 됩니다. 앞으로 대학의 연구 기능은 더욱 강화되고 커질 것 

이기 때문에, 교육 중심의 대학은 쇠퇴할 것이고 연구중심의 대학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방란 코로나19는 미래를 성큼 앞당겼다고들 합니다. 교육계에서는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광형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일상의 많은 부분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현장에서도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되었지요. 이런 변화와 경험은 대면 교육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이자, 비대면 교육을 통한 시·공간적인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회 

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교육체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 

한 디지털 교육기반을 완성하고, 우수한 온라인 콘텐츠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교육, 미래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디지털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정보교육 강화는 필수  

류방란 앞으로의 한국 교육은 코로나19 이전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코로나19 및 20대 총선 이후의 정치,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 4차 산업 

혁명과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발전, 인구감소와 기후위기 등에 따른  

불확실성 등 새로운 문제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육 분야에서 여러 직면한 과제 중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몇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즉, 한국 

교육의 현안은 무엇이며,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나 교육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광형 현재 한국교육에 대한 제 생각은 ‘미래 사회의 변화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입니다. 그 예로, 교육부가 추진하는 ‘초·중·고 2025 

교과과정 개편’ 작업에서도 논의의 중심을 미래보다 현재에 더 두고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0년 뒤 2050년의 사회를 예측해 보면, 인공지능이 인간과 비슷한 

지능을 가지는 사회가 될 것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컴퓨터 

교육에 매우 인색하고 보수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은 초·중·고 과정에서 총 400시간을, 영국과 중국은 200시간 

이상을 컴퓨터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겨우 54시간을 

교육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겨우 100시간 정도로 늘리는 선에서 타협 

하고 있습니다. 미래보다 현실 타협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디지털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컴퓨터 교육, 즉 정보 교육의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류방란 총장님께서는 그간 다른 인터뷰 등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출현으로 촉발된 미래 변화에 맞서 과학기술 기반 국가 미래 

전략 수립도 시급하고, 인류와 건강 등을 위한 연구혁신, 학문간 융합 

연구, 중장기적 연구 풍토 조성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또 전반적인 연구문화와 관련하여 국책연구기관 중 

50년의 역사를 가진 대표적 교육정책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바람직한 역할, 또는 앞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바라는 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광형 교육은 ‘백년대계’라 합니다. 말 그대로 미래의 사회와 국가를 

이끌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인 교육과정을 개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지만 그러므로 더욱 

미래에 관해 공부해야 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역시 미래학 공부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모든 의사결정은 20년, 30년 후를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려 하지 말고,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책 개발에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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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 KAIST 제17대 총장 (2021~현재)

- 경찰 미래비전위원회 위원장(2022~현재)

-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2022~현재)

- 교육부 국가 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21~현재)

- 특허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장 (2021~현재)

- 기획재정부 제5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 (2021~현재)

- 대통령소속 국가교육회의 위원 (2020~2021)

- KAIST 전산학과/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명예교수(1985~)

- 프랑스 INSA Lyon 전산학 석사, 박사

- KAIST 산업공학과 석사

-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이 광 형    KAIST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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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 노멀 시대,  
교육재정을 다시 생각하다
하봉운(경기대학교 교수)

교육은 생태문명을 향한 동력이  
될 수 있을까?
이재영(공주대학교 교수)

넥스트 노멀 시대,  
대학교육은 어떻게 혁신해야 할까? 
박인우(고려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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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 노멀 시대,  
교육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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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은 국가·사회의 공익활동으로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 배분, 지출, 평가하는 일련의 공경제활동 

(public economic activity)(반상진 외, 2014)으로서 모든 교육활동의 기반이 되며 사실상 교육의 규모와 내용을 결정한다. 

교육재정은 운영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운영의 중앙교육재정과 시도교육청 중심의 지방교육재정으로, 교육단계별로 

유치원, 초·중등, 고등, 평생 교육재정으로 나눌 수 있으나,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교육부 본부 직원이나 국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국립학교 운영비, 각종 국고사업비 등의 중앙교육재정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지방교육재정의 확보와 지출에 관한 

것이며 유아교육재정은 초·중등교육재정에 통합 운영되고, 평생교육재정은 재정 규모가 미미하므로 크게 초·중등교육재정, 

고등교육재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세입과 세출 양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초·중등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여 초·중등교육재정의 근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개편 논의가 뜨거운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등의 교육계 외부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이 증가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인구구조와 같은 주요 결정요인과 

괴리된 재원 배분은 재정 소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학령인구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초·중등교육재정의 여유분을 고등교육재정 등으로 전용할 필요가 

특별기획

넥스트 노멀 시대,  
교육재정을 다시 생각하다
하봉운(경기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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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등 산적한 현안들과 4차 산업혁명 등의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 수준 이상으로 교육재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교부금 개편 요구의 타당성과 향후 정책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재정 법정주의와 초・중등교육재정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의 국가의 무상의무교육 여건 조성과 교육재정 법정주의 

(法定主義)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교육세법」 등을 통하여 내국세, 교육세, 지방세, 지방교육세 등의 일정 

비율 또는 전액을 확보·배분·전출토록 함으로써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며(김혜자 외, 

2016), 그 규모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내국세에 연동되는 세입의 

구조로(내국세 총액의 11.8%→13.0%(’01)→19.4%(’05)→20.0%(’08)→20.27%(’10)→20.46%(’19)→20.79%(’20)) 

정부의 세입 규모 증가(감소)에 따라 그에 비례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가(감소)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표 1〉 지방교육재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 
(단위: 조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입결산액 57.3 60.5 62.4 66.1 72.4 78.8 87.4 82.2

세출결산액 53.3 56.8 56.6 60 65.6 71.6 80.4 77.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1 40.9 39.4 43.2 46.6 52.5 60.5 54.2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분석종합보고서(2014-2021);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결산자료(각연도)

향후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및 경제 변동 등에 따라 교부금 교부를 내국세에 연동하는 현행 

법정 방식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현행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교육재정 법정주의는 국민 전체에 대한 관련성이나 교육 영역의 공공재로서의 최대가치 이외에도 헌법 

제31조의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 즉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나아가 교육재원 배분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교육서비스 

유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여건을 형평화하는 기능을 보장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수・교원 수 증가의 역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학생 수 변동에 탄력적인 지출 비중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므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 지출 규모의 증가와 지방교육재정 수요의 주요 

기반이 되는 학생 수, 학급 수, 학교 수, 교원 수 변화 사이에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재정의 지출단위는 

학급과 학교이며, 학급 수와 학교 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학생 수가 기본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교육과정 정책, 교육여건 

개선 정책, 교육외적 요인(개발사업 등에 따른 인구의 사회적 이동,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방지 등 국가정책적 

요인) 등이 중요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세출에서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시설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내외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나민주 외, 2017; 송기창 외, 2021).

저출산 기조가 본격화된 2003년 출생아들이 초등학교에 진학한 2010년 이후의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10～ 

2020년 기간에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전체적으로 23.35% 감소하였으며, 누리과정 확대로 인하여 학생 수가 

증가한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6.11% 감소하였다. 

특별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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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초·중·고등학교 학급 수는 3.17% 감소에 그쳤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과밀학급 해소 및 과대 규모 학교의 축소 등의 교육여건이 개선되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표 2> 참조). 이 

기간에 고등학교 학급 수는 상대적으로 덜 감소하였는데, 학생 수 감소가 초등학교에서 먼저 발생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로 확산하는 것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에서도 앞으로 학급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 학교 수는 4.21% 증가하였는데 학생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학교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에서 초등학교는 통학 거리를 1.5Km 이내로 2개의 근린주거구역(2천 

세대 내지 3천 세대) 단위에 1개의 비율로 설치하고, 중·고등학교는 3개의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토록 학교배치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서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학교설립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0년간의 학교 수, 교원 수 증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교원 수 또한 전체적으로 8.59% 증가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만 보더라도 5.18% 증가하였는데 이는 학교 수 증가에 

따른 교원 배치 수요의 증가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2〉 학생 수, 학급 수, 학교 수, 교원 수 변화(2010～2020년)
(단위: 명,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초·중·고계

학생 수

2010 538,587 3,299,094 1,974,798 1,962,356 7,774,835 7,236,248

2020 612,538 2,693,716 1,315,846 1,337,312 5,959,412 5,346,874

증가율 13.73 -18.35 -33.37 -31.85 -23.35 -26.11

학급 수

2010 25,670 123,933 58,373 58,172 266,148 240,478

2020 36,634 123,517 52,195 57,153 269,499 232,865

증가율 42.71 -0.34 -10.58 -1.75 1.26 -3.17

학교 수

2010 8,388 5,854 3,130 2,253 19,625 11,237

2020 8,705 6,120 3,223 2,367 20,415 11,710

증가율 3.78 4.54 2.97 5.06 4.03 4.21

교원 수

2010 36,461 176,754 108,781 126,423 448,419 411,958

2020 53,651 189,286 111,894 132,104 486,935 433,284

증가율 47.15 7.09 2.86 4.49 8.59 5.18

학급당 학생 수

2010 21.0 26.6 33.8 33.7

2020 16.7 21.8 25.2 23.4

증가율 -20.31 -18.07 -25.48 -30.64

교원당 학생 수

2010 14.8 18.7 18.2 15.5

2020 11.4 14.2 11.8 10.1

증가율 -22.71 -23.76 -35.22 -34.7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유초중등통계. https://kess.kedi.re.kr/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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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적한 교육현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 필요

지방교육재정은 중장기적으로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다른 부문에 비해 증가할 여지가 크지만, 

여전히 미래사회를 대비한 학교교육 개편, 학생 안전 등을 위한 시설개선, 고교 무상교육 도입 등의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 등 향후 적극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육재정은 모든 교육 활동의 기반이 되며 사실상 교육의 규모와 내용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충분한 확보가 중요하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규모 조정의 논의에 앞서 우선적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로 설명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여건이 충분한 양적·질적 수준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진중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송기창 외, 2021). 

먼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 

패러다임의 대변화가 요구되며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실 공간 재구성, 고교학점제 도입 

등에 대한 투자가 요청된다. 일례로 OECD 국가별 초등학교,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고등학교는 학급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국가가 있어 OECD가 통계를 산출하지 않음)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0명, 중학교 26.1명으로 OECD 평균치에 비해 초등학교는 2.0명, 중학교는 2.8명 많은 실정이며,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등한 학생 수의 분포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3만 

9,498개로 16.9%에 달한다(교육부, 2022)1). 따라서 수업지도, 생활지도와 학급경영, 교육과정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학급 규모 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학교급별 효과적인 학급 규모를 고려한 표준학급(학급당 학생 수 20명) 

규모 도입 시 학급당 인원 감축, 교원 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 학급 수 증가에 따른 학교운영비 증가에 따라 막대한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한다(송기창 외, 2021).

 〈표 3〉 OECD 국가별 학급당 학생 수 
(단위 : 명)

국가명
초등학교 중학교

2016 2017 2018 2019 2016 2017 2018 2019

한국 23.2 23.1 23.1 23.0 28.4 27.4 26.7 26.1

OECD 평균 21.3 21.2 21.1 21.1 22.9 22.9 23.3 23.3

핀란드 20 20 20 20 20 19 19 19

프랑스 23 24 23 23 25 25 25 25

독일 21 21 21 21 24 24 24 24

이탈리아 19 19 19 19 21 21 21 21

일본 27 27 27 27 32 32 32 32

아이슬란드 19 19 19 19 20 20 20 20

영국 26 27 26 26 20 23 23 23

미국 21 21 21 20 26 26 26 25

자료: 2018, 2019, 2020, 2021 OECD 교육지표

1)  2021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31명 이상인 초과밀학급도 초등학교 2.1%, 중학교는 공립중 22.6%, 사립중 15.6%, 공립일반고 11.8%, 사립일반고 
5.3% 등 전체 8.2%에 달한다(송기창 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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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적인 재정 소요 이외에도 교육과정 자율화, 무학년제 도입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가변적인 학교 공간 

및 유비쿼터스 교육환경 구축과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증강현실, 온라인수업 등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첨단 교육정보화 시설 및 초고속 정보통신망 제공이 시급하다. 또한,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재난위험시설, 재래식 화장실, 석면 교체, 노후 학교 개축 등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7~80년대 초·중등 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건축된 많은 학교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로 학생 건강과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통한 각종 재난·사고,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이상민 외, 2017), 40년이 경과한 노후건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친환경 그린 학교와 

디지털 기반 스마트 학교를 결합한 융합 방식의 미래형 그린스마트스쿨로 개축 및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학교 시설을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삶과 배움의 공간 제공을 위하여 모든 학교의 내진 설계 의무화, 공기 질 등 환경적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 구축, 친환경 건축자재, LED(발광다이오드)·태양광·절전형 공조 등을 도입하고 자연채광,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이 요청된다. 

또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보편적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초·중등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가 저조했던 유아교육 부분의 투자(국공립 유치원 확충, 누리과정비 인상, 

사립유치원 지원 등)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복지 확대, 방과후교육비 등 가계교육비 부담 경감, 지역·계층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

    고등교육재정의 낮은 정부 부담 공교육비 지원 논란

그동안 고등교육 재정은 수익자 부담 기본원칙에 따라 등록금과 같은 민간 지원 비율이 월등히 높았고 정부 지원이 

활발하지 않았으나,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의 5·31 교육개혁안 이후 대학평가 기반 차등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대학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따라 선별적 

지원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대학구조개혁(정원 감축)과 연계되어 선별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특히 2012년부터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고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정책을 도입하여 대학 자체 지원(교내·외 장학금, 등록금 

인하)과 병행하여 지속·실시함으로써 대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기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국가장학금의 소득별 차등 지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상환유예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게도 고등교육의 접근 기회와 

형평성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정책 시행 등 다양한 정책과 지속적인 지원을 시행하여 

대학 교육비에 대한 민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실제로 민간 부담 고등교육 공교육비 경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OECD 국제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민간 부담률이 발생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1,290로 OECD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평균 $17,065의 66.2%에 불과하고, 정부 부담, 민간 부담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상대적 비중 역시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이 39.7%로 OECD 국가 평균 66.2%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2018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 중 정부 부담 0.6%, 민간 부담은 0.9%로 

같은 해 OECD 평균 정부 부담 0.9%, 민간 부담 0.4% 대비하여 OECD 평균보다 정부 부담 비율은 0.3% 낮고, 민간 

부담은 0.5% 높은 수준으로, 이를 통해 허약한 고등교육 투자 구조의 주요 원인은 낮은 정부 부담, 높은 민간 부담으로 

해석할 수 있다(OECD, 2021). 또한 2019-2020학년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792, 사립대학(독립형)은 

$8,582로서 자료 제출 국가 중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은 8번째, 사립대학(독립형)은 5번째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OECD,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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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약 86%에 달하는 사립대학의 주요 수입원은 등록금이었으나 동결 정책 이후 설립자 

부담금인 법인전입금 확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로 2010년부터 사립대학의 재정 건전성이 

급락한 것으로 분석되었고(서영인 외, 2020), 대학 재정의 정부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대학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학 대부분이 교육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으로 

충당하지만,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여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감축으로 

대학의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고등교육재정 지원의 법적 안정성 확보 및 한계대학 퇴로 마련

고등교육재정은 그동안 정부가 확충해 온 규모에 비해 재원 확보, 지원방식 및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재정지원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서영인 외, 2017). 향후 국제적 수준의 정부 부담 고등교육 공교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장기적 발전계획 수립, 고등교육 재정의 GDP 대비 최소 확보 비율에 대한 근거, 법령 제·개정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고등교육을 위한 독립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고등교육의 위급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의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과거 수차례 법률의 제정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학 체제 개편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OECD 국가 평균(GDP의 1.1%)의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 현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정안이 발의되었다. 지역인재의 서울 

집중과 이에 따른 지방 쇠퇴와 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국공립 지방대학 학생의 등록금 무상화 

방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과 같은 특단의 대책도 교부금의 구조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의 재정적 자율성 측면에서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산정을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에 

대한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201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등록금 인상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대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금을 

기준 이상으로 인상할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제한이나 차등 지원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등록금 

통제 수단이다. 이에 따라 대학 등록금이 최근 10년간 거의 동결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대학의 경우 교원 수 감소, 강좌 수 감소, 강좌당 수강생 수 증가, 학생의 수업선택권 제한 등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초래되고 대학의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환경의 구축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악화되었다(김지하 외, 

2019; 서영인 외, 2020).

 〈표 4〉 대학 등록금 인상률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등록금 변동률 등록금 변동률 등록금 변동률 등록금 변동률 등록금 변동률 등록금 변동률

대학 5715.3 0.04 5743.4 0.54 5766.8 0.38 5791 0.42 5807.9 0.28 5829.5 0.4

전문대학 4164.3 0.11 4166.9 0.01 4171.3 0.09 4173.3 0.03 4176.6 0.04 4189.9 0.35

주:  1) 등록금은 해당 연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등록금 평균을 의미함 
2) 변동률은 등록금의 전년도 금액 대비 인상률을 의미함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20),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제Ⅶ권 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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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학 구조조정 유도 측면에서, 원만한 자진 폐교가 요구되는 부실·영세 사학의 자발적 퇴출을 위해서는 출연자가 

경영권을 포기할 만한 유인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조항 

개정, 증여세 감면 등이 필요하다. 즉,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법인해산에 대한 특례규정을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해산을 원하는 법인의 해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해산인가 신청 당시 사학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을 

지원 등).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는 

학교법인은 정관에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에,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시키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법제도로 인하여 해산의 경우 경영자 및 출연진은 아무런 경제적 보상이 없이 경영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산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포기하기 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경영권을 유지하며 

학교법인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창수 외, 2013; 서영인 외, 2020).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교육체제로의 대전환의 시대에 양질의 노동인구 확보와 지속적인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 제고는 

시대적 과제이다. 지식의 시대, 그 선두에 서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우리 대학의 공공성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적 

안정성과 자율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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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에 꺾인 배움의 날개들

지금 우리는 ‘불안감에 점령된 시대’를 살고 있다. 환경 불안은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으로 이미 현실이 되었고, 사회 불안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에 따라 절망감으로 변하고 있다. 안전 불안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팬데믹과 크고 

작은 전쟁을 통해 극대화되었고, 교육 불안은 경쟁에서의 낙오로 인한 자존감의 상처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는 

희망의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 모든 불안은 자기보존 본능을 가진 생명체의 마음이 감지한 ‘총체적 지속불가능성’에 대한 

반응이다. 

헤어날 수 없는 불안은 많은 사람에게 병리적 증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미 탈진한 사람들이 남은 힘을 짜내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착취하고 소외시킨다. 불안한 개인들이 모인 사회는 서로에 대한 멸시와 혐오로 불화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자연을 돌볼 

겨를이 없다. 불안에 시달리는 개인과 집단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긴 호흡으로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한 삶에 대해서는 ‘영끌’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한탕주의적 투기 방식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말초적, 감각적, 소확행적인 것에 매달린다.

특별기획

교육은 생태문명을 향한 동력이  
될 수 있을까?
이재영(공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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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안의 시대를 낳은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풍요중독 상태에 빠져있다.1) 2021년 11월 18일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서  한국을  포함한  17개  선진국 

국민을 대상으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What Makes Life 

Meaningful?)"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여론조사2)에서, 한국인은 제시된 
보기 중 하나만 고른 비율(62%)이 가장 높았고, 그중에서 '물질적 

풍요'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19%)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사막 한가운데서 소금물을 들이킨 것처럼 지구의 수용 

능력을  넘어서  끝없는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무의식을  지배당하고 ,  경제지상주의는  공동체 

로서의  국가와  시민사회를  지배하고  식민화시킨  지  오래다 . 

이데올로기로서는 이미 폐기된 신자유주의가 여전히 좀비로 남아 있고 

대안은 부재한 실정이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교육에 심어놓은 

좀비 DNA는 여전히 경쟁, 서열, 승자독식, 왜곡된 공정, 불안을 

동시다발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다. 청년기까지는 점수를 따기 위해 

공부하고, 청년기 이후에는 돈 벌기 위해 일하다 죽어가는 삶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류와 학교에 대한 절망

필자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센터장으로 일하면서 많은 학생, 교사, 시민을 만났다. 그들을 만나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조금씩 마음속에 쌓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라는 종(species)에 대한 그리고 그 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불신 혹은 절망이었다. 기후위기라는 지구적 사태를 만들어 후속세대가 존재할 시간조차 빼앗고, 

환경재난으로 인해 섬나라가 통째로 물에 잠기고 산불로 인해 수억 마리의 동물이 불타고,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마을이 

통째로 무너져도 여전히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인류. 팬데믹의 첫 2년 동안 인류의 99%의 소득이 감소하고 1억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빈곤에 처하게 되는 동안, 세계 10대 부자의 재산은 초당 15,000달러 또는 하루 13억 달러의 비율로 

7,000억 달러에서 1조 5,00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하도록 내버려 두는 인류3). 장맛비에 떠내려가면서도 가물 
징조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인류. 이대로 괜찮은가?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소독약만 뿌리고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의 발생 원인이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 학교, 북극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편지를 쓰게 하면서 자기가 사는 마을과 지역의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고 탐구하도록 돕지 않는 학교,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무엇인지 지식으로는 가르치지만 자기 친구들이 

실제 세계 속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생명권, 행복추구권, 환경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대통령과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2020년 3월)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왜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지금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공부란 시험을 잘 보는 게 목적이고, 시험에 나오지 

않는 지식은 배울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작년 수능에 다음과 같은 논술 문제를 출제한다고 

예고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1) 김태형(2020) 풍요중독사회, 한겨레출판. 

2) Pew Research Center (2021) “What Makes Life Meaningful? Views From 17 Advanced Economies”. 

3)  Oxfarm International (2022) Ten richest men double their fortunes in pandemic while incomes of 99 percent of humanity fall,  
https://www.oxfam.org/en/press-releases/ten-richest-men-double-their-fortunes-pandemic-while-incomes-99-percent-humanity

 [그림 2] 물질적 풍요가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고 응답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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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기후행동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만약 당신이 헌법재판관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겠는지 
판결문을 작성하고 그 판단을 정당화하시오’

2.  ‘지난 30년 동안 세계적으로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논하시오’

3.  ‘기후변화가 인권이나 성평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당신이 사는 마을이나 지역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기후변화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하시오’ 

기후위기의 중요한 원인으로 신자유주의를 지적하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인류가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경제체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대안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면화되었다는 

측면에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는 이미 너무 높은 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연과 생명과 다른 사람을 도구나 상품으로 취급하는 현재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학교라는 곳이 더 비싼 값에 팔릴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곳이고, 학교 자체가 또한 그런 상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별로 거부감이 없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물질적 풍요에 한계가 있고, 어쩌면 자발적인 가난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표정을 보인다.

자연과 사회는 물론이고 한 명의 인간도 그 경계와 바닥을 알기 어려운 복잡한 시스템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그리고 총체적 지속불가능성을 초래한 원인을 찾고 신뢰할 만한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간-

자연-사회가 맺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관계에 대한 집단적 지혜가 필요하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때로는 너무 복잡하고 

불확실하거나 미묘해서 전체적인 얼개만 파악하기 위해서도 꽤 오랫동안 많은 정신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국가 

중심-교과 중심-지식 중심의 우리나라 교육체계는 그럴 의지도 별로 없고, 그런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설계되거나 

작동되는 것도 아닌 듯하다. 

    ‘생태전환을 위한 교육’과 ‘교육의 생태적 전환’

2021년 8월 31일 교육기본법 22조2항(기후변화환경교육)이 신설되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시민 

에게 ‘생태전환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생태전환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시교육청(2020)에 따르면 

생태전환교육은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을 위해 (학습자의) 

생각과 행동양식의 총체적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이다. 이를 위해 “전환적 삶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을 목표로, 지속 

가능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과 학교환경을 구축한다. 기존 생태환경교육을 확대해 미래세대의 삶을 담보하는데 

중요한 생태적 감수성과 전환의 방향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태전환교육은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지속불가능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의 줄인 

말이다. 또한 ‘생태전환을 위한 교육’과 ‘교육의 생태적 전환’이라는 이중적 의미도 담고 있다. 생태전환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지구생태시민이며, 이 새로운 인간상 안에는 생태시민, 세계시민, 민주시민의 형질들이 녹아있다. 생태전환 

교육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기존의 교육체계를 상수로 놓고 생태전환(교육)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거나 덧붙이는 포섭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생태문명을 향한 전환의 출발점이자 핵심과정으로서 현재의 교육 

체계, 더 나아가 교육체계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체계를 바꾸려는 확장적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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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스스로 자기 자신과 미래 사회를 향한 비전과 욕망을 만들어내는 유기적, 주체적 영역인가 아니면 다른 어딘가에서 

주어진 비전과 욕망을 뒤쫓으며 실현하거나 확대하는 기계적, 도구적 영역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희망을 꿈꾸는 

인간의 마음속에 살아 꿈틀거리는 성찰적 혹은 비판적 자기(reflective or critical self)4) 처럼 혹은 이 우주의 기원을 묻고 

새로운 세계를 구상하는 유일한 신경세포적 존재로서의 인간5)처럼, 교육(체계)은 자기가 속한 이 사회체계를 재조직하고 
창조하는 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한숭희(2019)는 교육을 ‘복잡한 학제와 학교 시스템, 교수학습 방법, 교육과 관련된 지식체계, 교사 등 전문가집단의 

탄생과 유지, 대학이라는 위대한 체계의 탄생 등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구축된 복잡한 도구체계(28쪽)’라고 규정하고, 

교육체계는 ‘수천만 개의 개별교수-학습들의 단순집합을 넘어 전체가 연결된 어떤 실체이며, 그 연결된 관계성은 또 다른 

층위의 창발성을 특징으로 하면서 내부적 조직 혹은 외부적 환경을 새롭게 창출해간다(37쪽)’고 진술하고 있다. 교육이 

자기보존을 욕망하는 고도의 복잡한 체계라는 말은 그만큼 외부의 압력에 저항하는 힘도 세고, 좀처럼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시스템이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할수록 그만큼 다른 시스템을 끌어와서 포섭하고 

동화시키는 힘도 세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도 지금의 교육체계도 힘이 세다.

‘교육은 생태문명을 향한 동력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 글의 제목은 녹색평론 180호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주제6) 중 
하나에서 가져왔다. 책에 실린 심성보(2021)의 지적처럼 “학교와 공동체의 녹색화를 추구하는 생태교육은 사회구조 및 

교육체제 전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변혁적 지향성을 갖고 있다.”7)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한 선구적 역할을 

해 온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보도자료와 사업내용8)을 보면, ‘실제 세계의 쟁점을 통한 학습’이나 ‘전라남도로의 유학 
프로그램’ 등 여전히 혁신적인 실험이 계속되고 있지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시점에는 상대적으로 뚜렷했던 ‘교육의 

생태적 전환’이라는 목표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의 교육체계와 그 체계가 구축해 놓은 관행에 포섭되어 변화의 대상을 

교육체계나 사회체계보다는 학습자에 한정하는 쪽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우려도 없지 않다.

    이제 교육이 문명을 바꿀 때

왜 우리는 사회(국가+시장+시민사회)를 만들어 함께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새로운 대답이 필요하다. 

2021년 가을 발표된 유네스코 미래교육 2050 보고서9)가 
제목에서 적시하고 있듯이, 이제 우리에게는 근대 

국민국가 형성기, 즉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태동기에 

맺었다고 전해지는 사회계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교육은 공동재(commons)이다. 

학생은 상품이 아니고 학교는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더 값나가는 상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학교는 더 값나가는 상품을 

만들어내겠다는 왜곡된 사명감에 집착하고 있다. 

4) 파울로 프레이리(2000) 프레이리의 교사론, 아침이슬.

5) 장회익(2014) 삶과 온생명론, 현암사.

6)  녹색평론 180호(2021년 9-10월)의 주제 중 하나는 ‘학교는 문명전환의 동력이 될 수 있을까’였다. 필자는 학교가 교육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논의를 학교라고 하는 특수한 형식에 한정하지 않기 위하여 학교 대신 교육을 사용하였다.

7) 심상보(2021) 문명 대전환을 위한 교육혁명, 생태평론 180호, 74~85.

8) 서울시교육청(2022) 2022 환경생태교육 자문위원회 자료. 2022년 1월 20일.

9)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2021)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3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특별기획

19세기 초 근대 자본주의 산업문명을 만든 주체는 상업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된 부르주아 계급이었다.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립학교(public  school)는 도시에 만들어진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를 길러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시장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되었다. 하버마스가 우려한 것처럼 도구적 합리성에 지배되는 국가와 시장이 생활세계를 식민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학교가 아닐까? 유네스코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지금까지의) 교육 시스템은 ‘단기적 특권과 안락함이 장기적 지속가능성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왔다. 개인적 

성공, 국가적 경쟁 및 경제 발전의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우리의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고, 서로와 지구를 돌보고, 연대하는 것을 

훼손해 왔다.” 

이제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만약 이런 시급한 전환의 주체가 교육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면, 학교를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도구상자에서 빼내 올 수 있을까?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와 팬데믹이라는 

위기상황은 어디에서 초래된 것인가? 학교는 이런 위기 상황을 만든 종범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교육이 문명전환의 

동력이 되려면 먼저 교육과 학교를 동일시하는 선입견과 교육은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음으로 대학을 과거시험이나 경성제국대학이나 고시와 묶어서 생각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는 곳이라는 익숙한 만큼 

낡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교육이 문명전환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 우리는 ‘더 새로운 학교’가 아니라 ‘학교를 벗어 던지라’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10) 다시 유네스코 보고서의 제안을 들어보자.

“교육은 집단적 노력을 중심으로 우리를 통합하고, 사회, 경제 및 환경정의에 기반을 두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 과학 및 혁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환경적, 기술적, 사회적 변화에 대비하는 동시에, 

과거의 불의를 바로잡아야 한다.”

“교육은 생태문명을 향한 동력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교육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존재하고 

작동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야 한다. 더 많은 물질적 부를 향한 부르주아의 욕망이 자본주의 산업문명을 만든 

동력이라면, 이제 전혀 새로운 욕망이 또다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낼 수도 있지 않을까. 139억 년 전의 우주, 45억 년 전의 

지구, 35억 년 전의 생명, 5만 년 전의 현생인류, BC 5~6세기 무렵의 현인들, 그리고 기계-인간이 태어나고 있는 오늘날까지 

진행된 진화의 흐름을 돌아보자. 어쩌다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성과 영성이 생겨난 것일까? 나는 

인류가 하나의 복잡한 시스템으로서 자기보존을 위해 스스로를 창조하고 재조직하는 학습 능력을 믿는다.11) 그리고 그 능력이 
지구라는 작은 별에 태어난 하나의 생명체로서 스스로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가 속한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들며, 

자기의 생명과 분리될 수 없는 자연을 함께 돌보려는 욕망에 의해 추동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제 교육은 자기보존을 위해 

생태적 자기(ecological self) 혹은 지구인이라는 자의식을 가진 새로운 인류로의 진화를 욕망하는 사회적 존재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생태체계(social-ecological system)의 하위체계로 재조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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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 노멀 시대,  
대학교육은 어떻게 혁신해야 할까? 
박인우(고려대학교 교수)

    들어가며 

코로나19(COVID-19)가 시작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다. 그동안 교육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였다. 학교에서 다양한 

형태의 만남이 대부분 사라지고,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졌다. 학교의 핵심 활동인 교육도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 

교수자는 수업 내용을 설명할 수는 있었지만, 학습자가 이해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설명하는 동안 학습자의 표정, 특히 

시선을 맞출 수가 없었고, 단지 컴퓨터 화면과 카메라만 들여다보았다. 교감(交感),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느낌을 

갖기 어려웠다.

코로나가 덮치기 이전, 그리고 2020년 전반기까지도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 교육은 지향해야 할 발전된 형태로 여겨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변화에 둔한 학교에 코로나가 미래 교육을 앞당겼다고도 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교육은 

물리적인 학교에 얽매인 것에 비하면 진화된 것처럼 보인다. ‘Minerva School’은 이러한 믿음에 때맞춰 나온 좋은 사례가 

되었다. 이 학교는 역량기반 교육과정, 기숙사 생활, 1대1 개인지도(tutoring), 소규모 수업 등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음에도 비대면 원격수업만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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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코로나 이전부터 대학, 특히 교육에 큰 위협을 가해왔다. 이미 일부 국가의 학교에서 교수(teaching)의 

일부 기능을 담당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했다. 개별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 필요한 내용과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은 

현장에서 항상 꿈꾸어 왔던 이상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기술은 이러한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간 교수자 대신에 공학적 매체가 대신하는 교육은 이전과는 명확하게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 

코로나가 물러가고 대면 교육이 가능하게 되면, 초·중등교육은 이전의 교육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의 비대면 

교육에 대한 경험은 대면교육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고, 이전의 교육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최소한 

코로나에 의한 교육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비해 대학은 비대면 교육에 대한 경험과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도를 

직면할 것이다.

국가 경쟁력에서의 중요성으로 우리나라는 대학을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 최근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정부는 2015년부터 대학을 변화시키기 위해 3년 단위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재정을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학은 2016년부터 2단계에 걸쳐 이 재원으로 무엇보다도 교육을 혁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학교육은 이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크게 달라졌다.

대학은 교육을 혁신하고자 했다. 혁신은 변화 중에서도 더 나은 방향으로 크게 바뀌는 것이다. 대학은 역량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바꿨다.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조직을 마련하였다. 새로운 교수법과 첨단 매체가 

도입되었고, 학습자 의견 수렴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런데, 대학이 이전에 비해 교육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교수자는 많지 않다. 오히려, 이전에 비해 학습자는 공부를 덜 하고, 공부를 요구하기도 힘들다고 한다.

코로나는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경험케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대학의 

근간인 교수자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도 재정적 지원을 통해 대학이 바뀔 것을 요구한다. 사면초가에 빠진 대학은 교육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어렵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교육 중에서 특히 대학이 그동안 추진해온 교육에서의 

혁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넥스트 노멀 시대에 대학이 추구할 혁신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학은 혁신하고 있는가?

최근 대학은 주로 대학혁신사업을 통해 교육을 혁신하고 있다. 대학혁신사업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되었다. 2022년에는 지난해의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기초하여 2주기 대학혁신사업이 

시작된다. 대학은 1주기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준비 중이다. 

대학이 1주기 사업에서 추진했던 교육의 혁신은 다음의 표에 요약되어 있다. 2019년에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한 

143개교가 교육영역에서 2,620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 중에서 교육의 핵심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관련된 

1,481개(56.5%)에 대해 주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의 일부가 <표 1>에 제시되었다. 대학이 추진한 혁신 주제는 창의·융합, 

학사제도, 역량기반, 개편, 성과관리, 현장중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학교육과 관련된 논의에서 흔히 보아왔던 

주제들이 예상했던 순서대로 나타났다. 

 〈표 1〉 2019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교육영역 프로그램 분석 (단위: 개) 

교육 혁신 주제
교육 
과정

교과과정 비교과 
과정

합계
교양 전공

창의·융합 37 32 69 17 155

학사제도 121 14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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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기반 10 47 28 19 104

개편 21 35 28 84

성과관리 59 20 9 4 83

현장중심 9 7 56 7 79

연계 3 48 51

글로벌 6 6 36 48

인성교육 38 8 46

원격수업 40 1 41

인증제 28 2 6 1 37

4차 산업혁명 2 13 12 3 30

통합관리체제 11 12 23

기숙사프로그램 21 21

그런데, 이러한 혁신 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육이 향상되기보다 오히려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학은 

수요자 중심을 추구한다는 명목하에 교육보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 인재가 육성할 핵심역량은 설정만 되었을 

뿐 실제 교육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자체가 사실상 근거가 부족하다. 교육의 핵심인 

교과과정이 아니라 비교과교육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가고 있다. 대학교육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난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1. 교육≠서비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고객 중심 또는 수요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대학도 수요자 중심으로 변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도 서비스의 일종이며, 이 ‘교육서비스’도 다른 서비스처럼 고객 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학은 수요자인 학생의 의견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변경하고, 그리고 강의평가, 교육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이러한 변경에 의한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한다. 교육도 고객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다. 

교육은 서비스가 아니다. 오히려 서비스와는 정확하게 반대의 논리가 작동된다. 서비스는 공급자가 대가를 받고 수요자를 

대신하여 제공하는 노동이다. 서비스의 질은 고객이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대가를 많이 요구받을수록 

수요자는 더 좋은 서비스와 더 높은 만족도를 기대한다.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고객이 해야 할 노동을 공급자가 대신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가 편하고, 만족하는 논리로 작동한다. 교육도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서비스와 같다. 그렇지만, 공급자는 수요자의 노동을 대신 수행하지 않는다. 이 

노동은 수요자에게 노동하도록 요구하는 노동이다. 공급자가 하는 노동인 교수(teaching)와 수요자가 하는 노동인 

학습(Learning)은 전혀 같지 않다. 게다가 학습은 공급자가 대신해 줄 수 없다. 학습은 수요자가 오롯이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며, 그 결과 수요자가 변해야 한다. 변화는 언제나 불편함을 동반한다. 교육은 학습자의 변화를 의미하는 학습을 

목표로 하며, 그 과정에 항상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학습은 편하고 익숙할 때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학습은 편하고, 

만족스럽기보다 불편하고, 당장은 싫다고 느끼는 활동이다. 더 편하고, 만족할수록 서비스는 더 좋은 것이지만, 교육은 

그 반대로 힘들고, 불편할수록 더 좋은 것이다. 교육은 서비스를 통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활동이다. 교육과 서비스는 

정반대의 논리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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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교육과 서비스의 차이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혁신은 서비스에 기초하고 있다. 대학은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 원하는 방법, 원하는 

활동을 제공하고자 한다. 수업에서 교수자는 학생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안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강의평가, 즉 수요자 만족도를 확인하고 있다. 대학은 교육이 아니라 서비스 

품질을 확인하고 있다.

2. 역량과 교육의 피상적 연계

대학은 교육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인재상을 설정하고, 이 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으로 핵심역량을 규정하였다.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역량기반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대부분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구축 및 

운영한다고 한다.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계(mapping)’라는 용어를 접할 수 있다. 대학이 설정한 핵심역량과 

교육과정, 구체적으로 교과목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연계는 단순히 관련 여부를 나타내는 화살표로 표시되다가, 

최근에는 해당 교과목의 수업계획서에 개별 역량과의 관련성을 %로 표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관련성이 임의로 설정되고, 

나아가 실제 수업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당 교수자가 관련 정도를 수치로 기록할 뿐, 그에 대한 근거는 

요구받지 않는다. 게다가, 수업 중에 이 역량을 가르칠 것도, 얼마나 육성했는지 확인할 것도 요구받지 않는다. 그저, 

역량과 교과목의 관련성을 %로 표시하면 된다. 대학의 교육은 교과목의 수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외에도 교육 활동을 

시행하지만, 모두 교과 외 활동(Extra-Curriculum)일 뿐이다. 수업에서 핵심역량이 육성되지도 않는데,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한다. 무의미한 활동이다. 

3. 교육과정의 비체계성

우리나라 대학이 교육과정 자체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ACE 사업부터이다. 이후에 강사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육과정에 관한 대학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동안 대학은 사실상 교육과정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무지하였다. 현재도 

대학 관계자 중 교육과정과 관련된 주요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대학은 졸업요구학점, 

최소전공이수학점, 학기당 수강신청학점, 교양학점, 필수/선택, 학점 등에 대해 전혀 의문시 하지 않았다. 졸업요구학점이 

왜 그렇게 설정되었는지, 얼마가 적정한가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교육과정을 개편할 

때, 단순히 사회적 요구와 학생의 수요 등에만 의존하였다. 

대학의 교육과정이 대학의 교육목표나 인재상과 거의 관련이 없다는 점은 더욱 충격적이다. 대학은 ‘교육목표’를 

설정하지만 이를 달성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인재상을 설정하지만, 그러한 인재가 육성되는지 확인할 의도도 없다. 

공급자 수요자(고객)노동

대가

대가(등록금)

노동

노동(학습)

수요자(학습자)공급자(교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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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교육목표와 인재상, 그리고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교육과정과 'mapping'할 뿐 달성하기 위한 활동 계획 및 실행,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다. 대학에서 교육목표는 교육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다. 그냥 대학의 교육을 

기술할 때 맨 앞에 제시되는 ‘표어(motto)’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목표가 교육의 핵심인 교육과정의 기초가 되지 못하고, 그 

달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데, 교육에 대한 평가와 환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4. 비교과교육의 오용

비교과교육은 교육과정 중에서도 오해 및 오용의 폐해가 가장 심각하다. 2010년 ACE 사업에서 ‘비교과 교육과정’이 

제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비교과’를 들어본 대학 구성원이 드물었다. ACE 사업에서는 ‘비교과 교육과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교육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 비교과과정이 정확한 용어이다. 

대학은 비교과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ACE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결과 비교과과정이 아닌 비교과교육 

전체를 이 항목에 포함시켰다. 

나아가 대학은 교과과정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던 반면, 비교과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쉬웠고, 성과도 

명확하게 확인 및 제시할 수가 있어서 비교과교육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 결과, 대학에서 추진된 교육 영역의 혁신은 

대부분 비교과교육에 치중되어 있다. 대학교육은 비교과교육이 지나치게 비대해짐으로써 기형적으로 변하고 있다. 

게다가, 비교과교육 중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들도 교육과정으로 분류하여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토록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생들이 비교과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교과교육 이수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객전도의 현상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혁신이 아니라 퇴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교육 혁신 방안

1. 교육과정의 체계화

대학교육의 혁신은 교육과정부터 체계화해야 한다.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적 경험 중에서 학칙으로 규정한 것이 

교육과정이며, 이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일체의 프로그램은 비교육과정에 해당한다. 대학은 교육과정 

중 학점이 부여되는 교과과정을 통해 목표로 하는 역량을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 학점이 부여되기 어렵지만 학생들에게 

요구할 교육적 경험은 비교과과정으로 규정된다. 즉, 교과과정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준으로 비교과과정은 제한되어야 하며,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비교과과정이 필요치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개념에 부합한다.

비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며, 학생이 필요할 때만 제공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많이 제공될수록 학생들에게 더 좋겠지만, 단순히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를 강제하여서는 안 된다. 

 [그림 2] 대학의 교육 체계 

교육과정

교과과정

교양교과

전공교과

비교과과정

교양비교과

전공비교과

비교육과정

학습지원 진로지원 취창업지원 심리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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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량기반 교육과정 

대학은 역량이 육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기초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역량은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이전에 사용 
되었던 ‘능력’처럼 관찰 가능하지 않다. 즉, 학생이 특정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학생이 특정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대개 과제 수행의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였다. 수리능력을 가졌는지는 
수학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 확인하였다. 역량도 동일하다. 문제해결역량을 가졌는지는 문제해결 과제 수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역량에 대한 정의 중에는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기능, 역량, 그리고 지식의 조합”이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역량은 과제 수행에 관여된다. 즉,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또는 결과를 통해 특정 역량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해당 역량을 필요로 하는 과제를 개발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수행토록 요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량도 과제 수행을 통해 진단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학생에게 역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응답하게 하는 자기보고식 역량 진단은 타당하지 않고, 신뢰할 수도 없다. 특정 역량과 교과목의 연계도 
‘mapping’이 아니라 교과목의 과제로 연계해야 하고, 수업에서 이 과제 수행을 가르쳐야 한다. 학생이 역량을 가지도록 
가르쳐야 하고, 육성된 역량 정도를 확인하여 그 가르침이 효과적인지도 확인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3. 학습량 기준 교육

대학의 교육은 학점과 성적이 기준이다. 학생은 교육과정에 규정된 졸업요구학점만큼 이수해야 하고, 학사경고를 

받지 않는 수준의 성적을 받아야 학위를 받을 수 있다. 학점은 대학교육에서 핵심이 되는 척도이다. 교과과정에 속하는 

교과목은 학점을 단위로 한다. 이때의 학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 

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1910년에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은 1학점(credit)을 15 X (1시간의 수업+1시간의 예습 + 1시간의 복습), 즉 45시간의 학습량 

으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 1학점을 45시간으로 계산하는 대학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개 대학은 재학생의 자격 유지 조건으로 학기 

당 최소 12학점, 통상 18학점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학점을 주당 학습량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즉, 

18학점을 이수하는 경우 18시간만 공부하면 된다고 보고, 나머지 시간은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갖추기 위해 학교 밖으로 

나간다. 교수들도 자신의 교과목에 배정된 학점이 학생들의 학습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교육은 학생이 얼마나 학습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교수자의 노력도 학습자의 학습에 의해 그 효과가 결정된다. 따라서, 

대학교육을 혁신하려면, 교수자의 노력보다도 학습자의 학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학습자의 학습량이 증가할 때, 

비로소 교육은 혁신한 것이다. 최근에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혁신은 학습량을 오히려 줄이기도 한다. 혁신이 아니라 

퇴보인 셈이다. 

    결론

대학은 연구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다. 대학의 핵심은 교육이다. 교육은 의도적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활동이다. 

교육의 의도는 교육목표로 표현된다. 교육목표는 최근에 인재상과 핵심역량의 형태로 규정되고 있다. 대학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경험을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이 핵심역량, 그리고 교육목표를 

달성했는지 대학은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학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학생이 변해야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다. 학생이 변하지 않았다면 교수자가 어떤 노력을 하였어도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교수자는 수업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더 많은 시간을 학습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대학의 교육은 혁신, 즉 근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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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여 동안 교육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슬로건 하에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온전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 모두의 아이를 위한 5년간의 노력

먼저, 만 3~5세 누리과정 운영비의 전액 국고 지원과 전국 124만 명의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교 무상교육 완성,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 인상과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 등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어 

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K-에듀파인’과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전면 도입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총 3,382학급을 확충하며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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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학생 개개인을 인재로 키우기 위한 미래교육으로의 도약도 차근차근 추진해왔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8.5조원을 투자하여 40년 이상의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또한, 2025년까지의 로드맵에 따라 고교학점제를 단계적 

으로 도입하고, 학생·학부모·교원과 함께 미래형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등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학교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대학이 경쟁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공유와 협력을 기반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신기술·신산업 혁신에 발맞추어 해당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개선해나갔다. 아울러, 모든 국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는 등 평생학습의 저변도 넓혀나갔다.

특히 지난해에는 예상보다도 더 길어진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기 속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저력은 

교육 현장에서 더욱 빛을 발하였다. 감염병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교육 가족들의 바람과 의지였다. 이러한 마음을 모아 지난해 학교 현장과 함께 학교의 문을 열었고, 일상 

으로의 복귀를 선제적으로 시작하였다. 덕분에 학생들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함께 배우고 즐기는 학교생활을 보다 

많이 경험할 수 있었다.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로 결손과 상처를 입은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현장이 힘을 모았고, 지난해 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신속한 회복과 치유를 지원해 

나가고 있다.

2022년, 교육부는 그간의 성과와 노력을 토대로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혁신과 

도약의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올 한 해 동안 교육 현장과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온전한 학교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온 도전과 혁신을 바탕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교육의 대전환을 

이루어가는 데에도 힘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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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학교 일상회복을 위한 새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추진

지금 대한민국은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확진자 규모가 연일 급증하고 있고, 언제까지, 얼마나 확산 추세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긴장 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아이들 

에게 소중한 학교의 일상을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교육 현장과 함께 이루어 

냈던 코로나 대응 경험이 우리 교육 공동체에 축적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오미크론 상황 속에서도 학교 현장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며, 학생들의 성장과 배움을 온전하게 이어갈 수 있는 새 학기 운영을 위해 힘쓸 것이다. 오미크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학사운영 방식과 학교방역체계를 토대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며 교육활동을 이어 

가고자 한다.

새 학기에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지역별·학교별 감염현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를 대폭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먼저, 3월에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 약 692만 명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학생은 주 2개, 교직원은 주 1개씩 

무료로 제공하고, 학교방역지침을 보완하여 배포하였으며, 방역 인력과 물품도 충분히 확보하는 등 학교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교 내 자체 방역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된 

접촉자 검사에 활용할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별도로 비축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24개를 운영하여 

학생·교직원 전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 상황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지역과 학교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학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수업·행정 대체인력을 마련하고, 원격수업 

병행에 대비하여 LMS 서버의 대폭 증설과 스마트기기 무상대여를 위한 여유분을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학교별 업무 

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 필수적인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해두었다.

대학 분야도,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여 대학 자율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학사운영 전반에서 대면수업을 지속해서 운영 

하며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학기 중 수업방식을 변경할 때는 

수강생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여 학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비대면수업을 실시할 때도 교수-학생 간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양질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학생들의 다양한 활동과 사회·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학습공동체, 멘토링, 취업 지원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마음건강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결손을 치유하기 위한 교육회복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방학중 교과보충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교·사대생 중심으로 학습보충과 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등 집중적인 학습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교우관계 형성, 심리·정서 안정, 사회성 함양, 

신체활동, 학교생활 적응 등 학생 간, 학생-교사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학교단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며 심리· 

정서적 지원도 이어갈 것이다.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대전환

교육부는 위기 속에서 보았던 미래교육에 대한 희망을 토대로,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이어갈 수 있는 탄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명확한 방향과 가치 하에 흔들림 없이 

변화를 이어가기 위한 동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체계적인 로드맵과 액션플랜 하에 지난 5년간 추진해왔던 미래교육 정책 

들을 안정적으로 지속해나갈 것이다.



35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교육정책 이슈와 전망

1.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혁신

먼저, 다양한 미래형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구현이 가능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 ‘유연하고 다양한 

공간, 스마트 교실, 친환경·생태 교육환경, 지역과 공유하는 복합화시설’에 더하여 ‘안전한 학습환경’을 핵심요소로 추가하여 

‘미래학교2.0’이라는 더욱 혁신적인 모습으로 학교를 변화시켜나갈 것이다.

이러한 미래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각론을 확정하고, 이에 맞는 교과서 개발도 차근차근 준비할 것이다.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적용에 

앞서, 올해는 특성화고 도입과 함께 일반계고의 84%에 이르는 1,413개교를 대상으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는 등 고교 

학점제의 안착을 위한 단계적인 준비도 시작한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변화에 발맞추어 대입제도의 개편 방향도 구체화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미래교육을 이끌어갈 혁신적인 교원들을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교원수급모델에 기반한 중기교원 

수급계획('23~'27)을 수립하고,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맞게 교원양성체제도 개편해나갈 예정이다.

2. 공유·협력을 통한 혁신인재 집중 양성

학령인구 감소, 산업구조 개편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이 지역과 국가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생’과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내’ 협업, ‘대학-대학’ 공유·연계, ‘대학-지역’ 협력, ‘대학-산업’ 동반성장과 

같이 ‘공유’와 협력’을 통한 고등교육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대학 내의 협업과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첨단 분야 대학원의 증원 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학사-석사, 석사-

박사 간 정원 조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존의 규제를 혁신해나갈 것이다.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해온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등 8개 신기술 분야에 대해 구성한 대학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신기술 

분야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전공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해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과 지자체, 지역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양성과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협력모델로서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더욱 확대한다. 올해에는 2개의 플랫폼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6개의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대 6년(4+2년) 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신규로 

선정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대학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혁신플랫폼을 기초지자체와 전문대학 중심의 새로운 유형으로 확장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을 신설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직업교육도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학-산업 간 협력을 고도화하고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집중 양성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확대·개편하여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134개교를 대상으로 대학별 특성에 

맞게 고도화된 산학연 협력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정책과 사업을 연계하고 부처 간 역량을 

결집하는 범부처 추진체계도 구축하고자 한다. 부처별 인재양성 정책을 ‘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종합 정리하여 관리하고, 

바이오 등 인재 수요가 큰 분야에 대해서는 맞춤형 인재양성 계획을 우선하여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처 공동의 

인재양성 협업사업도 기획하여 추진하는 등 인재양성에 대한 범부처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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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 국민 평생학습 기본권 보장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으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촘촘한 평생학습 지원체제를 강화해나가고자 

한다.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바우처를 확대하고, K-MOOC, 매치업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국민들의 평생교육 접근성을 높일 것이다.

한편, 안전하고 전문화된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지역 내 취업과 

후학습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5개에서 올해 13개까지 확대한다.

신기술 인재 지역혁신 인재 산업 맞춤형 인재 대학 체질 개선

범부처 역량 결집

바이오 등 분야별  

맞춤형 
인재양성 계획

인재양성  
공동 협업사업  

420억원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8개 분야 46교
전문대-기초지자체 협력 기반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LINC 3.0('22~'27)  134교

마이스터대 석사과정('22.3)

대학 적정규모화

청년 진로탐색-교육-취업 
원스톱 지원체계('22.상반기)

고등혁신특화지역 4+2년

※ 대학 간 교육지원 공유·개방, 
신기술 분야 공동교육과정 운영

※ 선도대학/후발대학 맞춤형 유형 도입
※  유지충원율점검, 

입학정원모집유보제

RIS('21) 4개      6개

공유·협력을 통한 혁신인재 집중 양성하겠습니다.

30교

평생학습 접근성 열린 평생교육 직업교육 혁신·내실화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기업 
안전 기준 강화

실습지원금 국가부담분 확대

평생교육바우처   
('21) 1.5만명  3만명

('22~'23) 구축   
('24~) 서비스 시작

온국민평생배움터

K-MOOC 인문·교양과정 

석학 30명 확대

매치업 신규분야 4개 선정,
52개 과정 운영

직업교육 혁신지구('21) 5개  13개
※ (가칭) 직업교육진흥법 제정

전 국민 평생학습 기본권 보장하겠습니다.

미래학교 2.0 2020 교육과정 미래변화 대응 고교학점제 혁신적 교원 양성

기가급 무선망 38만실

인공지능 
교육법

미디어교육 
활성화법

총론·각론 확정  
'22 하반기

※ '25 전면 적용

84%(약 1,410교)

'22  
상반기

'22  
하반기

 일반계고(연구·선도학교운영)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새로운 교원수급모델 
기반

교원수급계획  
수립

교육  
실습학기제
시범 추진

공간혁신

그린학교

스마트교실

학교복잡화

※ 484교 착공, 518동 사전기획 착수

※ 연구학교 40개 운영

안전한 
학교

전학년 도입

1학년 도입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를 혁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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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받는 포용사회 구현

교육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먼저, 학문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대학 및 연구자의 책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학술진흥법 

시행령, 연구윤리 확보지침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나가고, 사학 부정과 비리 해소를 위해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던 

사립대 94개교에 대한 종합 감사도 올해부터 실시하여 2026년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 교육의 글로벌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장관회의의 의장국을 

수행하며 국제적인 교육의제를 주도하고, 대학의 해외진출 지원, 정부초청장학생 확대,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을 

통해 국제교육 교류·협력도 보다 활성화할 것이다.

한편, 올해 1월 ‘2022 사회정책 방향’을 수립하여 범정부 차원의 사회정책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부처 간 

협업과 함께, 지방정부, 산하기관 등으로 협력체계를 확대하여 현장친화적인 융합형 사회정책을 확산할 것이다. 특히, 폭력 

예방, 생활 안전, 소외집단 보호 등과 같은 다부처 중점 협력의제를 발굴하는 등 국민들의 더 나은 생활과 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에도 힘쓸 것이다.

    청년세대 사회진출 지원 및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

올해의 현안 과제로서 고교졸업자, 대학생 등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과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및 교육부의 기능 재구조화 

·혁신도 세심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다.

청년들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하여 ‘진로탐색-교육-취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고졸 취업지원 플랫폼을 통해 고졸자 맞춤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휴학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학생 창업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022년 7월에 설립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 거버넌스 전반의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국가 

교육회의와 설립준비단을 중심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추진하면서, 이에 발맞추어 교육부는 

융합형 사회정책을 선도하고, 고등·평생·직업·국제교육을 확대하며, 교육격차 해소, 학생 안전과 같이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강화하는 등 사회 요구에 맞는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해나갈 것이다. 

올해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에서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온전한 일상을 되찾아주고, 우리 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의 대전환을 이어가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로운 미래사회에 대응하여 가장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교육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넥스트 노멀 시대의 교육법제  
이슈와 전망
황준성(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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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분야에서의 넥스트 노멀, 뉴노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뉴노멀(New Normal) 또는 넥스트 노멀(Next Normal)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거나, 혹은 이미 

도래하였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다만, 이들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보면 그 각각의 의미가 같지 

않고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원래, 뉴노멀이란 단어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오기 이전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2000년대 이후 고착화된 저성장, 

저소비, 저물가 그리고 빠른 기술변화, 자유로운 자본 및 노동 이동, 높은 불확실성 등 20세기 산업화시대와는 다른 경제 

또는 사회현상이 일정 지역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었다(최상옥, 2016; 하형태, 2019). 그러기에 

뉴노멀에 관한 논의가 교육 영역에는 큰 쟁점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교육의 일상과 관행을 표준으로 삼아서는 더 이상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설명할 수 없게 되면서 뉴노멀이라는 용어를 차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교육 영역에서도 뉴노멀, 넥스트 노멀이란 

단어가 흔히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경우 교육 분야에서의 뉴노멀, 소위 ‘교육 뉴노멀’이 무엇인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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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한 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불가피하게 받아 

들일 수밖에 없었던 비대면 원격수업 활성화와 학사운영의 탄력화 현상, 

이에 따른 교육 격차 심화 가능성 등을 단순히 대변하는 용어로써 사용 

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다만, 이희현 외(2021)는 ‘뉴노멀을 기존 단계에서 새로운 단계로 전환 

한다는 의미보다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더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보고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 

여건 및 환경, 교육결과 각각의 측면에서 올드노멀과 뉴노멀을 비교 제시 

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전인교육이라는 목적 아래에서 국가·사회가 

제공한 교육내용을 학교 안에서의 면대면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계획에 따라 국가가 선택한 최소 기준의 유의미성을 추구하는 교육을 

올드노멀로 보았다. 반면에, 개인의 희망과 적성에 맞는 개인 맞춤형 

교육을 목적으로, 학습자 주체성, 비대면 교육방법의 확장 그리고 학교 

안과 밖 경계를 초월한 다양한 환경 속에서 개인이 선택한 개별 만족 

기준의 유의미성을 추구하는 것을 교육 뉴노멀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육 분야 뉴노멀의 변화 과정에서 에듀테크 등을 활용한 완전 

학습의 실험 등과 같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학습 결손, 교육 격차 심화 

등 기존의 위기·취약성을 심화시키는 것에 더해 신 학력 격차 등과 같은 

새로운 위기·취약성도 발현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논의는 최소 기준을 전제로 하는 사회권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개인별 

적정·충분 기준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는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교육 뉴노멀을 담아 나가야할 우리의 교육법제가 

직면하고 해결해야할 대표적인 이슈들을 찾아 향후 필요한 방향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슈 1.  원격교육 등 새로운 에듀테크 기반 교육 활성화에 
따른 변화의 수용 범위

교육 뉴노멀 또는 넥스트 노멀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비대면 원격 

교육의 활성화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통적인 교육의 일상이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교사와 학생이 면대면 접촉을 기반으로 하는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고 비대면 원격교육은 이에 대한 보조적 도구 

또는 보완재의 역할을 하였다면 앞으로는 비대면 원격교육이 일상화 

되면서 대체재로서 또는 그 이상의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될 것임을 예측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법제도 과거의 전통적인 

면대면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최첨단 정보통신매체를 적극적이며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받을 것이며,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2021년 9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 

법」이 제정되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법명에 ‘기본법’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음에서 엿볼 수 

있듯이 동법은 선언적이며 추상적인 규정이 많아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원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원격교육의 실질적 

운영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운영 기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향후 제시될 구체적인 기준의 변화에 따라 자율성과 다양성의 부침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야기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원격교육의 

활성화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성과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의 

문제도 후속 입법 과정에서 많은 쟁점이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뉴노멀 시대의 원격교육 관련 법제는 단순히 원격교육 그 자체만을 위한 

법체제를 지향해서는 아니 된다. 하루가 다르게 발달해가는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과학기술의 발달에 맞추어 새로운 에듀테크 

(edutech)를 우리 교육에 의미 있게 안착시킬 수 있는 기제가 됨과 함께 

교육 체제 전반의 혁신적 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어야 

한다(황준성 외, 2021b).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은 물론이며 「교육기본법」을 비롯한 기존 교육법 체제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이슈2.  선택권 확대를 전제로 한 교육의 다양성과 형평성 간 
갈등의 적정 수용

교육 뉴노멀 시대에 있어서 ‘비대면 원격수업 활성화’가 가시적 측면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학생 개개인의 희망과 적성에 기반한 

선택 중심의 교육목적, 교육내용·방법 및 교육결과는 교육의 가치와 

이념적 측면에서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향후 교육 

법제는 교육의 모든 측면에서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선택지가 가능한 

다양성 보장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양성은 자율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육법 체제를 뛰어넘는 개방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다. 다양한 선택과목을 학생들 

에게 부여하기 위한 고교학점제의 법제화 과정에서, 전술한 것과 같은  

원격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의 입법화 과정에서, 그리고 교육부 

훈령이라는 법적 형식을 가진 교육과정의 대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학교자치, 학교민주주의도 같은 관점 

에서 논의 가능하다. 또한 부적응 학생 또는 중도탈락자로 부르는 청소년 

들의 문제도 그들이 적응할 수 없도록 교육제도의 틀을 짜고 상대평가의 

특성상 탈락자가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40 교육정책 이슈와 전망

교육정책 이슈와 전망

이들이야말로 학습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하거나 박탈당한 학생들이라는 

주장(오동석, 2011)에 다시금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런데 선택 중심, 자율성 및 다양성 확대, 개방성에 대한 요구는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형평성이라는 또 다른 가치 및 이념과 충돌 

하면서 갈등을 가져올 우려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뉴노멀 

시대에도, 아니 교육 뉴노멀 시대이기에 더욱더 ‘다양성’과 ‘형평성’ 

간의 견제와 균형의 논리는 교육법을 뜨겁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관련된 교육법적 논쟁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적 원리’와 ‘국민적 

공감대’라는 두 준거에 따라 적정선을 찾아갈 수 있는 국가·사회적 역량이 

필요할 것이다.

이슈3. 교육 양극화 심화 등 위기 해소를 위한 교육 입법의 실현

다양한 분야의 뉴노멀 현상을 관통하는 한 가지 특징을 주목한다면 위험 

(risk)을 들 수 있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 

해 나가야 하는지가 오늘날 그리고 향후 국가·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최상옥, 2016). 이것은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습결손의 

문제, 교육 기회-과정-결과 전 영역에 걸친 격차의 심화 문제, 그리고 

학생들의 사회·심리·정서적 취약성 문제와 학교 중도 탈락·이탈 등이 

대표적인 위기로 이야기된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학생들은 학업 위기를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에 동시적으로 노출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낮은 학업 성취를 보인다(OECD, 

2018; 이소연 외, 2021)는 점에서 취약 계층 학생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기초학력 보장법」이 산고 끝에 지난 20 

21년 9월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기초학력 보장법」이 과연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약화시켜줄 것인가 특히,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학습결손 예방 및 치유라는 법 제정 목적을 실효성 있게 제고해나갈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특히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가칭 「교육격차해소법」, 나아가 가칭 「교육복지법」의 입법 

실현을 위한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이슈가 등장할 것이다. 사실 교육 

격차해소법이나 교육복지법의 입법 논의는 2000년대 초반인 17대  

국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유로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교육 뉴노멀  

시대에 진입한 오늘날에는 이들 입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아니 될 것 

이다. 특히, 교육복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이것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 교육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교육복지는 자본주의 

사회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교육적·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반상진, 2018). 또한, 

교육기회 형평성은 소득불평등과 세대 간 사회경제이동성의 핵심적인 

결정요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어떤 한 사회의 통합성과 지속가능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며(이영, 2021), 미래사회는 경쟁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낙오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므로(김태완, 2020)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구현’을 지원해줄 입법의 중요성은 더욱더 두드러질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와 관련된 입법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슈4.  다양한 수준의 고등교육체제 변화 요구에의 순응과 저항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들도 뉴노멀 시대의 대표적 현상인 비대면 

원격수업의 확대와 학사운영의 탄력화 그리고 교육격차의 심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일각에서는 고등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오프라인 대학들이 온라인 대학으로 전환하는 것도 

예상할 수 있으며, 인구절벽 그리고 지방소멸 현상과 맞물려 대학들이 

더욱 심각한 생존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 관련 법제 정비가 또 한 번 요구될 

것이다. 

특히, 국가 수준뿐만 아니라 개별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연계·협력 

체제 아래에서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대학, 대학교육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함께 타당성과 실효성을 함께 갖춘 법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그동안도 중요한 이슈들이었던 대학 평가 문제, 

대학의 역할 및 기능 다변화 문제, 해산 법인 자산 처리 문제 등이 앞으 

로도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대학들이 지역사회의 핵심 주체 

로서 지역사회의 중심에서 사회, 문화, 그리고 경제와 산업까지 중요  

계획을 함께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즉, ‘지역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엮을 수 있도록 변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교육법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법들이 함께 

정비될 필요성이 있는 바 이 또한 넥스트 노멀 시대 교육법 영역에서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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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에 유기홍 의원 등이 「국립대학법(안)」을 발의함에 이어 가칭 

「사립대학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 또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립대학법」 제정 논의에 더하여 사립 

대학법 제정 요구까지 더해짐은 대학의 생존과 발전에 국가가 보다 

많은 행·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김성기 외, 2021). 즉,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90% 이상을 사립이 

차지하고 있음은 국가가 고등교육 영역에서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음을 뜻하기에 앞으로 경상비 지원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쉽게 간과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현실 속에서 고등교육에서도 다양성과 형평성을 

조화롭게 유지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격 강의 확대, 학생 수 격감 등 고등교육체제 안팎에서 

다양한 변화를 요구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게 

지켜져야 하며, 변화의 길을 찾는다면 어떤 것을 보다 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관련 법령 정비를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립대학 중심의 우리나라 고등교육 구조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 시도와 관련하여서도 부실대학을 중심으로 

한 일부 사립대학들이 스스로 고등교육체제에서 발을 뺄 수 있도록 

촉진하는 관련 법령의 정비 그리고 국·공립대학을 넘어 사립대학들도 

지역을 매개로 하여 자원을 공유하는 공유대학, 연합대학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정비도 지속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이슈5. 지방교육자치를 둘러싼 법적 공방과 헌법 정신의 실현

박재완(2020)은 뉴노멀이 종전의 일상·관행·표준·균형과는 다르다는 

뜻이지 그것이 곧 문자 그대로 바람직한 이상이라거나 보편적인 정상 

상태라는 뜻은 아니며 종전보다 진일보한 뉴노멀도 있지만 회피해야 

할 꺼림칙한 ‘뉴 애브노멀(New abnormal)’도 적지 않다고 하면서, 

그 예의 하나로 정부가 민간에 대한 장악력과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자유, 기본권과 사생활 침해가 확대되는 추세를 경계 

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은 교육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 분야에서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확대된 정부의 권한과 

역할의 적정화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특히 과거에 비하여 과도 

하게 확대된 중앙 정부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한 경계가 필요 

하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대응하여 온라인개학 및 원격수업 

체제를 도입하고 기준을 갖추어 가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대하여 당시 실정법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하고 이후 법령 정비를 

통해 이를 기정사실화한 경험을 통해서도 그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중요한 한 축인 중앙과 지방의 

분권화를 지향해 가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즉, 교육기본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교육 거버넌스의 자율화와 민주화를 토대로 한 

분권화의 흐름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는 지역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보충적 역할을 수행해야지 지역의 권한을 스스로 행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지방자치의 기본적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뉴노멀, 넥스트 노멀 시대에 있어서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단위학교 사이에서의 적절한 권한 배분 문제는 

중요한 이슈로서 지속적으로 두드러질 것이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분권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적 관리의 원리에 근거하여 일반자치로부터 

교육을 분리·독립시키고자 하는 교육자치의 문제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은 일반적 지방자치제도 외에 지방교육자치제도를 

헌법 상 제도적 보장으로 규정함으로써 국회 제정 법률로서도 

지방교육자치제도 그 자체를 폐지하거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황준성 외, 2021a).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지방 

교육자치제도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가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위헌적 법률까지도 존재한다.

요컨대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적 자치로서의 

속성과 함께 정치권력에 대한 문화적 자치로서의 속성을 동시에 갖는 

이중의 자치를 요청받고 있음(헌법재판소 2000.3.30. 99헌바113)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중앙으로부터 그리고 일반자치로부터 모두 그 

존재 가치를 위협받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툼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논쟁의 핵심 

에는 마치 「지방자치법」의 부속법 또는 하위법과 같이 변질되어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있는바 이에 대한 전면 개정과 함께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헌법적 가치를 명문화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며(황준성, 2020), 이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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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6. 다양한 영역의 교육법제에서의 이슈와 그 해결 원리

교육 뉴노멀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학교 안과 밖의 경계가 옅어 

진다는 것이다. 즉, 공교육, 학교교육도 전통적인 학교 안에서 꽉 짜여 

있는 국가 또는 학교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학교 밖 마을 속에서의 교육도 정식으로 인정받게 되며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 뉴노멀에서는 학습자 주체성에 

따라 선택과 맞춤형 교육을 강조하는바 이것의 실현을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있어서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인정 범위를 넓혀 주는 입법적 조치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마을교사, 마을교육과정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법제화할 수 

있는가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특히, 철저한 국가자격증 중심의 교원 

임용체제와 국가 중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외에는 익숙한 경험이 없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급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와 관련된 적지 

않은 갈등이 예견되지만 특례 조항들을 통해 서서히 관련 법제에 자리 

잡을 것으로 예견됨 또한 사실이다.

교육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만나는 또 다른 지점이 방과후교육이며 돌봄 

의 영역이다. 이것들과 관련해서는 현재에도 학교와 지역사회 중 누가 

주된 책무성을 가져야 하는지, 연계와 협력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한 입법적 조치는 어느 법에서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갖고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다툼이 진행 중이다. 이것은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개념화 또는 정의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 개념과 

정의가 결코 고정적일 수 없기 때문에 뉴노멀, 넥스트 노멀 시대에도 방과 

후교육 및 돌봄과 관련된 다툼은 정책적으로나 법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생 이익의 최우선이라는 관점 

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 그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평생교육을 다루는 평생교육 

법제, 자격 및 직업 훈련을 포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인적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함과 관련된 인적자원개발 또는 인재 양성 관련 법제, 

학원법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성에 더하여 개입하는 

공교육 외에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법제 등도 넥스트 노멀 및 

뉴노멀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적지 않은 이슈가 부각될 것이다. 특히 

학교교육과의 연계 방법 및 범위,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정보통신의 

활용 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범위 등과 관련하여 

현재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이슈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이슈들의 해결책을 관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교육법제들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과 실현’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입법되고 집행되며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교육법제는 결코 규제법이 아닌 지원과 

조성법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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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이해력이란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1)’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며, 시대 흐름에 따라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관련 
연구 초창기에는 “기초 금융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지식”을 중심으로 금융이해력을 정의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식만으로는 실제로 금융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바람직한 금융 생활을 실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 

됐다. 이에 따라 금융이해력을 “금융 지식 외에 금융 의사결정과 관련된 기능, 태도, 행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해 사용 

하기 시작했다. 오늘날에는 금융이해력을, “건전한 금융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지니고, 시장 경제에 어울리는 태도를 

견지하며, 금융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해나감으로써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과거에 금융 지식에 

초점을 두었던 금융이해력 용어와 차별화하려고 일부 연구자는 ‘금융 역량’이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최근의 보편적 정의에 따라 금융이해력을 “금융 지식, 금융 태도, 금융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서술한다.

1)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이란 보편적으로 금융 지식, 금융 태도, 금융 행위를 포괄하는 역량의 개념으로써, 본고에서는 '금융문해력'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금융문해력(Financial Literacy)과  
금융교육 과제  
한진수(경인교육대학교 교수, 한국금융교육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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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이해력 결핍, 마태효과 초래

금융이해력의 결핍은 금융 거래에서의 손해나 치명적 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비교한 다수의 연구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발견하고 있다. 

가령 금융 지식수준이 낮은 사람은 수익률에 차이가 없으면서도 수수료를 많이 징수하는 금융회사와 거래함으로써 

손해를 자초했다(Hastings et al., 2013). 금융 지식수준이 낮은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니 수수료를 낮출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Choi et al., 2009). 금리 하락기에도 고정 금리 대출을 변동 금리 대출로 

변경하지 않는다든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지 않는 성향의 배경에도 부족한 금융 지식이 

놓여있다(Campbell, 2006). 

금융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이 외에도 많다. 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고리의 신용카드 연체 이자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 금융 지식은 신용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이나 보험 상품의 비합리적 선택과도 상관성이 있었다. 

최근의 연구들은 개인의 금융이해력이 금융 웰빙(well-being)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금융 웰빙을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이해력은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부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연간 수익률이 1.3%p나 높다. 만약 1억 원을 운용한다면 

수익 차이는 10년이면 1,575만 원, 40년이면 1억 2천만 원으로 벌어진다. 같은 선에서 출발하더라도 금융이해력 

수준에 따라 부의 괴리가 확대됨으로써 마태 효과(Matthew effect, 부유한 사람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현상)를 초래할 수 있다. 

    금융 의사결정 과정의 어려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합리적으로 금융 

의사결정을 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개인이 

하나의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기까지 금융 지식이나 

기능은 물론이고 태도, 과거 경험, 생애주기 단계, 

심리적·사회적·문화적 요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제시되는 틀(프레이밍), 금융 시장의 특성과 

제도 등 매우 많고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교육을 통한 적절한 금융이해력 

축적 없이, 자연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 이는 명백한 어불성설이다. 

금융이해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면 주변 요소의 

각종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며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금융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안전한 

금융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출처: ASIC(2014),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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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지식보다 행위가 문제

그렇다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은 어느 수준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을까? 금융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가 존재하지만, 개인 금융 생활의 3대 핵심 개념(복리, 

인플레이션과 실질 금리의 관계, 위험 분산)을 측정하는 문항은 예외 

없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들 3개 문항을 ‘빅 3’라고 부른다. 이 가운데 

복리 개념의 이해를 측정하는 문항만 보면 다음과 같다.

“연 2%의 이자를 지급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 있다. 여기에 
100만 원을 입금한 후 한 푼도 찾지 않고 5년 동안 반복 예금한다면, 

5년 후 이 계좌에는 얼마의 돈이 있겠습니까?” 

문제의 답을 구하려고 계산기를 꺼내거나 연필과 종이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 객관식 문항으로서, “① 110만 원 초과, ② 110만 원, ③ 110만 원 

미만, ④ 알 수 없음”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된다. 복리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계산기 없이 바로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이 문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답을 고를까? OECD가 시행한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OECD는 회원국을 

포함해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2년마다 금융이해력을 조사하고 

있다. 2018년 조사에 참여한 12개 회원국의 평균을 보면, 복리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성인(만18∼79세)은 29%에 지나지 않는다. 참가 

회원국 가운데 복리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제일 높은 곳은 성인의 

49%가 이해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이며, 최하위는 겨우 2%에 그친 

콜롬비아이다. 

우리나라는 성인의 26%가 복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12개 회원국의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같은 문항으로 

2020년에 다시 조사한 우리나라 결과를 보면 이 비율이 40%로 높아져 

그나마 다행이다. 조사 결과의 편차가 크며, 어느 조사를 보더라도 복리 

개념을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문제점은 유효하다. 

우리나라 사람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상징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OECD는 성인 가운데 금융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평가했다. 쉽게 말하면 낙제를 면한 인구 

비율이다. OECD 12개 회원국의 평균은 56.8%로 나온다. 우리나라는 

58.3%로서 평균보다 약간 높지만, 성인 열 명 가운데 네 명이 최소한의 

금융 지식을 보유하지 못해 낙제했음을 의미한다. 

OECD는 개인의 금융 태도와 금융 행위도 함께 측정했다. 장기 재무 

계획의 수립 필요성, 미래 대비를 위한 저축 필요성, 돈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금융 태도를 측정했다. 행위와 관련해서는 저축의 실천 여부, 

장기 계획의 수립과 실천 여부, 신중한 금융 의사결정을 하는 정도, 

다양한 선택지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행동, 정보를 탐색하는 

노력,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노력, 예산 수립과 실천 여부, 

공과금과 카드 사용대금을 제때 납부하는 정도 등 다양한 범주의 금융 

행위를 종합적으로 측정했다. 

2018년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100점 만점에 62.1점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62.0) 수준이다. 회원국 가운데는 슬로베니아 

국민이 70.0점으로 제일 높다. 비회원국까지 포함하면 금융이해력 

수준이 제일 높은 곳은 홍콩이다(71.1점).

금융이해력을 지식, 태도, 행위로 나누어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금융 

지식 점수가 높고 금융 행위 점수가 낮다. 금융 행위와 태도의 점수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특징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것이 

아니며 OECD 회원국 전체적으로도 그렇다.

 [그림 2] 금융 지식의 최소 목표 점수 초과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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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47.5
47.547.5

45.945.9
43.843.8

42.842.8
42.342.3

36.936.9
34.334.3
34.234.2

30.830.8
28.828.8

43.643.6

출처: OECD(2020), p.22.출처: OECD(2020),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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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국가별 금융이해력 점수(100점 만점 환산) 

금융이해력 점수 금융 지식 금융 행위 금융 태도

오스트리아 68.5 76.0 66.3 61.9 

불가리아 58.5 56.9 59.3 57.6 

콜롬비아 53.5 54.9 53.2 52.0 

크로아티아 58.6 63.4 55.5 55.6 

체코공화국 62.0 64.9 59.1 62.9 

에스토니아 63.5 70.7 58.8 62.1 

조지아 57.6 62.5 56.3 50.0 

독일 66.1 73.7 62.9 61.2 

홍콩 71.1 88.2 64.8 58.3 

헝가리 58.8 65.6 49.9 65.1 

인도네시아 63.5 53.2 69.7 66.8 

이탈리아 53.0 56.1 46.3 61.0 

대한민국 62.1 65.7 59.8 61.3 

말레이시아 59.7 52.3 68.1 54.9 

몰도바 59.8 55.6 60.6 61.4 

몬테네그로 54.5 56.7 52.3 52.8 

페루 57.6 58.0 56.5 58.9 

폴란드 62.1 71.1 60.6 52.4 

포르투갈 62.3 56.8 65.2 64.9 

북마케도니아 56.1 56.1 56.2 56.1 

루마니아 53.4 48.3 55.7 54.7 

러시아 59.6 68.7 54.6 56.0 

슬로베니아 70.0 68.7 69.6 72.5 

프랑스 68.0 

말타 48.9 32.0 57.9 56.5 

태국 56.0 77.3 

평균 60.5 62.8 59.2 59.2 

OECD-11 62.0 65.8 59.2 61.6 

출처: OECD(2020),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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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이해력 조사의 교훈

우리나라는 2020년 조사에서 2018년보다 금융이해력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했다. 금융이해력 점수가 66.8점으로 

2018년보다 4점 이상 높아졌다. 금융 지식과 금융 행위에서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던 덕분이다. 장기적인 데이터 축적이 

있기 전까지는 이러한 개선이 장기적 ‘추세’인지 일시적 현상인지를 확언하기 어렵다. 

평균 수준은 개선되었음에도, OECD가 규정한 금융이해력 낙제 상태인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금융 

지식의 경우에는 성인의 32%가 여전히 낙제이며, 더 심각한 문제는 금융 행위와 금융 태도 영역에서 낙제 점수를 받은 

사람들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데 있다. 특히 금융 태도의 경우에는 성인 열 명 가운데 여섯 명이나 낙제 점수를 받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금융이해력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이 하나 더 있다. 금융 지식에 비해서 금융 행위와 금융 태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금융 지식이 바람직한 금융 행위와 태도로 고스란히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머리로는 옳은 길을 알고 

있어도 이를 몸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이다. 

금융 생활에서 지행불일치의 문제는 금융교육의 방향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함의를 제시한다. 금융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금융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금융 태도와 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금융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개인을 금융 지식의 전문가로 만드는 데 있지 않으며, 합리적 

의사결정과 바람직한 행위의 실천을 통한 금융 웰빙의 향상에 있다.

    금융이해력 격차

금융이해력에서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격차 문제이다. 특히 연령별 격차가 눈에 띄는데 중장년층, 청년층, 노년층 

순으로 금융이해력 수준이 차별화된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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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저축보다 소비 선호 응답률저축보다 소비 선호 응답률

 동의   반대

전체 청년층 노년층중장년층

29.729.7 32.232.2 34.234.2

26.026.0
30.030.0

25.125.1

39.439.4

31.431.4

60

45

30

15

0
(%)

영역별 최소 목표 점수 미달자 비중영역별 최소 목표 점수 미달자 비중

 2018   2020

금융 지식 금융 행위 금융 태도

41.741.7
52.852.8

38.138.1

57.057.0 60.160.1

3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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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과 청년층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은 원인은 이들의 미흡한 금융 지식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노년층의 금융 지식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그나마 노년층의 금융 태도는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학교에서의 청소년 금융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회에서의 노년층을 위한 금융교육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노년층은 급변하는 금융 시장 환경에 적응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금융 시장과 첨단 IT 기술의 

접목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하고 모바일뱅킹이 확산하고 있지만,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노년층은 이 혜택에서 

심각하게 소외되고 있다. 금융 소외는 금융 웰빙의 명백한 장애 요인이므로 연령별 금융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청년층에는 금융 지식을 더 많이 축적해야 하는 과제도 있지만, 금융 태도나 행위의 개선이 시급하다.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남아있는 금융 생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청년층일수록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무 설계를 통해 돈을 관리·저축하면서 

자신의 미래와 노후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저축보다 소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노년층은 

대조적으로 저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청년층 가운데 대학생(취업준비생 포함) 집단에서 금융이해력 개선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특히 금융 행위 영역에서는 

세 명 가운데 두 명의 대학생이 최소 목표 점수에 미달했다. 금융이해력에도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 금융 지식수준은 

여자가 남자보다 다소 떨어진다. 반면에 여자는 남자보다 바람직한 금융 행위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태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기본 금융이해력은 보유하고 졸업해야

금융이해력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건전한 금융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녀야 할 삶의 핵심 역량이다. 2016년 회의에서 세계경제포럼(WEF)은 금융이해력을 21세기 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 

능력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세계 주요국이 하나같이 국민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해 재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금융교육 확대를 위한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는 금융교육의 공급이 불행하게도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의 비중이 보잘것없으며 우선순위에서도 다른 내용의 교육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금융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과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시책 시행 등을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0조가 무색할 지경이다. 

금융교육을 위한 몫을 과하게 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필수 수준의 금융이해력을 위한 교육이면 충분하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필수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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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당구를 잘 치기 위해서 물리학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는 노벨 경제학 수상자 밀튼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말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모범 운전자는 자동차의 관리와 고장까지 혼자서 해결하고 수리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다. 핸들 조작법과 액셀 및 

브레이크 작동법 같은 기본 운전 능력을 배우고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태도로 사고 없이 목적지까지 교통 법규를 지키며 

운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만약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를 찾아가면 된다. 

금융 소비자도 마찬가지이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금융 시장과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새 금융 상품이 속속 

출시되는 상황에서, 개인이 모든 금융 의사결정을 혼자 힘으로 잘 해내기를 기대할 수 없다. 더욱이 미래에 어떤 금융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금융이해력이다. 까다롭거나 전문적인 금융 의사결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태도를 

지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학교 금융교육은 이와 같은 기본마저도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기본 수영도 가르치지 않은 

채 파도가 넘실대는 망망대해로 우리 학생들을 내보내고 있다. 무책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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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교육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을 경험한 기성세대와 달리, 오늘날 학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을 경험하고 인터넷과 

정보 기술의 영향 아래에서 성장한,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 불린다.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기반하여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고 타인과 교류하며 자신을 표현한다(Halton, 2021). 그렇기에 앞으로의 교육을 전망할 때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일 것이다. 특히 지난 2년간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코로나19 팬데믹은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 논의와 활용 사례를 급격히 확대했다.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팬데믹 이후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준비해 나가는 현시점에서, 이 글은 최근 미국 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개념, 

현황 및 사례, 관련 이슈, 그리고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전망
김지혜(미국 대학교육협의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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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의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란,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의 요구를 더 잘 충족할 수 있도록 조직의 핵심 비즈니스를 점진적 

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을 적용해보면, 교육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학생의 요구를 더 잘 충족할 수 있도록 학교의 운영 내용과  

방식을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습과정을 설계, 운영, 평가, 보완하는 전 과정을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도록 전환하는 것이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다 

(Clark, 2018).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단순히 

원격수업의 확대와 같은 전달 방식의 변화에만 국한한 것은 아닐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강조한다. 하나는 

(1) 기술 활용을 통해 모든 학습자의 교육 자원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습의 몰입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다(Dilmegani, 2022). 연방정부 

차원의 교육기술 활용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는 미국 연방 교육부 산하의 

교육기술부(Office of Educational Technology, OET) 역시 이러한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의 목표를 강조한다. 이들이 제시한 부서 활동 

목표에 따르면, 교육기술부(OET)는 1) 기술을 통해 학습 경험 접근성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2) 학습 효과 향상을 위한 증거 기반의 맞춤화 및 

개별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 

디지털화된 교육 환경의 가장 큰 이점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배경의 

학생이 다양한 교육 자원에 동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필요한 기기와 기술이 확보되어 있다면 누구든 지리적 여건이나 

사회경제적 배경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한 교육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 

특히 문자 정보를 음성 정보로 변환하거나 반대로 변환하는 기술 즉, 

텍스트 투 스피치(text-to-speech) 혹은 스피치 투 텍스트(speech-to- 

text) 기술을 통해 시청각 장애가 있는 학생이 다양한 교육 자료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도 큰 강점이다(Dilmegani, 2022).  

또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개별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별화 학습 환경을 통해 학습자의 몰입을 높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 

으로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미 교육기술부가 발간한 국가교육기술 

계획(National Education Technology Plan, NETP)에서도 “교육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은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참여와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7).  

1)  미 교육기술부(OET) 웹사이트(https://tech.ed.gov/what-we-do/)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 및 인용하였음.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 현황과 사례

미국의 대표 일간지 포브스(Forbes)의 칼럼니스트 대니얼 뉴먼(Daniel  

Newman)은 2017년 기고한 글에서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의 6개  

트렌트를 아래 [그림 1]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AR)/가상현실(Virtual Reality, AR)/혼합현실 

(Mixed Reality, MR) 기술, 교실 내 기기 환경(Classroom set of devices),  

학습 공간의 재설계(Redesigned learning space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맞춤형 학습(Personalized learning), 게임화(Gamifi 

-cation)가 포함되었다(Newman, 2017). 이 6개 트렌드는 2017년 국가교 

육기술계획(NETP)에서 제시한 교육 기술 활용 트렌드의 내용과도 

유사하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7). 특히 이 가운데 AR/VR 

기술과 게임화는 최근 들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곧 발간될 예정인 

2021년 국가교육기술계획(NETP)에서는 이 부분에 내한 내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7). 

2)  https://www.forbes.com/sites/danielnewman/2017/07/18/top-6-digital-
transformation-trends-in-education/?sh=6adefc392a9a 

 [그림 1]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의 6대 트렌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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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VR은 모두 기존의 현실 세계를 가상으로 확장하는 기술로 최근 큰 

관심을 얻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의 핵심 기술이다. 증강현실(AR) 

기술은 현실을 기반으로 가상의 이미지를 겹쳐서 가상세계를 구현하는 

기술을 의미하고, 가상현실(VR) 기술은 현실과는 분리된 별도의 

가상세계를 구현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AR/VR 기술을 통해 구현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분신인 아바타를 통해 가상의 

현실세계에 접속할 수 있으며, 그 세계 속에서 현실세계와 같은 일상을 

체험할 수 있다(김지혜, 2021).  

미국에서 AR/VR 기술과 게임화를 교육 분야에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 

로는 로블록스(Roblox)가 있다. 로블록스는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 

-nia)에 기반을 둔 로블록스 코퍼레이션(Roblox Corporation)이 개발한 

온라인 게임 플랫폼이다. 기존의 게임과 달리 이용자가 직접 게임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다른 사용자와 함께 즐길 수도 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 절반 이상이 로블록스를 이용하고, 특히 만 9~12세 

아동 중 무려 75%가 로블록스를 이용하고 있다(Staff, 2020). 로블록스 

이용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2021년 기준 활성 이용자 수는 

약 4,200만 명에 달한다(Hirsh-Pasek et al., 2022). 로블록스는 게임 

프로그래밍을 통해 자연스럽게 컴퓨터과학과 코딩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로블록스 에듀케이션(Roblox Education) 웹페이지를 

통해 교사 및 학부모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수업자료도 지원한다. 아래 

[그림 2]는 로블록스 에듀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코딩과 게임 디자인의 

기초(Intro to Coding and Game Design) 수업 자료화면 중 일부이다.

3) https://education.roblox.com/en-us/resources/intro-to-game-design-and-coding 

로블록스 플랫폼의 게임 개발 기능을 통한 학습 과정을 수업의 시작 

(Introduction)부터 마무리(Wrap Up)까지 단계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교육자가 따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본도 함께 제공한다. 

로블록스 에듀케이션 사이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많은 수업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자는 학생의 수준 및 흥미를 고려하여 적절한 

자료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AR/VR 기술 적용의 가장 큰 이점은 물리적 제약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가상 현장체험학습이나 과학 및 역사교육에 AR/VR 

기술이 특히 적극 활용되고 있다. 가령 구글(Google)은‘아트 앤 컬쳐 

(Art and Culture)'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상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교사와 학생들은 VR 기기를 이용하여 세계적인 문화 

유적지와 박물관 등을 방문할 수 있다. 미 스미소니언 재단(Smith 

-sonian Institution)은 AR 기기를 사용하여 실물 크기의 박물관 

소장품을 3차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미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도 VR 기술을 이용하여 우주정거장 생활을 경험하거나 로켓 

발사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김지혜, 2021). 

메타(Meta) 사에서 개발 및 판매하는 오큘러스(Oculus)라는 VR 기기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미션ISS(MissionISS) 어플리케이션도 인기를 끌고 

있다. 오큘러스 기기를 착용하고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다음 화면과 

같이 가상으로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을 

탐사할 수 있다.

 [그림 2] 로블록스 에듀케이션의 수업 컨텐츠 자료화면 중 일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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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콘텐츠뿐 아니라 교사의 AR/VR 기반 수업을 돕는 플랫폼도 

운영되고 있다. ‘니어팟(nearpod)’은 체험학습 콘텐츠 외에도 다양한 

실감형(immersive) 수업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AR/VR 기기를 

통해 체험한 내용이 학습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랙티브(interactive) 

수업자료(사용자의 입력 및 참여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는 

학습자료)와 게임 활동 등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돕는다. 또 다른 예로 ‘클래스VR(ClassVR)’은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VR에 기반한 학습자료를 제작 및 판매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클래스VR의 기술팀이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기기 환경을 

세팅하고 교사 연수를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온라인 수업 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맞는 기술 지원도 제공한다. 기기 및 환경이 세팅되면, 

교사는 다음 [그림 4]와 같이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착용한 헤드셋에 필요한 화면과 영상이 나타나도록 조작할 

수 있으며, 학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교사는 필요한 수업자료를 VR 기반 환경에 맞춰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다.  

4) https://www.oculus.com/experiences/rift/1178419975552187/ 

5) https://www.classvr.com/ 

 [그림 3] 미션ISS가 제공하는 국제우주정거장 탐사 프로그램 화면 예시4) 

 [그림 4] 클래스VR의 수업 운영방식 예시 
(교사용 컴퓨터와 학생용 헤드셋 간 연동)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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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 관련 이슈 

1.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 분야의 디지털 활용은 점점 활성화되고 

있지만, 디지털 기기와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모든 학생에게 보장된 것은 

아니다. 취약계층 학생의 경우 가정에서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사용이 

제한적이며, 자원이 열악한 학교들 역시 학생의 디지털 기기 활용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교육 기술의 적절한 활용은 학생이 경험하는 

학습의 질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격차 문제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이슈 중 하나이다.

그런데 디지털 격차 문제는 반드시 접근성의 차원에만 국한하지는 

않는다. 디지털 기기를 소유하고 있고 사용 빈도와 강도도 높지만, 사용 

용도와 방식이 수동적인 소비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격차 문제는 두 가지의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1) 디지털 

접근성의 격차(digital access divide)이다. 이는 실제 디지털 기기와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여부에서의 집단 간 격차로, 일종의 양적 차원의 

격차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여건, 장애, 보호자의 인식 등이 학생의 

6) 출처: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7, p.21)

디지털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로 디지털 격차 

문제는 (2)디지털 사용의 격차(digital use divide) 문제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는 디지털을 사용하는 방식 면에서의 집단 간 격차로, 일종의 

질적 차원의 격차이다.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패턴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디지털 사용 패턴은 디지털 기기 및 기술을 사용해서 단순히 

미디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데 그치는 수동적 사용(passive use)과, 

새로운 것을 창작 및 개발하고 탐구하며 타인과 협력하는 데에 디지털 

기기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동적 사용(active use)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디지털 기기 사용 빈도와 강도는 높지만, 사용 용도는 

단순 오락이나 미디어 시청에 그치는 경우가 수동적 사용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탐구, 개발, 창작하고, 

학습의 몰입성을 높이고, 타인과 협력하는 등 능동적 사용 패턴을 보이는 

사용자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기술의 이점을 누리는 데에 있어 또 다른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디지털 세대 학생들이 누구나 효과적으로 

기술의 혜택을 누리도록 돕기 위해서는 기술의 능동적 사용 방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7). 

 [그림 4] 디지털 사용의 격차(digital use divide): 수동적 사용(passive use)과 능동적 사용(active use)6) 



57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의 교육

2. 정보 보호(프라이버시)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교육기술의 활용이 초래한 또 다른 이슈 중  

하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보안 문제이다.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와 기술을  

사용하며 수집되는 정보를 보호하고 교수학습 활동의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교육기술의 활성화 측면에서 기본적 

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방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 기밀 유지, 보안 관련 질문과 우려에 대한 원스톱(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이버시 기술지원센터(Privacy Technical  

Assistance Center, PTAC)’를 운영하고 있다. PTAC는 교육 자료와 

학생 정보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보안 및 기밀 유지와 관련하여 직접 

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기회를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최신 동향과 지침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PTAC의 지원은 가정의 교육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과 학생 

권리보호 수정법(Protection of Pupil Rights Amendment, PPRA)에  

근거한다(https://tech.ed.gov/privacy/; https://studentprivacy.ed. 

gov/).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의 전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교육 분야에서의 디지털 기기 

및 기술 활용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다. 다만 AR/VR 등의 최신 기술을 

사용한 콘텐츠는 교육 당국이 아닌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개발되고, 학교에서는 필요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학교 운영 전반이 디지털 환경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기보다는, 

과학이나 역사교육 등 일부 수업 시간에 학생에게 몰입형 경험을 제공 

하기 위해 AR/VR 기술 적용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식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원격수업으로 대대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학교가 더 많은 디지털 기기를 확보하고 하이브리드 수업 환경을 조성 

하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을 갖춘 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교육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질 높은 교육에 

대한 모든 학생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학습 참여와 몰입을 높임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연방정부 역시 교육기술의 

활용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EI)의 프레데릭 H. 헤스(Frederick M. Hess) 

교육정책연구 선임연구원 그의 글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교육을 

변화시킬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그에 따르면 

미국 학교교육은 20세기 초반과 근본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으나, 

팬데믹 이후에는 급격한 변화를 겪어야 했다. 특히 수업의 물리적 환경이 

변화하고 학습 시간이 줄어든 상황에서, 학교는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달 방식을 고민하고 많은 자원을 투자하였다. 이는 자연스럽게 

교육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촉진하였다. 

팬데믹 초반 학교는 불확실한 매일 매일의 상황에 대처하는 데에 급급 

했지만, 이제는 그와 동시에 팬데믹 이후의 상황을 전망하며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변화가 디지털 네이티브라 불리는 오늘날 

학생들의 요구에 더욱 잘 대응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를 기대 

하며, 헤스 선임연구원의 질문으로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이번 세기 

최대 혼란으로 여겨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교육을 재편성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Hes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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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으로 경제가 세계화되고 있다. 금융상품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새로운 금융 주체들이 생겨나고, 인터넷 

거래와 결제가 활성화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와 금융은 전문가들의 것이 아니라, 예산을 

관리하고, 저금하고, 지출하거나 은퇴를 계획하는 것과 같이 일상적 의사결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프랑스은행(Banque de 

France)에서 말하는 금융교육의 기초이다. 

프랑스은행에서 의뢰한 프랑스인들의 금융소양에 대한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만이 금융 관련 법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69%는 자신의 금융지식이 평균 이하라고 답했다. 반면, 80%의 응답자가 금융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략으로서의 금융교육 

프랑스에서는 2016년부터 금융교육을 위한 국가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는 OECD에서 고안하고 G20에서 채택된 소비자 

금융보호 원칙에 의거한 것이다. 프랑스에서 해당 교육내용의 정식 명칭은 ‘경제, 예산 및 금융 교육 (Education économique, 

프랑스의 금융문해력 교육
김현경(프랑스 몽펠리에교육대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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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gétaire et financière – EDUCFI, 이하 금융교육)’이다. OECD의 정의에 따르면 금융교육이란 ‘올바른 경제 결정을 내리고,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경제적 웰빙에 이르는 데 필요한 금융 의식, 지식, 능력, 태도 및 행동’을 말한다. 

금융교육에 대한 국가 전략을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프랑스은행은 ‘경제와 금융계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는 현 상황에서, 

개개인이 이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며,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 예산 및 경제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금융교육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각자를 금융 전문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과 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국가 전략의 구성 및 운영

금융교육에 대한 국가 전략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축을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다(그림 1). 국가 전략의 방향은 경제금융부 

장관이 주재하고, 교육부와 사회복지부 장관, 프랑스은행 총재와 다른 주요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금융교육전략위원회(Comité 

stratégique d’éducation financière)에서 결정하고, 실질적으로는 프랑스은행에서 국가 전략 실행을 책임지고 있다. 프랑스 

은행에서 운영하는 구체적 정책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프랑스 금융교육 국가 전략 틀1) 

• 프랑스은행 총재가 주재하는 두 가지 운영위원회(시민/기업)를 통해 주요 교육활동 운영 및 점검

• 예산 및 금융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지식,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정기조사 

•  국가 전략 홈페이지 www.mesquestionsdargent.fr  
(일반 시민, 교사, 사회복지사 대상) 및 www.mesquestionsdentrepreneur.fr (기업인 대상) 운영

• 지역교육청과 EDUSCOL(교원들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공간)의 자료를 활용한 교원연수 협정 운영

•  교육부와 협동으로 교내외 금융교육주간, 중학교 금융역량인증서, 고등학교 금융경제 대회, 청소년 사회복무 
프로그램(Service national universel), 유럽중앙은행과 협동으로 유로 세대(Génération Euro) 대회 등의 교육활동 운영

• 경제를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기관인 CITÉCO개설 및 관리

•  EDUCFI(금융예산경제교육) 라벨 지정을 통해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협력 기관 관리 – 중립성, 접근성, 무상성을 충족하는 
교육활동에 대해 프랑스은행 이름으로 라벨을 수여해 교육 내용과 질을 보증하고 있다. 

2019년 금융교육전략위원회에서 결정해 2020년에 실행을 계획한 금융교육 활동은 크게 다음 여덟 가지다. 2)

1) https://www.banque-france.fr/la-banque-de-france/education-economique-budgetaire-et-financiere

2)  https://www.economie.gouv.fr/strategie-education-financiere#, https://www.banque-france.fr/communique-de-presse/comite-strategique-
deducation-financiere-un-bilan-positif-et-5-axes-prioritaires-dactions-pour-2020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예산금융 
교육개발

금융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지원 
역량 개발

전 생애에  
걸친 예산금융 

역량 지원

모든 시민에게 
경제논의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 제공

기업가들의 
경제금융 
역량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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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학교 금융역량인증서(Passeport EDUCFI)를 5개의 새로운 지역교육청에서 도입

2. 청소년 사회복무 프로그램에서 ‘자율성’ 항목에 금융교육내용 포함

3.  가난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해 2020년 말까지 금융 취약계층을 보조하는 18,000명의 사회복지사를 교육하고 
250개의 새로운 금융조언상담소를 운영

4. 전국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예금의 경제적 맥락 변화와 예금상품에 대한 강좌 개설

5. 국가 신용회복위원회 및 지역 네트워크,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인들의 경제금융역량 회복을 보조

6.  지방자치단체별로 금융교육 지역실행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의 민간 교육단체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라벨을 
지정해 지역 내 주체들을 참여시킴  

7. 지역주간지를 통해 금융교육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캠페인 운영

8. 2021년에 금융교육전략을 평가하기 위해 프랑스인들의 경제 및 금융 지식에 대한 새로운 조사 시행

    교육내용

구체적으로 금융교육의 내용은 여러 금융 주제에 대한 실용적 지식 습득을 목표로, 개인 및 가족 예산관리, 은행과 보험에 

대한 이해(계좌와 결제수단, 신용, 저축, 보험)로부터 경제 개념과와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까지 포함하고 있다. 특히 돈과 

저축관리, 빚 관리, 금융 사기 예방, 문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기관에 대한 안내 등을 중점을 두어야 할 교육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해당 교육은 교육 대상에 따라 이에 알맞은 정보 안내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중립성, 신뢰성, 접근성 및 무상성이다. OECD의 권고사항에 따르면, 금융교육 활동은 특정 

제품이나 주체를 홍보할 수 없으며, 상업이나 마케팅 목적의 활동과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내의 금융교육 3)

금융교육은 수학교과를 기본으로 프랑스어, 역사-지리, 시민교육교과에서도 다룰 수 있다. 또한 범교과학습이나 교과 외 

특별활동에서 협동조합, 체험학습, 학생회 활동 등을 통해서도 다룰 수 있다. 특히 교육여정(parcours éducatifs)4) 중 진로, 
시민, 문화예술교육 부문에서도 연계해 다룰 수 있다 <표 1>. 

 〈표 1〉 교육여정 상에서 금융교육내용 

구분 내용

진로(Avenir) 경제계 진로 탐색: 경제 및 금융관련 직업탐구, 학교와 기업의 협력관계 구축

시민(Citoyen)
경제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서 올바른 경제적 판단을 내리기 위한 역량 습득:  
예산, 예금 및 부채 관리, 금융사기에 대한 이해 및 예방, 사회에서 돈의 위상에  
대한 성찰, 현대 경제 환경과 경제 쟁점에 대한 이해 및 판단

문화예술교육 
(Education artistique et culturel)

① 통화의 기능과 쟁점, 역사 
② 돈을 주제로 한 여러 예술 형태

3) https://eduscol.education.fr/180/education-economique-budgetaire-et-financiere

4) https://eduscol.education.fr/180/education-economique-budgetaire-et-financ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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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교육

    교육활동

1. 금융교육역량인증서(Passeport EDUCFI)

금융교육역량인증서란 프랑스은행과 교육부가 중학교과정에서 금융교육에 대한 지식을 평가해 인증서를 수여하는 

것으로, 점차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인증서의 발급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뉘는데, 우선 인증서에 참여를 희망하는 교사가 

교수학습자료를 활용해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교육한다 . 교육 내용은 예산관리, 은행 계좌의 기능, 주요 결제수단, 저축, 

신용에 대한 이해 및 금융사기 예방에 대한 것이다. 이후, 퀴즈를 통해 학생들의 지식수준을 평가하는데,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교육 및 발급 기간은 금융교육 주간이 끝난 직후 2달간이다. 

 [그림 2] 금융교육인증서: 학생 이름, 학교, 수여 날짜와 장소 및 하단에 금융교육국장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음 

2. 금융교육 주간(Semaine de l’éducation financière)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예산과 금융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봄에 금융교육주간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매년 한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 전국적으로 놀이를 중심으로 한 교육 

체험교실(아틀리에)이  열린다 .  2022년에는  3월 

21일부터27까지 운영하며, 주제는 ‘미래를 설계하세요, 

돈에 현명해지세요!’ 이다. 2021년에 시행된 금융교육 

주간에서는 200개가 넘는 교육활동이 운영되었으며, 약 

5,000명의 학생과 2,770명이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했다. 
 [그림 3] 금융교육주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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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교육

    교육자료

1. 경제 ABC(https://abc-economie.banque-france.fr)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료 교육자료 목록을 정리해 교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경제일반, 통화정책, 금융안정성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표 2>, 비디오, 안내자료, 이미지, 연대표 및 온라인 

게임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해당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표 2〉 경제 ABC 교육자료 영역 별 주제 예시 

구분 내용

경제일반 기업의 재정, COVID-19와 관련된 경제위기, 2008년 경제위기, 구매력 측정, 수입의 불평등, 금 등

통화정책
통화기준율, 중앙은행의 전자화폐, 지불수단, 환율,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국제통화체계, 시뇨리지효과 등

금융안전성
자본세탁과 테러리즘 자금조달에 대한 대책,  

헤지펀드, 채권예탁, 크립토머니, 비트코인, 공공부채, 블록체인, 채무과다 등

2. 웹드라마 ‘이해했어?’(https://www.citeco.fr/t-as-capte-webserie-educative)

‘이해했어?(T’as capté ?)’라는 제목으로 복잡해보이는 경제 용어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하는 교육 웹드라마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한 에피소드당 3~5분가량 되는 분량으로, 기업경영, 글로벌기업, 사회(연대)경제, 모럴해저드, 

실업,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사회보장제도, 공공재, 국제무역기구(WTO), 외부효과, 죄수의 딜레마, 

배출가스 교역제도의 12개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림 4] 웹드라마 ‘이해했어?’의 화면 



63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방안 탐색,  
스쿨포유 메타버스 체육대회 사례
도재우(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실 스쿨포유팀장)

학교 금융문해력 교육 사례:
교실에서 돈을 벌고, 모으고, 투자하는 아이들
옥효진(송수초등학교 교사)

교육현장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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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을 통해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복귀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는 ‘스쿨포유 

메타버스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메타버스 체육대회는 체육(스포츠)활동 및 체육교과와 같은 야외 활동 참여에 제약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에게 확장가상세계, 즉 메타버스가 가진 실재감, 접근성, 연결성을 활용하여 실제 체육대회와 유사한 활동 경험 

제공하기 위해 나아가 학생들의 교육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해당 행사는 메타버스가 가진 기술로서의 최신성을 

넘어 교수학습도구로써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에 초점을 두고 기획, 운영되었다.

    메타버스 체육회 현장

“체육대회 전날은 내일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곤 한다. 하지만 메타버스 체육대회가 열리기 전날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체육대회 당일 아침에도 그칠 줄 몰랐다. 체육대회는 취소되어야 할까? 아니다! 메타버스 체육대회이기에 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학생, 학부모, 교사)는 가상확장세계에서 만나 기다려왔던 체육대회에 참가하였다.”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방안 탐색,  
스쿨포유 메타버스 체육대회 사례
도재우(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실 스쿨포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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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6일, 스쿨포유 메타버스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체육대회 

총 참석 인원은 173명으로 건강장애학생과 가족(학부모, 형제) 143명, 

스쿨포유 온라인 교사 및 관계자 25명, 교육부 및 교육청 관계자 5명이 

참석하였다. 학생들은 가족과 함께 집에서 체육대회에 참가하였고, 

온라인 교사는 한국교육개발원 대강당, 축구장, 농구장에서 체육대회에 

참가하였다([그림 1] 참조). 각 참여자는 참여자 수만큼이나 전국의 

다양한 장소에서 메타버스 체육대회에 참석하였다. 하지만 모든 참여자는 

가상확장세계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만나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체육대회 각 종목에 참여하였다. 메타버스 체육대회는 실제 세계에서 

열리는 체육대회와 유사하게 운영되었다. 즉, 체육대회의 다양한 메타포를 

가상확장세계에서 구현하였다. 체육대회는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교육부의 인사말, 한국교육개발원의 개회사와 함께 체육대회(운동회)를 

상징하는 박 터트리기로 시작되었다. 체육대회에 참여한 스쿨포유를 이용 

하는 초·중·고등학교 건강장애학생과 그 가족은 체육대회에 대한 적극적 

참여, 공정한 경쟁, 함께하는 배려를 다짐하는 선서문 낭독과 함께 다양한 

경기에 참여하였다. 경기 종목은 학생 연령, 건강 상태, 활용 환경, 교육적 

활용 가능성의 검토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각 경기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운영되었다. 

경기 운영은 참가자의 나이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VR기기 착용 참가 

자와 미착용 참가자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VR기기 착용 참가자는 HMD 

기기를 통해 메타버스 낚시대회, 볼링대회, 리듬대회에 참가하였고, 연령 

및 건강상의 이유로 VR기기를 착용할 수 없는 학생들은 PC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메타버스 종합 대회(협동 달리기, 

협동 축구 등)에 참여했다. 

모든 경기는 실제 대면에서 만난 적은 없지만, 원격수업을 함께 수강 

하는 동료와 원격수업을 가르치고 운영하는 교사와 함께 팀을 이루어 

운영되었다. 경기 참가자 모두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운영 

하여 협력과 유대감을 유도했다. 온라인 교사는 각 종목에서 심판과 

촉진자 역할을 통해 스포츠맨십의 의미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를 위한 경기도 별도로 운영되어 학부모 간 정보교류 및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였다. 구체적인 체육대회 일정은 <표 1>과 같다. 메타버스 

체육대회가 운영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함으로써 경기에 참가하기 

어려운 학생들도 소외되지 않고 체육활동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림 1] 농구장에 설치된 온라인 교사의 체육대회 참여 공간과 참여 모습 

 〈표 1〉 메타버스 체육대회 일정표 

구분 세부 일정

개회식 인사말 및 개회사

선서 스포츠맨십 선서

오전 종목
VR 기기 착용 참가자(4인 1팀, 팀별 교사 1명, 학생 3명) VR 기기 미착용 참가자(10인 1팀, 팀별 교사 2명 학생 8명)

낚시대회 협동 달리기, 협동 축구 등

점심시간 가족들과 집에서 점심식사

오후 종목 볼링 대회, 리듬게임 대회 점프해서 장애물 피하기,  떨어지는 바닥 위에서 오래 버티기 등

폐회식 시상식 및 폐회사

※  생생한 메타버스 현장의 모습은 YouTube에서 "메타버스로 체육대회를 할수 있다?"를 검색하거나,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youtu.be/2WUzMZIdZ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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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가 이뤄진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는 볼링 대회의 한 모습이다. 학생이 볼링 대회에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자 스쿨포유 온라인 교사가 엄지손가락을 추켜올려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다. 교사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엄지를 추켜올리고 있는데 이는 

가상확장세계에게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학생의 성취를 축하해주고 있다. 

이 외에도 대회 내내 교사-학생, 학생-학생은 서로 이야기 나누었고, 때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상호작용하며 대회에 참가하였다. 

 [그림 2] 볼링 대회에서 학생을 칭찬해주는 교사 모습(실제-가상) 

초등학생의 경우, 연령제한으로 인해 VR기기 착용이 어려워 PC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접속하여 각 종목에 참여하였다.1) 해당 경기는 
오프라인 체육대회의 반별 대항전과 유사한 방식인 팀 대항전으로 

이뤄졌다. 총 세 팀이 구성되었는데 각 팀은 온라인 교사 1명, 운영 조교 

1명 그리고 최대 8명의 초등학생으로 이뤄졌다. 

해당 대회는 본격적인 경기 참여 전에 팀빌딩을 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졌다. 각 팀은 모여서 교사의 지도하에 자기소개 후 팀 이름을 정하였고, 

대회 규칙에 대해 학습하였다. 이후 참여자들은 음성/문자 채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각 종목에 참여하였다. 참여자 대부분이 초등 

학생이기에 교사들은 각 종목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지속해서 

제공하였다. 해당 대회에서 사용한 메타버스 플랫폼은 최종 1인이 남는 

형태의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어 1등이 아닐 경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기획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팀 중심의 

운영에 초점을 두었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에 의의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 참여자들이 남긴 채팅을 보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 

빨리 탈락한 학생이 실망하자 같은 팀의 다른 학생이 “괜찮아요! 우리 

재미있었잖아요. 그럼 좋죠!”라고 말하며 대회 참여 자체에 의미를 두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초등학생 외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VR기기 착용에 제한이 있는 일부 중·고등학생도 
함께 참여함.

 [그림 3] VR기기 미착용 그룹의 대회 참여 모습: 온라인 교사의 
참여자/촉진자 역할 수행 

    메타버스 체육대회 기획 의도

메타버스 체육대회는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가 아니라  

특정 교육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한 도구로 메타버스를 선택·활용한 

행사이다. 스쿨포유는 만성질환 및 장기 입원으로 학교생활이 어려운 

건강장애학생들의 교육 회복을 위해 매년 스쿨포유 캠프를 오프라인 

으로 개최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개최해왔다. 2021년 스쿨포유 캠프를 기획하면서 

온라인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대면과 유사한 활동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 원격수업을 통해서만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에게 동료 및 

교사와의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원격수업 활용 과정에서 확인된 체육활동 기회 제한, 

정서 및 사회성 결여 등 원격수업의 한계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에게 생동감 있는 체육활동과 참가자들 간 

상호작용 및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상현실 개념의 VR, 삶을 

저장하고 공유한다는 개념인 라이프로깅의 메타버스 요소를 반영하여 

스쿨포유 메타버스 체육대회의 개최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기획 의도에 

따라 스쿨포유 메타버스 체육대회는 다음의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개최되었다. 

•  체육대회 및 체육교과 참여에 제약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에게 
메타버스를 통한 체육활동에 대한 실재성 높은 간접경험 제공

•  원격수업 기반의 학업 수행으로 인해 동료학생 및 교사와의 관계 
형성에 제한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에게 메타버스를 통한 다양한 
상호작용 기회 제공

•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건강장애학생들의 
정서 지원 및 참여동기 유발

•  최신 에듀테크 기술 활용 경험 제공을 통한 건강장애학생의  
미래 학습자 역량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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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체육대회 준비 과정

메타버스 체육대회는 3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쳤으며, 주요 준비 활동 

으로 교사 연수, 경기 종목 선정 및 운영방식 마련, 사전교육이 이뤄졌다. 

메타버스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교사들의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와 활용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사 연수가 이뤄졌다. 교사 

연수는 메타버스 전문가 강연 참여, VR기기 실습, 메타버스 플랫폼 

체험, VR기기 및 플랫폼 활용 학습활동 기획 및 운영 등을 통해 이뤄 

졌다. 메타버스에 대한 교사 역량을 개발한 후 경기 종목을 선정하고 

운영방식을 마련하였다.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 이해가 높은 교사들은 학생들의 

특성(건강 상태, 관심사, 디지털 기기 활용 수준 등)과 플랫폼 안전성, 

체육대회 종목으로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기 

종목을 선정하였다. 특히, 메타버스 체육대회가 디지털 게임 참여가 아닌 

체육(스포츠)활동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경기 종목을 선정하고, 협력을 

촉진하고 지나친 경쟁을 방지하는 운영방식을 마련하였다. [그림 4]는 

특정 메타버스 플랫폼의 체육대회 종목으로 활용가능성을 교사들이 

직접 체험하며 검토하는 모습이다. 

 [그림 4] 경기 종목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교사의 메타버스 플랫폼 체험 

메타버스 체육대회는 참여자들의 원활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 

교육을 제공하였다. 평소 접하지 못한 VR기기와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사용방법 숙지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2주간 사전 

교육을 진행하였다. 사전교육은 체육대회에 활용될 메타버스 플랫폼 

설치 및 사용 방법, VR기기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동영상 제공과 가구별 

온라인 화상교육을 통해 이뤄졌다. 사전교육을 통해 메타버스 플랫폼과 

VR기기에 대한 활용역량을 함양한 모든 참여자는 체육대회 각 종목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었다. 특히, 학생들은 경기 종목을 미리 연습해서 

참여할 수 있었다. 이는 메타버스라는 낯선 플랫폼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참여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아 줄 수 있었다. 

    메타버스 체육대회 교육적 효과

체육대회 후,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행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메타 

버스 체육대회의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족도 조사 결과

아니오  
82%

예  
18%

•  오프라인 체육대회에 참여한 적 
있으십니까?  
 
아니오 82% 
예 18%

예  
91%

아니오  
9%

•  메타버스 체육대회 행사에 
내년에도 참여하시겠습니까?  
 
예 91%  
아니오 9%

•  메타버스 체육대회 행사는 
전체적으로 재미있었습니까?  
 
긍정 93% 
보통 6% 
부정 1%

긍정  
93%

보통  
6%

부정 1%

•  메타버스 체육대회 종목에 
만족하십니까? 
 
긍정 93% 
보통 6% 
부정 1%

긍정  
93%

보통  
6%

부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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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가 설명하듯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의미는 오프라인 체육대회에 대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간접적인 체육대회 

경험을 제공했다는 것에 있다. 체육대회에 참여한 학부모의 응답에서도 체육대회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부모들은 

서술형 응답을 통해 메타버스 체육대회가 학생들의 정서적 지원, 체육활동 경험 제공, 가족참여 활동 기회 마련, 신기술 

경험 등의 의미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만족도 조사 결과(학부모 서술형 응답)

•  아이와 함께 게임 참여 준비 과정도 재미있었고 아이가 게임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  스포츠맨십을 강조해 주셔서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팔다리가 약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체육대회를 경험하게 해주어서 좋았습니다.

•  온 가족이 연습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신기술인 메타버스를 이용한 체육대회 형식을 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체육대회 전반에서 학생들과 함께 참여한 온라인 교사들은 메타버스 체육대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A교사는 중학생 1명, 고등학생 2명과 함께 참여한 볼링대회에서 고등학생이 볼링을 제대로 치지 못하자 

중학생이 “형, 손을 쭉 뻗으면 돼!”하면서 자신의 볼링 기술을 공유하는 모습을 확인하며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서로 돕고 

협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설명하였다. 초등학생 대회를 담당한 온라인 교사도 자신이 음성 채팅으로 대회 규칙을 

설명하는 동안 시스템 장애로 소리가 안 들리는 학생을 위해 다른 학생이 규칙을 간단하게 문자 채팅에 정리하여 공유 

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답하였다. 다른 교사들 또한 체육대회 모든 과정에서 처음 보는 학생들이 서로 관계를 형성 

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메타버스 체육대회는 단순히 일회성의 메타버스 체험이 아닌 학생들에게는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활용역량을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체육대회를 통해 개발한 교사와 학생의 메타버스 활용역량에 기반하여 스쿨포유는 원격 

수업에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목에서 체육대회 수준의 메타 

버스 활용은 아니지만 메타버스 플랫폼이 가진 실재성과 재미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원격수업을 설계·제공 

하고 있다([그림 5] 참조). 이러한 결과는 메타버스 체육대회가 학생들에게 체육활동 경험 제공, 정서 지원, 사회성 함양, 

미래 학습자 역량 개발에 효과적이었음을 설명한다.  

 [그림 5]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수업 운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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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금융문해력 교육 사례:
교실에서 돈을 벌고, 모으고, 투자하는 아이들

옥효진(송수초등학교 교사)

“너 이번 달 실수령액이 얼마야?”

“소득세랑 건강보험료 내서 실수령액은 너랑 비슷해”

마치 평범한 직장인들이 월급날 나누는 대화처럼 보이지만 이 대화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아이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이다. 교실에서 아이들이 실수령액이나 소득세, 건강보험료 같은 말을 한다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필자가 생활하고 

있는 교실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 반에서 아이들은 직접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 돈은 아니다. 

교실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인 ‘학급화폐’를 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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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현장에서의 금융문해력 교육,  
왜 필요할까?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아이들은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금융생활’이다. 스스로 돈도 벌어야 하고,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돈을 관리해야 한다. 세금도 납부하고, 신용점수도 

관리해야 하며 보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마치 사회가 

“어른이 되었으니 이제 다 알지?”라고 이야기하는 듯하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 시절을 거쳐본 사람들이라면 다들 느꼈을 것이다. ‘정말 

금융생활에 대해 아는 것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말이다.

아이가 축구를 잘하게 해주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 바로 아이에게 축구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아이는 

축구공을 스스로 만지며 굴려보고, 던져보고, 차보기도 하며 공과 

친해질 것이다. 그다음엔 패스, 슛, 드리블 같은 기술을 익힐 것이고 

마지막으로 축구 시합에 뛰게 된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돈’이라는 

공을 만져보지도 못한 채 어른이 되고 있다. 공도 만져보지 못한 

채 삶이라는 실제 시합에 바로 투입되는 것이다. 이 경우 당연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국 실전에서 깨지고 실패하며 

간신히 금융지식들을 쌓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돈’이라는 공을 다뤄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하지만 가정의 사정에 따라 아이들이 관리해볼 수 있는 돈에는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가정형편에 따라 돈을 다뤄볼 기회가 충분한 아이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다. 2년마다 실시되는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서도 가계의 소득에 따른 금융이해력 차이는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월 소득이 420만 원 이상인 가정의 금융이해력 

점수와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가정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약 8점 

정도의 차이가 났다. 금융교육을 가정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 

출처: 금융감독원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놀이를 통해 금융문해력을 키우는  
학급화폐 활동

그렇다면 금융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먼저 금융교육이 교과서 

속의 공부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경제와 금융을 교과서로만 배운다면 

아이들은 경제와 금융이란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 나의 삶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느낄 수 있다. 현재 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이 그렇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초등 사회과목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경제교육에 

할애하고 있다. 6학년 1학기에 있는 두 단원 중 한 단원이 경제 단원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삶에서 만나게 될 생활 속 금융 지식에 관한 내용은 

부족하다. 지역과 국가, 세계의 경제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어 삶에서 

필요한 경제·금융지식을 습득하기는 부족하다. 아이들은 자연스레 

경제란 교과서 속 이야기, 재미없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

현재의 경제·금융 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학급화폐 

활동이다. 학급화폐 활동이란 교실에서 아이들이 직접 돈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경험하며 자연스레 경제·금융에 대한 이해를 기르도록 하는 

교육방법이다. 교실 속 마을 활동, SEC(Small Economy Class), 텍스맨 

프로젝트(Taxman project), 금융교실 등의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경제·금융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이 많다. 활동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교실에서 화폐를 갖고 아이들에게 경제·금융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경제·금융교육 방법들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지속성, 체험중심, 재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학급 

화폐 활동은 한 차시, 한 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 1년의 학교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학급화폐 활동은 체험중심 활동이다. 교과서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참여하는 활동이다. 어려운 용어들을 

외우며 학습하지 않는다. 반복적 경험을 통해 자연스레 체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학급화폐 활동은 재미있다. 아이들은 학급화폐 활동을 

하며 다양한 금융지식과 금융문해력을 기르지만,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재미있는 놀이 활동에 참여한다고 생각한다. 

재미있으니 참여도가 높고 아이들이 주도하는 활동이 가능하다.

    교실에서 체험하는 다양한 직업과 소득 활동

필자의 교실에서 아이들은 각자 직업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따라 교실에서 정해진 일을 하고 정해진 날짜가 되면 월급을 

받는다. 물론 교사가 실제 돈을 아이들에게 줄 수는 없으므로 

교실에서만 쓸 수 있는 가상의 화폐인 학급화폐로 월급을 받는다. 

그리고 이 학급화폐를 교실에서는 ‘미소’라는 단위로 부르고 있다. 

월급날이 되면 아이들은 설레는 얼굴로 은행원 직업을 가진 친구 앞에 

줄을 선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받게 되는 월급을 통장에 입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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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다. 그런데 첫 월급날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확인한 

아이들은 놀란 토끼 눈이 된다. 자신의 월급보다 한참 적은 돈이 통장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월급에서 세금 등의 항목을 원천징수한 

실수령액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 직장인들이 그러하듯 아이들은 소득에 

따라 정해진 소득세를 낸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내고 있다. 

교실에서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건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정을 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소득세, 건강보험료, 실수령액은 너무나 낯선 단어이다. 하지만 두세 

달만 지나도 어려웠던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그림 1] 월급을 받기 위해 줄을 선 아이들과 월급 명세서 

직업을 갖고 월급을 받는 것이 교실에서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월급, 즉 근로소득 외에도 교실에서 사업소득과 자본소득 이전소득 

등을 얻을 수 있다. 사장님이 되어 장사하는 아이들은 사업소득을 얻고 

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학급화폐를 활용해 물건을 구매하고 그 물건을 

소비자들에게 팔아 이윤을 남긴다. 과자 가게를 운영하는 아이, 비즈공예 

장신구를 만들어 파는 아이들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필요한 

문구류를 판매하는 아이들, 직접 만든 만화책을 대여해주는 사업을 하는 

아이도 있다. 은행에 저축하고 이자소득을 얻는 아이들도 있다. 필자의 

교실에서는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하고 정해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세금을 통해 익히는 경제・금융 가치관

월급에서 세금을 걷고 있다는 이야기는 교실에서 세금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반장, 부반장 

아이들과 함께 의논하는 것이 있다. 바로 우리 반의 세금을 얼마나 

걷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아이들은 10%에서 20% 정도의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꽤 오랜 시간 세율에 따라 얼마의 

세금이 걷히게 되고 어떻게 세금을 쓸 것인지 열심히 토의한 뒤 결국 

15%의 소득세를 걷기로 결정했다. 15%의 소득세율이 정해진 뒤 

반장과 부반장을 제외한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몇 명의 아이들에게 ‘소득세율이 15%로 정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하고 질문을 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했다. 돈을 빼앗기는 기분이 든다는 아이도 있고 세금을 

좀 덜 걷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세금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자신이 받은 월급 중 일부를 

나라에서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아까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모든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세금이 부족할 것 

같다는 아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딱 적당한 금액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아이들도 있었다. 이렇게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반에서는 세금을 

단순히 걷어가는 데서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걷어간 세금은 우리 반의 

살림을 위한 곳에 실제로 지출하고 있다. 교실에 물티슈를 사오거나 

시계 건전지를 교체할 때, 교실에 빗자루를 새로 샀을 때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사온 것이라는 설정을 해두고 있다. 이렇게 세금을 걷어가서 

어디에 쓰고 있는지 눈으로 보이니 아이들은 세금은 단순히 내 월급에서 

빼앗아가는 돈이 아니라 나라의 살림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걷어가는 

돈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이렇게 세금을 다양한 곳에 지출하고 있다 보니 아이들은 우리가 낸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가만두고 있지는 않다. 선생님이 보드마카를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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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습이 보이면 ‘세금으로 산 보드마카니까 아껴 쓰라’고 이야기 

한다. 교실에서 남은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에 따라 세금으로 지출 처리 

하기 때문에 받을 만큼만 음식을 받으라고 서로 말하며, 먹을 수 없는 

고기의 뼈는 빼고 무게를 재야 한다는 의견도 적극적으로 낸다. 종량제 

봉투를 한 봉지 배출할 때도 세금이 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꾹꾹 

눌러 담아 쓰레기를 배출하려고 한다. 자연스럽게 세금으로 산 물건들을 

아껴 쓰는 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림 2] 우리 반의 세금 장부 

세금 횡령 사건을 꾸민 적이 있다. 내가 낸 세금이 올바로 쓰이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꾸민 일이었다. 아이들이 하교 

한 뒤 몰래 세금으로 과자를 사 먹었다. 그리고는 세금 장부에 ‘선생님이 

과자 사먹음’이라는 내용을 적어 두었다. 다음날,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다들 화가 이만저만 난 게 아니었다. 우리가 힘들게 낸 

세금을 선생님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다니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선생님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아이도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참 아이들이 이 활동 그리고 자신들이 낸 세금에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은 직접 세금을 내보는 활동을 통해 느낀 

것이다. 세금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나라의 운영과 국민을 위해 써야하는 

것을 말이다.

    금융교육으로 달라진 아이들

교실에서 이루어진 금융교육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려 한다. 아이들에게 금융교육을 한 이후 학기가 

한창이던 6월 중순의 어느 날 아이들이 은행원 직업을 가진 친구 앞에 

길게 줄을 섰다. 월급날도 아닌데 열 명이 넘는 아이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의아함이 생겨 아이들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줄을 많이 서 있는 거야?”

“오늘 10주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해야 9월 1일이 만기예요!”

교실에서 운영 중인 정기예금 상품 중 10주짜리 예금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9월 1일은 학교의 2학기 

개학날이었다. 40일이나 되는 방학 동안 통장에 돈을 가만히 두는 것 

보다는 은행에 저축해서 이자를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아이들 스스로 

생각해 낸 것이다. 교사도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을 환경만 만들어 주었을 

뿐인데도 아이들은 찾아낼 수 있었다. 스스로 금융 상황을 판단하는 

모습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대출이 없는 교실의 특성상 아이들이 관리 

하는 신용등급과 점수는 예금 금리에 영향을 주도록 구성되어 있다. 신용 

등급이 높아질수록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무언가를 열심히 계산하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 

갔더니 자신이 받게 될 이자를 계산하고 있었다. 지난주에 예금상품에 

가입했는데 이번 주에 자신의 신용등급이 높아져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실을 알아낸 아이가 이미 

가입한 예금상품을 중도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해서 더 많은 이자를 

받는 게 좋다는 결론을 내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마무리하며

교실에서 운영하는 학급화폐를 활용한 경제·금융 교육 방법을 <세금 

내는 아이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선생님들에게 교육방법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의외로 경제·금융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댓글을 달아준다. 이런 교육을 

받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아쉬워하는 사람부터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활동인 것 같다고 이야기 해주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유튜브나 

신문, 방송매체, 연수 등을 통해 이 활동을 접하고 본인의 교실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활동을 시작하는 선생님들도 많다. 그뿐만 

아니라 초등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경제금융교육연구회’에 

많은 교사들이 참여해 경제·금융 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있다. 

학교에서의 경제·금융 교육을 위한 MCE(My Economy Classroom)와 

같은 어플리케이션도 개발이 되었으며 많은 교실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보며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든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삶에서 필요한 경제·금융 지식들을 가르친다면 앞으로 

사회에 나가게 될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돈’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힘들어 

하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는 개별 교사의 노력을 뛰어 

넘는 교육과정상의 경제·금융교육의 비중이 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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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위기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존을 높이는 한편 국가 간 또는 국가 내 디지털 격차 문제를 두드러지게 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과업 중 하나는 디지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다.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는 더 이상 디지털 기기에 접근할 기회를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이분법적인 개념이 아닌 원인, 대상, 유형 등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을 지닌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이번 <교육통계 FOCUS> 에서는 가정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수요 현황, 취약계층별 성인의 디지털정보화 수준 추이 

분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디지털 격차 현황과 실태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디지털 격차 현황 및 실태 
김나영(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지표연구실 국제교육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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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현황 

21세기에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서 컴퓨터·정보 소양은 “집, 학교, 직장, 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조사하고, 

생성하고, 의사소통하는데 컴퓨터를 사용하는 개인의 능력”(Fraillon et al,. 2019, 서민희 외, 2021: 16에서 재인용)으로 

정의된다.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International 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 Study, 이하 ICILS) 2018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그림 2]와 같다. 

ICILS는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부모 교육 수준, 부모 직업(사회경제적 지표, SocioEconomic Index)과 가정의 도서 보유 

수량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컴퓨터·정보소양은 ‘컴퓨터 사용의 이해’, ‘정보수집’, ‘정보생산’, ‘디지털 의사소통’의 하위 영역별 

정답률(%)로 측정하고 있다. 

 [그림 1] 부모 학력 및 직업에 따른 컴퓨터·정보소양(정답률, %) 

출처: 서민희 외(2021)의 연구결과를 그림으로 재구성

분석 결과, 부모의 학력에 따른 컴퓨터·정보소양 수준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 미만’의 부모 학력 집단에서 

39.2%~52.9%의 정답률을 보였지만, ‘4년제 대학 이상’의 부모 학력 집단에서는 정답률이 45.8%~57.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 직업과 관련하여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표가 하위 33%에 해당하는 집단에 비해 상위 33%에 

해당하는 학생 집단의 정답률이 컴퓨터·정보소양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도서 보유 수량에 

따른 컴퓨터·정보소양 수준을 살펴보면, 하위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25권 이하’ 집단의 정답률이 

33.1%~48.8%로 가장 낮았으며, ‘200권 초과’ 집단의 정답률은 48.3%~6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의 교육 수준, 사회경제적 지표 및 가정의 도서 보유 수량이 높은 집단 학생들의 컴퓨터·정보소양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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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가정의 도서 보유 수량에 따른 컴퓨터·정보소양(정답률, %) 

출처: 서민희 외(2021)의 연구결과를 그림으로 재구성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수요 현황 

학생들의 디지털 격차는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뿐만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수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분석 결과, 원격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 학생들이 도움 받고 싶은 지원 사항에 있어서 다문화 가정과 일반가정 또는 저소득층 집단과 일반 

가정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반가정의 학생들은 ‘컴퓨터, 인터넷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한 도움 제공’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의 경우 ‘줌, 온라인 클래스 등의 사용을 위한 안내 제공’,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원격수업을 위한 인터넷 및 컴퓨터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 취약계층과 일반계층 간 

지원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1〉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지원 사항 
(단위: 명, %, 복수응답)

구분

원격  
수업을  

위한 인터넷 
및 컴퓨터 

지원

줌,  
온라인 

클래스 등의 
사용을 위한 
안내 제공

학급별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지원

다양한 
동영상  
자료  
제공 

가정 내 
학습을 

도와주는 
학습도우미 

지원

컴퓨터,  
인터넷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한 도움 제공

기타 X2

다문화가정 
(N=21)

10 
(47.6)

13 
(61.9)

4 
(19.0)

4 
(19.0)

5 
(23.8)

6 
(28.6)

0 
(0.0) 14.683 

*(df=7)일반가정 
(N=996)

335 
(33.6)

379 
(38.1)

226 
(22.7)

308 
(30.9)

177 
(17.8)

535 
(53.7)

32 
(3.2)

저소득층 
(N=70)

32 
(45.7)

25 
(35.7)

16 
(22.9)

21 
(30.0)

14 
(20.0)

27 
(38.6)

5 
(7.1) 15.559 

*(df=7)일반가정 
(N=947)

313 
(33.1)

367 
(38.8)

214 
(22.6)

291 
(30.7)

168 
(17.7)

514 
(54.3)

27 
(2.9)

주1. 출처: 정재원 외(2021: 137)의 연구결과를 일부 인용함 
주2. 괄호안의 비율은 해당 집단 중 소속비율을 의미함 / 주3.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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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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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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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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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추이 분석 

다음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보화 수준의 격차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는 

디지털 정보화의 취약계층을 크게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으로 구분하여, 일반국민과 정보 취약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각각 디지털정보화에 대한 ‘접근 수준’, ‘역량 수준’, ‘활용 수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3] 취약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주1. 출처: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2014~2020)」의 연구결과를 그림으로 재구성 
주2. 각 수준은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의미함

분석 결과, 2020년 기준으로 4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72.7%로 

2014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에 비해 약 70% 수준에 그쳐  

일반국민과 취약계층 간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 내에서도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전반적으로 가장 낮았으며,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 순으로 높게 나타나 취약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에도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 배경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과 지원 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에도 차이가 나타났으며, 

일반국민과 취약계층 간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내에서도 디지털정보화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학생 및 

성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격차의 구체적인 원인과 대상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령별,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정책이 수립·제공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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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홍보자료실  Tel. 043) 530-9245  E-mail. kedibook@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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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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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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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은�실효성�있는�교육정책과�교육제도를�만들어 

정부와�교육기관으로�하여금�학생이�행복하고�교사가�즐거움을�느끼며 

학부모가�만족하는�교육을�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미래사회를�지향하는�새로운�교육�패러다임을�개발해 

학생들이�새로운�것을�생각해�내고�낯선�문제에�적극적으로�맞서며 

세계를�무대로�자신의�역량을�발휘할�수�있는�능력을�길러 

미래사회가�필요로�하는�인재가�되도록�도와줍니다.

무엇을�아는가보다�무엇을�할�수�있는가를�지향하며 

잠재력을�키워�자신이�도달할�수�있는�최고�수준을�성취하게�하며 

존중과�배려,�책임감을�바탕으로�함께�소통하고�협력하는�능력을�길러 

더불어�살아갈�수�있도록�이끌어�줍니다.

미래사회�핵심역량�교육,�혁신적인�초·중등교육이�고등교육으로�이어져 

대학이�인재를�육성하고�국가발전과�인류사회에�공헌할 

세계적인�연구성과와�글로벌�인재를�배출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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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