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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초・중등 교육 혁신의 노력들이 다양한 정책 및 연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미래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제안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래교육은 미래의 시기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교육의 실천 과제를
제안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학교에서의 적용가능성, 실천가능성일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타 학교급에 비해 비교적 교육 혁신의 속도가 더딘 고등학교의 학교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일반적인 고등학교보다 한 걸음 앞서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학교 및 기관의 사례를 일반 학교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미래’로 보고, 이들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래교육 실천 과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하여 학교 교육을 혁신하고자 하는 고등학교들에게
나침반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혁신 사례조사에 도움을 주신
학교 및 기관의 교장, 교감, 교사, 관리자, 학생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전문가 협의회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귀중한 의견을 주신 전문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성심껏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 장

교육 혁신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교육 실천 과제

연 구 요 약

미래사회의 특징으로 학생 수 감소 및 고령화, 지능정보사회, 다문화 사회 등이 언급되
고 있다. 이러한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교육도 경쟁을 통한 성장보다는 미
래를 대비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이 연구는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교육 혁신의 사례를 통해 미래교육의 실천 과제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교육의 수
준이나 내용은 미래의 범위를 어디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 고등학교의 실천 가능성에 중요성을 두고 현재 완벽한 미래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의 일반학교보다 한 발 앞서 미래교육을 준비하며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교육 혁신의 사례를 현재의 학교교육과 미래의 학
교교육의 연결고리로 보고, 이들 사례에서 도출된 미래교육 실천 과제를 현재 학교들이
미래교육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할 실천 과제로 제안하였다.
그 동안 혁신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혁신의 노력이 있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입
시 문제 등으로 인해 초・중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교 현장의 교육 혁신 실천 및 연
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2025년부터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는
등 미래교육을 대비한 고등학교 교육 체제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앞서 교
육 혁신을 시도한 고등학교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들이 겪은 시행착오와 성과를 분석하
여 일반학교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의 교육혁신 사례를 사례 분석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국내의 경우 제도권 안과 제도권
밖의 사례로 구분하여 각 기관(학교)의 기관장(학교장),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조사
및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해외의 경우 교육 혁신 사례 학교에 대해 문헌연구를 통해
각 학교의 미래교육을 대비한 교육 혁신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국내의 제도권 안(혁신학교, 자율학교, 일반학교)의 교육 혁신 사례와 제도권 밖(대안
교육기관)의 교육 혁신 사례, 그리고 해외의 교육 혁신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교육 혁신 사례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목적’ 측면에서 교육 혁신 사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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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들은 교육의 목적을 ‘자율과 책임의 실천’, ‘학습자의 내재적 가치 추구’, ‘인간성 실현
및 관계 회복’에 두고 있었다. 둘째, ‘교육과정 및 평가’ 측면에서 사례 학교들은 학생들
의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이 진로를 찾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의 내용이 현실 세계 및 직업 세계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었으며 과정 중심 평가를 활용하고 있었다. 셋째, ‘교육 방법’ 측면에
서 사례 학교들은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시간과 속도의 상대성을 인정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었다. 또한 수업의 과정에서 학교라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에듀테크(EdTech)를 활용하고 있었다. 넷째, ‘조직 및 구성원’ 측면에서
사례 학교들은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수와 행정이 분리된 학교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구성원들이 학교의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며 학교의
변화를 위해 헌신하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발현되고 있었
다. 또한 교사들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을 수동적
인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인 교육 설계자로 인식하고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었
다. 마지막으로 ‘교육 환경 및 시설’의 측면에서 사례 학교들은 기존의 학교 공간에서 인
근 학교, 지역사회 기관, 사이버 공간 등으로 교육 공간을 확장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교육 활동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 학교(기관)의 교육 혁신 사례의 특징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을 위한 일반
고등학교의 실천 과제를 교육 목적,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방법, 조직 및 구성원, 교육
시설 및 환경의 다섯 가지 영역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교육 목적’ 측면의 미래교육 실천 과제로 ‘자율과 책임의 실천’, ‘학습자의 내재
적 가치 추구’, ‘인간성 실현 및 관계 회복’의 세 가지를 제안하였으며 각 과제의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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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과 책임의 실천
- 교육당사자들이 각자의 역할 인식 및 공유
- 자율과 책무가 조화를 이루는 학생자치활동 운영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보장

∎ 학습자의 내재적 가치 추구
- 학생들과의 면담(소통) 시간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

학습 시스템 구축
-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 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 확대

∎ 인간성 실현 및 관계 회복
- 인문학의 강조, 인성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인증체계 구축 및 강화
- 조기 인성교육 실시

둘째, ‘교육과정 및 평가’ 측면의 미래교육 실천 과제로 ‘학생의 교과 선택권 보장’, ‘역
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과 삶의 융합’, ‘과정 중심 평가’의 네 가지를 제안하였
으며 각 과제의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 학생의 교과 선택권 보장
- 학생 중심 교육과정 편성 시스템 구축
-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 확보

∎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 학생의 진로·진학과 결부된 개별화 교육과정 제공

∎ 교육과정과 삶의 융합
- 실생활과 연계된 수업
-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포함한 학교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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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중심 평가
- 과정 중심 수행평가와 과정 중심 지필평가의 균형 있는 운영
- NEIS의 학교생활기록부 체제를 공통 항목과 자율 항목(모듈 선택형)으로 구분

셋째, ‘교육방법’ 측면의 미래교육 실천 과제로 ‘학생 중심 수업’, ‘시간의 상대성인 인
정되는 교육’,‘에듀테크(EdTech) 활용’의 세 가지를 제안하였으며 각 과제의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 학생 중심 수업
- 수업 방법에 의한 경험 자체가 학습이라는 인식으로의 전환
-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강조하는 프로젝트 학습 추구

∎ 시간의 상대성이 인정되는 교육
- 무학년·학점제 도입 및 유연한 학생 맞춤형 재이수제 운영
- 학교 밖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인정하는 ‘고등학교형 학점은행제’ 도입

∎ 에듀테크(EdTech) 활용
- 온라인·쌍방향 ‘학습 네트워크’ 구축
- 학생 개인별 ‘학습 포털’ 제공

넷째, ‘조직 및 구성원’ 측면의 미래교육 실천 과제로 ‘교수와 행정 조직 분리’,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장’,‘교육설계자로서의 학생’, ‘헌신 및 협력을 도모하는 교사’의
네 가지를 제안하였으며 각 과제의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 교수와 행정 조직 분리
- 교사의 업무 범위 규정
- 교사의 역량에 따라 수업 담당 교사와 행정 담당 교사로 구분

∎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장
- 신뢰 문화 형성 및 학교 내 회의 개최 횟수 적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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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실 있는 리더십 연수 과정 의무화

∎ 교육설계자로서의 학생
- 학생의 교육설계 역량 배양
- 다양한 수업 방법 사용

∎ 헌신 및 협력을 도모하는 교사
- 인적 헌신에 대한 적절한 보상 제공
- 팀 중심의 성과급 제공

마지막으로, ‘교육 환경 및 시설’ 측면의 미래교육 실천 과제로 ‘교육 공간의 확장’, ‘지
역사회와의 협력’,‘다양한 학습 공간의 제공’의 세 가지를 제안하였으며 각 과제의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 교육 공간의 확장
- 인근 학교와 교육 공간 공유
- 지역의 공공 교육기관이나 민간 교육기관을 교육 공간으로 활용
- 학교 인근 대학을 교육 공간으로 활용
- 온라인 웹 사이트를 교육 공간으로 활용

∎ 지역사회와 협력
-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통합적 교육생태계를 구축
- 학교의 교육활동 가운데 일부를 지역사회가 담당

∎ 다양한 학습 공간 제공
-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 공간 마련
- 공강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주제어: 미래교육, 교육혁신, 혁신학교, 대안교육, 역량 중심 교육과정, 과정 중심
평가, 교육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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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교육은 성공하고 있는 것일까? 학업성취도국제비교연구(PISA)에 따르면 우
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인지적 영역에서 늘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PISA 2015에
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OECD 회원국 중 읽기 3 ~ 8위, 수학 1 ~ 4위, 과학 5 ~ 8위로 상
위의 성취 수준을 보였으며, 참여한 전체 70개국 중에서도 읽기 4 ~ 9위, 수학 6 ~ 9위,
과학 9 ~ 14위로 상위 수준의 성취를 보였다”(교육부, 2016.12.06.: 1). 그러나 정의적 측
면을 측정한 결과 ‘과학에 대한 자아효능감’과 ‘흥미’, ‘즐거움’, ‘동기’ 등은 OECD 평균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6.12.06.: 9).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할 때 인지적
인 측면의 성취는 높으나 정의적 측면에 대한 조사 결과는 매우 낮은점을 고려할 때, 경
쟁체제로 운영되어 온 우리나라 교육 체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국민들은 교육을 통해서 신분을 상승하고자 매우 높은 교육열

을 보였다. 이에 따라 상당한 입시 경쟁이 생겼고, 경쟁에서 이기고자 사교육비가 엄청나
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무한 경쟁의 시대에 내몰리게 되는 등 우리나
라 교육체제에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혜영 외(2008)에 따르면 “학교교육의
위기는 관료제적 운영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학교교육의 경직성과 사회변화에 따
른 학교교육의 객관적 위상의 변화로 인한 것이다. 경직된 학교체제는 개혁과 변화를 수
용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존립의 위기에 처하고 만 것이다(이혜영 외, 2008: 58).” 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정미경 외(2013)에 따르면 한국 초･중등 교육내용, 방법, 평가 체제
에는 핵심역량 함양과 동떨어져 있고 획일적인 교육과정, 학교급간 연계 불충분,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방법 활용, 대입 준비에 초점이 맞추어진 교육과정 운영, 학교 성적에
대한 낮은 신뢰성, 상대평가체제로 인한 다양한 제도 도입의 한계, 학습결손 누적,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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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와 학교 교육 정상화의 갈등적 구조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정미경 외,
2013: 27-34). 이미 외국에서도 오래전부터 학교교육의 위기를 지적하였다. Illich(1971),
Reimer(1971) 등은 학교가 순종을 강요하고 학교의 규범을 따르도록 강제하며, 학교는

승리자와 패배자를 가르고, 전인적 인간을 키우지 못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높은 교육열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종합순위가 평가대상 141개국 중 13

위를 기록할 만큼(기획재정부, 2019.10.09.) 성장한 상황에서 이제는 경쟁을 통한 성장보
다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체제를 고민해봐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 미래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 하는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먼저 ‘미래사회는 어떤 사회일
까?’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 체제와 연관이 있는 미래사회의 모습은 첫
째, 학생 수 감소 및 고령화 사회, 둘째, 지능정보사회, 셋째, 다문화 사회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미래사회는 학생 수가 급감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재덕 외(2018: 57)의 연구
에 의하면 고등학교 학생 수는 2018년 1,526,330명에서 2030년 1,101,813명까지 약
27.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이경 외(2018: 96)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 수

는 2018년 1,509,603명에서 2030년 1,078,011명으로 약 28.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이 여러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학생 수가 매우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미래사회의 핵심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며
(전영수, 2014), 가족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장혜경 외,
2012: 4).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육 현장에서나 직업 현장에서 사람 하나하나가 매우 소

중한 존재로 취급받는 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미래사회는 지능정보사회가 될 것이다. 컴퓨터 성능과 메모리 관련 기술이
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같은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보다도 빠르고 논리적이며 정확해졌다(정재승, 2018). 또한 센서기술이나 네트
워킹기술과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사물 간의 연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Hanes, 2017, 류방란 외, 2018에서 재인용). Schwab은 2025년까지 사물, 동물, 인간을

포함하여 1조 개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이며, 이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함으
로써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Schwab, 2016:
198-199; 류방란 외, 2018에서 재인용). 또한 지능형 로봇이 인간 역할을 상당 부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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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할 것이다. 지능형 로봇은 외부환경 변화를 스스로 인식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작동한
다는 점에서 기존의 로봇과 차별된다(Kyrou, 2015: 95; 류방란 외, 2018에서 재인용).
그리고 가상현실 기술 또한 가상의 현실을 구현하는 기술을 넘어 현실세계를 변형하는
증강현실, 융합현실 기술 등으로 발달하고 있다(김수홍･장광집, 2017; 류방란 외, 2018
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엄청난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변화는 산업혁명 한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3차 산업혁명 이후 판이 바
뀌는 새로운 용어가 필요한 변화이다.
미래에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드론, 모바일, 자율주행자동차, 가상현실, 로봇, 생명
공학,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발전이 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
고 활용하는 첨단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김동규 외, 2017: 157).
World Economic Forum(2016: 15)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직업 지형도가 변

화한다. 대표적으로 줄어들 직업군은 사무행정, 제조업과 생산업, 건설과 채굴, 예술･디
자인･연예･스포츠･미디어, 법률서비스, 설치와 유지관리 등이고, 증가할 직업군은 재무
관리, 매니지먼트, 컴퓨터와 수학, 건설 공학, 판매 관련직, 교육과 훈련직 등으로 제시하
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2017: 14-15)은 증가할 직업으로 간병인, 간
호사, 네트워크시스템개발자, 물리 및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사회과학연구원, 사회복지
사, 상담전문가, 수의사, 에너지공학기술자, 영양사, 웹 및 멀티미디어기획자, 응용소프트
웨어개발자, 컴퓨터보안전문가 등 26개 직업군을 제시하고 있으며, 줄어들 직업으로 대
학교수, 무용가, 바텐더, 사진가, 세탁원, 이용사, 택시운전원, 텔레마케터, 학원강사, 사
육종사자, 어업종사자, 작물재배종사자 등 25개 직업군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김동규
외(2017: 158-159)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유망직업으로 사물인터넷전문가, 인공지능전
문가, 빅데이터전문가, 가상현실전문가, 3D프린팅 전문가, 드론전문가, 생명공학자, 정보
보호전문가,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로봇공학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는 세상이 매
우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유망 직업도 매우 빠르게 사라지거나 생기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교육이 과거나 현재에 머물러 있거나 획일화된 내용
만을 학습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끝으로 미래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될 것이다. 법무부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
한 2018년도 출입국자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 국내 체류외국인(관광객 등 단기방문
외국인 포함)은 236만 명으로 2016년에 최초로 2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년 연속 증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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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국내 인구의 4.6%를 차지하였다”(법무부, 2019.01.21.). 2015년 1월 말 기준 체류
외국인이 총 인구대비 3.7%로 189만 명 정도 되었는데 3년 간 47만 명이 증가한 셈이다.
특히, 2018년도 한국 체류 외국인 가운데 결혼 이민자는 전년대비 18.9%가 증가해 최초
로 16만 명을 넘어섰다. 한편,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의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2018년도 기준 다문화 학생 수는 초등학교 93,027명(전체학생의 3.43%), 중학교 18,068

명(전체학생의 1.35%), 고등학교 10,688명(전체학생의 0.69%)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교
급의 다문화 학생 비중이 2010년 0.44%에서 2018년 2.18%로 최근 7년간 다문화 학생
비중 약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인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될 미래를
예상해보면 이러한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기존에 하나의 민족만으로 구성된 교육
체제가 미래에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접근 방향도 상당히 변
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미래교육체제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 김경애 외(2015), 최상덕 외
(2014), 류방란 외(2018) 등이 대표적이다. 김경애 외(2015)는 미래교육체제를 탐색하기

위하여 핵심 연구 방법으로 시나리오법을 활용하였다. 사회 및 교육정책의 변화를 검토
하여 메가트렌드를 도출한 뒤, 메가트렌드가 교육에 줄 영향을 분석하여 미래교육을 좌
우할 변인을 도출하였다. 최상덕 외(2014)는 혁신적 학습 생태계 구축 연구를 위해 설문
조사, 면담, 델파이 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하여 혁신적 학습 생
태계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한국형 미래 핵심역량 학교
교육 모형과 10대 정책 과제를 구체화 하였다. 류방란 외(2018)는 미래 학교교육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전문가 의견 조사, 추세 경향 분석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문헌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추세 경향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해서 미래교육의 방향을 탐색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미래교육체
제의 방향과 구체적인 대안을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방법으로 모두 예측
기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각 대안들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구체화 되고, 성공적으로 정
착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미래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의 일반학교보다 한 발 앞서 미래교육을 준비하며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교육 혁신의 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학교가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 실천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연구 방법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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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되고 있는 혁신 학교, 대안학교의 교육 혁신 사례,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일반 고등학
교의 사례, 해외의 교육혁신 사례 등을 분석하여 제도교육의 주변부에서 시도된 다양한
시도에서부터 형식적 제도의 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례들을 통해 제도교육의 제도적, 실천적 개혁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이 이끄는 산업구조와 사회변화의
미래를 전망하며 미래사회에서 요청되는 지식, 역량, 태도를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한
미래교육의 실천 과제를 국･내외 혁신교육, 대안교육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하는 것이
다. 국･내외 혁신교육, 대안교육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국가, 지방, 학교 단위의 법, 제도,
단위학교 운영 체제를 구안하고, 실천 과제를 도출하여 궁극적으로 중등교육의 질적 변
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이 연구는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교육혁신의 사례를 통해 미래교육의 실천 과제를 탐
색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교육의 수준이나 내용은 미래의 범위를 어디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미래교육의 실천 과제를 도출하게 위해 선정한 사례
학교는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지향하면서 현재 일반학교의 교육보다 조금 앞서 교육 혁신
을 실천하고 있는 학교들이다. 이들 학교를 현재의 학교교육과 미래의 학교교육을 연결
하는 가교역할(Bridge)을 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 사례에서 도출된 미래교육 실천 과제
를 현재 학교들이 미래교육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할 실천 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그간 국내의 다양한 교육 정책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학교혁신의 다양한 시도
와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고등학교는 입시 문제 등으로 인해 초･중
학교에 비해 혁신을 위한 시도 및 그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중등학
교에서 교육 혁신의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초･중･고 간의 교육의 지향점, 교육 내용
및 방법 간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래교육을 위한 실천 과제
제안의 대상을 고등학교에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사례 중 제도권 안의 교육 혁신
사례의 경우 연구의 대상을 고등학교로 설정하여 고등학교의 교육 혁신을 위한 시사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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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고자 한다. 하지만 제도권 밖의 대안학교나 해외 사례의 경우 중･고등학교를 분리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연구 대상을 고등학교로 한정할 경우 수집할 수 있는 교육 혁신
의 사례가 제한될 수 있어 사례 조사 대상을 중등학교로 확대하되 고등학교 교육에 적합
한 교육 혁신의 사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 혁신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미래교육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국내와 해외의 교육혁신의 사례를 조사하고자 한다. 선정된 사례를 대상으로 이
들 사례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심층면담(국내 사례)과 문헌 조사(국내사례, 해외사
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주요 언론기사에 언급되고 있는 교육 혁신과 미래교육
에 대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교육 혁신과 미래교육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국내의 제도권 안(혁신학교, 자율학교, 일반학교)과 제도권 밖(대안교육기관), 그리
고 해외의 교육 혁신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미래교육 실천 과제에 대해 5차에
걸친 집중 전문가 협의회와 집담회를 통해 내용 타당성 및 일반학교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의 범위 및 내용을 도식화 하면 다음
과 같다.

[그림Ⅰ-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교육혁신 사례 분석을 통해 미래교육의 실천 과제를 탐색하기 위한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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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미래교육 특징 분석
◦ 미래교육에 대한 요구: 교육패러다임의 전환, 학력관의 변화, 교육가치 실현 등
◦ 미래교육 방향 및 미래교육 설계의 핵심 쟁점
◦ 미래교육의 방향
◦ 교육혁신 사례 선정 기준 도출
□ 제도권 안의 교육혁신 사례 분석
◦ 제도권 안 교육혁신 사례 선정 기준 및 분석 준거
◦ 제도권 안(혁신학교, 자율학교, 일반학교) 교육 혁신 사례 분석
◦ 제도권 안 교육 혁신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교육 실천 과제 도출
□ 제도권 밖의 교육혁신 사례 분석
◦ 제도권 밖 교육혁신 사례 선정 기준 및 분석 준거
◦ 제도권 밖(대안교육 기관) 교육 혁신 사례 분석
◦ 제도권 밖 교육 혁신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교육 실천 과제 도출
□ 해외 교육혁신 사례 분석: 선진국의 혁신교육 사례
◦ 해외 교육혁신 사례 선정 기준 및 분석 준거
◦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이스라엘)의 교육 혁신 사례 분석
◦ 주요국의 교육 혁신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교육 실천 과제 도출
□ 미래교육을 위한 실천 과제 제안
◦ 혁신 사례에서 나타난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의 방향성
◦ 미래교육을 위한 실천 과제 제안
◦ 미래교육 실천 과제 실행을 위한 정책적 로드맵 제시
◦ 미래교육 실천 과제 실행을 위한 법적, 재정적 기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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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 문헌 유형
- 미래교육 관련 문헌 연구
- 제도권 안 교육 혁신(혁신학교, 자율학교, 일반학교) 관련 문헌 분석
- 제도권 밖 교육 혁신(대안교육) 관련 문헌 분석
- 선진 외국의 교육 혁신 관련 문헌 분석
- 미래교육, 교육혁신, 혁신학교, 대안교육 관련 선행연구 분석

◦ 분석 방법
- 미래교육 관련 문헌: 미래교육 주제어로 문서를 검색하여 지향점, 의사결정, 전략,

절차, 학교 경영, 교육과정, 평가, 학생, 교원, 지역사회 등의 유목에 맞춰 분석
- 제도권 안/밖 교육 혁신 관련 문헌: 혁신학교, 자율학교(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일반학교, 대안교육기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혁신의 사례를 수집하여 교육 혁신의 취지, 방법, 전략, 추진 단계별 특징 등의
유목에 맞춰 분석
- 제도권 안/밖 교육 혁신 사례 기관의 학교교육계획서, 학교 교육활동 관련 출판물

등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선진 외국의 혁신교육 관련 문헌: 홈페이지 게시자료, 학교 자체 출판 인쇄물, 각

종 연구자료 등을 통해 교육 혁신의 방향 및 취지, 방법, 추진 전략, 추진 단계별
특징 등의 유목에 따라 분석
- 선행연구 분석: 미래교육, 교육혁신, 혁신교육, 대안교육 주제어로 검색하여 미래

교육체제의 방향, 미래교육 체제 정책 제안, 미래 핵심역량, 사례 및 동향 분석,
개념 모형 등의 유목에 맞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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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담조사
◦ 목적: 국내의 제도권 안/밖의 교육 혁신 사례 자료 수집 및 분석
◦ 조사 내용: 교육 혁신 및 미래교육에 대한 인식, 경험, 지향점, 의사결정, 전략, 절
차, 학교 경영, 교육과정, 평가, 학생, 교원, 지역사회, 개선점 등(교육목적, 학교특성,
교육과정, 교육방법, 학교 구성원, 공간･자원, 교육성과)
◦ 면담 대상자: 학교별 관리자 1~2명, 교사 3~4명, 학생 3~4명

<표 Ⅰ-1> 면담 대상자 및 조사 방법
구분

면담 대상(최대)

모집 방법

면담 방식

소요 시간

관리자 2인

-

그룹 면담

1시간

교사 4인

학교 추천

그룹 면담

1시간

학생 4인

학교 추천

그룹 면담

1시간

관리자 2인

-

교사 4인

학교 추천

그룹 면담

2시간

학생 4인

학교 추천

그룹 면담

1시간

학부모 3인

학교 추천

그룹 면담

1시간

제도권 안의
교육 혁신 사례
(총 4개교 선정)

제도권 밖의
교육 혁신 사례
(총 3개 기관 선정)

◦ 조사 방법: 대상자별 그룹 면담
◦ 조사 절차
- 관련 자료 및 영역별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례 선정
- 사례 조사를 위한 면담용 질문지(반구조화된 면담지) 작성 및 보완
- 면담조사 실시를 위한 생명윤리심의(IRB) 심의(심의 완료: 시정심의)
- 면담 대상자 섭외 및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 조사 실시

◦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면담 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 실시 및 녹취록 작성
- 자료분석 방법: Spradley(1980)의 자료분석 방법에 근거하여 대영역과 중영역, 하위

영역을 구분하고, 영역들의 내용에 따라 임의로 제목을 부여하면서, 해당 영역을
유목화하는 과정을 순환적으로 반복해가며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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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언론기사 분석
◦ 교육혁신, 미래교육 관련 언론기사를 수집･분석하여 미래교육 실천과제 도출에 활용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키워드 빈도분석 및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실시

라. 연구진 및 전문가 집중 토론회
◦ 1차: 제도권 안/밖, 해외 교육 혁신 사례 선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 미래교육 실천 과제 도출에 적합한 국내･외 교육 혁신 사례 학교 및 대안교육 기
관 선정 기준 검토 및 학교 추천
◦ 2차: 사례 분석 모형 설계를 위한 집중 토론회
･ 선정된 사례 학교 및 기관에 대한 사례 분석 및 면담 조사를 위한 분석 모형 설계
◦ 3~5차: 미래교육의 실천 과제 검토를 위한 집중 전문가 협의회
･ 사례 분석 및 면담 조사를 통해 도출된 미래교육 실천 과제 대한 영역별 심층 토론을
통해 과제 선정의 타당성, 실천 가능성 등을 검토
◦ 6~7차: 미래교육 실천 과제 및 세부 전략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집담회
･ 미래교육 실천 과제 및 세부 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최종 연구
결과 검토

12

Ⅰ. 서 론

4

연구 모형

이상의 연구 내용 및 방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Ⅰ-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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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검토

미래학습 또는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에서 역량 또는 핵심역량은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정미경 외, 2017; 류방란 외, 2018). 교육에서 역량에 대한 강조는 전통적으로 학교
에서 강조되어 온 지식습득이 사회에서 지식이 생성되는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해
졌다는 사실과 미래사회가 단순한 지식습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
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UNESCO, OECD, EU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미래사회에 요
구되는 핵심역량을 구명하려는 노력을 해 왔다. 특히, OECD DeSeCo(1997-2002) 사업
은 직업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던 역량이라는 개념이 교육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데 크
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OECD DeSeCo 사업과 함께 역량(또는 핵심역량)은 교육에
서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였고, 많은 국가에서 국가 또는 주 수준 교육과정을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재구조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역량교
육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기 시작했고, 특히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역량교육이 검토되어 왔다. 이런 노력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최초로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 제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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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 핵심역량

미래교육 또는 미래학습에서 강조되고 있는 핵심역량은 국가 또는 학자마다 분류방식
이나 세부역량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상당부분 공통점도 발견된다. 국내외
문헌에서 제시된 역량 분류틀과 세부 역량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Ⅱ-1> 국내･외 문헌에서 역량 분류 및 세부 역량
구분

구성 및 세부 역량

OECD
DeSeCo
(1997-2003)

자율적 행동 역량: 큰 그림을 고려하며 행동하는 능력, 인생 설계 및 실행 능력,
개인의 권리 및 필요 옹호･주장 능력
다양한 집단 내 상호작용역량: 인간관계능력, 협동능력, 갈등 관리 및 해결 능력
상호작용적 도구 활용 역량: 상호작용적 언어･상징･텍스트 활용능력, 상호작용적
지식･정보 활용 능력, 상호작용적 기술 활용 능력

유현숙 외
(2002)

비고

기초 문해력: 읽기, 쓰기, 셈하기
핵심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창의력,
인간관계능력
시민의식, 직업특수능력

모국어 의사소통 능력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유럽연합의
수학, 과학, 기술 분야 역량
핵심역량
디지털 역량
(European
학습능력(Learning to learn)
Communities,
사회적 및 시민 역량
2007)
주도성과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문화적 감수성과 표현 역량

미국
P21(2007)

핵심과목 및 21세기 주제: (주제) 글로벌 리터러시, 재정･경제 리터러시, 시민
리터러시, 건강 리터러시, 환경 리터러시
학습 및 혁신 스킬: 창의성 및 혁신, 비판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정보･미디어･정보통신기술 스킬: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ICT 리터러시
생활 및 직업스킬: 유연성 및 적응력, 자주성 및 자기주도성, 사회적 및 다문화
사회 기술, 생산성 및 책무성, 리더십과 책임감

이광우 외
(2009)

개인적 역량: 자기관리능력, 기초학습능력, 진로개발능력
사회적 역량: 의사소통능력, 시민의식, 국제사회문화이해, 대인관계능력
학습 역량: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정보처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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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성 및 세부 역량

ATCS
(2011)

핵심교육과정: 모국어, 수학, 과학, 역사, 예술 또는 인문학
사고방식: 창의력･혁신능력, 비판적 사고력･문제해결력･의사결정력,
자기주도학습능력
직무방식: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직무수단: 정보문해, ICT 문해
사회생활방식: 시민의식(지역/글로벌), 인생 및 진로 개척 능력,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최상덕 외
(2013)

지식
인성: 공감, 도전정신, 절제력 등
실행능력(skills): ①사고방식: 창의력, 비판적사고력, 문제해결능력･의사결정력,
자기주도성; ②직무수행방식: 의사소통능력･갈등 관리 및 해결 능력, ICT 활용
능력, 협업능력･대인관계능력, ③사회생활방식: 글로벌 시민의식, 인생 및 진로
개척 능력, 개인 및 사회적 책임감

김창환 외
(2013)

신체역량: 체력, 체격, 영양
정신역량: 정신건강역량, 자율역량, 긍정적 자아 역량
지적역량: 창조적 역량, 정보역량, 학습역량
진로역량: 자기이해역량, 진로탐색역량, 진로준비행동역량
대인관계역량: 관계형성역량, 협동력, 갈등해결역량
시민 역량: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이해 역량, 사회참여역량, 규칙준수역량

이근호 외
(2013)

개인적 역량: 자기관리능력
사회적 역량: 의사소통능력, 시민의식, 대인관계능력
지적 역량: 창의적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처리 및 활용능력

CCR
(2015)

지식: 전통적 지식(수학), 현대지식(기업가정신), 주제(글로벌 리터러시)
스킬: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력, 협업능력
인성: 마음챙김, 호기심, 용기, 회복성, 도덕성, 리더십
메타학습: 성장 마인드, 메타인지(성찰), 자기주도적 학습

싱가포르

핵심 가치: 존중, 책임감, 회복력, 진실성, 배려, 조화
사회･정서적 역량: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민감성(social
awareness), 관계 관리, 책임있는 의사 결정)
21세기 역량: ①시민 소양, 글로벌 인식과 범문화적 스킬, ②비판적･혁신적
사고력, ③의사 소통력, 협동 및 정보처리 관련 스킬

비고

ACT 21S
역량 개념틀
기반

학생역량

※ 출처: 최수진 외(2017: 26-27, 29-30)의 표에서 본 연구와 관련성이 높은 역량 분류만 선택하여 제시하였으며,
유럽연합의 핵심역량은 박휴용(2015: 57)에서 가져옴.

다양한 역량 분류틀을 살펴보면 국가와 학자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역량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4C로 일컬어지는 비판적 사고력(문제해결력 포함)(creative

19

교육 혁신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교육 실천 과제

thinking),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협동 능력(collaboration), 창의성(creativity)

이 그것이다. 그 외에도 지식･정보 활용 능력, 자기 관리 능력(자기 인식, 자기 관리, 성
찰, 관계 관리 등),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또는 학습 방법의 학습, 갈등 관리 능력, (지역/
글로벌) 시민의식 등이 대체로 강조된다(최수진 외, 2017).
박휴용(2015)은 OECD DeSeCo, 유럽 연합의 Key Competencies in Europe, 미국의
21세기 학습을 위한 학습(Partnership for 21th Century Learning, P21), 21세기 기술

의 교수 및 평가(Assessment & Teaching of 21C Skills, ATCS), 공통핵심국가수준
(Common Core National Standards)을 분석한 후 각 역량 분류틀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박휴용(2015: 57)에 의하면, OECD DeSeCo의 핵심역량은 역량을 직업준비에 국
한시키기 보다는 모든 개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자질을 상징적으로 부각하였다. 유럽연합의 핵심역량은 자국어 및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문화적 감수성 등을 통해 개인의 사회적 적응과 이를 통한 공교
육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박휴용, 2015: 63). 이에 비해, 미국의 역량기
반교육 접근법은 미래사회 및 직업사회 준비를 강조하면서 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학
교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박휴용, 2015: 63).

2

OECD 교육 2030: 2030년 미래 역량과 학습개념틀

OECD 교육 2030(The Future of Edcuation and Skills: OECD Education 2030, 이

후 ‘OECD 교육 2030)은 2030년 미래 역량을 규명하고 규명된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OECD 교육 사업이다. 미래
역량 규명에 초점을 둔 1주기 사업이 2018년까지 실시되었고, 2019년부터는 역량을 함
양할 수 있는 방법 탐색에 초점을 두는 2주기 사업이 시작되었다. OECD 교육 2030은
OECD DeSeCo 사업의 2.0버전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DeSeCo 사업에서 핵심역량

을 제시한데 비해 교육 2030에서는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을 제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행방법에 대한 시사점이 약하다는 DeSeCo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역량 교육의 실행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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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에는 역량개념틀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사업이 진행되면서 학습의 목적과
내용, 과정을 포함하는 학습개념틀 개발로 변화되었다. 2019년 5월에 진행된 교육 2030
비공식 작업반(IWG) 회의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은 학습개념틀(OECD Learning Compass
2030)의 최종안이 발표되었다(아래 [그림 Ⅱ-1] 참조).

[그림 Ⅱ-1] OECD 학습 나침반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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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학습개념틀(학습나침반 2030)은 교육적 지향점, 변혁적 역량, 핵심기초(core
foundations), 역량개발 사이클, 역량의 범주, 행위주체성(학생 및 공동 행위주체성) 등

다양한 영역 또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OECD 학습개념틀에서 교육적 지
향점은 개인과 사회의 웰빙(well-being)으로 삼고 있다. 종전의 논의에서 교육의 목적이
주로 직업을 위한 준비 또는 국가 경제발전과 연결되던 것을 고려할 때, 교육 2030에서
교육의 목적은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OECD 교육 2030에서 특이한
점은 미래 사회에서는 학생들이 미래를 만들어 가는 역량을 강조하면서 (핵심역량이 아
니라) 변혁적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변혁적 역량으로는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 책임감 갖기라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변혁적
역량을 강조하는 것은 OECD 교육 2030에서 (2030년으로 상정하고 있는) 미래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불확실하며, 복잡하고, 불명확한(VUCA: volatile, uncertain,
complex, and ambiguous)”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윤종혁

외, 2016: 38). 세 가지 변혁적 역량의 간단한 의미는 아래와 같다.

<표 Ⅱ-2> OECD 교육 2030의 변혁적 역량의 의미
변혁적
역량

세부
내용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

책임감 갖기

보다 나은 삶(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해서 혁신적일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 새로운 직업 또는 서
비스 창출, 새로운 지식･통찰･기술･해
결책 개발, 그리고 새로운 시각이나 전
략을 오래된 또는 새로운 문제에 적용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함. 새로운 가치
를 창출하는 학습자는 현재의 상태
(statue quo)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
른 사람과 협력하며, 새롭게 생각하려
고 노력함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요구들 속에서 조
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 얼핏 모
순되거나 상충되는 아이디어, 논리, 입장
간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고, 단기적･장
기적 시각에서 행동의 영향력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됨. 이런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반대되는 입장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에 대
한 논리를 발달시키며, 딜레마나 갈등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

본인 행동의 윤리
성에 대해 고려하
는 능력.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신
의 경험, 교육, 그
리고 개인적･윤리
적･사회적 목표에
비추어 성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 출처: OECD(2019)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정리함.

또한,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기 위해서 인지적, 사회･정서적, 신체적 기초를 다지는
것을 강조하면서, 핵심기초능력(core foundations)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핵심기초로
는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건강 리터러시를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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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미래는 평생학습사회이므로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계속해서 역량을 개발
해 갈 수 있는 능력을 내면화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측(Anticipation)-실행(Action)-성
찰(Reflection)로 구성된 역량을 개발해 갈 수 있는 순환적 학습 과정(A-A-R)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OECD 학습개념틀에서는 역량을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로 구분하고,
그 하위 범주를 제기하고 있는 점은 의미가 깊다. 구체적으로, 지식은 학문적, 간학문적,
인식론적, 절차적 지식으로, 기능은 인지적･메타 인지적, 사회･정서적, 신체적･실용적 기
능으로, 그리고 태도와 가치는 개인적, 지역적, 사회적, 지구적(global) 수준으로 구분하
였다.
OECD 학습개념틀 2030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개념은 학생 행위주체성(student
agency)이다. 학생 행위주체성은 개인적･사회적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목적의식, 성찰적인 태도,
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 책임감을 구성요소로 한다(OECD, 2018 29/ANN2: 66). OECD
교육 2030 사업에서는 교육이 학생들의 행위주체성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
고, 학생들의 행위주체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 또는 학습이 어떠해야하는지를 탐색하
는 것을 2주기(2019년~) 사업의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학생들이 행위주체성을 함양
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며, 또래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상호지원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이상은 외, 2018: 100). 이처
럼 또래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학습자로서 상호 작용하고 상호지원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협력적 행위주체성(co-agency)으로 명명하고 있다.
OECD 교육 2030의 제 6차 비공식 작업반(IWG) 회의 자료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교

육”에 대한 설명이 추가된 바 있다(최수진 외, 2017: 63). 즉, 교육 2030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교육”의 상으로 (1)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으로 (경제적 성취에 비해) 보다 넓은
목표(개인과 사회적 웰빙)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2) 공공성(common goods)을 위한 교
육, (3) 행위 주체성(agency)을 위한 교육, (4) 전인교육, (5) 평생 학습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교육, (6) (결핍이론에 바탕을 둔 교육이 아니라) 성장을 중심에 둔
교육, (7) 실생활의 이슈와 함께 하는 교육, (8) (많이 배우는 것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한 교육, (9) ‘단상 위의 성인’에서 ‘기다려주는 조력자(guide on the side)’로 교사의
역할 변화, (10) “학생 성공”에 대한 재검토: 학업 성과에서 학습 과정(학습･학교에 대한
내적 가치, 태도, 만족도)으로 제시하고 있다(OECD, 2017: 11-13; 최수진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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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OECD 학습개념틀 2030과 교육 2030에서의 교육 패러다임을 고려할 때, 교육
2030 사업이 지향하는 교육/학습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Ⅱ-3> 교육 2030이 지향하는 학습의 방향
구분

교육의 비전 및
목적

E2030에서 지향하는 방향
∙
∙
∙
∙
∙
∙

개인과 사회의 웰빙(not 국가 경제성장, 직업을 위한 교육)
공공성, 학생 행위주체성, 책임감 있고 참여하는 시민 양성
전인교육
평생학습자
성과/결과 보다 과정 중시
(교사, 학부모, 행정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

학생상

∙ 성장 중심(not 결핍)
∙ 행위주체성, 평생학습자
∙ 책임감 있고 참여하는 시민

교사상

∙ 조력자로서의 교사
∙ 학생들과 함께 배울 수 있는 역량, 학생들이 전인적 인간, 행위주체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설계･조력하는 역할

학습내용 및
방법

∙ 지식, 기능, 태도 & 가치
∙ (지식) 특정 학문의 세부 지식보다 학문 내 및 여러 학문을 아우르는 핵심개념, 패턴 이해
&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와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
∙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적응력, 창의성, 호기심, 열린 마음),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시스템
사고, 디자인 사고, 협동, 주체적 사고), 책임감 갖기
∙ 학습방법의 학습(A-A-R)
∙ 핵심 기초(인지적, 사회정서적, 신체적 기초: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건강 리터러시)
∙ 실생활과 연계된 학습
∙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not 많은 내용 배우기)
∙ 행위주체성, 협동을 발휘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학습 프로젝트를 설계 및 경험할 수 있도록
학습의 장 마련

학교 밖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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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agency 필요
∙ 학생 행위주체성 함양 그리고 나아가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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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교육혁신 정책: 제도권 안과 밖

우리나라에서 학교 교육혁신 정책은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교육혁신 정책은 크게
제도권 안에서 추진된 정책과 제도권 밖에서 추진된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혁신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의 교육혁신 정책 등은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진 교육혁신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대안학교는 제도권 밖에서 부각되어
나타난 교육개혁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 중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자율
형 공립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의 교육혁신 정책들은 정부에서 주도한 Top-down 정책
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혁신학교와 대안학교는 학교의 변화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탑다운 방식에 저항하여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공유하는
바가 있다(백병부 외, 2018: 3).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된 제도권 안팎의 실
천들이 교육혁신과 연결되는 지점을 찾아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 혁신학교와 교육혁신
2009년 경기도에서 혁신학교 정책을 시행한 이래 다양한 학술연구와 정책연구가 수행

되었다. 혁신학교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류하자면, 대략 혁신학교의 도입이나 발전과정
등 실태와 운영현황을 조사하는 연구와 혁신학교 효과에 관한 연구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혁신학교의 도입, 운영과정, 실태와 사례나 특성에 관한 연구는 국내 혁신학교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예, 유주영 외, 2016; 이승호, 2017)와 경기도, 전라북도 등
특정지역을 사례로 선정하여 혁신학교의 태동, 운영실태, 성과 등에 관해 분석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박승배, 2012, 2014, 2017; 김수경, 2011). 혁신학교의 특성에 관한 연구
는, 혁신학교 내 교사학습공동체의 특성에 관한 연구(박상완, 2018), 혁신학교 교육실무
원의 특성에 관한 연구(최정희･홍창남, 2018)와 같이 세분화된 주제를 다루기도 한다.
다음으로, 전통적으로 학교교육에 관한 중요한 연구주제인 학력, 교육격차, 학교만족
도 등의 측면에서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성과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가 있다
(백병부･박미희, 2015; 심재휘, 2018; 원순아･엄기형, 2018). 백병부와 박미희(2015:
105)는 경기도지역 혁신학교가 교육격차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보고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혁신학교를 전략적으로 배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원순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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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형(2018: 57)도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여, 혁신학교 재학생의 경우 성적변화 추이에
있어 부의학력과 같은 가정배경의 영향을 작게 받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심재
휘(2018)의 경우, 혁신학교의 학교효과성이 혁신학교 일반화 이전에는 일반학교와 차이
를 보이지 않다가 일반화 이후 유의한 차이를 보이게 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아울러,
혁신학교의 확대와 함께 “‘무늬만 혁신학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승호, 2017:
192)과 함께 혁신학교 정책의 정체성 유지와 지속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이중현,
2017).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혁신학교 정책은 2009년 경기도에서 시작된 이래
2019년 서로나눔학교로 시작한 울산청을 포함하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5개

시도교육청1)에서 운영 중이다(박희진 외, 2018: 134). 선행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혁신학
교의 확대과정을 태동기(2009~2010), 확대기(2011~2014), 전국 확산기(2015~현재)로
구분하기도 한다(이승호, 2017: 196-198). 태동기는 경기도에서의 시작을 일컬으며, 확
대기는 소위 혁신학교 1기에 해당하는 6개 시도교육청(경기, 서울, 강원, 전북, 전남, 광
주)에서의 운영시기, 전국 확산기는 이후 전국으로 혁신학교 정책의 확산을 일컫는다(이
승호, 2017: 196-198).
한편, 우리나라 혁신학교 정책의 선두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의 혁신교육 정책은 1.0,
2.0을 거쳐, 세 번째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고하기도 한다. 2009년 혁신학교 정책을 도입

한 이래 꾸준히 확산되어 경기도의 혁신학교는 2018년 541개에 이르러 보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나현주 외, 2018: 3-4; 박희진 외, 2018: 134). 특징적인 것은 혁신학교의
교육실천이 확산이 학교 밖으로도 이어져 2018년부터 지향하고 있는 소위“경기혁신교육
3.0”에서는 학교안과 밖을 연계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형성을 꿈꾸고 있다는 점이다(나현

주 외, 2018: 3-4). 혁신학교를 필두로 하는 혁신교육 정책을 통해 공교육의 새로운 방향
을 제시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각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명, 지정 연도는 다음과 같다: 강원(강원행복더하기학교, 2011), 경기(혁신학
교, 2009), 경남(행복학교 2015), 광주(빛고을혁신학교, 2011), 대전(창의인재 씨앗학교, 2016), 부산(부
산다행복학교, 2015), 서울(서울형혁신학교, 2011), 세종(세종혁신학교, 2015), 인천(행복배움학교,
2015), 전남(무지개 학교, 2011), 전북(전북혁신학교, 2011). 제주(다혼디배움학교, 2015), 충남(행복나눔
학교, 2015), 충북(행복씨앗학교, 2015), 울산(서로나눔학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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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경기도 혁신교육 정책의 발전 과정
시기(년)

단계

2009~2014

경기혁신교육 1.0: 태동･ 정착기

∙ 혁신학교 도입 및 확산

2014~2018

경기혁신교육 2.0: 발전기

∙ 혁신학교 발전
∙ 학교 밖 혁신교육 확산

경기혁신교육 3.0: 완성기

∙ 혁신학교의 보편화
∙ 학교안팎 연계 강화(경기꿈의학교, 경기꿈의대학,
몽실학교 등)
∙ 새로운 혁신교육 거버넌스 형성

2018~

주요 성과

※ 출처: 나현주 외(2018: 3-4)에서 발췌, 재구성

각 시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정의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시도에서 동 정책을 통해 다양한 의미에서 학교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
인다. 경기도에서는 “혁신학교 모델,” 인천, 충남, 부산에서는 “공교육 정상화 모델,” 광
주는 “공교육 성공 모델,” 전북은 “공교육 내실화 성공 모델,” 세종과 제주에서는 “공교육
혁신의 모델,” 충북에서는 “공교육 모델,” 경남은 “미래형학교”로 등 혁신하고 정책을 학
교의 “모델”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이중현, 2017: 138).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모델”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공교육정상화”를 제시하여, “미래형 학교”라는 단
어를 차용한 경상남도와 “강원교육 구현”을 제시한 강원도를 제외하고 거의 대다수 시도
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정책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꿈꾸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정책을 통해 지향하는 가치도 대동소이한데, 대다수의 시도
교육청에서 민주성, 공공성, 공동체성, 윤리성, 자발성, 전문성, 창의성, 지역성, 미래성,
다양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이중현, 2017: 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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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가치 비교
구분

민주성

공공성

강원

○

○

경기

○

○

경남

○

○

광주

○

공동체성

윤리성

자발성

○

창의성

○

전문성

지역성

○

○

국제성

○

○

○
○

대전

○

○

○

○

부산

○

○

○

○

서울

○

○

○

세종

○

○

울산

○

인천

○

○

전남

○

○

○

전북

○

○

○

제주

○

○

충남

○

충북

○

○

○

계

14

13

5

○

○

○

○

○

○

○

○
○

○

○

○
○

○
○

○

○

○
○

○

다양성

○
○

○

미래성

○
○

○

○

○

○

○
6

7

11

6

7

1

2

1

※ 출처: 박희진 외(2018: 139)에서 발췌, 재구성

이상 혁신학교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는 국제사회의 소위 미래핵심역량 논의나 우리나
라 국가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비교할 때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창의성 및 협업과 의사소통 역량을 포함하는 공동체성이 가장 명시
적으로 공통적인 요소에 해당하고, 미래핵심역량 중 ICT 활용능력 및 국가 교육과정의
지식정보처리 역량이 혁신학교의 가치 중 전문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혁신
학교에서만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가치도 있는데, 민주성이나 공공성 윤리성에 대한
강조가 그러하고, 국제성과 지역성, 미래성과 다양성이 그러하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시
민교육에 대한 파리선언문을 위시하여, 최근 국제사회에서 시민 역량에 대한 관심이 증
대하는 등, 시민성이 학교교육의 핵심적인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국제사회가 목소
리를 같이하고 있으며(Informal meeting of European Union Education Ministers,
2015),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을 인재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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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5) 이 또한 혁신학교만의 고유한 가치라기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Ⅱ-6> 미래핵심역량, 국가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및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가치 비교
구분

구성 요소

미래핵심역량 역량

비판적 사고력, 정의적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창의성, ICT 활용 능력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가치

민주성, 공공성, 공동체성, 윤리성, 자발성, 전문성, 창의성, 지역성, 국제성,
미래성, 다양성

※ 출처: 교육부(2015: 2), 정미경 외(2016: 63), 박희진(2018: 142)에서 발췌, 재구성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혁신학교의 실천의 양상을 확인하여 교육혁신의 시사점을 얻고자
교육목표, 학교특성 및 구성원, 교육과정과 방법 및 성과 등 세부 항목에 따라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목표

혁신학교의 경우 지역별로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다수 시도교육청에서
“공교육 정상화”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재의 문제와 한계를 극

복하여 정상화하는 동시에 이상적인 학교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혁신학교 모델의 모태이자 뿌리라 할 수 있는 경기도 혁신학교의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혁신학교는 크게, 교육내용과 수업평가를 포함하는 “교육과정 혁
신,”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포함하는 학교의 “민주적 운영,” 교사 “학습공동
체” 활성화, 권한위임을 골자로 하는 “자율운영” 네 가지를 혁신교육의 목표이자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중현, 2017: 84). 또한, 혁신학교 실천가들은 이상 네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할 교육목표이자 과제임을 강조하며, 한가지만을 추구하는 것은
가치의 왜곡이나 편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계하기도 한다(이중현, 2017: 85).

2) 학교특성 및 구성원

혁신학교 운영의 모태이자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의 혁신학교의 경우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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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학교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과 권위의 이양 등 자율적
운영이 매우 중요한 학교 운영의 특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중현, 2017: 84). 또한,
교사의 학습공동체를 강조하여 교육과정 운영이나 생활지도에서 상호협력과 집단지성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학교특성으로 꼽힐 수 있는데(이중현, 2017.), 선행연
구에서는 혁신학교에서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육실천의 질 향상 및 혁신의 동력이 되는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박상완, 2018: 110).
일반학교와의 비교를 통해 이상 혁신학교의 학교 및 구성원 간 관계의 특성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교육종단연구에서는 교사의 사기나 열의, 민주적인 학교운영
측면에서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강호수 외,
2017), 서울지역 혁신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되어,

교사들은 대체로 학교운영의 민주성에 높은 수준의 만족도(4.32/5.00점)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노철현 외, 2016: 547). 전북지역 혁신학교에 관한 박승배(2017: 245)의 연
구에서도 비슷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교사와 학부모들이 학교의 민주적 협의
문화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표한 것으로 드러났다(4.34/5.00점).

3)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혁신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양화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며(한국교육
연구네트워크, 2015: 76-82), 시민성, 고등정신능력 및 정의적영역의 함양을 강조하며,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학생중심’의 운영에 방점을 둔다(이중현, 2017: 108-110). 실제
경기교육종단연구에서는 학습자 중심 수업의 정도의 측면에서 일반학교에 비해 혁신학
교가 높은 수준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강호수 외, 2017), 혁신학교 중학생의 높은 학교
만족도와 적응 수준은 혁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자 중심 수업 방법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정혜린 외, 2018: 289-291). 또한, 전북혁신학교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박승배(2017)의 연구에 따르면, 전북 혁신학교에서는 미래핵심역량의 강조, 수업
활동에서의 수업공동체 형성 노력 등이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 내용 및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육과정 통합운영의 실제
적 방안이나 가이드 및 교육과정 내용 및 운영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평가 체제 구안
등에 관한 고민과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노철현 외, 2016: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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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성과

혁신학교의 교육성과에 대하여 학업성취의 측면을 일반학교와 비교한 연구에서는 대
체적으로 교육격차 감소에의 기여, 부의 학력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효과의 상쇄효과
등을 보고한 바 있다(백병부･박미희, 2015: 105; 원순아･엄기형, 2018: 57). 선행연구 중
에는 학업성취와 함께 학교만족도 및 정의적 영역의 성취를 포함하여 혁신학교의 교육성
과를 확인하고자 수행된 연구도 있다. 경기도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혁신학교의 효과
성을 분석한 심재휘(2018: 184)에 따르면, 혁신학교 초기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교육효
과가 2013년 시기 소위 일반화시기 이후 지정된 혁신학교에서 확인되어, 혁신학교 재학
생들이 일반학교 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성취와 학교만족도를 보이는 것으
로 드러났다. 그러나 주도성, 창의성, 공동체의식 등 정의적 영역의 성취에서는 일반학교
와 혁신학교 재학생들 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의
식 전국단위 표집을 통해 살펴본 바 혁신학교여부에 따라 공동체역량이나 의사소통역량
에 차이가 없으며 시민의식 수준에도 차이가 없다는 전국단위 경험적 선행연구의 결과와
도 일치한다(박희진 외, 2018; 184-190).
비록 학교 운영의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민주적 절차나 자발적 참여 등이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에서의 성취로 확인되지는 못하였으나, 경기도의 경우 교사의 사기나 열의,
민주적인 학교운영, 학습자 중심 수업의 정도 등의 측면에서 꾸준하게 일반학교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강호수 외, 2017), 전북지역과 서울지역 혁신학교
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박승배, 2017; 노철현 외, 2016). 혁신학교의 교육
적 성취에 관해서는 보다 다차원적인 접근과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 자사고와 교육혁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는 1974년 고교평준화 도입 이후 획일적으로 통제
되던 교육과정, 교원 인사, 학사 운영 등에 관한 자율성을 학교에 부여하고, 그 책무성을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받는 사립학교 모형이라 할 수 있다(강영혜 외, 2011).
자사고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정제영･박주형, 2015),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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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도입되었다(심재휘･김경근,
2017). 이러한 자사고 정책에 대해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사고

가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교육의 보편성과 형평성
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의 불필요한 경쟁 유발과 학교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자사고 정책은 태동에서부터 교육의 가치 갈등을 내포한 정책이
라고 할 수 있으며(정제영･박주형, 2015), 최근까지도 고교 다양화 정책을 둘러싼 집단
간, 계층 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사고 정책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김영삼 문민정부의 1995년 5.31교육개혁안 발
표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설립 제안이 있었고,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 자립형 사
립고 시범운영이 되었으며,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시범 운영 연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 제도를 도입하였다(김성열, 2015). 자사고의 뿌리는 2002년 지정된 자립
형 사립고에 찾을 수 있다. 오랜 논란 끝에 건학 이념이 분명하고, 재정이 튼튼한 6개교
가 시범 운영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고교다양화 정책을 통해 학생의 학교선택권
제고, 학교 간 건전한 교육 경쟁 유도,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기대하면서, 2009
년 20개교, 2010년 5개교, 2011년 26개교, 총 51개교의 자사고를 지정하였다(양승실
외, 2012; 이재덕 외, 2018). 그러나 일부의 자사고는 운영 과정에서 정원 충원과 재정
문제 등의 이유로 일반고로 전환되어 2019년 10월 현재 전국단위 선발 자사고 10개교와
시도단위 선발 자사고 32개교를 포함하여 총 42개교가 운영 중이며, 2020년부터는 서울
의 경문고, 대구의 경일여고, 전북의 군산중앙고와 남성고는 일반고로 전환되어 총 38개
교가 운영될 예정이다(장세풍, 2019.07.16.). 한편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고교 유형을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자율형 사립고, 자율
형 공립고)로 단순화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0.06.22.).
자사고 정책을 살펴보면, 자사고 지정권한은 교육감에게 부여하되 교육부 장관과의 사
전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선발 방법은 지역별 차이가 있는데, 서울 이외의 지역은 1단계
교과 성적, 2단계 교과 성적과 면접으로 선발하며, 서울시 소재 자사고(전국단위 하나고
제외)는 2018년 지원 조건인 상위 50% 이상의 성적제한이 폐지되어 추첨과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교육과정 운영은 필수 이수단위의 50% 범위 내에서 운영의 자율
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재정운영 측면에서 학생납입금은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
되, 법인전입금은 서울시와 기타 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는 학생납입금 총액의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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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역에 소재한 학교는 3%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자사고는 5년 단위로 재지정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강영혜 외, 2011).
선행연구 분석을 중심으로 자사고 실천 과정의 논란을 살펴봄으로써 교육혁신 시사점
을 찾고자 교육목표, 학교특성 및 구성원,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교육성과 등의 세부 항
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7> 시･도별 자사고 지정 운영 현황
시도명

학교명

(학교수)
서울(22)

경문고, 경희고, 대광고, 동성고, 배재고, 선덕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양정고, 장훈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현대고, 휘문고, 이대부고, 보인고, 세화여고, 이화여고, 하나고, 한양대부속고,

부산(1)

해운대고

대구(3)

경일여고, 계성고, 대건고

인천(2)

인천포스코고, 인천하늘고

대전(2)

대전대성고, 대전대신고

울산(1)

현대청운고

강원(1)

민족사관고

경기(2)

안산동산고, 용인외대부고

충남(2)

북일고, 충남삼성고

전북(3)

남성고, 상산고, 군산중앙고

전남(1)

광양제철고

경북(2)

김천고, 포항제철고

총 42개교

4개교(서울 경문고, 대구 경일여고, 전북 군산중앙고, 전북 익산고)는 2020년 일반고로 전환 예정임.
2020년 38개교 운영 예정임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2018)의 현황 자료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가) 교육목표
자사고는 ‘학교운영의 자율화’, ‘교육과정 특성화’,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 추구’, 그
리고 ‘교육 수요자의 학교선택권 보장’이라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도입되었다(김성열,
2015). 기존의 고교 체제는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없고, 다원화 사회로 발전하

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흐름을 반영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자사고는 교육수요자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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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선택받기 위해 계속해서 경쟁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김성열, 2015). 그러나 이러한 취지의 자사고 도입은 다양한 논란을 불러오고 있
다. 자사고는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력격차를 심화시켰고(김경근 외, 2014),
학업 수준이 낮은 일반고 학생의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박선환･안선희, 2013), 자사고
지정 취지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지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교육중점은 학업성취
도 제고에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재덕 외, 2018). 또한 자사고는 기존의 특목고에
더하여 대입 전형의 우위를 점하는 고교 유형이 팽창하는 결과를 가져와 고교의 수직적
서열화와 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심재휘･김경근, 2017; 김경근 외, 2014).
또한 자사고의 학생 선발은 결과적으로 우수 학생을 독점함으로써 일반고 황폐화를 가져
온다고 비판받고 있기도 하다(김양분 외, 2012). 이처럼 선행 연구는 자사고 지정확대가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자사고에게 주어진 교육과정 자율화와 특성화는 입시위주의 교
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자사고의 다양성과 수월성이라는 교육목표에 대한 논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사고는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확보하고 획일성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
며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김준엽 외, 2013). 반면, 자사고 도입은 교육
의 형평성을 무시하고, 학생들의 경쟁을 부추기며,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져 사회 경제적
배경의 격차를 심화시켜 교육기회의 불균등을 초래하기도 한다(황준성 외, 2013). 수월
성과 형평성은 교육철학과 교육정책 논의에서 중요한 가치(송진주 외, 2018)라는 점에서
이러한 논쟁은 설득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 김인회와 이혜진(2016)은 개인의 능력 신장
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우수 인재 양성 목적의 수월성과 교육
기회의 평등,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 등의 사회통합에 목적을 둔 형평성은 교육개혁과 교
육정책에 있어 반복되는 담론이라고 말한다.
위에서 살펴 본 것 같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자사고가 교육목표와 모순되는 학교운
영을 하여, 교육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자사고의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은 학교가 자사고만의 특성에 맞는 생활지도, 진로
지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교 구성원들은 학교의
독특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높은 만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황준성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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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특성 및 구성원
학생과 학부모는 어떤 이유로 자사고를 선택하는가?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
교 선택의 이유를 우수 학생들과 공부(37.3%), 높은 수능점수(17.5%)로 응답하여 학업적
이유가 5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의 경우도 우수 학생들과 공부
(38.3%), 높은 수능점수(12.4%)로 응답하고 있다(이재덕 외, 2018). 박효정 외(2016)는

자사고 운영 실태의 특징 연구에서 자사고 교사들은 자사고 지정 취지를 특색 있는 교육
과정 운영이라고 인식(54.5%)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교육 중점은 학업성취도
제고(42.%)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사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학업
성취 요구가 크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의 지나친 요구는 자사
고 본래의 교육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편 자사고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가 큰 만큼 교사의 소진을 경험하고 있었
다(박효정 외, 2016). 교사의 학교생활 어려움 정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중한 업무 부
담(3.94)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인센티브 부족(3.91)을 들었다(박
효정 외, 2016). 자사고는 ‘일반고 3배의 등록금’이라는 것 때문에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가 크다. 그에 따라 교사들은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학교에 투여하
고 있으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자사고 학생의 수업 만족도와 학교 상담 등 생활지도 만족도, 교우관계 만족도,
그리고 학생과 교원 간의 만족도는 자공고, 일반고, 특성화고 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황준성 외, 2013).

다)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자사고는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이용하여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자사고의 입장에서는 자사고 지정 초기에는 교육과정 편성
에 자율권이 있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시행하면서 자사고도 일반고와 같이 국어,
영어, 수학 등 기초교과 영역의 이수단위가 총 단위의 5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사실상 일반고와 유사한 교육과정이라고 여기고 있다(한국일보, 2019.7.29.).
허숙(2013)은 미래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자율화와 다양화라고 주장한다. 그동안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획일적 학습체제를 벗어나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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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학교 현장에
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교육의 관점에서
는 자사고에 대한 교육학적 논의가 다각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사고의 교육과정
편법 운영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미래교육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라) 교육성과
자사고 관련 연구에서 대표적인 논란은 자사고의 높은 학업성취가 학교효과에 기인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김양분 외(2012)는‘서울교육종단연구’자료 분석을 통해 일반고가 학
교효과 측면에서 자사고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사고의 선발효과를 최대한 통
제한 상태에서 자사고와 일반고의 학업성취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자사고 학
생이 학업성취가 높은 것은 학교효과보다는 선발효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박윤
수, 2014; 김회삼 외, 2015). 또 다른 연구(김경근 외, 2014; 변수용･주영효, 2012)는 자
사고 확대 후 발생한 학교 간 학력격차는 가정배경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수월성 교육의 결과라기보다는 선발효과에 기인한 것이라는 선행연구 결과
와 일치한다.
심재휘와 김경근(2017)은 고교유형에 따른 학업성취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는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한 선발효과에 있음을 깨닫고, 자사고의 학교효과에 대한 환
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박세준 외(2019)는 혁신학교와 특목고, 자사고, 일
반고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성취에 관한 종단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학교
유형 별 인지적 정의적 성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성취 수준은 특목고와 자사고
가 높았다(박세준 외, 2019). 그러나 시간의 변화의 차이에 따른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혁
신고와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 간의 영어, 수학 학업성취도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세준 외, 2019).
한편 송진주 외(2018)는 특목고와 자사고 진학희망 집단과 비희망 집단 비교 연구에서
두 집단 간 학업성취도와 교육비 격차가 존재하지만, 이를 이유로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
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학업성취도와 교육비 영향력을 감소시
키는 선발방식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무조건적 자사고 폐지는 학교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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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사고는 고교평준화를 무너뜨리고 성적 우수자들을 독식함
으로써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교육격차와 교육 불평등을 초래했다는 연구 분석이 대부
분이지만, 한편으로는 고교 교육의 다양성 실현,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증대, 교사의
열의 향상 등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자사고는 외부 압
력 없이 변화하기 어려운 공립학교와는 달리 학생의 특성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수
용하여 혁신적인 학교운영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자사고가
지닌 교육혁신의 가능성과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잠재력은 앞으로의 고교체제의 경쟁력
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사고 제도는 태
동시기부터 다양성 및 수월성 추구에 대한 보편성 및 형평성의 가치 갈등 정책이다. 우리
는 그동안 교육정책에 대한 첨예한 가치 갈등을 경험해 왔다. 그러나 이제 가치 갈등은
다원화 시대의 주요 기제로서 전체주의의 획일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송경오, 2018). 자사고와 관련한 갈등 또한 풍성한 숙의 과정을 통해 접근해나
간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송경오, 2018).

다. 자공고와 교육혁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이하 자공고)는 공립 고등학교의 운영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
하여 교육과정의 특성화･다양화를 실현하려는 교육혁신 정책으로서, 2007년부터 시범
운영되었던 개방형 자율학교를 발전시킨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08.23.). 또한 자공고는 고교평준화 이후 획일화된 고교 체제를 보완하면서, 새롭게

부각된 자율형 사립고 정책에 대한 대응적 차원에서 논의되었다(김태연･한은정, 2013).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 이후로 고등학교 생태계가 급속히 서열화,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공교육 육성시책의 하나라 할 수 있다(박휴용,
2016).

이러한 자공고 정책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자공고는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
하기 위해 학교 유형의 다양화를 위해 추진하는 자율학교 정책과 맥락이 유사하다. 정부는
1997년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으로써 자율학교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1999년에

는 15개 자율학교 지정하면서 자율학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이후 2007년에는 개

37

교육 혁신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교육 실천 과제

방형 자율학교가 도입되었는데, 개방형 자율학교는 평준화 체제의 일반학교와 유사하면
서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학교혁신을 도모하는 모델로 여겨졌다(홍창남 외,
2011). 2008년 개방형 자율학교는 자공고로 정책 명칭이 변경되었다(김태연･한은정,
2013).

자공고 관련 연구는 공립학교 혁신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관심을 받지 못하여
미미한 상황이다.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공고의 교육목표, 학교특성과 및
구성원,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그리고 교육성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미래교육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가) 교육목표
자공고는 공교육의 시스템 내에서 5년 간 재정 지원, 교원 인사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한 정책으로 추후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시사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
부, 2012.08.23.). 이를 통해, 자공고는 “교육과정 다양화 및 특성화, 인성지도 및 진로지
도 강화, 학업성취도 제고를 통한 교육 격차 해소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08.23.). 자공고는 공교육 살리기 일환으로 마련된 학교 유
형이다. 홍창남 외(2011)는 자공고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안
하고 있다. 홍창남 외(2011)는 자공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이 학교 운영 비
전 및 목표를 공유하고,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교사 초빙 제도와 과중한 업무에 대한
대책으로 인센티브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나) 학교특성 및 구성원
자공고는 풍부한 재정지원,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사 초빙권 등의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공립 일반고보다는 우수한 교육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홍창남
외, 2011). 이러한 교육 여건의 격차로 인하여 일반고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
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특목고, 자사고, 자공고로 빠져나가 일반계고가 더욱 부
실해질 것이라고 우려되기도 한다(홍창남 외, 2011).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공고
에서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 학교 평판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홍창남 외, 2011), 자공고를 도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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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한편, 교사들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그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으로 자공고 근무를 기피하고 있었으며, 자공고 도입 취지와 달리 학생과 학부
모의 입시성과 중심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으로써 교사들은 전인교육과 입시교육 사
이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홍창남 외, 2011). 한편 박휴용(2016)은 자공고 사례 분석
을 통하여 정체성과 담론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박휴용(2016)에 따르면, 학교 구성
원들의 정체성은 학교마다 나름의 방식으로 역동적인 긴장관계를 형성하며, 그러한 긴장
상태를 통해 그 공동체의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노력
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자공고 구성원들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맺으며,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

다)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전술한 것처럼, 자사고가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받으면서 공립
일반고들의 소외와 반발을 불러오게 되었고, 공교육 살리기 차원에서 자공고 발전 모델
을 제안하게 되었다. 자공고는 공교육 혁신 모델이었지만, 지역적으로 소외되거나 기피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소외된 지역의 소외된 학생을 위한 ‘주변부’ 학교 살리
기 일환이 되기도 하였다(박휴용, 2016). 따라서 자공고의 교육과정은 이를 반영하는 것
이어야 했다. 기존의 일반고는 인문, 자연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어 예체능, 직업진로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미흡하였는데 자공고는 교육과정의 자율권 및 별
도의 예산을 통해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었으며, 특성화고 등의 입학경쟁에
서 소외된 학생들이 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진로직업교육이 적극적으
로 도입되었다(박휴용, 2016).

라) 교육성과
김태연과 한은정(2013)은 2011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력 향상 상위 100개교 가운데 자
공고(9.5%)가 자사고(9.3%), 일반고(6.7%), 특목고(4.8%)보다 많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자
공고의 성취 결과가 진정 학교의 교육적 노력인 학교효과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러나 분석결과, 학교 효과는 적었고, 이러한 결과는 선발 효과에 기인하였다고 보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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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태연과 한은정(2013)은 자공고 정책이 교육과정, 인사, 재정 등의 측면에서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원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공고의 학업성취도, 창의성, 진
로성숙도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상당수의
자공고에서 실시하는 창의성 및 인성, 진로교육이 이벤트성이거나 백화점식 단기 프로그
램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정수현 외, 2012).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미래의 자공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자
공고는 많은 재정 지원과 인사 및 교육과정 운영 자율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단계별 자원 활용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방법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자공고는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차별화된 교육 수요자를 만족시키는 기제로서의 학교가
아니라,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학생들의 특색 있는 성장을 돕는 학
교여야 한다.

라. 일반고와 교육혁신: 일반고 교육력 제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고교학점제 등
특목고 및 자사고의 확대, 특성화고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으로 일반고가 오히려 역차
별을 받고 있으며, 일반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반고의 교육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일반고의 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논의와 정책이 꾸준하게 전개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2009)는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를 통
해 고교 유형을 일반계고2),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의 4개 유형으로 정비하고, 그 중
일반고 교육력 제고를 위한 영어･수학 과목 무학년제･학점제 운영, 고교 최소 학업성취
수준 설정, 고등학교 대학과정(highschool schollege) 설치･운영, 대학과목 선이수제도
(university-level program) 확대, 교과교실제 운영 확대 등을 제시하였으며, 교과 중점

학교(과학, 영어, 예술･체육 교과) 운영 확대를 발표하였다. 이후 2010년에는 일반고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초･심화과정 운영 및 다양한 교과목 확대 개설을
골자로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이 추가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04.09.). 2010년에
발표된 기초･심화과정 운영과 선택과목 확대 방안은 무학년제･학점제 운영과 맥락이 유
2) 공식적인 용어는 ‘일반계고’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맥락에 따라 일반고 및 일반계고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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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시범운영되었지만, 일반고에서 시행하기에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중장기 과제로 유보되었다(김주아･김홍원, 2012: 23).
2012년까지 운영된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이 일부 학교 및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 형태였다면, 2013년부터는 2016년까지 운영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은
전체 일반고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었다(교육부,
2013.10.29.). 세부적으로 일반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 및 다양화, 진로직업교육

확대, 행정･재정 지원 강화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되었다(교육부, 2013.10.29.).
2017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은 교과중점학교 지원 사업, 전문대 연계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 사업과 통합되어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확대･이관되었으며(최수진
외, 2018). 이밖에도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에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
영 지원을 통해 일반고의 교육과정 다양화를 지원하고 있다(최수진･김주아, 2019). 또한
2017년부터 고교 체제의 개혁을 위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다(교육부,
2017).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 개편을 넘어 고교교육체제 전반을 뒤흔드는 변화를 수반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동엽, 2018). 위에서 정리한 교육혁신 정책들은 비단 일반고
에만 국한된 정책들은 아니지만, 일반고의 교육 혁신에 초점을 두고 펼쳐지는 정책적 노
력이라고 볼 수 있다.

가) 교육목표
일반고의 교육 혁신에 관한 정책들의 각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근간에는 고
교 교육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교육목표가 존재하고 있다. 즉, 일반고도 특목고, 자
사고 못지않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고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선발 및 교육과정 편
성･운영, 대학 입시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목고 및 자사고 뿐만 아니라 직업계고에
비해서도 역차별을 받는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고의 해결과제들을 발굴해
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학교특성 및 구성원
일반고는 학교의 특성을 규정짓기가 쉽지 않다. 특목고, 자율고, 직업계고, 대안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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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정체성이 뚜렷한 다른 학교 유형들과 차별화된 ‘대다수의 일반 학생’들을 아우른다는
측면이 학교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의 구성원 역시 마찬가지로 특정하기가
어렵다. 일반고 역시 교육과정 다양화 및 특색화를 추진해오면서, 그리고 각 지역사회의
여건에 맞게 발전해오면서 일반고라는 용어로 포괄하기 어려운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일반고의 구성원은 별도의 학교 선택 및 학생 선발 단계를 거치는 타 학교
들에 비해 상당히 다양한 편이다.

다)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일반고의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따르며, 특목고 및 자율고 등처
럼 추가적인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부여받지는 않는다. 일반고의 교육혁신 정책들은 학교
의 교육과정 다양화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특히 최근 강조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서는
일반고 역시 학생의 진로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
고 있다.

라) 교육성과
일반고의 교육성과는 학교교육 자체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대학 입시에서의 성과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고는 다양한 일반고의 교육 혁신 정책들이 지원되고 있지만,
학교교육의 질적 발전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
제의식 하에서 최근 고교학점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고는
학생 선발 단계에서 특목고 및 자사고보다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일반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대학 입시 성과는 유
의미하게 좋다고 보기 어렵다.

마. 대안학교와 교육혁신
대안학교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학교교육 변화 방향의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측면에
서 혁신학교와 공통분모가 있다(백병부 외, 2018: 3). 하지만 혁신학교는 공교육 내에서
학교교육 개혁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도입된 반면, 대안학교나 대안교육은 공교육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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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혁신을 모색한다는 측면과 함께, 학교부적응이나 중도이탈자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기능도 아울러 수행한다는 측면(김성기, 2017: 16-17; 이은주, 2017: 190)에서 차이가
있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대안교육이나 대안학교의 교육목표와 철학을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고유이념추구형, 생태학교형, 재적응형, 자유학교형”
으로 분류하거나, “자연친화형, 수월성 추구형, 재적응형, 전인교육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이종태, 2001; 남기석･김영화, 2005, 백종면, 2016: 118에서 재인용).
하지만 이 또한, 크게 대안적 교육목표를 지향하는가, 혹은 공교육에서 개인이 봉착한
문제의 해결이나 여타 전략차원에서 이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고유이념추구, 생태학교, 자연친화, 전인교육, 자유학교 등은 이념과 지향의 측면에
서 기존 학교체제와 교육실천의 대안적 가치에 대한 추구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
며, 재적응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남기석과 김영화(2005: 194)의 연구에서
는 대안교육을 통한 수월성 추구를 “재능실현”의 다름 아닌 것으로 조작 정의하여 특정
교과 우수아 교육이나 교과외 분야 우수아교육을 대안학교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제시한
다. 그러나 대안교육 기관이 단시간 내에 급증하면서, 전통적인 견지에서의 대안적 가치
지향이나 특성을 벗어나 영재교육을 표방하거나 명문대 입학과 해외 유학을 목표로 내세
우며 학생들을 유인, 입시학원화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남인,
2007.02.14., 김경근, 2008: 46에서 재인용).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를 두고 한국사회에

서 대안교육이 교육열 발산을 위한 새로운 대상으로 부각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김경근, 2008: 46).

첫 대안학교인 1958년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가 설립된 이래, 1998년 2월 대안교육 특
성화 중고등학교 운영의 법적토대 마련, 2005년에는 “대안학교”가 법정 용어가 되는 과
정을 거쳐, 우리나라의 대안학교 교육은 상당한 발전과 확대를 경험한 바 있다(나윤경,
2016: 42; 백종면, 2016: 118). 이와 함께, 대안교육 혹은 대안학교에 관한 연구도 증가

세를 보였는데, 1990년대 중반 시작된 이래 1990년대 말 학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여
200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 2000년에서 2016년 사이 발표된 연구물을

중심으로 하여 주요 연구영역을 살펴본 결과, 가장 활발하게 수행된 주제는 대안교육의
내용과 방법(27%), 교육설립･운영(25.6%), 교육성과(23.6%), 교육이념･철학(11.3%)에 관
한 연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종면, 2016: 128).
그러나 최근 신입생 감소, 혁신학교를 위시한 공교육의 변화, 학교밖 센터의 확충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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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안학교는 침체기 혹은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백종면, 2016: 118; 이은주,
2017: 190-191). 또한, 짧은 기간, 급속히 확산되어 대안교육시설들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으나 어디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쉽지 않다는 우려를 동반한다(김성기,
2017: 16; 백종면, 2016: 118). 또한, 학업중단율이 최근 급증하고 있지만, 대안학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재적응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법적 제
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성기, 2017: 1).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대안학교나 대안교육 기관에서는 흔히 알려진 공
교육의 대안이나 혁신이나 학교부적응이나 중도이탈자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다양한 이
념을 추구하거나, 다양한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
서 대안학교가 추구하는 가치도 학교마다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함에도 공통적인 가
치지향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인적 인간 양성,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에 대한 고려, 생활
체험 중시,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연계, 공동체 의식 강조 등을 꼽을 수 있다(백종면,
2016: 118; 이은주, 2017: 192). 예를 들어,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풀무학교의 사례를

소개한 선행연구를 보면 풀무학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중요한 학교
운영 전략이자 교육목표로 삼고 있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실천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홍영란 외, 2018: 79). 대안학교에서 추구하는 대표적인 가치인
지역사회 연계, 체험과 실천, 학생중심의 교육활동이 어우러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안학교의 가치지향과 이념에 대해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거나, 각 학교가
자신만의 살아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있기도 하지만, 동
시에 학교 간 간극이 너무 크다는 점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은주, 2017: 193-194). 그리고 대안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나 이념의 다양성과 특이성이

갖는 넓은 스펙트럼에 대한 허용과 존중을 주장하는 입장과, 보다 총체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지향에 대한 추구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은주, 2017).
때문에 대안학교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나 실천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대안학교와 혁신학교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서술들
을 통해 일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대안학교와 혁신학교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은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혁신학교가 대안학교의 기능을
흡수하여 대체하고 있으며, 나아가 혁신학교의 확대가 대안학교의 위기를 야기했다고 보
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대안 교육적 가치를 실천하기에 혁신학교의 기능은 아직 미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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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라 보는 견해도 있다(나윤경, 2016: 42).
이와 같이 대안학교와 혁신학교의 관계에 대한 견해들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한편, 이
러한 견해들은 대안학교와 혁신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제
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대안학교와 혁신학교가 상호보완적이거나 대체가
능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견해는 대안학교와 혁신학교가 가지는 교육적인 지향점
과 기능이 상당히 중첩된다는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안학교와 일반학교
간에도 “교육다운 교육”이라던가 “사람다운 사람”에 대한 시각이나 이론적 차이가 존재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실제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와 방식의 차이라는
견해도 있다(조용한, 1998; 이은주, 2017: 195에서 재인용). 결국 대안학교는 일반학교와
비교해 볼 때 교육적 이상에서 차이를 보인다기보다, 이를 실행하는 방식과 이에 대한
구성원의 의지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며, 혁신학교와 가지는 공통점이 많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의 학교현장에서 조차 교육이념이 의도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의 원인을 인성교육과 경쟁력 간 갈등,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부족, 교육이념과 실천 간 간극이 꼽히고 있다는 보고(이은주, 2017: 217)가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인성교육과 학업성취 간 갈등, 교사의 질 제고, 교육이
상과 현실 간 괴리는 이제껏 우리교육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논의에서 빠
지지 않고 등장했던 문제점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안학교나 혁신학교를 학
교의 혁신과 교육의 이상 추구의 모델로 단순화하여 이상화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유
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 대안교육이나 혁신교육의 현장이 기
존학교와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이 교육적 이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천과 의지에
서의 차이라면 이를 만드는 작동방식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된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기관의 구체적 교육실천 양상을 확인하
여 교육혁신의 시사점을 얻고자 교육목표, 학교특성 및 구성원, 교육과정과 방법 및 성과
등 세부 항목에 따라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육목표
대안학교의 목표는 보다 다양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대안교육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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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의 교육목표를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크게 대안적 교육목표
를 지향하는가, 혹은 공교육에서 개인이 봉착한 문제의 해결이나 여타 전략차원에서 이
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대안교육 기관의 경우 명
문대 입학이나 해외 유학을 목표로 내세우며 학생들을 유인하여, 입시학원화 하는 경우
도 보고되고 있어(김남인, 2007.02.14.; 김경근, 2008: 46에서 재인용), 교육의 이상과는
거리가 먼 실천의 양상을 보이는 곳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학교특성 및 구성원
대안학교 및 구성원의 특성은 보다 다양하여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안적 교육목표
를 지향하는가, 혹은 공교육에서 개인이 봉착한 문제의 해결이나 여타 전략차원에서 이
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학교 운영의 특성도 다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선행
연구를 통해서 대안교육에서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학습자 유형과 대안교육 기관의 특성
을 엿보고자 기관의 종교적 특성, 학습자 유형, 학교 급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양상을
짐작할 수 있다. 백종면(2016)에 의하면, 종교적 특성을 가진 대안학교와 교육기관을 대
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비종립 기관을 대상한 연구의 1/3을 상회하며, 다문화가정 배경
을 가진 학생, 부적응 학생, 미혼모, 북한이탈 청소년 등 특정배경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대안학교 혹은 경험에 관한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학교급 측면에서는 중고 통합형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
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 인구특성의 변화와 함께 학습자의 특성이 다양화되
고, 이들의 교육적 요구가 다변화되는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안교육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대안학교나 대안교육 기관의 경우, 구성원의 학습요구와 필요 및 설립 목적 등이 보다
다양하여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은 또한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기존의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의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기숙사생활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장성화, 2014: 1). 대안학교 학생들의 기숙사생활은 생활지도, 인성교육의 강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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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중요한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성화, 2014: 1). 또
한, 대체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대안학교의 특성은 생활 밀착형 교육내용, 개별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과 가급적 학생참여의 강조 등을 적용,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병환･강대구, 2014: 155; 장성화, 2014: 9-10, 17). 김영
화(2015: 190)는 이러한 대안학교의 학생중심, 인성중심, 자기주도적 학습 강조 등의 운
영과 생활교육, 전인교육, 생태교육 및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 내용 구성이 공교
육에서 지향해야할 바이며, 특히 윤리교과에서 얻어야 할 시사점이 많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라) 교육성과
대안학교나 대안교육 기관의 경우 구성원의 학습요구와 필요 및 설립 목적 등이 보다
다양하여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등이 다양하다보니 기대되는 성과도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우선 학습자의 만족도 측면에서 대안학교 교육성과를 살쳐보면 선행
연구에서는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안학교 학습자 2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병환･강대구(2014: 155)의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대안학교 학생들은
일반학교 학생들에 비해 높은 학교 만족도를 보이는데 중도 진학자에 비해 처음부터 대
안학교에 진학한 경우 더욱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은 규모 학교의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 외 활동을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실･강영택(2011: 481, 508) 또한, 기독교 대안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적연구에서 대체로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고하고 있으며, 주요한 교육성과로 삶에 대
한 시각의 변화, 소규모 학교에서의 공동체 및 상호신뢰 형성 등 긍정적 인간관계 경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함양 등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생활 중 신앙과 인성
이 강조된 교육목표와 실제 학업 및 삶 간 관계의 통합적 이해 과정에서 혼란을 겪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대학생활에도 잘 적응하고 있으나 수학이나 과학 등 특정 과목에서 어
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은실･강영택, 2011: 508-511). 또한, 김정
민과 한상길(2015: 158)은 중도입국 청년의 대안학교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를 통해 이들
이 대체적으로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 교육과정에 만족하고 있으며, 대안학교에서의 공식
적, 비공식적 학습경험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자기주도적 삶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내적

47

교육 혁신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교육 실천 과제

동기를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중도입국자들이
대학 진학에서의 맞닥뜨리는 경제적 언어적 난관이 대안학교에서의 이상적, 긍정적 경험
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 등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상 선행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자면, 대안학교에서의 학습과 생활 경험은 매우 다양하
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고하고 있으며,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나
능력의 습득기회,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친밀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의 경험 등
을 공통된 교육의 성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작은 학교의 규모로 인해 심화된 이과과
목의 개설 등 다양한 학습경험 기회가 제공되기 어렵다는 점, 대안학교에서의 긍정적인
학습과 인간관계의 경험이 이후 진학과 진로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현실적 한계 등이 지적되기도 한다.

4

연구의 교육혁신 사례 분석틀

이 연구는 현재의 교육혁신 사례로부터 미래교육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는데 연구
의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미래교육의 실천 과제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맥락에서
교육혁신을 실행한 사례들이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판단하여 국내 사례에 초점을 두고
현장 연구를 통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외 교육의 혁신 사례는 공동연구진 협의회
및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미래교육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들을 선별하여 문헌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사례는 크게 제도권 안, 제도권 밖으로 구분하였다. 제도권
안의 사례들은 혁신학교, 자사고, 자공고, 그리고 일반고로 구분하여 각 사례 분석 대상
학교를 선정하였다. 제도권 밖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학교형태 대안교육, 탈학교형태
대안교육의 교육혁신 사례를 발굴하여 분석하였다. 해외 사례에서는 미국의 Met
School, Alt School, 영국의 Summerhill School, 이스라엘의 Education Cities, 독일의
Helene Lange School을 선정하여 각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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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연구의 교육혁신 사례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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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안 교육 혁신 사례 분석

가. 사례 선정 기준 및 대상
1) 사례 분석 대상 고등학교 선정 기준

학교혁신은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부정적인 교육 현실을 제도적, 정책적으로 개혁하고
자 했던 이전의 노력과는 달리, 학교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학교의 문화와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 교수-학습방법, 교사-학생 간의 관계 등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변화
의 노력과 그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교혁신의 노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학교들 중 하나가 ‘혁신학교’라
고 할 수 있다. ‘혁신학교’는 학교혁신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노력과 교육청의 행･재정
적 지원 노력이 결합되어 생겨난 새로운 학교 형태로서, ① 공교육 체제 내에서 ‘입시
중심 교육’이 아닌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인성 함양’을 우선시하는 교육과정 및 수업방
식을 도입･운영하는 학교, ② 교사의 전문성과 헌신적 노력이 학교혁신의 핵심 요소임을
인식하고 ‘교사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교사들이 높은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 적합한 방식으로 혁신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학교,
③ 학생과 학부모 등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전반에 주체적
으로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학교라는 의미를 갖는다(유경훈,
2014: 234). 경기도의 ‘혁신학교’에서 시작된 이러한 학교혁신의 노력은 서울시의 ‘서울

시형 혁신학교’, 강원도의 ‘행복더하기학교’, 전남의 ‘무지개학교’, 광주의 ‘빛고을혁신학
교’, 전북의 ‘혁신학교’ 충청남도의 ‘행복공감학교’, 인천의 ‘행복배움학교’, 세종의 ‘세종
혁신학교’, 충북의 ‘행복씨앗학교’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지역별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모두 학교교육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혁신학교’들이라 할 수 있다(권복희,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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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사례와 함께 학교혁신의 시도로 언급되는 있는 또 다른 학교 유형은 바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이하 ‘자율형공립고’)’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개방형자율학교’로 시작하여
2009년 현재의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들 학교는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

인교육과 인성교육을 시도하고 있다(송경오, 2018; 홍창남 외, 2011). 이를 위해 자율형공립
고는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교장의 인사권 등에 있어 상당한 자율권을 인정받았으며,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학교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운영되
는 일종의 ‘지역사회학교’를 지향하였다. 이 점에서 자율형공립고는 미국의 협약학교(charter
school)나 도심 빈민가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되었던 영국의 아카데미(academy) 학교

등과 유사한 학교혁신 모델로 분류되기도 한다(천세영, 2016; 박상완, 2009).
다른 한편으로, 비록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 또는 고교평준화 체제를 무너뜨리고 일반
고의 황폐화를 야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기는 하나(김정아, 2018; 이재덕 외,
2018; 박효정 외, 2016), 사립학교 나름의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 경영이나 교육과정 등

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춘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하
기 위해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형사립고‘)’도 또 다른 형
태의 학교혁신 노력으로 볼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김정아, 2018). 실제로, 나민
주 외(2010)와 양승실 외(2012)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자율형사립고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의 실력이나 열의, 진로지도 등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가 일반고뿐만 아니라 자율형공립고보다도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혁신학교나 자율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 등과 같이 특별한 학교 형태로 지정되
지 않았더라도, 최근에는 대학입학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포함한 수시모집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9.05.01.) 개별 학교마다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하고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시도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들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혁신고등학교’와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자율형사립학교’,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학교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는 ‘일반고’를 한 학교씩 선정하여 사례 분석
을 실시하였다. 다만, 분석 대상 학교는 각 유형별로 ① 교육과정 및 수업 혁신, ② 학교
및 교사의 교육역량 혁신, ③ 학교 경영 혁신 등 세 가지의 혁신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
는 학교들 중에서 선정하되, 학교혁신 분야 전문가나 시･도교육청 관계자들로부터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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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교를 추천받았다.
우선, ‘교육과정 및 수업 혁신’은 대학 입시와 성적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
중심의 배움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창의력 증진과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며, 이를 위해 학
교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과정 및 수업방식의 개선 노력을 의미한다. 둘째, ‘학교
및 교사의 교육역량 혁신’은 교사에게 보다 폭넓을 권한 및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교사
들 스스로 전문적 지식 및 기술, 경험 등을 학습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전문적 학습공
동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교사들이 개별 학교의 상황이나
특성, 필요 등에 적합한 혁신적 노력을 자발적･헌신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학
교와 교사의 노력을 의미한다. 셋째, ‘학교 경영 혁신’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이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하고, 교사들이 학교 행정과 관리 업무의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
도록 하는 교수-학습 중심의 업무 체제 구축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례 분석 대상 고등학교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학교의 변화 노력과 그 성과들을 기준으로 사례를 선
정하되, 분석 대상 학교의 특성과 지역 등을 적절히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A시
혁신고등학교 1개교, B도 자율형공립고등학교 1개교, C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1개교, D
도 일반 공립고등학교 1개교 등 총 4개교를 사례 분석 대상 학교로 선정하였다. 이들
각 학교의 주요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A시 ‘가’ 고등학교
2019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지정･운영 중인 혁신고등학교는 모두 155개로, 경기도

지역이 69개 학교(4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15개교, 9.7%)와
전북(16개교, 10.3%), (9개교, 5.8%), 충남(9개교, 5.8%), 인천(9개교, 5.8%) 등에도 다른
지역들보다 많은 혁신고등학교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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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류인하(2019.04.08.)

[그림 Ⅲ-1] 2019년 시･도별 혁신학교 현황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A시 ‘가’ 고등학교(이하, ‘가’ 학교)는 2011년 개교 당시부터
‘A시형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0년 말 A시교육청에서는 처음으로 혁

신학교를 공모하였는데, 전체 27개 신청학교들 중에서 중･고등학교는 단 3곳(‘가’ 학교,
○○고, ○○여고)에 불과하였다.
2011년에 혁신학교로 지정되었을 당시, ‘가’ 학교는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α신문, 2014.11.6.). 당시 ‘가’ 학교 인근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근처 특목
고나 자사고, 다른 공립학교로 진학하였으며, 그 결과 당시 ‘가’ 학교 1학년은 전체 학생
의 1/3 정도가 중학교 내신 성적 하위 20% 학생들로 채워졌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후
‘가’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연계해 소논문을 쓰는 ‘1인 1프로젝트’ 수업이나 ‘창의

적 글쓰기’, 학생들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는 수업 등으로 주목 받기 시작하였으며, 교
사와 학생, 학부모가 협의하여 학생 생활규정(학칙)을 만들어 감으로써 ‘학내 민주화’를
실천하는 학교로 자리를 잡아갔다(α신문, 2014.11.6.).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4년 2월
에 배출된 첫 졸업생 306명 중 171명이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었으며, 학교의 다양한
교육적 성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가장 성공적인 혁신고등학교 중 하나로 인정 받기 시
작하였다(α신문, 2014.11.6.).

나) B도 ‘나’ 고등학교
‘나’ 고등학교는 2009년에 개교하여 수준별 이동수업 시범학교(2009년 3월), 교과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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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운영학교(2009년 7월), 제2외국어 특성화학교(2011년 1월) 등으로 지정되었다.
2011년 4월에는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되어 2012학년도부터 5년 간 교육부 및 교

육청의 특별지원을 받았으며, 재지정 평가를 통해 2017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다
시 5년간 자율형공립고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자율형공립고는 학교운영 등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받고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함으로써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부 정책으로(교육과학기술부, 2012.08.23., 김태연･한은정,
2013에서 재인용), 2009년에 기존 개방형자율학교를 포함하여 21개가 처음으로 지정되

었으며, 2019년 현재 전국에 112개 고등학교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 출처: 교육부(https://www.moe.go.kr/, 접속일: 2019.09.01.)

[그림 Ⅲ-2] 2019년 시･도별 자율형공립고 지정･운영 현황

2012년 3월에는 교육부 창의･인성모델학교로 지정되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다양

한 교수･학습 방법의 적용, 창의적 체험활동의 다양화를 통한 진로 탐색 활성화, 교과교
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장주식 외, 2015; 교육과학기
술부, 2011.12.28.), 2015년에는 B도교육청 ‘혁신공감학교’로 지정되었다. B도교육청은
혁신학교의 우수한 성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매년 희망하는 모든 초･중･고를 ‘혁신공감학
교’로 지정하고 있으며(학교당 800~1,800만 원 지원)3), 학교문화 혁신을 바탕으로 학교

3) 2019년 현재 B도 혁신학교는 664개교(초 378개교, 중 217개교, 고 69개교)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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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와 수업 혁신, 행복한 교실,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을 추진하고 있다(δ신문,
2014.11.19.). 그 외에도 2018년 3월에는 B도교육청 융합 공학 교과중점학교로 지정(3

년)되었으며, 같은 시기에 교육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선정(3년)되어 2025년부터 시
작(B도교육청은 2022년 시행)될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에 대비하는 등 학교교육 혁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 C도 ‘다’ 고등학교
‘다’ 고등학교는 2014년 개교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다. 2019년 6월 기준 전국의 자

율형사립고등학교는 42개교이며, 이 중 C도에는 ○○고와 ‘다’ 학교가 있다4).

* 출처: 이덕난･유지연(2019: 7)에 기반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Ⅲ-3] 2019년 시･도별 자율형사립고 지정･운영 현황(2019년 6월 기준)

‘다’ 학교는 자율형사립고임에도 불구하고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지는 않아, 전국

단위 학생모집을 실시하는 타 지역의 자율형사립고처럼 최상위권 학생들이 입학하는
혁신공감학교는 1,684개교(초 884개교, 중 409개교, 고 391개교)이다. 이는 혁신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학교(1,701개교)의 99.0%에 해당한다(ε신문, 2019.5.14.).
4) 42개 자율형사립고 중 24개 학교가 2019년에 재지정 평가 대상이었으며, 평가 결과 10개 학교(서울특별시 8개교, 부산
1개교, 경기도 1개교)의 재지정이 취소되었다. 그리고 전북 군산중앙고와 서울특별시 경문고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
을 신청하여 승인되었으며, 대구 경일여고와 전북 익산 남성고도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교육부, 2019.7.26.,
2019.8.2.). 결과적으로, 2019년에 전체 42개 자율형사립고 중 33%에 해당하는 14개 학교의 지정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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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 학교는 2014년에 개교하여 2017학년도에 처음
으로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한 신생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대학 입학 실적을 거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명문고 입학생들이 교과역량이나 전공적합성 등을 평가
하는 수시전형으로 합격하고 있어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많은 학교들이 ‘다’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고교학점제
의 이상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선택형 교육과정’이나 학교다운 학교, 교육다운 교육, 학
생다운 학생을 실천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인성교육’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β신문, 2018.11.26.).

라) D도 ‘라’ 고등학교
D도에 소재한 ‘라’ 고등학교는 특별할 것이 없는 여느 지방 소도시의 공립 여학교라고

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2009년에 기숙형고등학교로 지정되어 2012년부터 108명 정
원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2019년 현재 재학생이 592명이므로, 학교
기숙사에서 전체 학생의 18.2%를 수용할 수 있다.
원거리 통학생과 성적우수자 순서로 기숙사 입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D도 내 타 지역
에서도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 타 지역 학생들이 입학을 희망하
는 이유가 기숙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 고등학교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
는 지방 소도시의 평범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경기 지역의 상위권 대학 진학 실
적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문대학을 포함한 상급학교로의 진
학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γ신문, 2018.08.27.).
특히, 주목해야 부분은 201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3학년 학생들(238명) 중 64.3%(153
명)가 수시로 4년제 대학을 합격(정시는 4%인 10명)했으며, 이 중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이 절반을 넘는 79명(교과 72명, 특기 2명)이었다는 점이다. ‘라’ 고등학교는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로 153명의 수시전형 합격자 중 67명이 농어촌, 지역인재, 기초생
활수급자,

사회기여자

등

고른기회전형으로

진학한

것도

사실이지만(γ신문,

2018.08.27.), 교과교실제에 기반하여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학교의 특

색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독서교육, 그리고 교과와 연계한 다채로운 진로탐색 프로그
램 등이 없었다면 달성하기 어려운 성과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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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례 분석 결과
이 연구는 일반고와 혁신고, 자율형공립고와 자율형사립고 각각의 학교장, 교사, 학생
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학교에서 어떠한 고민과 어려움 또는 성취감을 경험하고 있는지
를 살펴보고, 이들의 경험으로부터 미래 우리 사회의 고등학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례분석 대상 학교의 학교장,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교육목적, 학교특성, 교육과정, 교육방법, 학교구성원, 학교의
공간 및 자원, 학교교육의 성과 등에서 나타나는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 혁신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1) A시 ‘가’ 고등학교

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는 교육
‘가’ 학교의 교장은 학교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우선 ‘교사는 교사로서’, ‘학생은 학생으

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교육의
본질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혁신학교의 특징들 중 하나로 교사들이
다른 일반학교에 비해 더욱 열심히 준비하고 가르치며 지도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
러나 그는 그러한 교사들의 노력을 ‘업무량의 증가’로 표현하기보다 ‘당연히 해야 할’ 그
리고 ‘당연히 했어야 할’ 노력이라고 보았다.

업무 강도가 늘어났다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선생님
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일반학교든 혁신학교든. 그동안에 일반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안 했어요.(중략) 최대로 애들을 챙겨주다 보니까 근무 시간, 한정된 그 시간 내에 다 못해요. 저녁때
남게 되고, 남아서 더 아이들이랑 접해야 되고, 그러면 개인 시간, 에너지를 희생해야 하죠. 그거를
업무 강도가 늘어났다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학교에서는 안 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는
하기로 했으니까 시간 투자를 해야죠. 그런 면에서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라면
해야죠. 교사라면 해야죠. 아이 지도해야 되고, 철저하게 준비도 잘 해야죠.(‘가’ 학교 교장)

교사들 또한 쉬는 시간을 희생하고 퇴근이 늦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참
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수업’을 확대하고, 학생들을 위한 상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교사들의 중요한 역할이자 학교교육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그러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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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동 교과 혹은 동 학년 교사들과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그러한 새로운 시도의
동력이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선생님들이 팀워크가 맞으면 그렇게 (활동중심) 수업을 하는 거죠. 역사과도, 내가 이 학교에 왔을
때, 하여튼 이게 필수과목이잖아요? 다 가르쳐야 되는데, 세 선생님이 우리가 꼭 가르쳐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주제를 쫙 뽑아서 공통되는 것만 뽑았어요. 왜냐하면 수업 시수는 세 시간인데,
교과서 전체를 가르치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에요.(‘가’ 학교 교사1)
맨 처음에 와서 놀란 게 뭐냐 하면은, 창체(창의적 체험학습) 글쓰기 수업이 있거든요. 그거를 위해
서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들에게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교과 협의회 시간표를 빼줘서 매시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들이 너무 끈끈한 거야. 그래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이제 전 학생들
에게 글쓰기를 시켰고...(‘가’ 학교 교사1)
근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면담이 많고,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많이
요구하죠. 일단, 담임 선생님들은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꼭 아이들을 상대하면서 얘기 듣고 그래요.
(‘가’ 학교 교사1)

교사들은 혁신학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학년부’ 체제 또한 담임교사들이 학생들
과 많은 상담을 할 수 있는 이유로 지적하였다. 각 학년의 담임교사들이 한 공간에서 근
무를 하고 있다 보니,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학생 지도나 상담에 있어서도 보
다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저희가 다른 학교하고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은 ‘학년부’ 체제라고 해서 담임 선생님들이 한 사무실을
쓰시면서 학년 전체 애들을 많이 만나는 거죠. 담임 선생님들이 정말 상담을 깊게 해요.(‘가’ 학교 교사
1)

그러나 교장과 교사 모두 교육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학교가 학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
고 교사가 교사로서의 역할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함께 학생이 ‘학생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만일, 학기 중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
아 특정 과목에서 과락(F)을 받게 되면 방학 기간을 활용해 재이수를 하도록 하고, 졸업
에 필요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졸업을 유예하거나 졸업장이 아닌 ‘수
료증’을 수여하는 방안까지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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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자기가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한다고 하면 그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은 당연히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다 해줘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고등학
교 3년 공부를 하건 안하건 모두 졸업장을 준단 말이에요.(중략) 졸업장을 듀얼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해요. 자격이 되는 학생은 졸업장을 주고, 공부도 안하고 넘어가려는 학생들은 수료증만 주고. 그래서
고등학교 3년 수료는 했으되 졸업할 만큼의 학력을 갖추지는 못해서 졸업장을 줄 수 없다고 구분해
주자는 거예요.(중략) 학생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없으면 안 움직여요.(‘가’ 학교 교장)

대신, A교장은 재이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사들이 방학에 출근하는 방안도 검
토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교사들은 보통 방학 동안 출근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급여를 받는 이상 방학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더욱이, 유급제가 도입되고 방학 중 재이수 과목
개설이 추진된다면, 방학과 관계없이 학교에 나와 관련 과목들을 개설･운영하는 것 또한
교사의 기본적인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교사들도 방학 때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방학 때 보수를 주는데 왜 일을 안 해요? 휴식
취하고 개인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는 나와서 재이수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제공할 필
요가 생기는 거죠.(‘가’ 학교 교장)

교사들도 일정 수준 이상 출석만 하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주는 현행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유급제의 도입이나 교사들의 수업 거부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공부하지 않는 학생, 수행평가 등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 수업 시간에 책상에 누워 자는
학생 등은 교실에서 내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유급을
시키거나 학교에서 내보내는 조치까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학생으
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였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죠. 선택을 하게끔 하면은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는 책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에는 유급제가 없어요. 핀란드도 있고, 일본도 있고.(중략) 수행평가를 안 하고
배 째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나는 학교장이, 그 학생들은,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내 교실에서
내보내면 좋겠고, (중략) 아예 안 하고 앉아 있고, 자고, 스마트폰 하는 거로도 그냥 진급이 된다는
거죠. 애들이 알아요. 그냥 있으면 고등학교 졸업장 받는 거.(중략) 미국은 학교에 안 오는 애들은 있어
도 자는 애들은 없잖아요. 그리고 자는 애들은 나가야죠, 내 수업에서.(‘가’ 학교 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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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교 같은 경우 좀 뒤처지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는 웬만하면 다 끌고
가자는 주의여서 그런 애들이 다른 학생들한테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저런 상황들을
다 감안하여 공부할 의지가 없는 애들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게 너무 좀 안 맞기도
했어요.(‘가’ 학교 교사2)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장과 교사들 모두 학생들에게도 배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개별 학교 차원에서 수업이나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지 않는 학생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혁신학교라는 학교 위치,
주변의 기대나 시선 등으로 인해 학교나 교사는 그저 힘겹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답답해하고 있었다.

나)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 경감과 ‘학년부제’
‘가’ 학교의 교장은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업무의 부담이 많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

적인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교사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혁신학교에서는 교사로서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학교보다 업무
량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
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교사들의 본연의 업무였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교사 배정 정원을 1명 늘려주기 보다 행정 업무나 수업 준비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지원 인력을 1명이라도 더 배치해 주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왜 선생님을 한 분 더 줘요? 선생님이 더 오면 좋나요? 교육청에서는 과목을 안 정해주고 교사 TO
1명을 주면서 학교가 원하는 대로 정하래요. 그런데 그걸 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고등학교는 선생님
마다 가르치는 과목이 다 다른데, 그러면 어느 과목을 늘릴까요? .... 차라리 그 인건비를 “행정실무사
를 하나 더 채용하세요”라고 했으면 교사들의 업무가 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는 컴퓨터와
같은 정보화 기자재를 정리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전문가 하나를 주면 훨씬 더 유리하죠.
(중략) 교사들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숫자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비율이 턱도 없어요.(중략)
그런데 이런 지원은 안돼요. 해주지를 못하죠. 그리고 혁신학교만 급한 게 아니니까. 그런 걸 좀 늘려
야 된다고 생각해요.(‘가’ 학교 교장)

그러한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지만 그래도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가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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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도하는 일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 학교는 혁신학교로 개교한
2011년 이후 줄곧 ‘학년부’ 체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담임교사들이 한 공간에서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학년에서의 학생지도와 상담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
도록 하고, 대신 각 행정 부서에는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는 교사들을 배치하여 담임교사
들이 본연의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혁신학교가 학년부 체제를 많이 쓰고 있고 최근에는 일반학교도 도입한 학교들이 많아요. 업무팀은
업무만 나눠서 하고.(‘가’ 학교 교사1)

학년부 체제가 학교 업무 간소화 차원에서 업무를 줄이는 측면이 있어요. 옛날에는 행정 부서와
담임이 섞여 있는 체제였다면, 이제는 선생님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 체제를 만들어 준거
죠.(‘가’ 학교 교사3)

다만, 담임교사들이 학년부에 모두 배치됨으로써 행정 부서에 과도한 업무 부담이 발
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담임교사와 비담임교사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데, ‘가’ 학교에서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담임교사와 행정 부서가 업무를 적절히 배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적극적으
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부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좀 과부하가 걸리기는 하는데, 이제는 교사들도 서로 이해하고 희생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중략) 큰 학교는 연구부는 10명, 교무부는 열서너 명 정도 있는데요. 갑자
기 세 명, 네 명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업무량이 엄청난 부담이 올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
죠. 근데 이걸 적절하게 업무를 분배를 하면 이게 다 돌아갈 수 있는데, 그걸 안 해보면 두려움이 클
거예요.(‘가’ 학교 교사3)
학교 행사나 이런 거는 학년부에서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업무팀을 조금씩 도와주는 형태로 돌아
가서 괜찮은 것 같아요.(중략)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 일반고는 문제가 있는 학생일 경우 심층적으로
면담하기도 하지만 문제가 없을 때는 그렇게 길게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담이
많고,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많이 요구하죠, 그래서 일단 담임 선생님들은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아이들 상대하면서 얘기 듣고. 업무팀들은 그런 거 보면서 저렇게 담임들 고생을 하니
까 생각하고..(‘가’ 학교 교사1)

둘 다 힘든걸 알기에 어느 한 쪽이 불만을 갖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가’ 학교 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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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학생 상담을 비롯한 담임교사들의 업무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일반
교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 부서에서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것에 있어 큰 불만
이 있거나 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은 이러한 학년부 체제가 담임을 비롯한 교사들과 학생들의 관계를 보다
가깝고 친근하게 만들어준다고 인식했다. 즉, 담임교사와 학생들의 면담 기회가 확대되
고, 학생들이 담임교사를 만나기 위해 오가는 과정에서 다른 학급 교사들과도 만남의 기
회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타 학급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도 증가하게 되며, 담임교
사들을 힘들게 하는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년부장 교사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함께 지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장점을 갖는다고 본 것이다. 더구
나, 담임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 보니 학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년 및 학교 차원의 대응도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학년부 체제에서는 세 가지 방식으로 애들이 선생님들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담임 선
생님과의 면담은 눈에 팍 띄죠. 두 번째는 교무실을 놀이터처럼 들락날락하면서 여타 선생님들도 관심
을 표명하는 거고. 세 번째는 학년부장님이 좀 더 힘든 애들은 더 직접적으로 지도를 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학년 회의를 아주 즉각적으로 열어
요. 그래서 빨리 대안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교직원회의를 안 열어도 학년 사안을 거기서
빨리빨리 대처를 하고 해결을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가’ 학교 교사1)

실제로 학생들은 담임교사를 비롯한 교사들과의 면담이 상당히 자유롭고 또 많다고 인
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양한 조언과 지도를 받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학년부 체제도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동 학년 교사
들 간 논의나 협력은 활성화되지만, 동 교과 교사들 간 협의나 교류는 제한될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때문에 동 교과 교실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기는 하지만, 공간적 제약
으로 인해 제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장점에도 불구하고, ‘동 교과 선생님들끼리는 언제 모이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어
요. 그래서 “동 교과 교실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학교 공간과
시설 상황 따라서 또 봐야 되는 것도 있고.(‘가’ 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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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활동 중심의 학생 참여 교육 활동
‘가’ 학교가 다른 학교들과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은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와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높은 이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면담
과정에서 느껴지는 활력은 입학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능이라기보다 ‘가’ 학교에서 경험
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길러지고 강화된 하나의 역량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
특히,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사들의 수업과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
되는 학교 분위기 및 학생자치 활성화 노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에 대해 교사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어려운 것은 교사 강의식, 나머지는 애들이 조별로 주제발표나 탐구식으로 준비를 해서 발표 수업을
한 거죠. 맨 처음에는 애들이 잘못해요.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데, 수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친구로부터
배우는 게 생기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거보다 아이들이 전달하는 거를 아이들은 더
잘 들어요. 이유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에 대한 예의 때문인지, 전달이 더 잘 돼서인지...(중략)
이 학교에 와서 제가 배우게 된 게, 늦더라도 한 수업을 제대로 하는 거. 애들이 소화하고 자기가 받아
들이게끔 하는 수업이 좋았던 것 같고, 아이들도 재미있어 했던 것 같고.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아
요.(‘가’ 학교 교사1)
만약에 수능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교과를 재구성하고, 학생들의 어떤 그 흥미와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또 개발을 해서 수업을 할 수는 있겠죠. 저도 이곳이 처음 혁신학교인데, 옛날에는
소위 말해서 주입식 교육이었죠. 그런 걸 하다가 여기에 오니까, 굉장히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일단, 학생들이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교육. 왜 그런가 봤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주도적으
로 발표를 준비하고 활동 중심의 수업을 많이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2학년쯤
되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표현을 아주 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가’ 학교 교사3)

동 교과 선생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핵심 주제들을
선정하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하는 학생 참여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교사들 스스로도 배우게 되는 것이 있는데,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업, 그런 수업을
학생들이 재미있어 하고 교사에게도 보람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혁신학교 근무가 4년차라고 답한 교사2(과학과목)의 경우 1학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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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했던 수업에서는 일부 주제를 선정하여 활동 중심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
나, 배워야 할 내용이 방대하고 본격적으로 수능 준비를 시작하게 되는 2학년 이상에서
는 여의치가 않았다고 회상했다.

일단 제가 처음에 발령받은 게 이 학교긴 한데, 혁신학교라는 걸 저는 모르고 왔거든요. 첫 해 같은
경우는 제가 1학년 수업을 했었어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토론 수업도 많이 하고, 교과서대로 진도를
나간 것이 아니라 주제를 정한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실험이나 이런 거를 위주로 했어요. 고민도 많이
하고, 다른 분들 하셨던 수업도 막 보면서 같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해 되면서
2학년, 3학년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 입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예전에 했었던 그런 수업들을
다 버리게 되고 다시 강의식 수업으로 가게 됐어요.(‘가’ 학교 교사2)

더욱이, 혁신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인데다, 혁신
학교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노는 학교’, ‘공부 시키지 않는 학교’라는 틀 속에 머물
러 있어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해 가는 데 있어 걱정 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수능 위주의 수업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학교와 비교해 보면,
다양한 활동이나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혹은 교육과정 운영은 자칫 수업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수능 성적 향상에 있어 비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교사들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문제는 혁신학교에 오는 아이들의 수준이 우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혁신학교는 ‘자유롭
다’, ‘좀 놀아도 된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서 공부를 회피하는 아이들, 전통적
인 공부 스타일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오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라
도 학교 입장에서는 더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교로 만들어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그러다보니 수업의
수준을 높게 가져갈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요. 문제는 수업 수준을 학생들에게 맞출 경우 수능과의
갭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들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즐거운
수업인데, 그 수업이 사실은 질적인 측면이나 양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수능과의 연관성 측면에서 볼
때 많이 떨어지는 수업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만
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아이들이 응용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교육적 가치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수능과 다시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교육
의 질은 담보하기 어렵고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가’ 학교 교사3)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 정시보다는 수시 즉, 학생부종합전형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 수
업은 어쩔 수 없이 강의식으로 하더라도 학생 평가는 보다 혁신적인 방법을 적용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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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가’ 학교에서는 혁신고등학교 지정 및 설립 초기부터 대
부분의 수업에서 과정중심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애들이 수업시간에 뭔가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적어주게 됐었고, 그게 대학교 입시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맞아 떨어지면서 아이
들도 그저 열심히, 즐겁게 한 것들이 자기의 과정 평가 내용으로 기록되고. 그 결과 대학을 생각보다
잘 가게 된 거예요, 애들이 기대했던 것보다.(‘가’ 학교 교사1)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시보다는 수시로 대입을 준비하다보니 수업이나 학교 활
동에 보다 집중하게 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고 응답하였다. 더욱이 다른 학교에서는 수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수행평가가 개인별
평가일 뿐만 아니라 수능이나 교과 지식에 관련된 딱딱한 내용으로 실시되는데, ‘가’ 학
교에서는 상당 부분 조별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에 초점을
맞춰 스스로 주제를 잡고 연구를 수행해서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아 훨씬 의미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확실히 그만큼 정시로 쓰려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내신을 잘 받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자기 학종(학생부종합전형) 관리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중략) 수학 과목을
예로 들어 보면, 저희 학교에서는 자기가 의류에 관심이 있으면 패션에 수학을 연결하거나 자기가 관
심을 가진 예술 분야에 수학을 연결시켜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조사하거나 분석해서 과제로 제출하는
데, 자사고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수능 역대 나왔던 어려운 문제 관련해서 과제를 내고
그 결과로 점수를 매긴다고 해요.(‘가’ 학교 학생1)

그 외에도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자신의 진로와 관련 있는 주제를 정하
여 탐구･체험활동을 통해 소논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1인 1프로젝트’ 과제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 연말에 시상하고 우수 연구자에게는 발표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α신문, 2014.11.6.).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특정 학생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

생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학생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도 있으며,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α신문,
2014.11.6.). 학생과 교사 모두 이 과정에서 상당한 교감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

다. ‘가’ 학교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이 ‘1인 1프로젝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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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었는데, 당시 학생들 중 한 팀이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일본군으로 징집된 후 시베
리아 억류되어 귀환하지 못한 피해자를 만난 뒤 보고서를 제출하여 화제가 되었다(α신
문, 2014.11.6.).

1인 1프로젝트라고, 관심 있는 과제 같은 거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걸 탐구하다
보면 제가 관심 있는 영역이나 진로에 대해 조금 더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중략) 예를 들면, 저는
의료 쪽에 관심이 있어서 병원 다니면서 의사 선생님이랑 면담도 하고,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하면서
그 주제에 맞게 탐구하기도 했어요.(‘가’ 학교 학생4)

학기말에 실시되는 ‘나도 선생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교사가 되어 직접 수업을 준비
하고 동료 학생들을 가르쳐 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참여가 더욱 극대화
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학교들이 기말고사가 종료된 이후 방학 전까지
1~2주의 기간 동안 영화를 보거나 자율학습으로 대체하는 것과 상당히 대비된다. 학생들

이 팀을 짜서 수업을 희망하는 주제를 담당 교사에게 제출하면, 교사는 여러 신청자들
중에 적절한 팀을 선정하여 시간표를 작성하고, 학생들은 방학 전까지 동료 학생들이 준
비한 특별 수업을 듣게 된다. 면담에 참석한 학생들에 따르면, 최근에도 신청자가 많아
학생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고 한다.
저희는 시험 끝나고 ‘나도 선생님’ 연구를 하는데,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시험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수업하기도 좀 애매하고. 다른 학교는 영화를 보여주거나 자율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학생들끼리 팀을 짜서 자신이 선생님이 돼서 원하는 주제를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시거
든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방학하기 전까지 매 시간마다 다른 팀들이 들어와서 비누 만들기 체험과
같이 다양한 주제로 수업을 해줘요. 이번에 저희 팀도 수업하는 팀으로 선정됐는데요. 저희는 8시간을
배정받았어요.(‘가’ 학교 학생2)

라) 학생들의 적극성과 활발한 학생 자치
다양한 활동 중심의 수업과 학생 참여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기주도성을 향상시키게 되고, 그 결과는 활발한 학생 자치 활동과 학교교
육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학교의 활력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교사들은 이전 학교에서의 경험과 비교할 때, ‘가’ 학교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개별
69

교육 혁신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교육 실천 과제

학생들의 잠재 역량이나 재능을 확인하기도 한다고 답하였다.
다른 학교는 학생들이 와서 신청을 안 한 대요. 우리는 ‘1인 1프로젝트’나 ‘나도 선생님’에 대한
공고가 나면 우리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신청을 하거든요. 사실, 애들이 제출하는 계획서는
처음에는 좀 어설프고 그렇지만, 웬만하면 보완해서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가끔
‘쟤는 어떻게 선생님을 하지? 내 수업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앤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기
가 와서 “하겠다” 그러고. 걔가 하는 것도 가서 보면 걔의 장기와 이런 거를 살려서 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더라고요. 설사, 내 수업은 안 듣더라도 그런 새로운 모습들을 보면서 애를 다시 좀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가’ 학교 교사1)
다른 학교들도 요즘에는 대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들은 주로 공부를 좀 하는 애들만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달라요. 아마도 애들이 환영받으면서 학교에 들어오고, 선생님들
이 1학년 때부터 적극적으로 격려해주고 자율성을 키워주다 보니 ‘자존감’이 많이 향상돼서 그런 것
같아요.(‘가’ 학교 교사1)
1학년 때 애들이 활동 중심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보다 뭔가 좀 적극적인 그런 마인드가
생기는 것 같고요. 자존감 같은 것들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런 ‘해보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중략) 그리고 저희가 혁신학교라서 더 그런 것도 있지만, 1학년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적이나 입시에
대한 부담을 훨씬 안 줘요. 경쟁을 유발시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해 주죠. 학교생활에 충실한
것이 대학 가는 지름길이다.(‘가’ 학교 교사3)
저희 학교에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활동도 다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중략) 자유로우니까
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도 많은 것 같아요.(‘가’ 학교 학생1)

다만,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적극적이고 학교 수업이나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 의욕이 없는 학생, 학교 수업이나 프로그램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학생들은 어느 학교에나 있지만, ‘가’ 학교의 경우 학생들에게
상당한 자율성이 허용되기 때문에 공부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학생이 더 도드라져 보이
는 것도 있다고 말한다.

저희 학교는 너무 극상위권과 하위권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가’ 학교 학생4)

어느 일반고나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학교는 수업 참여도가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애들은 열심히 하는데, 편차가 되게 심하다 보니까. 시험 기간 때도
자습시간 주면 솔직히 공부하는 사람 거의 없고...(‘가’ 학교 학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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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제
고하고, 수업 시간 중 핸드폰 사용이나 교복 대신 청바지를 입고 등교하는 등의 잘못들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느 학교라면 교사들과의 면담에서 들음직한
규정과 규칙, 생활지도에 대한 문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제기하고, 또 학교 차원에서 규율
이나 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온다.
저희 학교가 혁신학교고 자유롭다 보니까 조금 도를 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에 갑자기 청바지를
입고 온다던가, 무슨. 저희 학교가 원래 체육복이 있었는데, 체육복을 사복 체육복을 입어도 된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점점, 갑자기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서, 청바지를 입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가’ 학교 학생3)
그래서 저희도 학생회와 대의원회 차원에서 교복 이슈를 공론화하고 있는 중이에요.(‘가’ 학교 학생4)
조금 더 강제적으로 몇 가지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좀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하거나
그런 건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가’ 학교 학생1)

이러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은 학생회와 대의원회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이나 자율적 결정 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가능한 것이 아닐까 싶다.
다른 학교는 학생들이 열심히 회의를 하는데 그것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학교 선생님이나 학부모
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집행을 많이 못하지 않나요? 그런
데 저희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허용적이죠.(‘가’ 학교 학생3)

학생회는 일종의 집행부 역할을 수행하는데, 2학년 학생이 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
되며, 2학년 부회장과 1학년 부회장을 지명하게 된다. 반면, 대의원회는 각 학급의 회장
과 부회장이 대의원이 되며, 호선으로 의장을 선출하게 된다. 매년 4월에 전체 학생회장
선거가 실시되는데, 당선자는 자신의 공약이나 대의원회에서 나온 주요 안건 및 건의사
항 등을 정리하여 학교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학생 측에서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2인), 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 동아리회장(이상 6인)이 참석하고, 학교 측에서는
교장과 교감, 창의체험부 부장 등이 참석한다. 간담회를 통해 학교 측과 학생 측의 의견
이 조율되고 나면,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를 소집하고 간담회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71

교육 혁신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교육 실천 과제

마) 진로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사회 협력
‘가’ 학교 교장은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

서도, 어디까지가 학교의 책임이고 어디까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학부모는 학생
들의 기본적인 인성을 지도해야 하며, 지역사회는 학생들이 학교 밖에 존재하는 동안 함
께 보호하고 서로 협력하여 학생들을 지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 모
두 학생들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기본이 되는 거는 집에서 가르쳐와야지. 학교가 가지고 있는 권한, 책임, 의무 이런 걸 좀 구분했으
면 좋겠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인근 아파트 단지의 경비아저씨가 찾아왔어요. 항의하러. 애들이 아파
트 단지에 와서 담배를 피운다는 겁니다. “학교는 이거 지도 안하고 뭐합니까?”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 지도를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학교는 지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이
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면 누가 지도를 해야 됩니까? 학교의 선생님이 학교 밖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며 지도해야 됩니까? 그 지역의 어른들이 지도를 해야죠. 왜 무조건 학교에 떠맡깁니까? 당당
하게 얘기를 해야죠. 어른이면 어른답게 지도를 하고, 못하겠으면, 당신 힘으로 안 되면, 경찰 부르시
라. 대신, 학교 와가지고 항의하지는 마시라, 우리는 학교 내에서 애들 담배 안 피우고 안 싸우고 건강
하게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학교 밖의 일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알아서 해야지요”라고 말했어
요.(‘가’ 학교 교장)

그러면서도 지금껏 임용 과정에서 교사나 교장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이들 각
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직무 명세 또는 과업
지시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교사와 교장, 나아가 학교의 책임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외 사항들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체제를 갖추어갈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내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지, 어떤 게 나의 의무인지. 그거 구분이 없어요. 최근까지도 교사들은
임용될 때 자신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직무 명세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충 눈치껏 가서 하라는 거죠. 잡무와 본연의 업무를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직무 명세는 필요한 것
같아요. 미국 매릴랜드 주의 하워드 카운티에서 청소부(janitor)를 채용하면서 게시한 공고문을 본 적
이 있는데 저는 감격을 했어요. ‘당신이 해야 될 일은 계단, 복도, 어디 어디를 비로 쓸어야 되고, 걸레
로 닦아야 되고, 왁스칠을 하고 광을 내야 된다. 그리고 위기 시에는 학생을 안전하게 지도해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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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몇 파운드 무게의 물건을 들 수도 있으며…’라고 구체적으로 역할과 책임을 제시해 두었더라고
요.(‘가’ 학교 교장)

사실, ‘가’ 학교는 이미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생들 모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협력 관계를 설명하였는데, 학생들은 학교 수업에 관
심을 보이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지역 전문대학에 찾아가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언급하였으며, 교사들은 고등학교의 일반 교과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진로 관련 교과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과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과 공유경제를 배울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과목을 예로 들었다.

입시 그런 거 상관없이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애들이 좀 더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학교가 많이 도와주면 좋겠어요.(중략) 저희 학교는 이번에 전문대학에서 따로 기술 관련된 수업을 들
을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오후 수업을 빠지고 그 쪽으로 가서 배우는 직업학교 같은 거라고 알고 있어
요. 3학년이 되면 직업반이 있기는 한데, 이건 2학년부터 들을 수 있나 봐요.(‘가’ 학교 학생2)
진짜 수업을 못 따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대안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대안 학급으로 있다가, 지금은 화, 목 오후를 활용하여 외부에 나가 진로 관련된 프로그램
수강하거나 작업장을 찾아가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3학
년을 대상으로 진로와 관련해서 없는 거. 영화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반려동물이라든가.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일주일에 두 시간씩, 17주(총 34시간)의 진로집중(개방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가’ 학교 교사1)

2) B도 ‘나’ 고등학교

가) 교과와 비교과의 연계
2011년에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되어 201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자율형공립고

로 운영되고 있는 ‘나’ 학교는 교과와 비교과의 연계 및 조화를 중요한 지향점으로 제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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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나’ 고등학교(2019: 5)

[그림 Ⅲ-4] ‘나’ 학교 교육비전

B도에서 시작된 혁신학교들이 보통 학생들의 학력보다는 인성교육이나 다양한 비교과

활동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달리, ‘나’ 학교는 자율형공립고로서 혁신학교에서
강조하는 비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력 신장이나 대학 입시 등에 대해서도 상
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러한 차이가 자율형공립고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로 이
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혁신학교는 겉으로 보면 학력 신장이라든가 대학 입시를 내세우질 않잖아요. 혁신학교는 인성교육
이라든가 이런 비교과 활동에 중점을 많이 두잖아요.(중략) 근데 우리 자공고는 두 마리를 토끼 다
잡는 거지요. 혁신학교에서 하는 인성교육이나 비교과 활동을 다 해주면서 또 아이들의 학력 이런 쪽
을 같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중략)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거지.(‘나’ 학교 교장)
교과 따로 비교과 따로가 아니라 (중략) 어느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단순히 이게 각기 분리
된 게 아니라 비교과 프로그램을 하면 그게 어떻게 교과에 접목시켜서 운영을 하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나’ 학교 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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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공립고 초창기에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가지고 비교과 활동 중심의 다
양한 일회성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사실 아직도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학교가 적지 않
다는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나’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 노력을 통해 정규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산악 극기
체험 프로그램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순히 교사
와 학생들이 함께 명산을 등반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정규교과 수업에서 수업
전 교육과 등반 후 교육을 미리 계획하여 등산 활동을 교과 활동과 연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수업 시간에 항상 자거나
학업 중단 위기에 있던 학생들을 위해 도입했던 비보이 활동이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좋
은 평가를 받으면서 학생들의 협업과 표현력 등을 기르기 위해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1학년은 뮤지컬, 2학년은 비보이 댄스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학생 중심, 학년부 중심의 교사 조직
‘나’ 학교 교장은 ‘학생’ 지도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때문에 학교

교사 조직도 학년부가 가장 중심에 있으며, 학년부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들 즉, 교과부서
와 교무부서가 이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가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나’ 학교
에서는 각각의 학년부 교무실에 학년부장과 각 반 담임교사 전체가 상주하도록 공간을
배치하고, 이들에게는 별도의 교무 업무나 교과부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저희는 학년에 30학급인데 33명(각 학년부별로 부장 1명, 담임 10명)을 전부 학년으로 다 빼냈어요.
그리고 이제 한 30명 남는 비담임 인원 가지고 (교과부서와 교무부서) 부장들하고 계원들 배치를 한
거죠.(‘나’ 학교 교장)

그리고 학교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교육 행사들을 관련 교과에서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과 특성별로 인문사회부(국어, 외국어, 사회)와 수리과학
부(수학, 과학), 안전생활인권부(예체능)를 설치하고, 각 부서에는 비담임 교사들 중 관련
된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을 배치하였다.
보통 학생부나 인성부 같이 12개 부서에서 하던 행사를 저희는 교과부로 많이 옮겼죠. 교과 중심으로.
저희 학교는 부서 중심하고 교과 중심을 믹스한 보직교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수리자연과학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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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수학하고 과학 교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문사회부에 가면 국어, 영어, 사회가 있고. 학생부
에 가면 예체능 교과(음악, 미술, 체육)가 있고...(‘나’ 학교 교장)

마지막으로, 교무기획부, 교육연구부, 교육과정부, 평가정보부(정보부 기능 포함), 교육
정책혁신부 등의 교무 부서들을 배치하게 되는데, 다른 학교에 비해 특징적인 부분은 교
육과정부와 교육평가부가 독립된 부서로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 5개 교
무 부서를 본 교무실에 함께 배치함으로써 교무행정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평가 관련 업무를 추진하려다 주무 부서와 연구부, 정보부 등이 긴밀
하게 함께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들 부서들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
이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교과에 관계없이 그냥 막 부장 교사들을 배치했는데, 저희 학교는 부장들도 교무부장이
영어면, 학년부장은 수학도 있고 사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골고루 교과도 안배한 부장 배치를 했다는
거죠.(‘나’ 학교 교장)

‘나’ 학교 교장이 교무 분장을 할 때 신경을 썼던 다른 한 가지는 12개 부서의 부장이

특정 교과에 치우치지 않도록 안배함으로써 모든 교과가 학교 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학교의 결정과 교육적 노력들이 모든 교과 교사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다)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통한 소통
‘나’ 학교가 다른 일반고와 다른 부분들 중 하나는 구성원들 간의 토론과 소통,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사업이라든지 안건이 문제점이 나왔을 때 그것들을 모든 선생님들이 공유하고 판단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중략) 많이 회의를 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또
얘기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런 사업들
을 해야겠구나’ 하는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공감하고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 같아
요.(‘나’ 학교 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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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나’ 학교에서는 체계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각 요일별로
정기 협의회를 개최･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전체 교직원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
고 있다. 예를 들어,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교장･교감과 행정실장 간의 협의회, 화요일 1
교시에는 학생부에 해당하는 안전생활인권부 부장과 1~3학년 학년부장, 교장･교감이 참
여하는 학생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관련 회의, 목요일 1교시에는 교무 업무를 담당하는
교무, 연구, 평가, 교육과정, 정보 부서의 부장과 교장･교감이 함께하는 회의가 개최된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개최되는 이들 회의를 소기획위원회라고 부를 수 있는데, 금요일 1교
시에는 교장, 교감과 행정실장, 12명의 부장교사들 전체가 모이는 기획위원회 회의가 열
린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교무기획부장이 정리하여 전 교직원에게 메신져로 알림으로써
학교의 고민을 공론화하고 학교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정보들을 전
교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학기에 두 번 정도 교직원 전체
회의에 해당하는 ‘집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기획위원회에서 나왔던 안건이나 중
요한 사업 및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공론화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기획위원회를 비롯한 전체 회의가 보고 중심의 기존 회의 방식
과 달리,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개 부서별로 다음 주에 뭐 하겠다 발표하고 끝나는데, 저희는 그런 거 안 해요. 대신 학교 현안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그 내용은 교무부장이 정리해서 전 직원한테
메신저로 다 보내줘요. 매주. 그러니까 갈등 없이 부서 간의 갈등이 현저하게 줄었어요.(‘나’ 학교 교장)
다른 학교는 일반적으로 주간계획이라고 해서 일주일동안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논의하거든요. 이번 주 우리부서는 뭐 합니다 우리 부서는 뭐 합니다 이게 끝나버려요.
그게 되게 일반적인 학교의 문화예요. 그런 것들을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토론이 있는 기획위
원회를 만들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거
든요.(‘나’ 학교 교사1)

또한, 2학기 중에 구성되어 학년도 말까지 운영되는 ‘교육과정 운영 점검을 위한 TF’도
매우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한 해 동안 추진된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중점 사업 등을 교사들 스스로 되돌아보고,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 혹은 폐지하거나
새롭게 도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고민하는 일종의 자체평가 TF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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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때가 되면 교육과정 TF를 조직해서 금년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교사들 스스
로 평가를 하고 문제점들을 들춰내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거냐, 한다면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어떤 중요한 사업이 끝나면 그거에 대해서
수시평가를 해요.(중략) 자공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너무 많다”,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TF팀을 만들어 검증해 보고 없앨 거 없애고 교장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하게 버릴 거
버리고 또 보완할 거 보완하고 하자는 취지로 만든 거예요.(‘나’ 학교 교장)

보통 12월 정도에 평가회를 개최하는 다른 학교들과 달리 2학기 중반 정도에 TF를 꾸
린다는 점, TF 활동을 위해 모든 사업이 끝나면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를 실시하고, 담당 부서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두는 수시평가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 기본적으로 희망자를 조사하여 TF를 구성하되, 각 부서 및 교과의 교원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한다는 점, TF에서 제안된 사항들은 차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학교장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토론 및 토의 방식으로 기획위원회를 전환하여 운영한 기간이 아직은 3
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토론 안건이 활발하게 제기되거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교사들의 평가다.
제가 이 학교에 왔을 때는 토론 문화는 없었는데 한 3년 전부터 기획위원회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안건 하나 잡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중
략) 3년차 이면서도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여요.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의 정신이나 마음 속에
완전히 박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문화로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이 돼요. 이것들이
문화로 성숙되기 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나’ 학교 교사1)
(교육과정 TF의 경우) 학교에 아직까지는 평가문화가 익숙하지 않고 수업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저
녁 때 담임들 야자에 대한 부담, 방과 후에 선생님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많이 모여서 고민하고 좀 이런 부분들 해야 되는데 (중략) 지금은 한 두 사람이 이끌어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나’ 학교 교사1)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기획위원회에 올라오는 안건들
이 늘어나고, 일상적인 회의나 TF 팀 운영 등에서 토의나 토론도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
어 기대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직은 과도기에 해당하고, 교사 개개인의 깊은 고민
과 자발적 문제제기, 활발한 의견 개진과 토론 및 토의의 활성화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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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토론과 토의 중심의 회의 노력이 학교를 많이 바꾸어 놓았다는
점이다.

“도대체 기획위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리고 “교장선생님
이 독단적으로 시켰구만” 이런 이야기는 정말 한 3-4년 전에 듣고 최근에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선생님들 느끼기에 ‘우리 교장선생님이 조금 세긴 해도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
하는 것 같아요.(‘나’ 학교 교사1)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담당자 모임을 하다보면 좀 이런 회의문화가 많이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부에서 생각했을 때 일종의 우수사례라고 평가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협력적 교무거든요.(‘나’
학교 교사3)
효과가 있죠. 새로 온 선생님들은 “이런 거 왜하냐?”고 푸념할 수 있는데, “그거 선생님들이 결정한
거예요. 협의 다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거예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신 선생님들
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적어요.(‘나’ 학교 교장)

교사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학교에서 결정되고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공유되면서 교장
과 부장(기획위원회)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목적에서 특정 사업이나 프로그램
이 추진되는지, 그러한 시도에 대한 교사들의 문제 지적은 어떻게 반영되고 어떤 개선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서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교육과정 개선
을 위한 TF 활동을 통해 교사들이 스스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을 평가해 보고, 스스로
제기한 문제들이 학교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교사들의 관심과
참여, 고민과 노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문화 형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의 필요성
‘나’ 학교의 교장은 현재 ‘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 이유로 경영의 일관성과 시스템의 힘을 지적하였다. 사실, 자
율형공립고 교장은 공모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교장은 초기 4년 임기를 마친 후
다시 초빙되면서 올해로 7년째 같은 학교를 경영하고 있다. 보통 학교장의 임기가 4~5년
이고, 1년 정도 유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5~6년 정도면 학교를 떠나야 하고, 짧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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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2년 만에 학교를 떠나기도 한다. 때문에 이들 학교는 장기적인 플랜이라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학교가 바뀌는 데는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저는 지금 이 학교에서 7년째니까, 학교 경영의 일관성이라든가 추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런
데 다른 데는 마음에 안 들면 2년 만에 다른 학교로 가버리고. 그런 학교는 장기적인 플랜이 없는
거죠.(중략) 교장이 어떤 학교를 가꾸려면 몇 년 있어야지. 학교는 금방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장의 임기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나’ 학교 교장)
사람 따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아야 해요.(‘나’ 학교 교장)

하지만 ‘나’ 학교는 같은 교장이 8년 동안 학교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많은 교사들이
5년 이상(규정 상 최대 9년) 함께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교장이 바뀌

어도 쉽게 사라지거나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교장과 교사 모두의 생각이었다.
때문에 ‘나’ 학교의 교사들은 학교장의 임기가 적어도 4~5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지
적하고 있다. 사실, ‘나’ 학교도 토론이 있는 회의 활성화, 협의 중심의 기획위원회 운영,
체계적인 자체평가 TF 운영 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3~4년 전이지만, 그러한 학교장
및 교사들의 노력이 하나의 성숙한 ‘문화’로 성장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3년 전부터 기획위원회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중략) 그런데 이게 자생적으로, 자연
스럽게 선생님들의 정신이나 마음에 완전히 박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 ‘그 부분은 아직까지
도 문화로 성숙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돼요.(‘나’ 학교 교사1)

그만큼 학교가 바뀌고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
에 적어도 학교장의 임기는 4~5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사들의 생각이었다. 만일,
전보임용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면 교사들의 임기 또한 9~1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생
각해 볼 수 있으며, 교사들에 대한 전보임용 유예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한다면 학교장의 임기만이라도 일정 기간 이상 연장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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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도 ‘다’ 고등학교

가) ‘little adult’ 학생관과 책임 의식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인성교육
‘다’ 학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학생을 예비 성인 즉, ‘little adult’로 대우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고등학교라는 교육기관 자체를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이어지는 9년 의무
교육 과정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대학교의 직전 교육기관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다’ 학교 학교
장이 우리 사회의 고등학교 ‘학생관’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 경영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을 비롯한 거의 모든 학교 활동이 학교에서 설정한
학생관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에서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것은 학생관이라고 생각해요. 고등
학교는 대학교와 중학교 사이에 있는 교육기관인데, 대학교를 닮을 것인가, 중학교를 닮을 것인가?
그 동안 우리는 별다른 고민 없이 고등학교를 중학교와 닮은 기관으로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대학교랑 닮아 있어야 된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고등학생들을 ‘big boy’로
볼 것이 아니라, ‘little adult’로, 예비 대학생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곧 대학교 생활을 할
학생들로 보고 교육과정을 짜야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다’ 학교 교장)

학생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예비 성인으로 대우받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하
였다.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정과 희망하는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다양한 자유가 보
장되며,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해 주고, 교장을 비롯한 모든 교원들이 학생들
의 발언에 귀를 기울여 주는 등 선택과 책임이라는 가치가 학교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 입학한지 한 학기밖에 안된 1학년 학생의 답변이었다.

학생들을 대우하는 것부터가 좀 달라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정말 저희의 선택이나 책임에 대해서
엄청 많이 강조를 하시고. 자율적인 성향이 그냥 틀로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와서 한 학기를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정말 모든 곳에 다 스며들어 있더라고요.(중략) 그러니까 얘들이 정말 곧 있으면
사회에 나갈 아이들이라는 거를 항상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를 대우할 때도 항상 존중해주
시고 존댓말을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뭐 어떤 활동을 할 때도 절대 강압적으로 시키지 않으세
요. 항상 저희가 먼저 발언할 기회를 주시고. 그게 뭐 수업이 됐든 동아리를 선택하든, 대회를 나가든,
그런 게 모든 부분에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다’ 학교 학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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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사들의 배려와 노력을 학생들도 잘 알기에 자신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더욱
신중하게 되고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대우받고 있다는 건 아마 모든 학생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성숙해지는 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 내가 이런 책임을 다해야
지 하고 생각하는 건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저는 다 변하고 있다고 믿어요.(‘다’ 학교
학생3)
친구들이 다니는 다른 학교들은 결국 입시를 위해서 돌아간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이 학교는 물론 입시도 중요하나, 훌륭한 어른이라는 가치를 가장 최우선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입학할 때도 ‘beyond university’라는 모토를 설명해 주셨는데
요. 단순히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대학을 넘어서 사회로 학생들이 나갔을 때 얼마나 더
큰 성취를 이루고 얼마나 성숙한 어른이 되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
았어요. 학교의 교훈처럼 자율적이고, 품격이 있고, 창의적인 그런 어른으로 만드는 것이 선생님들이
결국에 의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다’ 학교 학생1)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한 학기 또는 1년 반밖에 안 되는 학생들의 이야기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학교장의 생각과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 교사들의 노력과 기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렇다면 한 학기밖에 안된 이 학생이 이렇게 생각하
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 학교의 독특한 고등학교 입문 인성교육
프로그램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학교는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생관
의 변화 즉, ‘big boy’에서 ‘little adult’로의 변화를 학생들 스스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이라는 66일 간의 입학생 적응활동 프로그램
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정식 입학 전인 2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되며, 모든 1학년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66일 동안 진짜 ‘성인’이 되는 연습을 하게 된다. 본래
‘다’ 학교 학생들은 1학년 동안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어 있기는 하나, 월 1회 본가

에 다녀올 수 있으며, 외출은 교사의 허락을 득할 경우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66일 동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가에 갈 수도
없으며, 외출도 금지된다. 학교장에 따르면, 기간을 66일로 설정한 것은 런던대학 심리학
과 교수의 연구에서 사람들의 습관이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66일이라고 주
장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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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체제 및 교육과정을 little adult의 관점에서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그것에 맞는 책임의식
을 갖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개교 때부터 66일간의 고등학교 입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해요. 3월 개학 1주일 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66일 동안 실시하는데, 이 기간 동안 1학년
학생들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며, 그 기간 동안 학생들은 집에 갈 수도, 외출을 할 수도 없어요.
이를 통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버리고, 자기도 모르고 가지고 있던 관성 혹은 의존성을 떨쳐내도록
합니다. 부모로부터도 떨어져 있고, 인터넷, 게임, 사교육 등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도록 함
으로써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는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 ‘□□프로그램’입니다.(‘다’ 학교
교장)

‘다’ 학교 교장은 이러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기숙사를 갖고 있지 않은 일반고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았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항과 제2항은 학습자로서
의 권리와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의 교육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제3
항에서는 학습자의 권리와 함께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학습자로서 갖추어
야 할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의지가 학교에 있는지 일 것이며, 그러한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와 의지만 있다면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 ‘다’ 학교 교장은 ‘어떻게 교육을 실시할 것인가’보다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
가’에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있었으며, 학습자로서의 자세나 책임감, 윤리의식 등을 길러
주기 위한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성인으로서의 올바른 학습 윤리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숙사에 있으니까 기숙사를
통해서 하지만, 일반학교에서도 얼마든지 그거는 그런 의미를 책임감을 갖게 해주고, 스스로를 생각하
게 하고, 윤리의식을 갖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 굉장히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다’
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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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은 5대 학습윤리와 9가지의 생활습관(9 habits)이라고 할 수
있다. ‘다’ 학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5대 학습윤리는 시작종이 치기 전에 지정된 자리에
앉아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엄수’, 수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졸거나 잠을
자는 행위를 하지 않는 ‘수업 참여’, 다른 사람의 숙제 또는 정답을 베끼거나 보고서를
표절하지 않는 ‘과제 윤리’, 조별 활동 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무
임승차 하지 않는 ‘역할 수행’,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품격’ 등 다섯 가지이다. 그리
고 ‘9 Habits’는 기초와 생활, 학습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기초는 ① 건강 습관, ② 식사
습관, ③ 시간 준수이며, 생활은 ④ 인사 잘하기, ⑤ 바른말 쓰기, ⑥ 규칙 지키기이고,
학습은 ⑦ 바른 수업 태도, ⑧ 독서 습관, ⑨ 자기주도학습에 해당한다.
어른으로서 선생님들이 존중해주는 것을 먼저 해주고, 그렇게 존중받는 자긍심의 바탕 위에서 아홉
가지 습관이 제대로 자리잡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는 교육이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죠.
(‘다’ 학교 교장)

이처럼 정식으로 입학하지도 않은 학생들을 모아 인성교육 즉, 학습윤리와 생활습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바로 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탕을 만들어주기 위
함이고, 그것이 잘 준비되어 있을 때 비로소 교육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다고 볼 수 있다.

나) 학생선택 진로별 교육과정 운영
‘다’ 학교는 학생들이 예비 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윤리의식 및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결정에 책임감을 갖고 그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성인으로 대접하겠다’는 말의 의미는 성인들처럼 자신의 삶이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되, 그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른으로서 대우해준다는 것은 말로 존댓말 써주는 매너나 태도만이 아니라, 학교생활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 자체를 자기 스스로 결정하게 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어른으로
서의 대접이죠.(‘다’ 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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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다’ 학교에서는 ‘학생선택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고 있으며, 1학년에 입
학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한 학기 동안 배울 과목을 스스로 선택(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고교학점제 도입이 논의되면서 ‘선택형 교육과정’이 마치 새롭게 만들어진 개념
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2002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된 제7차 교육과정
에서 이미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한다고 규정
하였다. 다만, 그 동안 학생들의 교육과정 또는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했을 뿐이며,
그 선택권이 학생들이 아닌 학교 또는 교사에 의해 행사되고 학생들에게 그 선택을 강제
해왔다고 할 수 있다.

2013년에 개교를 준비할 때 ‘학생이 선택하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우리
학교 교육과정의 명칭도 ‘학생선택 교육과정’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교육목표와 사립학교
나름대로의 목표 설정을 잘 하고, 그것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고등학교는 적어도
학생들에게 많은 선택권을 주는, 그리고 자신의 진로에 맞게 선택하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봐요.(‘다’
학교 교장)

반면, ‘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가급적 많은 선택권을 주되, 선택의 기준은 수능이
나 내신관리가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선택과목을
결정함에 있어 당장의 대학 입시나 내신 성적에서의 유불리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장래
의 희망 직업과 그것에 관련된 대학 전공을 함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에 ‘다’ 학교의 선택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학생선택 진로별 교
육과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및 진학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1학
년 입학과 동시에 다양한 컨설팅과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학년을 대상
으로 실시되는 ‘진로드림페스티벌’과 ‘1인 1위인(롤모델) 진로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선택형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2학년이 되기 전에 각자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
기 위한 것으로, 모든 학생들이 의무로 참여해야 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심리･적성검사
와 진로특강 등이 제공되며, 2학년이 되면 꿈과 대학 학과와의 연계를 위한 ‘학과탐색’과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17시간 이상의 ‘진로직업체험활동’이 제공된다. 꿈과
진로, 진학 계획을 구체화해 가는 과정에서 전문 상담교사뿐만 아니라 담임교사들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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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밥설팅’이라는 방식이 있을 정도로 점심식사 및 저녁식사
시간까지 쪼개어 학생들의 진로 및 진학, 학교생활 상담을 해 주고 있었다.
그냥 일단 저희가 (담임)선생님한테 (진로상담)신청을 하면 선생님께서 알았다고 하시고, 근시일 내
에 바로바로 불러주세요. 시간을 되게 잘 쪼개면 밥 먹을 때도 하기도 하고. 급식시간에 하는 컨설팅을
‘밥설팅’이라고 해요.(‘다’ 학교 학생3)
물론 이렇게 진로를 찾아주는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진로가 정말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한테 있어서
는 굉장히 힘들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어떤 활동에 대한 느낀 점을 쓸 때 “진로와 관련해서 느낀 점을
한번 적어보라”고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심지어는 적성도 모르
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참 힘들겠다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인거죠.(‘다’ 학교 학생3)

자신의 진로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 학생
들은 2학년부터 자신이 선택한 계열 및 과정에 부합하는 과목들을 선택적으로 이수하게
된다.

* 출처: ‘다’ 학교 홈페이지 교육과정 안내(접속일: 2019.09.25.)

[그림 Ⅲ-5] ‘다’ 학교 선택과목별 이수단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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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학생들은 1학년 2학기가 되면 자신의 디플로마 플랜을 짜기 시작하며, 어떤
과목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활기록부 및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갈지에 대해 지속
적인 컨설팅을 받게 된다. 수학과, 과학기술과, 국어과, 외국어과, 사회과, 예체과 등 6개
학과의 학과장들이 디플로마 코디네이터가 되어 학생들에 대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며,
각 교과 교사나 담임교사들 또한 학생들의 플랜 작성을 위해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표 Ⅲ-1> ‘다’ 학교 디플로마 제도
계열

과정
자연과학
공학

자연공학

종류 및 이수조건
OOOO Diploma
- 수강한 과목의 구성이 계열과 과정에서 요구되는 교과목과 디플로마 이수조건을
충족하면 과정별 OOOO Diploma 취득 가능
- 교과(180단위+학생탐구발표) + 창의적체험(24단위+□□프로그램수료+개인봉사
80시간+진로직업체험 17시간)

IT
생명과학
국제인문
인문사회

사회과학
경제경영

예술체육

예술체육

Dual Diploma(융합 디플로마)
- OOOO Diploma 조건 충족
- 자유선택 과목 20단위(5과목)중 타 과정 과정선택 8~12단위(2~3과목) 이수
Honor Diploma(고급 디플로마)
- OOOO Diploma 조건 충족
- 고급과정으로 개설한 과목(Ⓗ)중 12단위(3과목) 이상 이수(단, Honor 과목은
선수과목이 있으며, Honor 과목이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이수 처리됨)
Bilingual Diploma(이중언어 디플로마)
- OOOO Diploma 조건 충족
- 영어로 수업하는 과목(Ⓑ)이나 영어 도서를 활용해 수업하는 과목(Ⓑ)을 최소
16단위(4과목) 이상 이수

※ 출처: ‘다’ 학교 홈페이지 교육과정 안내(접속일: 2019.09.25.)

이러한 ‘다’ 학교의 시도는 사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고교학점제와
유사한 것으로, 향후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는 많은 고등학교에 많은 운영 노하우 및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교육 전문가로서의 교사
‘다’ 학교의 교장은 교사가 ‘교육의 전문가’로서 수업과 평가, 연구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교사가 교사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각각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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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보다 높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학교와 학교장의 역할이라
고 지적하였다. ‘다’ 학교에서는 각 영역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수업컨설
팅’과 ‘교사 1인당 가르치는 학생 수 제한’, ‘교사 연구 활성화’ 등의 정책들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었다.
우선,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수업컨설팅’을 강
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다’ 학교는 교장과 교감을 제외한 전체 교사 수가 100명인데,
교장과 교감은 매 학기 모든 교사의 수업을 1회 이상 참관하고 있으며, 수업 시작 전에
들어가 수업이 모두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교사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교장과 교감이 절반씩 나누어 50명 정도씩 수업을 참관하고,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교사에게 다양한 코멘트를 제공한다고 한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랑 교감 선생님을 빼면 교사가 모두 100명인데요. 이 100명을 3월 말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다 수업 컨설팅을 들어가요. 50분. 초창기에는 선생님이 많지 않아서 제가 혼자
다 들어갔는데, 지금은 많아서 교감 선생님하고 내가 반을 나눠서 컨설팅을 들어가요. 보통 교장 선생
님들이 잠깐 보고 나오시는데, 저랑 교감 선생님은 수업 전에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수업 끝날 때까지
있으면서 그 선생님이 했던 모든 것을 적어드리고 코멘트를 해드려요.(‘다’ 학교 교장)

그런데 이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교장의
주장이다. 그저 ‘학교장(교감)으로서’ 해야 할 교내 장학 책임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뿐
이라는 것이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보통의 교장들이 수업 참관을 하더라도 잠깐 보
고 나오거나 공식적인 임상장학(수업나눔)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수업공개에 한하여 참석
하는 것과 달리, ‘모든’ 교사의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하고 각각의 수업에 대해
코멘트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교장 및 교감의 수업컨설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수업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내용을 영상으로 저장하여 학교 포털에 업로드하고, 이를 모든 교사들이 열어볼 수 있도
록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교장 및 교감과 수업을 함께 참관하고자 하는 교사는 언제든
개별적으로 참관 신청을 할 수 있고, 현장에서 직접 해당 교사의 수업을 참관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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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를 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업에 들어갈 때 반드시 같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카메라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것을 찍고, 학생들이 강의 듣는 것을 같이 찍어요.
그래서 두 파일을 우리 쿨박스에 다 올려서 모든 선생님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써드
리기는 하지만, 선생님들이 자기가 강의하는 모습, 내가 강의할 때 듣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
로도 자기 수업에 대한 개선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수업력을 유지하는 제일 중요한
작업이 그 작업이라고 봐요.(‘다’ 학교 교장)

수업전문성의 향상은 결국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이를 통해 함께
보고 배우는 학습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장 스스로도
‘다’ 학교 교사들이 우수한 수업 역량을 확보･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러한 수업

공개와 수업 컨설팅 노력에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교원들의 노력 때문인지 몰라도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매우 높아 보
였다. 특히, 거의 모든 수업에서 개별 학생에 대한 선생님들의 관심과 지도가 실제로 이
루어지며, 발표와 토론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감
에 따라 활동 중심의 수업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100% 강의식 수업은 아마 하나
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대답이었다.
모든 과목이 다 발표는 분명히 있어요. 정말 다 있어요. 다. 선생님도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저희
하는 거 봐주시고. 수업이 정말 달라요. 중학교에서 받았던 수업과 비교해도 그렇고, 다른 고등학교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들은 중학교하고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루즈하게 간다고. 근데 저희는 항상 뭐랄까, 텐션이 올라가있는 느낌? (중략) 선생님
들이 고민하시는 게 보여요.(‘다’ 학교 학생3)
완전 100퍼센트 강의식 수업은 전혀 없어요.(‘다’ 학교 학생2)

최근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의 비율이 상당히 높
을 뿐만 아니라, 정시를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다’
학교 졸업생은 약 20% 수준)임을 고려할 때, ‘다’ 학교 교사들이 실시하고 있는 활동 중
심의 학생 참여형 수업이나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은 대학 입시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년 동안의 시간표 자체가 대학교 진학의 준비가 되는 그런 것으로 한다면, 그것으로 인한 갈등은
없어질 것이라고 봐요.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하는 것 자체가 얼마든지 대학교 진학 준비
가 된다.’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다’ 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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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교사 전문성 강화 노력은 ‘평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다’ 학교 교장은 평가와 관련된 교육부 및 교육청의 지침(선행학습 방지법 포함)이
워낙 강력하여 다른 시도를 해보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지침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지도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나 기준은 교육청의 지침을 최대한 충실하게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교사의 평가는 ‘얼마나 시험문제를 잘 출제하
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가르친 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스스로 확인하고 학생들을 위해
어떠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지를 점검하는 작업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가 개별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별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을 관찰할 수 있도록 가르
치는 학생 수를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평가와 관련해 제가 신경 쓰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생님이 한 학기 동안 가르치는 학생
수를 제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들이 한 학기 동안 만나는 학생 수가 100명을
넘지 않게 하려고 해요. 몇 과목은 예외가 있어요. 체육이나 음악. 1단위, 2단위,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데, 국･영･수･사･과의 경우에는 어느 선생님도 가르치는 학생 수가 100명이 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5단위 과목을 담당한다고 하면, 우리는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할 때 강의 개설 기준
을 25명으로 하고 있으니까, 3개 학급을 담당하게 되면 한 학기에 75명을 담당하게 되는 거지요. 근
데 25명이 안 되는 반도 많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은 한 학기 동안 만나는 학생이 50명, 40명 이렇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지만 학생들의 변화를 보고 자기가 생기부(생활기록부), 흔히 말하는
과세특(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써주고.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그냥 수업만 생각하잖아요.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변화했는지를 점검하고 그것에 피드백 주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것을 너무 놓치고 있
는 거죠.(‘다’ 학교 교장)

심지어 ‘다’ 학교에서는 매년 4월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도전 골든벨’ 형식의 ‘학생 이
름 외우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이름조차 모르고 학생을
성인으로 존중한다거나 수업을 듣는 학생의 변화나 성장을 관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학년의 이름을 모두 외워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부 학교의 경우, 부담스러운 학년이나 수업이 까다로운 세부 교과를 기피하는 분위
기로 인해 한 교사가 한 학년 또는 한 교과를 전담하기보다 이를 고르게 나누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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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실제 한 교사가 수업을 들어가는 학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
한 교사가 가르쳐야 하는 전체 학생 수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변화나 성장에 관심을 갖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해 볼 때 ‘다’ 학교의 새로운 시도들은 많은 시사점
을 제공해 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학교에서 시도하고 있는 세 번째 교사 전문성 향상 영역은 ‘연구’이다. 대학의 교

수들이나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투입하는 노력과 시간 수준은 아니더라도 학교 현
장에서 필요한 연구를 교사들 스스로 수행해 봄으로써 교육 제도나 정책, 현상 등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높이고, 현실적 제약이나 활용 가능한 자원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보다
실현 가능성 높은 현장지향적 대안들이 도출될 수도 있다. 이러한 기대들에 기반하여
‘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연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TRF 즉,
Teachers Research Forum이라는 것을 11월에 개최하는데,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팀별로 수행했던 지난 1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의무적으
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교사들의 60~70% 정도가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
며, 우수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업적평가에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공
립학교의 경우에도 승진 가산점이나 성과급 평가 등에 연구 활동 참여나 결과의 우수성
정도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다’ 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사 연구는 연구 주제 및 수행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학교 차원에서 연구주제 및 연구자를 지정하여 연구를
의뢰하는 ‘수탁과제’이며, 다른 하나는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주제를 정하여 수행하는 ‘자
율과제’이다. 학교는 이들 과제의 수행을 위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출장과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교사들이 보다 편안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 및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대학교 교수님들처럼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강제할 수가 없어서. 우리
학교에서 11월에 TRF, Teachers Research Forum이라고 논문 발표대회를 해요. 이거는 의무 사항
은 아니고, 선생님이 그걸 우리가 계속 전문직으로서 연구를 하려면 1년에 한 번씩은 논문을 써야 하
지 않나, 권장 사항인데, 지금 우리 학교 선생님들 매년 60-70%가 써요, 선생님들이. 지금은 5년
차 됐으니까 한 번씩은 다 써 본 거죠.(‘다’ 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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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은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교사들이 열심히 수행한 연구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우선, 학교에서 요청하는 수탁과
제의 경우 가급적 연구 결과를 차년도 학교 경영에 바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들의 자율주제 연구는 논문집으로 제작하여 차년도 2월에 실시되는 새 학년
준비 연수(교사워크숍)에서 모든 교사들에게 배포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많은 교사들이
동료 교사들의 연구 결과를 수업이나 학급운영, 생활지도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교사들은 차년도 연구주제를 선정하거나 연구방법을 계획하는데 참고하기도 하는 등 연
구 결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환류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학생 자치의 활성화
학생들은 ‘다’ 학교에서의 학생 자치 활동이 중학교 학생회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입을
모았으며,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주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 학교의 학생 자치 조직은 학교의 교훈인 ‘자율, 창의, 품격’을 실천하기 위한 각각

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다’ 학교 홈페이지 학교생활 안내(접속일: 2019.09.25.)

[그림 Ⅲ-6] ‘다’ 학교의 학생 자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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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교들이 학생 자치 조직을 학생회와 대의원회로 구성하고 있으며, 대의원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학생회가 집행부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다’ 학교는 대의원회에 해당하는 ‘자율위원회(반대표들로 구성)’와 학생회에 해당하는
‘창의위원회(학생회장 선출)’ 외에도 ‘사법부에 해당하는 ‘품격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

영하고 있다. 각 학급의 부반장(품격대표)들로 구성된 품격위원회는 학생 생활 문화 캠페
인을 펼치거나 학급법정의 운영 및 학생자치법정을 통한 학교 규정 위반 사례 판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학생자치법정은 누적벌점이 30점을 초과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상시 개정하는데, 고시를 통해 선발된 검사와 변호사가 재판을 준비하고 품격위원회 위
원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판결하여 교육처분을 선고하게 된다. 그리고 그 외 학교 차
원에서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중대한 위반 사항을 제외한 규정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도 자치법정이 개최된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해온 반장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거였거든요.
선생님 심부름하고, 학생들의 의견 수합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학교에서의 반장
이란, 품격위원이란, ‘자율’이라는 가치가 가장 최상위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장으로서 품격위
원이나 반 친구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행사들을 자율적으로 맡아 하다 보니까 책임감도 막중하게 느껴
지고. 애들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그것을 대의원회에 잘 전달할지, 어떤 안건을 제출할지 등을 고민
하면서 제가 진짜 국회의원 같은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중략) 저를 자율적으로 만들어줬고, 또 훌륭
한 어른으로 가는 그 밑바탕이 되어준 준 것은 학교의 학생 자치회 활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다’ 학교 학생1)
저희가 사업 아이디어를 냈을 때 자율위원회가 의결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해요.
중학교 학생회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다’ 학교 학생3)

학생들은 이러한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해 ‘자율’이라는 가치를 배우게 되고, 다양한 학교
행사 준비 및 개최, 학생 생활규정 개정, 자치법정 운영 등을 통해 스스로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다고 회상하였다.

마) 대학처럼 운영
‘다’ 학교는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혁신적 사고 혹은 새로운 시도 중 하나는 학교의

학사운영 체제를 대학교처럼 설계해 놓았다는 점이다.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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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체제처럼 교사 조직을 6개 교과부(수학과, 과학기술과, 국어과, 외국어과, 사회과,
예술체육과) 체제로 편성하고, 교사들은 각 교과교실에 상주하며 동 교과 교사들과 교육
과정 및 수업 운영에 대한 업무에 매진하며, 학사･교무･생활･건강 등 일반학교의 행정업
무는 교육지원부서(부서장 포함 교사 5인 및 행정실무사 2인)와 행정실에서 담당하는 구
조로 되어 있다.

※출처: ‘다’ 학교 홈페이지 학교 안내(접속일: 2019.09.25.)

[그림 Ⅲ-7] ‘다’ 학교의 학교 조직도

인성진로교육부서 산하에 배치된 학년부의 경우, 3학년부만 담임교사들이 3학년 교무
실에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1학년과 2학년 교무실에는 각각 12명의 담임교사들 중 4~5
명 정도만 함께 생활하고 나머지 담임들은 해당 학과의 교무실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이처럼 교과부(학과) 중심의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다’ 학교의 교장은 교사
의 본업인 ‘가르치는 일’을 중심으로 조직을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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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조직 자체가 교무부, 학생부 또는 1학년, 2학년부, 3학년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요. 대학교처럼 학과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인 선생님들 소속이 학과에
요. 교육과정부서장 밑에 6개 학과장이 있고, 각 학과장이 학과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있을
때 선생님의 본업이 뭔지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교무부, 학년부 이렇게 배
치되어 있으면 교과 선생님으로서 잘 하는 것보다 맡은 업무를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나는 교과 교사다’라고 생각하는 것. 담당 교과 교사로서 수업 잘 하고, 평가 잘 하고, 연구 잘 해야
되는 것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다’ 학교 교장)

그리고 관행적으로 교사들이 해오던 ‘불필요한’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도 과감하게 제
거해 버렸다. 예를 들어,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진행 및 시간표 조정 등의 전통적인 ‘고사
계’ 업무들은 과감하게 학사지원팀(행정실무사)으로 보내버리고, 교사들은 오로지 시험
문제 출제에만 신경을 쓰도록 하고 있다. 교수들이 가르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정도
의 일만 담당하고, 나머지 학사 및 교무 업무 전체는 조교실과 행정실에서 담당하는 대학
의 학사지원 체제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과 닮아 있는 또 다른 학사 체제 중 하나는 기말고사 종료와 함께 학생들의 방학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기말고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1~2주 정도 등교를 한다. 그러나 수업은 하지 않는다. 이미 해당 학기에 해야 할 수업과

진도는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기말고사까지 치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은 학교
에서 영화를 보거나, 외부 놀이공원 또는 진로체험 등을 나가게 된다. 이러한 관행에 대
해 ‘다’ 학교 교장은 학교의 편의주의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말고사 채점과 최
종 점수 확인을 위해 학생들을 붙잡아 두는 것이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교육과정이 운영
되어야 할 소중한 1~2주 정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한 학기 교육과
정이 17주로 편성되지만, 학기 중 행사나 공휴일 등을 생각해 보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도 빠듯한 상황인데, 기말시험을 보고 1~2주 정도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기말고

사 종료와 함께 학생들은 방학에 돌입하지만, 교사들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채점과 점
수 산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교육공무원법) 41조(연수)를 안 써요. 여름 방학이 되잖아요? 그럼 많은 선생님들이 ‘방학
은 나의 휴가다’라고 생각해요. 학교는 자기가 근무 당직하는 날만 나오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원
칙적으로 우리 선생님들도 장학사나 교육공무원처럼 1년에 허용되는 연가의 범위 내에서만 쉬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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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든요.(교육공무원법) 41조에 ‘자가연수’라는 게 있는데, 이건 학교가 아닌 곳에서 연수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집에서 놀라는 뜻은 아닌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사실, ‘다’ 학교 교사들에게는 방학이 없다. 교사들은 다른 교육행정직들과 마찬가지로
법으로 정해진 연가 일수에 맞추어 휴가를 사용하고, 방학 중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연수
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교육적 활동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출장 신청 및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다.

4) D도 ‘라’ 고등학교

가) 학생부종합전형 확대와 학생들의 학교교육 집중도
‘라’ 고등학교는 농어촌지역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농어촌전형으로 대학입학 지원이

가능한데, 농어촌전형으로 응시할 경우 수학능력시험의 최저 기준도 없기 때문에 ‘라’ 고
등학교 학생들은 내신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선생님들 또한 수학능력시험 준비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암기 위주의
지루하고 답답한 수업을 지속해야 할 이유도 없고, 고난도 문제를 풀어주며 받는 스트레
스에서도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학교는 당연히 학생부종합전형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을 지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설된 다양한 교과 외 활동과 발표 및 토론식 수업들로 인해 학생
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라’ 고등학교 교감과 교사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저희 학교의 장점은 애들의 활동이 되게 많아요. 다른 학교들은 애들이 수시를 쓰긴 하지만 정시의
비중이 꽤 커서 수업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농어촌이면서 수시 애들이 많기 때문에 학종
으로 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활동 위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라’ 고등학교 교사1)
학종에 맞추다 보니까 학교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많은 동아리가 생겼어요. 선생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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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하는 창체 동아리를 들고, 자기들끼리 만든 자율동아리를 들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교과 외 활동
에 몰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네? 흥미를 느끼면서 침체 되어 있던 애들,
공부 못하던 애들부터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하고, 얼굴 표정이 밝아지게
되고, 공부 안 하던 애들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분위기는 좋아져요.(‘라’ 고등학교 교감)

수시 안에는 교과전형도 있고 학생부종합전형도 있는데, 학생들은 내신 성적을 높이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학생들이 ‘학교교
육’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다양한 활동과 토론 및 토의 등이 전통적인 학교 수업을 대신하면서 학생
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라’ 고등학교 교감은 과거의 ‘학력’
기준으로 요즘 아이들과 학교교육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과거에는 시험
문제를 잘 풀고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학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 학생들을 보면 자신
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활발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삶을 살아가기 위
한 지식이나 지혜 즉, ‘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
되는 연구들을 보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정시로 입학하는 학생들에
비해 결코 성적이 뒤처지거나 능력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생부종합전
형 위주의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학력’을 저하시킨다는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것
이다. 오히려 학생부종합전형이 있어 ‘라’ 고등학교와 같은 시골 학교에서도 기대 이상의
대학 입시 실적을 얻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농촌 학교 입장에서 학종은 정말 최고의 입시제도예요. 요거는 앞으로 없어져서는 안 되는데. 문재
인 정부에서 학종이 줄어들고, 정시를 30% 강제로 대학에 때려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중략) 정시 시대에 여기 ‘라’ 고등학교에서 실력으로 A시대 갈 수 있었던 아이들은 없었
어요. 그런데 학종 들어오고 수시가 77%까지 올라가면서 여기 애들도 매년 한 명씩 A시대를 간단
말이죠(‘라’ 고등학교 교감)

다만, 학교의 수업 및 교육활동 대부분이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소
수이기는 하나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통한 정시 전형을 준비하거나 최저 학력 기준을 요
구하는 전형 및 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다소 아쉬움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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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위주로 해서 뭐 최근 몇 개년 동안 빈도가 잦은 개념 위주로 강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문제도
수능형으로 낸다든가 하는데, 저희 학교는 그게 좀 아쉬워요. 모의고사 해설 강의나 특히 수학 같은
과목은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라’ 고등학교 학생1)
2학년 때도 OO 과목이 있고, 3학년 때도 OO이 있는데, 2학년 때는 교과서로 진도를 나가고, 3학
년 땐 수능특강으로 강의를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OO 강의가 이십 몇 강까지 있는데, 어차피 우리
학교에는 수능 선택한 사람이 없으니까 3강까지만 하고 수업을 끝내는 경우가 많데요. 그래서 OO
선택하는 언니들이 좀 곤란하다고.(중략) △△ 같은 경우에도, ‘△△2’라고 3학년 때 개설은 되지만
실제로 수업 내용은 ‘△△1’인 경우가 많아서 ‘△△2’를 수강했다고 생기부에 써져 있는데 면접에 가
서 ‘△△2’ 내용을 물어보면 정작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우려를.(‘라’ 고등학교 학생1)
우리 학교는 수능 경쟁력 없으니까 내신 준비 잘하고 수시로 가라고 말씀하세요.(‘라’ 고등학교 학생2)

일부 학생들은 학교 수업에서 최근의 출제 경향을 분석해 주고 기출문제나 출제 가능
성이 높은 문제들을 다루어주기를 바라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능력시험 최저 기준
이 없는 농어촌전형을 택하거나 최저 기준이 없는 학교 및 학과를 선택하기 때문에 학교
에서는 주로 활동 중심의 수업을 실시하거나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일부 주제만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나) 독서교육 활성화와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향상
‘라’ 고등학교는 ‘효율적인 독서교육을 통한 독서의 생활화 실현’을 학교의 3대 특색교

육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학교 도서관과 연계한 도서교육의 생활화와 다양한 독서행
사를 통한 즐거운 책읽기 문화 조성을 주요 방침으로 하고 있는 ‘라’ 고등학교의 독서교
육은 개인적 독서와 공동체 독서의 병행, 독서와 토론의 연계, 다양한 독서활동 기회 제
공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라’ 고등학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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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라’ 고등학교 독서교육 내용 및 시기
영역

교과연계
독서수업

독서문화
정착

독서를 통한
멘토와 멘티
활동
삶의 가치 발견

추진과제

추진 내용 및 시기

국어교과 독서수업

∙ 전 학년 1주 1회 독서 수업
∙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 주제통합 독서토론, 진로연계 토론 등(연중)

창의적체험활동 독서수업

독서토론 동아리 운영(연중)

방과후학교 독서수업

독서토론 수업 운영(연중)

인문학 독서토론 카페

∙ 학생 주도형 독서토론 카페 운영(4,7,9월)

자율독서 동아리 확대

∙ 자율 독서동아리 확대 (워크숍, 발표회 등)
∙ 언니들의 북토크 개최(3월)

독서토론 책 발간

독서토론의 결과를 책으로 발간(2020년 1월)

5인의 책읽기

교사와 학생, 선배와 후배의 독서토론(4,6,10월)

독서토론캠프(독서기행)

주제에 대한 독서, 토론, 공연관람, 기관탐방 등(6월)

독서토론리더 양성과정

독서토론의 내용, 방법 교육 실시(연중)

작가와의 만남
시와 노래가 있는 저녁

독서토론 카페 운영과 연계하여 작가와의 만남 기회 제공(4,7,9월)
음악과 함께하는 시인과의 토크(11월)

※출처: ‘라’ 고등학교(2019: 98-99)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

학교 차원에서 제공하는 비교과 프로그램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80여 개가 넘
는 자율동아리를 만들어 같이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라’ 고등학교의 도서관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이 되었을 뿐
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살아 있는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모든 아이들이 독서 관련한 동아리를 서너 개씩 갖고 있어요. 보통 일반고 도서관은 먼지 펄펄 날려
요. 그런데 우리 도서관은 제일 애들 발걸음이 빈번한 데에요. 특히, 시골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
이에요.(‘라’ 고등학교 교감)

독서교육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비교과 활동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대학 진
학을 준비하는 ‘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시
중심의 대학 입시 상황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학교 차원의
다양한 독서 중심 비교과 활동과 학생들의 자율적인 독서 동아리 활동 노력이 합쳐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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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독서교육의 효과는 단순히 대학 입시 실적으로만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교
감과 교사들이 평가였다. 학생들이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수업에서, 그리고 자율동아리에
서 서로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그렇게 형성
된 학생들의 자발성과 적극성은 학교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교육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애들이 독서를 하면서 수업이나 자기 진로와 관련해서 생각이 많아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데 학교에서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건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활동들에
진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심에 독서교육이 있다고 생각해요.(‘라’ 고
등학교 교사2)
독서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애들이 토론 활동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해요.
발표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되게 잘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다 자율적으로.
솔직히 다른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 학교는 애들이 알아서 뭔가
찾아서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는 다른 학교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요.(‘라’ 고등학교
교사2)

이러한 ‘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적극성과 자기주도적 활동 노력은 주변의 다른 학교들
과 비교해도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라’ 고등학교에 특별한 학생들만이 진학하는 것도 아
닌데, 학교 활동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고, 교사들이 요구하거나 지시하기도 전에 학생들
이 먼저 계획을 세우고 도움을 청해 온다는 것이 다른 학교에서의 학생지도 경험을 가진
교사들에게는 색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남고에도 있었고, 실업계에도 있어 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우리 애들이 훨씬
더 주체적으로 활동을 해요. 애들이 중학교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딱 들어오면 주체적으
로 뭔가를 해요. 선생님들이 뭔가 자극을 주면 그게 진로가 되었든, 동아리가 되었든, 독서가 되었든
뭐든 간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만큼은 최대의 장점인 것 같아요.(‘라’ 고등
학교 교사1)
자율동아리도 지도교사가 있긴 한데, 애들이 활동을 거의 알아서 해요. 지도교사가 “우리 이런 활동
을 해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저희 이런 활동을 할 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하는 식으로 오는 거죠. 특히나 이과 쪽 애들이나 사범대 쪽 생각하는 동아리 애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실험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막 하고.(‘라’ 고등학교 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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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유독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라’ 고등학교 교사들은 독서교육과 적극적 참여, 자발적 활동
등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학생들이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입학하게 되고, 선배
들이 후배들을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적극성이 더욱 강화
되는 지속성을 갖는 것 같다고 보았다.

분위기 때문에. 선배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닌 것 같고, 오랫동안 전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라’ 고등학교에 들어오면 자기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암암리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라’ 고등학교 교사1)
자기가 속한 학교나 동아리에 대한 소속감을 굉장히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여기 애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라’ 고등
학교 교사2)
진로나 진학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 말보다 “저희 동아리 언니가 그랬는데요.”
이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니까요.(‘라’ 고등학교 교사2)

초기에는 교사들이 독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
어 내고자 열심히 노력하였다면, 이제는 그것이 학교의 전통이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학생들 스스로 기존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시도와 활동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
이다.
독서교육은 농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가지고 있는 진로교육에 있어서의 어려움도 일
정 부분 해소해 주고 있다는 평가이다. 독서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된 작가와의 만남은 자
신이 고민하고 있는 진로 영역에 대한 정보나 경험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진로 및 진학 고민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자율동아리를 결
성하고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눔으로써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결해 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자기 진로와 관련한 작가님 오시면 책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살아오신 방향과 살아오시면서
느낀 점 같은 걸 많이 조언해주세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해주시고요. 다른 분야나 다른
세상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라’ 고등학교 학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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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자율동아리가 많은데요. 친한 친구들끼리 만드는 경우도 있고, 진로나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만들기도 해요.(‘라’ 고등학교 학생1)

다만, 사고의 깊이를 확장하고 건강한 인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독서활동
이 단순히 ‘진학’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어 과목을 제외한 다른 정규 수업에
서는 학생들의 독서활동과 연계된 활동이나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독서교육이 활성화된 건 맞긴 한데, 독서교육의 목적 자체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애들이 만약에
입시와 연관되지 않았다면 과연 그렇게 독서활동을 열심히 할까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독서는 ‘진학’으로, 대입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독서교육은 사실 인성과 관련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요. 사실 저와 같은 생각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힘들죠.(‘라’ 고등학교 교사1)
수업 시간에 책 읽고 그런 거랑 연계를 하는 수업은 국어 수업만 그런 것 같아요. 주로 수행평가
때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보고서를 써서 내요.(중략) 독서 자율동아리가 많은데요. 교과랑 연계를
해서 활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그런 활동을 권장한다거나 해서 교과랑 연계하는 독서활동
은 지금은 없어요.(‘라’ 고등학교 학생2)

그리고 다양한 책을 읽고 토론하고, 생각을 나누지만 이러한 활동들이 교과 수업이나
교과 지식과 연계되지 못하면서, 교과 영역에 대한 이해나 성적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
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하였다.

아이들이 독서량이 굉장히 많고, 아주 생활화가 되어 있고. 어떤 책 가지고 토론하자고 하면은 줄줄
줄 토론이 나올 정도니까. 비문학 영역 같은 데에 있어서 사고력 증진이라든지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가끔 중간･기말고사 시험 때 학생들 질문이 들어온다고 담당 선생님 호출이 막 와요. 이유는 “애들이
국어를 이해를 못 해서”라는 거예요.(중략) 애들이 비문학 독해 능력은 생길지 모르지만, 국어만 국어
가 아니잖아요. 사회도 이해 못 하고, 과학도 이해 못 하고, 기술도 이해 못 하니까.(‘라’ 고등학교 교
감)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독서를 중심으로 한 비교과 활동들이 교과적인 지식과 연관된다
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적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다는 거죠.(‘라’ 고등학교 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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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택형 교육과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2019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

면서, ‘라’ 고등학교에서도 문･이과 구분이 사라졌으며,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등 다양한
선택과목들이 개설･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고교학점제까지 도입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처럼 학생들이 선택하여 수업을
듣도록 하는 것은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 수업 태도라고 한다.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준비나 동기부여 상태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교육과정을 자기가 선택하게 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들을 듣다보면 ‘아, 이런 쪽에 내가 소질이 있구나!’하는 것도 알게 되고, 관련 진로나 학과에 대해
서도 좀 더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자기 진로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선택
과목을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라’ 고등학교 교사2)

2학년은 선택과목이 있는데요. 확실히 달라요, 왜냐하면, 과목을 듣고 싶어서 왔잖아요.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동기부여가 돼 있어요.(‘라’ 고등학교 교사2)

그러나 소규모의 공립 일반고로서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한계들도 분명하다는 것이
교사들의 생각이었다. 우선, 학생들의 선호가 한 과목으로 쏠리게 되면 해당 과목을 담당
할 수 있는 교사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환경 하에서는 인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 주변에서 강사를 구하려고 해도 쉽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에 순회교사를 신청하거나
주변 학교에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3학년에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과 ‘고전과 윤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두 과목을 강의하실
수 있는 선생님은 한 분인데, 애들이 신청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두 과목을 다 운영할 수 없게
된 거에요. 결국에는 ‘고전과 윤리’라는 과목을 폐강하게 됐는데, 그랬더니 그 과목을 선택했던 학생들
이 왜 자기들 과목을 폐강하냐고, 다른 과목을 폐강하라고.(‘라’ 고등학교 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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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학교하고의 연계는 시간표와 평가의 문제가 걸려요. 애들이 어느 한쪽 학교에 가서 평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더구나 옆에 학교가 남고라서 남학생들이 일과 중에 오는 것도 그렇고, 방과 후에
와서 밤에 수업을 듣는 것도 문제예요. 언제 수업 시간을 뺄 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 수요일 8, 9교시
이렇게 잡는다고 학교 행사나 공휴일 등으로 인해 보강 날짜를 잡아야 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게 또
엄청난 일이에요.(‘라’ 고등학교 교사1)

때문에 ‘라’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되, 대학에서의 수강신청
처럼 개설 가능한 과목과 강좌 수, 수강 가능 인원 등을 표기하고 학생들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라) 다시 학년부 체제로
‘라’ 고등학교도 교과교실제를 활발하게 추진할 당시에는 교과부 체제로 교사 조직이

만들어지고, 교과 선생님들이 긴밀하게 소통 및 협력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생활지도나 담임교사의 학급경영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기본적으로는 학년부 체제로 다
시 회귀하였으며, 교무 및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 일부 담임교사들은 업무분장 조직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다.

저희도 큰 틀은 학년부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다만, 교사 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업무는 학교 규모
에 관계없이 똑같잖아요. 그렇다고 학년부 선생님들만 이렇게 나눌 수도 없고. 그래서 일부는 학급담
임이지만 교무부나 연구부나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선택교과 중심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만간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교사 조직은 과거 교과교실제 운
영 시기처럼 교과부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것이 ‘라’ 고등학교 교사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다만, 교과부 혹은 교과교실제 체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학교 공간
이 획기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
한 고민이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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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사점 및 실천 과제
1) 자율과 책임을 실천하는 교육(교육목적)

앞으로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학생의 자율과 선택을 최대한 보장
하되,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일 것이다. ‘다’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학생관처럼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조금 더 ‘큰 아이(big boy)’가 아니라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예비 성인(little adult)’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그러하
기에 고등학생들에게는 최대한의 자율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율과 자치가 방종과 무책임
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학생들이 스스로 규율해야 하는 부분이며, 결코 교사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제재하며 만들어 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가’ 학교와
‘다’ 학교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들은 아직 진정한 자율과 자치를 경험해 보

지 못했을 뿐, 자신들이 학교로부터 존중받고 있으며 자율과 선택이라는 가치를 보장받
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것에 따르는 책임의 무게도 함께 배우는 것으로 보이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자율과 자치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에 명시된 것처럼 학생들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하고 학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누리기만
하는 교육 수요자가 아니라, 학습자로서 윤리의식을 확립해야 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
해야 하며,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습자로서의 윤리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체계적인 인성교육 프
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다’ 학교의 사례에서처럼 학교의 교훈
과 인성교육이 추구하는 가치 및 세부 방법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가’ 학교 교장이 언급했던 것처럼 학습자로서 기울여야 할
최소한의 노력도 실천하지 않은 학생 혹은 도달해야 할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한 학생들
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석 일수만 채운다고 하여 고등학교 졸업장을 무조건 수여할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추지 못할 경우 졸업장이 아니라 수료증을 발급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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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고등학교에서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학생 스스로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고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적
당히 출석 일수만 채운다고 하여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교육 단계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매 수업마다 이수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재이수를 의무화하고, 재이수에 따르는 비용은 학생 및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유급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2019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
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정규 학기에 제공되는 교육에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이 적
절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재이수해야 하는 수업에까지 무상교육을 적용하는 것은 재고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로서의 학생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곧 도입될 고교학점
제의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학생의 참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교육과정 운영(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 혁신 사례 학교의 교원들은 1학년 학생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지적
하였다. 구체적으로, 입학을 전후하여 학습자로서 그리고 예비 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을 교육하고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다’ 학교의 사례,
적어도 1학년 단계에서는 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대학 입시 준비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 수업과 학생 중심의 참여형 수업을 시도하고 있다는 ‘가’ 학교의 사
례, 그리고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토대로 교과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 아래 입학
과 동시에 강력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나’ 학교의 사례 모두 1학년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교육적 노력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학기 또는 1년이라
는 시간에 불과하지만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가 중학교의 분위기 및 학생들의 특성
을 크게 변화시킨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노력은 이후 2~3학년
교육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사례분석 대상 학교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성 중 하나는 선택형 교육과정이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크게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선택권이 크게
강화되는 고교학점제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2018학년도에 도입된 2015 개정 교
육과정은 2019학년도 현재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제한적이나마 과목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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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장하고 있으며, 문･이과의 구분도 사라졌다. 그 결과 학생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진
로에 따라 학교에서 개설한 혹은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된 학교 밖의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과목의 확대로 인한 변화는 교사들이 먼저 체감하고 있는 듯하다.
‘선택’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충분히 동기부여가 된 상태로 수업에 들어오기 때문에

수업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다만, 문･이과 계열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과목 개설 여건 또는 대학 입시에서의 유･불리를 고려하여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
의 과목 선택을 제한하거나, 복수전공 교사의 부족이나 상치교사 제도 운영의 한계 등으
로 인해 충분한 선택과목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학생들의 진로 희망에 따른 교과목
이수 모듈의 부재 및 적절한 안내의 부족 등과 같은 현실적 어려움들은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례 학교들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및 학생참여형 수업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수능 최저
기준이나 정시 전형을 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전통적인 수업 방식을 중심에 두고 가능
한 활동들을 추가하는 형태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 학교들을 통해서도 나타나듯이 통상적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와 정시 위주의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 학교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교가 그것을 선택할 것
이 아니라, 학교는 두 가지 교육과정 혹은 수업을 함께 준비하고, 어떤 형태의 수업을
들을지는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다. 즉,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도
움이 되는 활동 중심의 참여형 수업을 수강할 것인지, 아니면 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위한
전통적인 강의 중심,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을 수강할 것인지를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하
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입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
든 학생들에게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3) 교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교사(교육방법)

교육 혁신 사례 학교들의 공통적인 특성 중 하나는 활동 중심의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혁신학교인 ‘가’ 학교와 일반 공립고인 ‘라’ 학교의 교사들 모두
소속 학교의 학생들이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 특성을 갖게 된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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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학생 중심의 토론식 수업, 프로젝트 및 활동 중심의 수업을 들고 있다. 학생들
스스로 자료를 찾고 과제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고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는 경험
이 축적되면서 입학 당시에 비해 자신감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 활
동 전반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러한 적극적인 모습들은 학생
자치활동으로도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자연스럽게 학생들에 대한 평가도 수행평가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수행평가 혹은 논술형 서술이나 구술 시험보다 객관식 시험이나 단답형의 주
관식 시험이 성적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학생 및 학부모들과의 갈등이나 논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쉽고 간편하게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다. 그러나 학교 설립 이후 줄곧 과정중심평가, 수행평가 중심의
학생 평가를 유지해 오고 있는 ‘가’ 학교의 사례, 교사의 평가는 얼마나 시험문제를 잘
출제하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가르친 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스스로 확인하고 학생들을 위
해 어떠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지를 점검하는 작업이라고 보는 ‘다’ 학교의 사례,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되려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그것을 통해 얼마
나 성장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라’ 학교 교사들의 생각이 공통적으로 가리키
는 방향은 수행평가와 과정중심평가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에 대한 진로 및 진학 지도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고는
진학지도에, 전문계고는 취업을 비롯한 진로지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일반고에서는
그 동안 진학지도는 대학에 어떤 학과들이 있고 그것과 관련된 직업은 또 어떤 것이 있는
지를 알려주는데 그쳤으며, 전문계고 학생에 대한 취업 준비는 취업 가능성에 주로 초점
을 두었다. 그러나 ‘다’ 학교의 진로 및 진학지도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지도는 학생들이 품고 있는 ‘꿈’이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만일 학생들
에게 그러한 꿈이 없다면, 꿈을 찾게 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꿈에서 진로를 찾고,
진로에서 진학을 고민하고, 진학을 통해 미래 직업을 꿈꾸는 일련의 성숙 과정을 학교가,
그리고 교사가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모습이 앞으로 우리 진로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일 것이다. 아울러, 진학지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직업교육
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존재하고,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계 고등학교에도 진
학을 소망하는 학생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개별 학생들의 요구를 외면하거나 개인이 해결
해야 할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개별화 교육,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는 우리 교육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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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전문계
고등학교에서의 진학지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고민과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4) 대학 학사조직의 적용 및 학교장의 조정 역량(조직 및 구성원)

학교의 교사 조직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교무부, 연구부, 학생부
등 교사들이 수행해 온 전통적인 행정 및 교무 업무 중심의 교사 조직, 교과교실제 시행
및 수준별 수업 확대와 함께 도입된 교과부 중심의 교사 조직, 그리고 학생 상담 및 생활
지도와 같은 학급 담임교사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확산되어 온 학년부 중심의 교사 조직,
이 세 가지이다. 각각의 조직 형태마다 장･단점이 존재하고, 학교마다 교육 중점이나 학
교장의 교육적 지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례 분석 대상 학교들 사이에서도 조직 형태
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설립 단계부터 완전한 선택형 교육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는 ‘다’ 학교의 경우 교과 교사들의 협력을 강조한 교과부 중심의
학교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는 반면, ‘가’ 학교와 ‘나’ 학교는 담임교사의 역할을 강조
한 학년부 중심의 학교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라’ 학교는 교사들이 수행해야 할
교무 및 행정 업무 중심의 학교 조직을 운영하되, 3학년과 2학년은 가급적 학년부 교사
들이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전통적 학교 조직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선택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이에
맞춰 학교 조직 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 교과 혹은 인접 교과 교사들
간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복수전
공 교사의 수업 과목 및 상치교사 제도 확대 등이 추진된다면 교과 교사들 간의 협의나
협력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다’ 학교 교원들은 대학교의 학사조직
체제가 고등학교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사들은 대학 교수들처럼 학
생들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평가하는 데 집중하되, 학사 및 교무 업무는 학과 조교가 전담
하는 것처럼 교무 및 행정 조직이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떠받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부를 중심에 두고 학교 조직을 구성하되, 교무 및 학사 지원
조직에 최소한의 교사와 전문 지원 인력이 배치되도록 안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
장은 각 조직의 역할이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업무 및 인력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 혹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모니터링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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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그리고 교육부 및 교육청은 개별 학교에 충분한 교무 및 학사 지원 인력이 배치
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혁신하고, 학교 교사들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교사들이 수행해
야 한다고 믿어왔던 업무들을 과감하게 교무 및 학사 지원 전문 인력에게 내어줄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다양한 면학 공간 제공(환경 및 시설)

고등학교에는 이미 2018년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문･이과의 경계가 사
라지고 제한적인 형태이기는 하나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졌다. 또한, 조만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될 예정이어서 향후 다양한 선
택과목 운영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의 적절성 여부가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과거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던 학교들의 고민과 유사하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
될 경우 지금처럼 학생들이 특정 교실에 상주하는 형태의 학교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다양한 선택과목들이 동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도의 교실이 확보되
어야 하며, 수업이 없는 시간에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며, 교사들
의 근무 공간과 교무 및 학사, 행정 지원 인력을 위한 업무 공간 등도 적절히 고려될 필
요가 있다.

2

제도권 밖 교육 혁신 사례 분석

가. 사례 선정 기준 및 대상
1) 사례 분석 대상 기관 선정 기준

제도권 밖의 교육 혁신 사례를 선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기존의 전통적 학교형
태와 국가중심교육과정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 학교형태와 완전히 다르지 않더라도 최대한 탄력적이고 유연한 학교운영 형태를
띠고 있는 대안교육공간과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는 교과지식 전달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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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대안교육공간을
찾고자 했다. 이에 ① 학교에 갇혀 있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
교육공동체로서의 교육 혁신 사례, ② 학습자마다의 적성과 능력, 흥미 등을 중심으로
모듈형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학교형태 대안교육 사례, ③ 학교와 같은 시설
형태가 없이 탄력적이고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탈학교형태 대안교육 사례를 선
정하였다.

2) 사례 분석 대상 기관

가) 마을교육공동체 사례: E도 지역 ‘마’ 기관
OECD에서 전망한 미래교육 시나리오 중 ‘학습자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회’가 포함

되어 있다. 이처럼 미래사회의 혁신적인 교육형태 중 하나는 교육이 학교 안에 머물지
않고 학교 밖,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
기관의 교육 사업은 마을교육공동체 사례로서 미래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마’ 기관은 ‘온 마을이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마을과

학교, 주민을 잇는 공간으로서 다양한 연령층의 학습경험과 재능을 상호 교류하고 민주
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마을교육공동체의 터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마’ 기관 홈페이지,
접속일: 2019.10.02.). 이러한 비전하에 ICT 특화 프로그램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한 마을공동체 실현, 실험적･선도적인 마을학교 등
의 다채로운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마’ 기관 홈페이지, 접속일: 2019.10.02.).
이처럼 ‘마’ 기관 사례는 대표적인 마을교육공동체 사례로서 학교 밖의 대안적인 혁신
적 교육 사례의 요소를 갖고 있다. 이에 ‘마’ 기관을 제도권 밖 교육 혁신 사례로 선정하
였다.

나) 학교형태 대안교육 사례: F도 지역 ‘바’ 기관(고등과정)
‘바’ 기관은 2002년 개교한 대안교육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바’

기관 홈페이지, 접속일: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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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학교 : 몇 십 명의 작은 학교로 교사, 학생, 학부모가 가족처럼 생활합니다.
위대한 불복종 정신 : 획일화된 기존 교육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갑니다.
쓸모 있는 교육 : 문화적 창조자로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진정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려 합니다.
탁월성 교육 : 자아의 진정한 표현, 활짝 핀 개성, 고유한 잠재력 속에서 탁월성을 기대합니다.

‘바’ 기관은 ‘진로중심 프로젝트 학교’를 표방하면서 구체적인 자기발견의 교육, 실제

적인 학생 맞춤형 배움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도권 밖의 혁신적인
대안교육 사례로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다) 탈학교형태 대안교육 사례: G시 지역 ‘사’ 기관
‘사’ 기관은 대안교육기관으로서 ‘모듈형 교육과정’을 표방한 혁신적인 교육공간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고등 청년과정’이라는 제하에 이 대안적 교육시설이 운
영되고 있다. ‘사’ 기관은 “17세~24세의 청년들이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스스로의 시간표
와 배움을 만들어가면서, 자신의 뜻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도성을 기르는
고등 청년과정”으로 소개되어 있다(‘사’ 기관 홈페이지, 접속일: 2019.10.06.)
미래의 탄력적이고 유연한 교육과정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는 ‘사’ 기관은 교육을 졸업
장이라고 하는 표면적 학력인정증서를 취득하는 과정보다는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제적 능력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본다. ‘사’ 기관에서 시간표는 ‘누구나의 시간표’가
아니고 ‘누군가의 시간표’이다. ‘사’ 기관은 교육의 시간이 학습자마다 다르다. 학습자마
다 교육의 시간이 달리 적용된다.
교육공간은 연구실, 실험실, 작업장 등으로 나뉘어 학습자들이 선택한 교육과정에 따
라 활동 공간이 달라진다. 학습자들은 기획회의를 통해 주체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
다. 이처럼 ‘사’ 기관은 학습자 중심의 탄력적이고 유연한 모듈형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대안교육의 한 모델로 분석할만한 가치가 있어 분석사례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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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례 분석 결과
제도권 밖에 있는 교육기관은 제도권 안의 교육기관에 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학사운
영이 가능하고 보다 혁신적인 시도가 가능하다. 이러한 새롭고 유연한 다양한 시도는 미
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일반학교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
공할 수 있다. 제도권 밖에 있는 교육 기관들의 교육 혁신 사례를 통해 미래교육의 시사
점을 도출하기 위해 사례 분석 대상 기관의 관리자,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
시하여, 교육목적, 학교특성, 교육과정, 교육방법, 학교구성원, 학교의 공간 및 자원, 학
교교육의 성과 등에서 나타나는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 혁신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1) 마을교육공동체 사례: ‘마’ 기관

가) 마을 전체를 교육의 장으로
‘마’ 기관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 마을이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이라는 교육 목표를 갖고 있다. 교육 목표로 제시한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공평한 배움을 지향하는 교육공동체 구현’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적은 관계자의 면담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목표라고 하면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이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그거고요. 거기 그거 안에 학교를 포
커스해서 말씀드렸던 게 많았고요. 마을 쪽을 포커스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마을활동가, 마을강사라
는 걸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직접 오랜 시간동안 마을교육공동체가 무엇인지 교육
을 받고 마을학교라는 걸 저희가. 이제 방학 동안에 보육의 개념으로 마을학교라는 걸 열거든요. 그러
니까 학교 방학기간 동안에 ‘마’ 기관에 와서 이제 뭐 다양한 초등학교 그러니까 유아부터 시작합니다.
7살부터 고등학생까지. 이 공간에서 체험수업 아니면 다양한 커리큘럼을 직접 본인이 수강신청해서
듣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마’ 기관 직원)

이처럼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것은 학교
안에서의 교사의 가르침과 학생의 배움으로만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교
육의 장이 되고, 누구나 교사와 학생이 될 수 있는 것을 지향함을 의미한다. 사실상 소위
‘좋은 학교 보내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기존 학교와 그 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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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마’ 기관 홈페이지(접속일: 2019.10.02.)

[그림 Ⅲ-8] ‘마’ 기관 교육 비전

나) 자발성과 평등
‘마’ 기관 홈페이지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마을학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교육철학으로서 ‘학생중심의 사랑과 자발성 교육, 서로를 살리고 살
피는 평등한 교육공동체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마을학교는 지역사회의 학
교들과 마을 주민들이 유기체적인 협력체를 구성하여 일반학교의 돌봄교실 및 방과후 학
교의 기능을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공하고자 하며, 학교를 둘러싼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마’ 기관을 아이들의 배움터로 활용하여, 아이들이 마을과 ‘마’ 기관의
주인이 되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살아있는 배움의 장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서로에
게 배우고 서로를 믿으며 행복한 자신을 위한 교육의 즐거움이 보장되는 마을학교를 운
영하고, 강제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교육의 주체들이 모여 지역사회와 힘을 합쳐
만들어가는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마’ 기관 홈페
이지, 접속일: 2019.10.02.). 이러한 특징은 참여자들의 면담 결과에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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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첫 번째 교육목표로는 학교에서는 하지 못하는 거, 할 수 없는 거 하고는 싶은데 지원이 안돼
서 못했던 것들을 ‘마’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지향점이었고요. 여기
공간 자체가 이제 마을과 학교와 시민 주민을 잇는 컨셉이라서 ‘마’ 기관이라고 네이밍이 됐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이제 아까도 투 트랙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다른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시민과 주민이 배우
고는 싶은데 기존 문화센터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서비스해보자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메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마’ 기관 직원)
아이들이 그렇게 해결하고 본인들이 만들고 그거를 또 더 발전해서 그러면 이거 만들었으니까 다음
에는 어떤 거를 만들면 좋을까 (생략) 우리집에 뭐가 있는데 그럼 그걸로 만들 수 있는 걸 생각해보자
하는 그런 주체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너무 감동적이고 되게 좋았어요 아이들이.(‘마’ 기관 학부모)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만 알려주고 전술, 이런 식으로만 알려주고. 뭔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
야 한다 이런 걸 알려 주지 않고 그런 비전이나 목표 같은 것들. 이런 거들을 같이 잘 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서.(‘마’ 기관 학생)

이처럼 ○○마을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자발성이라고 볼 수 있다. 미리 정해진 것, 정
해준 것을 일방적으로 학습자에게 강요하는 교육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
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배적 관계 하에서 교육이 이루
어지는 일반학교에서 보기 어려운 특징이다.

다) 개별화 교육과정
이 ‘마’ 기관에서는 개인 맞춤형 블록제 시간표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개별화 교육 과
정을 지원하고, 상시 학생상담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3> ○○마을학교 프로그램
구분

필수수업

선택수업

자유수업

내용

철학, 인문학

의식주 관련 수업 리버럴 아트
예체능

개인 맞춤형 개설

예시

생각한다는 것 잘 산다는 것
사람답게 산다는 것
부록: 너머학교 열린교실 활용
도움책

요리, 목공, 수공예, 바리스타,
ICT 활용수업, 도서관 협력수업
등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교수

전문강사 지원 토크 콘서트

마을 강사

또래 및 대학생 학부모 멘토 지원
개별화 교육 과정

※ 출처: ‘마’ 기관 홈페이지(접속일: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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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마을학교 시간표
시간

월

화

10:00~
10:30

수

목

금

필) 인문학 특강

필) 독서치료

하루열기

선1) 숲체험이야기
10:30~ 선2) 마을장터
12:00
만들기
프로젝트

필) 아는데로 사는법

자유수업

12:00~
13:00

점심시간

13:10~
14:00

자유수업

선1)
선2)
선3)
14:10~
선4)
16:00

뚝딱 소품
미싱의 활용
행복한 요리
모델링과 3D
SW기초코딩
선5) 자유수업 /
자율동아리

선1) 매점 프로젝트
선2) 도서관 리더쉽
캠프
선3) 바리스타
선4) 자유수업
자율동아리

16:10~
16:30

선1) 아하! 민화!
선2) 오카리나
선3) 보드게임
동아리
선4) 자유수업
자율동아리

선1)
매점프로젝트
선2) 캘리그라피
선3) 자유수업
자율동아리

선1)
선2)
선3)
선4)
선5)

힐링요가
주얼리공예
리싸이클아트
자이브댄스
자유수업
자율동아리

하루닫기

※ 각주: 동시간대의 여러 과목 중에서 학생들이 선택하여 수강
※ 출처: ‘마’ 기관(2017: 1)을 토대로 수정함

학생들의 속도 등을 고려해서 교육과정이 변경되기도 한다. 이는 관찰과 면담을 통해
판단한다. 활동가로도 참여한 학부모의 면담 결과를 보면 이러한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
성되는지 알 수 있다.
어느 정도 선생님이 큰 틀은 잡아놓고 하루는 비워놓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렇게 해서
쭉 적은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투표수가 많이 나온 거를 3가지 골라서 그 수업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자신들이 원했던 그 수업을 했던 게 만족도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마’ 기관 학부모)

이처럼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선택하고 학습하며, ‘내 친구 엄마’가 만든 수업 등
가족공동체, 마을공동체가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다. 즉, 네트워크화된 교육과정이 운
영된다. 이 지역은 최근 조성된 신도시라서 연대의식이 약한 지역인데, 이 네트워크라는
마중물이 그것을 단단하게 하고 있다. 일반학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학습자 주도적
교육과정 편성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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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 ‘마’ 기관의 참여자 산출물

라) 자유도 높은 교육방법
교육과정에 얽매이지 않아 교육방법의 자유도가 높다. 교육자나 학습자나 모두 자유도가
높아 프로그램에 다양한 교육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표 Ⅲ-5> ○○마을학교의 교과와 수업내용
교과명
아는 대로
사는 법
필수
즐거운 토의토론이야기

선택

숲체험 이야기

수업내용
- 막연히 알고 있는 것을 구체적 자료를 통해 정확히 안다.
- 아는 대로 살기 위한 실천목표를 바로 세운다.
- 실천목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기록하여 발표한다.
- 주제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할 수 있다.
- 모둠활동을 통해 서로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다.
- 토의토론을 통해 다양한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산책하면서 자생하고 있는 식물의 종류를 알아보고
채집하여 관찰해 볼 수 있다.
- 발아부터 뿌리내리기까지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을 이야기 듣고 살필 수 있다.
- 계절의 이야기를 통해 식물이 온도에 적응하는 과정을 듣고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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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명
마을장터 만들기
프로젝트

자이브 댄스

재활용창의미술

뚝딱 소품

수업내용
- 내 생각을 친구들과 나누는 방법 익히기
-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주고 이해하는 방법 익히기
- 나와 친구들과 그리고 마을사람들과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 만드는 방법
익히기
- 자이브 음악을 접할 수 있다.
- 자이브 음악에 맞춰 자이브 초급 과정을 배울 수 있다.
-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버려지는 재활용품을 다시 사용하여 재순환되는 창의적 기쁨을 느낀다
- 창의적 활동에서 한 단계 나아간 융합적 사고력의 증진
- 소근육 활동으로 조작능력 증진
- 우드팬시를 활용하여 나만의 책갈피와 핸드폰 거치대를 꾸며본다
- 냅킨공예를 활용하여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소품 패브릭필통 폰가방 을
만들어 본다
- 스텐실기법을 활용하여 나의 개성에 맞게 나만의 소품 연필꽂이 다용도함을
만들어 본다

도서관 리더(Reader)십
캠프

- 도서관에서 창의적인 협동놀이 통해 형아우간에 협동심과 리더십 형성
- 독서문화 저변 확대 및 도서관 이용 생활화
- 사서 직업 멘토링 활동으로 자신감 향상 꿈 설계할 수 있는 기회 마련

3D 모델링과 소프트웨어
기초 코딩

- 입체도형을 조합하여 기본적인 모델링을 스스로 할 수 있다
- 만든 3D 모델링 파일로 프린터를 사용하여 스스로 출력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코딩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초적인 코드 작성을 스스로 할 수 있다

바리스타

- 마을카페 운영 지원을 위한 마을 학생 바리스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A 마을교육 공동체 학생 교사 학부모 마을 주민들 소통의 장으로의 마을
카페 기반 구축

매점 프로젝트

- ‘마’ 기관 공간을 알아보고 매점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가져본다
- 아이들 스스로 매점 운영 프로젝트에 대한 실천 가능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마’ 기관 방문자들이 이용하기 좋은 매점을
만들 수 있다

※ 출처: ‘마’ 기관(2017: 2-48)

위와 같은 다양한 수업내용은 다양한 교육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교육방법으로는 교사가 와서 저희 ICT 분야의 전문강사들과 팀티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
이 여기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다양한 교구랑 컴퓨터, 3D 프린터 다양한 어떤 장비라든지 소모품을
활용해서 좀 약간 입체형으로 수업이 가능한 거죠.(‘마’ 기관 직원)
저희 선생님이 어떤 방향을 알려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PPT나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친
구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서 내가 나도 알아가고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생각을 알릴 수 있고 또
실험 같은 걸 하면서,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그걸 또 같이 실험을 하면서 공부하게 돼서 뭔가 일방적인
습득이 아니라 알려주고 습득하는 그런 쌍방향적인 소통이 가능해졌던 것 같아요.(‘마’ 기관 학생)

118

Ⅲ. 교육 혁신 사례 분석 결과

이처럼 교사와 강사들과의 팀티칭은 물론이고 단순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교구를 활용하여 입체형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마)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조직 및 구성원
‘마’ 기관은 1명의 ‘마’ 기관장 아래에 13명의 팀원이 활동하고 있다. 소수 인원으로

이러한 활동이 가능한 이유는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 학
생들의 학부모들이 활동가로 참여하기도 한다. 성인 재교육이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사들의 양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표 Ⅲ-6> ‘마’ 기관 조직 및 역할
역할

‘마’ 기관장

팀장

운영지원

ICT

마을교육공동체

인원

1명

1명

7명

3명

2명

* 출처: ‘마’ 기관 홈페이지(접속일: 2019.10.02.)

저희가 강사풀을 갖고 있고. 저희가 예를 들면 ○○여성새일센터라고 전국의 경력단절여성들을 재
교육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 분들 중에서 ICT 쪽으로 이미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
요. 약간의 경력단절 때문에 재취업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분들을 편성해서 ICT 교사
로 보내드리는 거죠... 융합메이커 강사 양성 과정이라고 저희가 과정을 만들기에 앞서서 이제 협의를
했었어요. 혹시 ICT 쪽으로 강사 양성 과정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과정이 괜찮겠느냐 해서 요즘 학교
에서 메이커 교육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요거에 편성을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00시간 동안 강사 양성을 해서 이제 수료를 마쳤는데 그 분들이 여기 ‘마’
기관에서 강사 강의과정을 오픈하기도 하시고 또 그분들이 본인들끼리 동아리를 꾸려 가지고 또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 보면 좀 성인 차원에서 그런 재교육한 것 같아서 (‘마’ 기관
직원)

‘마’ 기관에서 교사들은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씨앗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교사들

이 학생들에게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존재라기보다는 함께 무언가를 찾아가는 동
반자와 같은 친구로 학생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그냥 뭔가 선생님이라고 하기에는 방대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방대한 걸 가르
쳐 준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작은 거에서 궁금해 할 수 있는 실험들 위주로 이러한 원리를 깨우칠 수
있도록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걸 알
려주고 싶어서.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친구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마’ 기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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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마’ 기관의 팀원 중 한 명은 “이 학생들이 세상을 바꾸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예컨대,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하고나서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제
품을 만든 걸 보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학생들은 배운 지식을 머리에 암
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창조자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

바) 다양한 쓰임새를 갖춘 공간과 자원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공간은 다양한 쓰임새에 맞게 차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학교에서처럼 단지 학생들을 비슷한 규모로 쪼개기한 학급구조가 아니라 쓰임
새에 맞게 다양한 이름을 갖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일반학교에서 구비하고 있지 못한 자원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구비하고 있다.
<표 Ⅲ-7> ‘마’ 기관의 공간과 활동 내용
구분

공간

세부내용

1층

마을카페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커피 등 음료를 만들고 기부금을 받음

202호

공동육아공간(놀이터)

204호, 205호, 206호

프로그램실

207호

음악실

합창단 및 음악 관련 프로그램 진행

201호, 208호

GX실

댄스, 요가, 체육활동 진행

209호, 210호

동아리실

502호

요리스튜디오

503~509호

ICT·메이커공간

501호

대강당

공동육아 및 유아프로그램 운영
마을 교육 프로그램 및 마을 및 학교 연계프로그램

학생 중심의 자율동아리 운영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 수업 진행 및 개발
정보통신기술 교육, 메이커 교육 진행 및 자발적 활동 참여
공연, 세미나, 작은축제 등

※ 출처: ‘마’ 기관 홈페이지(접속일: 2019.10.02.)

학교 끝나고 자유롭게 3D프린터를 쓰러 초등학생도 이미 와서 하고 있고요. 중학생들도 학교 끝나
고...(중략) 학생들한테 가장 인기 많은 장비는 3D 프린터입니다. 그런 장비는 서로 쓰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VR도 저희가 시설을 마련해 놓고 있어서 (중략) 가상현실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아서 친구들
을 데리고 와서 그런 체험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마’ 기관 직원)
○○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선정이 됐어요. 그 학교와 연계를 해서
선생님들이 물론 수업 콘텐츠를 만드시고 그리고 플러스해서 ‘마’ 기관에서도 저희가 학교에서는 배우
기 어려운 것들을 콘텐츠를 짜서 수업을 같이 개설을 하거든요. 학교에서는 스몰 클래스라고 따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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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명칭을 지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업 콘텐츠 및 어떤 강사지원을 고등학교 딴에서 하고 있고 덧붙여
서 주문형 강좌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코딩이나 어떤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만 교과목으로 편성하기 어려울 때, 주문형 강좌를 ‘마’ 기관에 요청합니다. 저희가 강사
분이랑 이제 갖고 있는 콘텐츠들을 제공해서 그 수업 자체가 ‘마’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정
보과학 수업이. 학교에서는 수업이 어려운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해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클러스터
사례도 있습니다.(‘마’ 기관 직원)

‘마’ 기관은 학교와 완전히 독립된 교육시설이 아니라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자원으로서도 이용되고 있다.
사) 학생들의 변화로 나타나는 교육성과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많은 성과를 낳고 있다. 실례로, 4차
산업의 바탕이 될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을 통해 다양한 컴퓨터 관련 활동을 체험한 학
생들은 대학의 컴퓨터공학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최승호, 2019.05.14.).
이러한 프로그램은 비단 대학 진학을 넘어서서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연계 교육활동의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최승호,
2019.05.14.). 이러한 프로그램은 비단 대학 진학을 넘어서서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진

로를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연계 교육활동의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최승호, 2019.05.14.). 이 외에도 ‘찾아가는 드론스쿨’과 ‘청소년을 위한 진로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육성과라고 할 수 있
는 것은 학생들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학교 교원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큰 관심과 호응을 보이고 있다.
교장선생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다 ‘마’ 기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리
고 아예 이제 문과였다가 이과로 진로를 바꾼 학생들도 있대요. ‘마’ 기관 프로그램을 듣고. 나는 이과
가 맞았구나라고 해서 학교에서는 절대 캐치하지 못했던 학생들인데. 그리고 실제로도 학교 교장선생
님을 잠깐 찾아뵈러 갔을 때 학부모 대표랑 또 다른 학부모 두 분이 같이 배석을 하셨는데, 본인 자녀
의 변화된 모습을 또 엄청 쏟아내시더라고요. 정성적인 부분을 봤을 때 ‘마’ 기관 프로그램이 학교 교
과 내에서 좀 통하는 게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교장선생님은 아직까지 ‘마’
기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랄까 지지자 역할을 하고 계세요.(‘마’ 기관 직원)
아이가 원하는 거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뭔가 내 생각보다는 아이의 생각을 먼저 물어봐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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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지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이유도 자기가 설명을 하고 자기 생각을 그렇게 끌어내니까 또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없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중략) 많이 변화하고 아이의 생각을 많이 존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
뀌게 된 것 같아요. 나도 내 아이, 마을의 아이들에게도 물론이지만 내 아이에게도 내가 좋은 어른이
되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마’ 기관 학부모)

2) 학교형태 대안교육 사례: ‘바’기관
‘바’ 기관은 ‘중학과정’과 ‘고등과정’으로 나뉘어 있다. 연구진은 이 중에서 ‘고등과정’을

운영하는 ‘바’ 기관을 방문하여 면담하였다.

가) 다함께 행복함을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
이 학교의 교육목표는 “학생의 ‘행복추구’와 ‘자기발견’ 그리고 ‘세상에 대한 탐구와 도
전’을 중요한 가치로 삼으며, ‘자신의 행복으로 세상의 행복에 기여하는 사람’(Change
Maker)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제시되어 있다(‘바’기관 홈페이지, 접속일: 2019.10.06.).

어떤 것들을 표방하냐 하면 체인지 메이커. 어디서나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자. 라는 게 저희 모
토고요.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바' 기관의 자기발견 그리고 사랑과 자발성의 교육을 조금 더 시대
상황에 맞게끔 구체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스스로의, 자기발견하면서 자기 스스로만 행
복하지 말고 더불어 행복한 사람이 되자 이런 모토의 입니다.(‘바’ 기관 교사)

자기 삶의 리더가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거죠. 이 리더십
에는 흔히 말하는 끌고 간다는 리더십이라기보다는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함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
린 협동, 협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바’ 기관 교사)
너는 이미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 너는 이미 그 살아있음으로도 너만의 강점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고 존재 자체로도 너무 소중한 사람인데 이것 말고도 네가 어떻게 살든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건 이미
너의 삶의 이유다 대신 부가적인 것들은 네가 찾아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러
면 당연하게도 제가 소중한 걸 알면 남도 소중한 걸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걸 당연시 여기게
되는 게 저희 공동체의 당연한 조건이라기보다는 존재의 이유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바’ 기관 학생)

이처럼 교원들과 학생들의 면담 내용을 보면 ‘공동체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더불
어 행복’한 사람이라든가 ‘남도 소중’하다는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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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젝트에 기반한 교육
일반학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프로젝트에 기반한 교육’을 한다는 점이다. 학생들 스
스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한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활동이 이루어진다. 수업에 기
반한 교육이 아니라 관심 분야에 대해 학기별로 공연･예술･학교혁신･사회문제 등에 대
해 팀원을 모으고 활동, 피드백, 발표 등과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언제 어느 때나 자기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고, 그게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 큰 제약
없이 펼쳐낼 수 있는 공간이 보장된다는 점이 일반학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연구자: 예를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학생들이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수업에 기반한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이번 학기에 내가 관심 분야가 있으면 그 관심 분야를 가지고 이번 학기에 이렇게 진행해보겠다는 계
획을 세우고 공연, 예술, 사회혁신, 학교변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그것들을 발표해서
팀원들을 모으고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과정을 계속 피드백을 받고 마지막에 기말에 발표하고 이런
과정이 일상적 문화로 잡혀있고. 그게 만약에 하게 된다면 크로스 그룹이 여러 그룹이 한 번에 모여서
하나의 행사를 하다가 다시 흩어져서 자기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 그러니까 그림 좋아
하는 애들이 공연 좋아하는 애들의 무대그림을 그려준다든지. 이런 게 크로스 됐다가 흩어져서 자기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가능한 시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어떤 교사가 결
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무한대로 펼쳐질 수도 있고 소소한 프로젝트를 계속할 수도 있고
요런 장점이 있는 게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차이죠.(‘바’ 기관 교사)

다) 자기발견과 진로찾기에 초점을 둔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학생 개인의 잠재력에 근거한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며, 학생 각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바’ 기관 홈페이지,
접속일: 2019.10.02.). ‘바’ 기관에서는 오전 수업에서는 지식교양 분야를 중심적으로 다
루고, 오후 수업에서는 감성, 자립을 중심적으로 다루며, 6학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자
기발견과 진로찾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바’ 기관 홈페이지, 접속일: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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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바’ 기관 홈페이지(접속일: 2019.10.02.)

[그림 Ⅲ-10] ‘바’ 기관(고등과정)의 교육과정

아이들이 계속 자기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자기 스스로의 성향과 재능과 가치를 발견하게 돕는 게
저희 기본 모토인데 스스로 기획하기가 쉽지 않은 친구들도 많고 16, 17살 된 친구들 그게 딱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돕기 위해서 수업도 선택형 수업도 열고 학년별로 꼭 해야 하는
학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깔아놓고 반찬을 좀 깔아놓고 이제 먹고 싶은 게 딱 생기면
주 메뉴를 그 때 학생들이 판을 깔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스스로 하는 학생들 밑에는 교사
들이 수업도 열어야 하고 학기 프로젝트 짜놓아야 하고 그런 것들 교사들이 주도해서 판을 깔죠. 판을
까는데 깔 때, 매학기 마다 학생들의 의견 서류를 받고. 받아서 그걸 반영해 가지고 매학기 수업 시간
표가 나옵니다. 이제 학생들 의견을 반영한 것들에 저희 교사들이 주도하는 수업시간표를 까는데 선택
식 수업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시스템입니다. 수강신청을 본인이 하고 몇 학점 이상하면
졸업한다 이런 개념이고요.(‘바’ 기관 교사)
해마다 자주 바뀌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교과 과목을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만드는 과목들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베이스로다가 만드시는 과정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학부모의 만족도는 되게 높은 편이라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있어
서는 많이 지지하는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바’ 기관 학부모)

이처럼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학교측
에서 그 의견을 반영하여 교사들이 수업시간표를 찌고, 최종적으로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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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업내용에 맞는 교육방법
교육방법은 교육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교과나 수업내용에 따라 다양한 교
육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주기집중수업과 프로젝트수업, 홈스테이, 써클활동, 이동학습,
현장학습 등 수업내용에 따라 다양한 교육방법이 나타나 있다.
<표 Ⅲ-8> ‘바’ 기관(고등과정)의 교과명과 수업내용
교과명

수업내용

퍼머컬처학교

순환, 생산, 자립, 적정, 생태 땅과 사람과 지구를 보살피는 PERMANENT(지속적인,
영속적인) + AGRICULTURE(농업, 문화)을 말함.
주거환경을 ‘생태계’처럼 디자인하는 교과

에너지 자립학교

에너지의 전환, 삶의 전환 석유와 핵에너지의 의존을 벗어나 재생에너지의 전환을 이
룰 수 있도록 적정기술을 배우고, 생활기술을 배워나가는 교과

에포크 주기집중수업
PDC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하여 5일 동안 전문강사와 함께 몰입의 시간을
경험하는 교과
학생들에게 책임감과 존중하는 태도를 키워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는 학급 & 학생회

PBL 프로젝트 수업

교실에서 벗어나 학생은 몸과 마음으로 삶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프로젝트
+ 구성주의 결합으로 교육의 주체가 되는 학습자는 실제 적이고 복잡한 질문, 문제
등을 스스로 탐구하여 지식과 기술을 배워나가는 교과

회복적 서클

연결, 환대, 경청과 공감, 상생을 중심으로 아이들 사이의 갈등과 다툼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과

공동졸업작품,
개별졸업작품

깊이 있는 자기발견을 바탕으로 한 졸업 작품 준비 교과로, 좋아하거나 도전해 보고
싶은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교과

공정무역 홈스테이

생활과 기억을 서로 나누며 같은 공간에서 나와 너, 우리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는
교과

필리핀 해외 이동학습

다른 문화권에서의 생활을 바탕으로 체험을 통한 다름과 이해와 시야를 넓혀 책임감
있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경험을 가지는데 목적을 둔 교과

프로젝트 현장학습

세상을 만나고,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학생들 스스로 기획하고 학생들이
심사하여 학 생들이 진행하는 ‘여행프로젝트’ 교과

※ 출처: ‘바’ 기관 교육계획서(2019a)

교사 개별적으로 존중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우리는 이제 자유, 자기 성찰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글쓰기를 하더라도 자서전 중심으로 글쓰기 자기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할 수 있게 하게 한다던가 그런
쪽으로 주로 많이 자기 성찰 또 하나는 사회를 보는 눈에 대한 이야기를. 수업에서도 이제 주제가 나오
고 했을 때 그게 사회랑 어떻게 연결되냐 이런 이야기를 접근 방법을 그런 식으로.(‘바’ 기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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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사소통과 회의가 이루어지는 문화를 이끌어내는 조직과 구성원
고등과정의 경우 학생은 총 50명, 교원은 봉사자까지 해서 총 13명이므로 교원 당 학
생 수는 4명으로 소규모 학교라 할 수 있다.
<표 Ⅲ-9> ‘바’ 기관의 학생현황
구분

3학년(16기)

2학년(17기)

1학년(18기)

계

남

11

10

9

30

여

6

6

8

20

계

17

16

17

50

※ 출처: ‘바’ 기관(2019a)

<표 Ⅲ-10> ‘바’ 기관의 교사현황
구분

교무실
교장

대표

여

행정실

사감

교사

교육봉사자

회계

영양사

1

3

1

1

1

남

1

1

1

4

1(영국)

계

1

1

2

7

2

시설관리

계

조리사
3

10

1
1

1

1

9
3

19

※ 출처: ‘바’ 기관(2019a)

소규모 학교이면서 기숙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구성원들, 특히 학생들 간의 교류가 빈
번하고, 특히 학생자치문화가 정착되어 있어 늘 의사소통과 회의가 이루어지는 문화를
갖고 있다.

기숙사이기 때문에 24시간 붙어있어야 돼요. 주중에는. 근데 일반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만 지
내고 집에 갔다가 오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일반
학교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낮에만 만나니까 자기가 친한 애들이랑만 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선
택의 여지가 많다는 거죠. 다른 애들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전혀. 근데 여기는 작잖아요 학교가.
그리고 학생자치문화라는 게 뭐냐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일반학교는 수업시간에 늘 다른 애들
이랑 교류할 일이 없잖아요. 여기는 부딪혀야 합니다, 늘. 전체회의 같은 거 계속 해야 되고. 피해갈
구멍이 별로 없어요. 청소도 묶이면 같이 해야 하고, 식당 청소도 같이 해야 하고, 기숙사 방도 같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좋게 지내려는 방향이 있는 거죠. 맘에 안 들지만.(‘바’ 기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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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특색 있는 이름의 교실과 만남을 촉진하는 수업 방식
이 학교의 시설은 소규모 일반학교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그 이름이 특색
있다. 예를 들면 교무실을 ‘샘방’, 상담실을 ‘샘이랑’으로 이름 붙여 학생들이 선생님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심리적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표 Ⅲ-11> ‘바’ 기관의 시설
구분

본관

신축

시설명
1층

샘방(교무실), 샘이랑(상담실), 지혜마루(도서관), 학년교실, 혜민서/전산실(학생 휴게실),
남녀 화장실

2층

일반교실 4실 (사랑, 자유, 건강, 지혜), 큰아람 (열린교실), 너나들이(야외휴게실),
남녀화장실, 음악실

3층

음악실 / 동아리실

1층

방송실, 조리실, 교실3개, 남녀 화장실

2층

대강당

※ 출처: ‘바’ 기관 홈페이지(접속일: 2019.10.02.)

이 학교에서는 만남 그 자체가 자원이다. 세상 어디나, 누구나 교육적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자원이다. 특히 프로젝트 수업은 이러한 만남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발판이 된다.

교육과정 자체가 아이들 스스로 기획하고 만나게 하고 교사들은 사실은 저희학교가 줄 수 있는 가
장 큰 선물이 새로운 만남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교류를 하게 하고 네트워크를 맺게 하고 학교 밖으
로 자꾸 나가게 하고.. 예를 들면 지금 1학년들은 400km를 걷고 왔어요. 한 달 동안. 그리고 2학년들
은 영국 해외에도 갔다 왔고, 거기 있는 덴마크 친구를 만나서 서로 교류를 맺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왔어요. 덴마크 친구들이 또 한국에 오겠죠? 그리고 국제 대안학교 행사들을 하는 친구들이 거기서
만난 미국 친구들이 영상으로 만나서 가을에 그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올 거고. 그 다음에 지역에 이슈
들이 있으면 친구들이 나가서 다른 대안학교들하고 연합으로 행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인삼축제가
있는데 가을에 지역에 인삼축제 때 청소년들 부스가 열릴 거예요. 나가자하고 애들하고 기획단 만들어
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들을 학생들이 하면서 자꾸 누군가를 만나게끔 자꾸 유도하는 거죠. 강제하진
않지만. 플랫폼을 깔아 놓으면 애들이 신나서 활개치고 놀고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깔아놓기 때문
에, 물론 외진 곳에 있어서 왔다갔다 계속 저희가 해야 하지만 그런 수고로움을 조금 할 수 있으면.
(‘바’ 기관 교사)

127

교육 혁신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교육 실천 과제

사) 학생 내면의 변화로 나타나는 교육성과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를 보면 상급학교 진학이 가장 많다.

[그림 Ⅲ-11] ‘바’ 기관 졸업 후 진로 통계

그러나 이 학교에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들은 이러한
정량적 성과보다는 학생들의 내면의 변화를 중요한 성과로 보고 있다.

저희 학교에 오는 애들은 이 희미한 길을 선택한 애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애들이 수동적인 애들이
아닌 거야. 기본적으로 반사회성이 높거나 좋게 이야기하자면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의지
가 있는 애들인 거예요. 무조건 부모가 가라고 해서 고등학교를 ‘알겠습니다’하고 가는 애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소위 말하는 그런 성향이 높은 거죠. 야생성이라고 해야 하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애들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요. 그리고 자기가 이 선택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주류에서 이미 옆으로 벗어났다는 걸 물론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일반 대학을 가고 검정고시를 보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없지만 지금 당장 애들한테는 말은
안하지만 위기감을 크게 가지고 있는 애들인 거예요. 저는 이 학교를 다니면서 애들은 결국 배짱과
배포를 키운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교육의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선택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게 배짱과 배포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애들이 그런 게 있냐 이거죠. 저 역시 그런 게 없었거든요. 대학교 딱 졸업했더니 아무도 나를 챙겨주
지 않아요.(‘바’ 기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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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학교형태 대안교육 사례: ‘사’ 기관

가) 학습자의 자립을 키우는 교육 목적
‘사’ 기관은 교육소외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공교육 이탈자들의 박탈된

교육기회를 해결하고 사회에 진입할 때 자립할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제공하는 것이 이
기관이 지향하는 것이다. 학습자들마다 자립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본다.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기획능력, 자기결정력이 있다. 이러한 힘을 키우는 것이 이 기관의 목표이다.
이 사회에 있는 교육소외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교육목표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일반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이탈했던 친구들이 그냥 단지 그 프로그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교육적인 기
회들이 박탈되면서 생긴 소외를 대안학교를 통해서 좀 해결해보고자 했고. 근데 저희가 이러한 그 교
육소외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이런 대안학교에서 졸업하고 사회에 진입했을
때 이 친구들의 자립의 길들이 사실 우리 사회 안에서 다시 경쟁사회로 매몰되어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겪으면서 현재는 교육소외를 해결함과 동시에 이 친구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대학을 가거나 전문기술을 배우거나 이런 것이 아니어도 잘 살 수 있는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을 저희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사’ 기관 교사)

나) 주도성 있는 학습자와 코디네이터로서의 교사
이 기관의 특성은 주로 경험에 의해 무언가 만들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해결할 때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체 과정을 경험한다. 그 과정에서 학생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교사는 코디네이터로서 중간 중간 개입하고 학습의 과정을 기록하고
상담으로 접근한다.

※ 출처: ‘사’ 기관 홈페이지 (접속일: 2019.10.06.)

[그림 Ⅲ-12] ‘사’ 기관의 교육과정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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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특징은 교육의 주도권이 교수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학습자에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자체 그리고 이 친구들이 무엇을 배워야 될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결정하는 자체를 그런 것들도 어떤 교육권력들이라고 볼 수 있을텐데 그런 것들이 가르쳐주는 사람들
이 트랙을 짜는 게 아니라 배우는 사람들이 트랙을 짜는 방향으로 바뀌어있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어떤 이런 학교의 틀을 벗어서 우리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강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사’ 기관 교사)
근데 여기에선 기본 베이스를 교육보다는 뭐라 그래야되지? 지식보다는 처음 바탕 자체가 공동체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수용하고 서로 대하는 것들이 조금 더.
제가 생각하기엔 올바른 모습인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절로 배워가는 것 같고.(‘사’ 기관 학생)

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구성하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학습자들과 교사들이 함께 구성한다. 매년 참여자(학습자)를 모집한다. 기존
참여자도 참여할 수 있다. 처음에 참여자의 욕구로 시작한다. 강의의 경우에는 강사의
전문성이 중심이 된다. ‘기획워크숍’에서 ‘욕구 늘어놓기’를 하고 스티커로 팀별로 제안
을 하고 수업으로 할지, 동아리로 할지, 프로젝트로 할지 결정한다.
교육과정 운영 중간에 교육과정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학교의 태를 벗어나려고 한다.
진행 중에 교육과정이나 시간표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진짜 욕구인지를 파악하는 시간
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성원의 동의가 있으면 계획대로 가다가 그만둘 수 있도록 유연하
게 운영한다. 중단 시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한 평가와 기록을 한다. 중간에 그만 두더라
도 평가나 소감을 적도록 해서 완결성을 가지도록 한다.
교육의 주도권이 교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있다. 교사는 단순지식전달
자가 아니라 성장촉진자로 생각된다. 학습자의 모든 교육을 모두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공급자와 소비자와 같은 시장논리로 접근하지 않는다. 성장욕구에 맞춰 교육을 하는 것
이다.

이 친구들의 욕구를 이 욕구가 얼마나 진짜 욕구인지 파악하는 훈련이 많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 흥미로 시작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성원이 동의가 되면 저희
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한 학기든 일 년이든 진행을 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둘 수 있도록 저희는
유연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것들이 중간에 종료가 되어도 그런 평가과정 이
게 왜 그만두게 되었는지 어떤 의사결정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중단하기로 결정되었는지 잘 평가하고
기록하고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이 모듈이 완결성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사’ 기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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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 기관 홈페이지 (접속일: 2019.10.06.)

[그림 Ⅲ-13] ‘사’ 기관의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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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저기 뒤에 포스트잇을 보시면 저희 관심사랑 뭐 만들어보고 싶은 수업들을 적었어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그리고 저기 좌측 보시면은 저게 만들어진 수업들과 그걸 쓰기 위한 기획서들이거든
요? 뭐 만약에 인문학을 배우고 싶다면 인문학을 배우고 싶은 친구들을 모아요. 일단은 최소 인원은
3명인데 3명이 만들어져야 수업이 만들어지는데. 각자 해서 서로가 원하는 커리큘럼이라든지 얻고 싶
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죠.(‘사’ 기관 학생)

다음의 시간표를 보면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표가 있지만 학생들마다 선택한 과목이 다
름을 알 수 있다. 왼쪽에 있는 칸에서 이름을 지우고 성만 제시하였다.
이처럼 ‘사’ 기관에서의 교육과정은 학생들 각자의 개별적인 욕구와 관심으로부터 출
발한다. 프로그램이 유연하게 움직임과 동시에 여러 모듈이 합쳐져 하나의 완결된 모습
을 갖기를 지향한다.
라)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방법
강의형태의 수업일지라도 그 안의 소재들과 방식은 학생과 교사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학생들이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지 제안하면 교사는 그에 따라 교육의 소재
와 방식을 수정하면서 수업이 운영된다.
사실 목공이나 이런 도예나 정말 스킬적인 부분들은 어떤 걸 만들고 싶은지 정도의 주체적인 참여
만 있지만 저희가 하는 인문학이나 페미니즘이나 글쓰기 이런 것들은 참여자들이 이번에 어떤 방식으
로 하면 좋겠다. 선생님도 제안해보시고 했다가 안 되면 또 다시 엎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수정하면서
커리큘럼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사’ 기관 교사)
방식 자체가 저희가 직접 수업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만들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자율성이 필요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사’ 기관 학생)
근데 저희가 진짜 아예 새로 만들었고 어디에도 없던, 없던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해보지
않은 과목을 했을 때는 저희가 기존 관련돼 있는 과목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보통 쌤들이 섭외
를 해주시기도 하고 매칭을 시켜주시기도 하죠.(‘사’ 기관 학생)

마) 참여자로서의 학생
이 기관에서는 학생들을 참여자라 부르며, 교사-학생의 권위구조를 벗어나고자 한다.
학생에 따라서는 알처럼 껍질이 느껴지는 학습자도 있다. 즉, 자기가 내재되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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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인 사회로 통제되고 억제되어 있던 부분이 있던 것이다. 교사들은 힘이 있지만 봉
인되어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으며, 그들이 한계를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한다.
저희 안에서는 호칭도 별칭으로 불러도 되고 저희 코디들한테는 말을 놓아도 되거든요. 그치만 불편
해서 안 놓는 애들도 있는데. 놓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호칭들을 좀 벽을 없애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 개인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들어온 참여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요.(‘사’ 기관 교사)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녀서 OO쌤을 예로 들자면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쭉 봤으니까 이제 거의
7~8년째 보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나의,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웬만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보다 좀더 편한 친구 같은 느낌이 드는 거 같아요.(‘사’ 기관 학생)

바) 사회 전체가 교육의 공간
‘사’ 기관의 공간은 일반학교와 달리 하나의 교실이나 학교로 한정되지 않는다. 최근까

지 연구실, 실험실, 작업장이라는 개념으로 공간을 구분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이러한 구
분도 없앤 상태이다. 물론 이 ‘사’ 기관의 중심적인 교육공간은 F시 ○○구에 있는 빌딩
의 4~5층 공간이지만 지역사회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넓게 보면 사회 그 자
체가 교육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사회적 경제네트워크는 30개가 넘는
단체들이 속해있는 거고요. 지역에 이제 작은도서관 그렇게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런 데랑은 우드펜이
나 목공 주문제작했을 때 어떤 판로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건대 프리마켓 이런 데도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단체들하고 조인해서 뭔가를 할 때도 있고요. 지역에 매년 이 ○○산 아래 축제가
있거든요? 그 축제에 저희 중고등 아름다운학교랑 ‘사’ 기관이 다 참여하고 있어요.(‘사’ 기관 교사)

사) 학생들의 기획력 증가로 나타나는 교육성과
‘사’ 기관의 가장 큰 교육적 성과는 학생들의 기획력이 증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교육

과정의 설계부터 수업진행,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과 시간
을 기획해 나가는 역량이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기회가 주어지면 이 친구들이 갖고 있던 잠재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수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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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학습을 할 때는 잘 몰랐지만 자기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기 힘으로 엄청 기획력 가지고
끌고 가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계속 눈치 보거나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할지 허락을 받아
야할지 하던 친구들이 좀 더 그런데 구애 받지 않고 일단 좀 진행해보려고 일단 좀 진행해보려고 한다
거나 이런 게 제일 클 것 같아요.(‘사’ 기관 교사)
이게 어떤 친구들이 관성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적인 역량이 성장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기획력이나 자기 통제능력이나 자기 결정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느끼
는 것처럼 아 내가 목공실력이 이만큼 늘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잘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는 이 친구들의 성장을 느낄 수 있는데 스스로는 성장들을 잘 실감하지 못하거나. 이건 뭐 전문기술이
라도 배워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이런 역량을
충분히 성장시키지 못하고 과정에서 이탈하는 경험들도 있고요. 저희도 그런 것들이 어떤 잘 실감될
수 있도록 이 친구들이 하는 수업이 프로젝트가 되고. 프로젝트가 생업이 되고. 생업이 어떤 사회적인
성과가 되고. 이런 사이클들을 잘 만들고 싶은데 그 과정상의 갈 길이 조금 남아있다고 생각해요.(‘사’
기관 교사)

다. 시사점
제도권 밖, 학교 밖의 혁신적 교육 사례와 그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세 군데의 배움터
를 찾아 살펴보고 면담을 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에서 혁신적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의 대안적 교육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정규학교에서의 교육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참여하는 청소년을 ‘피교육자로서의 학생’이라기보다는 ‘주체적인 교육
설계자’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스스로 자신의 관심과 욕구를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제안하고, 선택하고, 참여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운영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는 점이다. 앞의 세 사례 모두에서 이러
한 특징이 나타났다. 정규학교에서는 국가교육과정부터 교육청의 교육과정,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학생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참여할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규학교에서 학생들은 교육과정으로부터 소외되
어 있다.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할 피조물로 취급된다. 이에 비해 대안적 교육공
간에서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창조하는 주체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참여는 자발적이
고 능동적이다.
둘째, 교육의 공간이 학교와 같은 특정공간에 한정되지 않는다. 물론 정규학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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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이나 체험학습 등을 학사일정에 두어 운영하곤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업은
학교, 특히 특정 교실에 한정되어 있다. 대규모 학교, 다인수 학급을 운영하다보니 안전
사고를 우려하여 외부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앞의 세 사례 모두 공통적인 것은 지역사회 자원을 인적･물적
차원에서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학부모들도 단지 학생을 학교에 보내는 사람
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교육활동가로 활동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프로젝트 활동을 위
해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맺고 직접경험을 한다. 사회를 교과서로 배우지 않고 몸으로
배운다. 정규학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사회적 자원을 학교에 가져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학생들이 직접 사회에 나아가 체험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변화를 수용한다. 정규학교에서는 한 번 정해진 시간표는 무조건 한 학기 동안
유지된다. 과목의 수부터 시간, 요일까지 일률적으로 정해진 시간표는 교사 개인의 사정
상 바뀌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 바뀌지 않는다. 심지어 모든 과목은
무조건 17주를 수업해야 한다. 과목에 따라 교육주기가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
러나 위의 세 사례에서는 공통적으로 교육과정이 매우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학생들의
변화, 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교육과정의 주기가 짧을 수도 있고, 길수도 있다.
넷째, 성과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대안적인 교육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
만 그것을 확산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대안적 교육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
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 위의 세 배움터 사례에서 우리는 많은 혁신적 교육 사례로서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교육적 성과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
인 정리를 하기가 어려웠다. 목표로 제시한 것들이 교사와 학습자들의 활동 속에서 어떻
게 구현되었고, 실제로는 어떤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지, 아이들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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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교육 혁신 사례 분석

가. 사례 선정 기준 및 대상
오늘날의 디지털 세대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지 특정한 사실에 대한 지식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해당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체제는 십 수 년 전의 과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선정하는 것은 도전적인 과업이다. 먼저 교
육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혁신은 교수학습활
동이 이뤄지는 국면에서 미시적인 한 부분에 국한해서 정의내리기 보다는 현대사회가 요
구하는 인재를 기르는데 적합한 교육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즉, 교
육 혁신이란 대학교육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대학교육을 넘어 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기여하는 학습자 자신의 교육경험을 자기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학습의 리더를 육성하는 교육환경을 의미한다.
결국 혁신적인 교육이 일어나는 학교의 모습은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습에 임하
고, 협동적이고 창의적이며, 자기주도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갖추도록 성장시키기
위해 교육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이러한 학교들은 다음과 같
은 특징을 보인다(Martinez & McGrath, 2014). 첫째, 결속력이 강한 협동적인 학습공동
체라는 점에서 그렇지 못한 학교들과 구분된다. 둘째, 수동적인 학습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습경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장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자기주도
적이고, 창의적이며, 협동적으로 교수학습 활동에 임하도록 돕는다. 셋째, 교육과정이 보
다 유의미한 학습경험이 되도록 교과 간 통합을 시도하거나 현실세계와 높은 연관성을
갖도록 재구성한다. 넷째,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회사,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과 같은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교실의 영역을 학교 밖으로 확장시킨다. 다
섯째, 학생 개인의 잠재력과 흥미를 이해하기 위해 진력을 다함으로써 학생들을 감동시
키고, 동기부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가능하다면 언제든 개별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노
력한다. 마지막으로, 최신의 기술을 학습에 적용하되 단순히 학습을 기계화시키는 데 목
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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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협동적인 학습이 일어나도록 조장하는 결속력이 강한 교육공동체, 학생들에게
유의미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조장하는 유연한 통합적 교육과정, 지역사회가 적
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로의 교실의 확장, 학생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적
극적인 참여를 조장하는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 그리고 최신의 테크놀로지가 학습의 향
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교육환경을 해외 교육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기준으
로 삼는다. 이상에서 기술된 특징들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고등학교를 교육혁신 사례로
선정하되, 미국, 영국, 이스라엘 및 독일을 사례 국가로 선정한다.

나. 사례 분석 결과
1) 메트스쿨

메트스쿨(Met School: 정식 명칭은 도시지역직업기술센터, The Metropolitan Regional
Career and Technical Center)은 미국 공교육 개혁을 위한 선도적인 교육모델로 주목

받고 있는 도시형 공립 대안학교이다(Metschool 홈페이지). 메트스쿨은 히스패닉(라틴
계)과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로드아일랜드주 교육청과 빅픽쳐컴
퍼니(Big Picture Company)5)라는 교육 연구･개발 조직이 연계하여 1996년에 설립하여
2015년 기준 2개의 캠퍼스에 6개의 작은 학교를 운영하고, 약 2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

하였다. 학교당 학생 수는 약 110명 정도이며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약 700여명의 학생
이 재학하고 있다(부산광역시교육청, 2015).

5) 빅픽쳐 컴퍼니는 미국의 공교육 개혁과 학교 운영 원리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임무로 삼고 1995년
설립된 비영리 교육연구소임(http://www.bigpicture.org/). 빅픽쳐 컴퍼니는 데니스 릿키(Dennis Likky)와
엘리어트 워셔(Elliot Washhor) 두 명의 공동 소장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25년 이상 미국 공교육 개혁을

위해 미국 전역에 명성을 떨쳐 온 교육자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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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Levine (2005)을 참고하여 그림 구성

[그림 Ⅲ-14] 메트스쿨 설립 모형

가) 교육철학 및 교육목표
메트스쿨의 교육철학은 교과서가 아닌 실제에서 진정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고, 교육목표는 학생들을 능동적인 ‘평생학습자’로서 성장케 하는 것이다. 교
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메트스쿨의 교육방식의 원칙은 ‘one kid at a time’이다(김성기,
2003). 이는 학생 개개인에게 고유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맞춤형 학습은 학생이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학습과정에 참여하고, 학생들의 관심사를 파
악하고 있는 어드바이저(Advisor, 길잡이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직업적 관심사에 대해
이미 현실의 직업세계에서 이를 경험하고 있는 멘토(mentor)의 공동노력으로 가능해진
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질 때 ‘아이들은 교과서보다 실제 현실에서 학습해야한다’는 교육
철학이 실현된다.
학생의 관심사와 학교 밖 현실세계에서의 경험의 연결을 위해 ‘체험학습’과 ‘인턴십을
통한 학습(Learning Through Internships; LTIs)’이 강조된다(김성기, 2003). 학생, 어드
바이저, 멘토 및 학생의 가족은 개별 학생의 맞춤학습을 위한 학습계획팀(Learning Plan
Team)의 구성원으로 학생의 학습과정에 참여한다(신혜민, 2004). 학습과정에서 배움은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게 하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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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과정
메트스쿨은 ‘한 번에 한 아이씩’과 같은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1명의
커리큘럼디렉터의 도움을 통해 주정부의 표준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학생의 관심과 흥미
를 반영하여 개별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교육과정에서 필수교과는 영어, 역사, 수학
으로 주 3회 학습한다(부산광역시교육청, 2015).
메트스쿨은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향상시켜야 할 5가지 학습목표(경험적 추론, 양적
추론, 의사소통, 사회적 추론, 인성적 자질)를 제시하고 있다(Levine, 2005). 세부적으로,
첫째, 학생이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증명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둘째, 학생들이 사건이나
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비교하거나 측정, 설명하도록 한다. 셋째,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이나 사고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을 강조한다. 넷째, 학생들이 동일한 사건이나 문
제에 대한 타인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는 태도를 길러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문제 상
황 속에서 본인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것을 강조한다.
각 학습목표에 대한 세부 구성요소를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Ⅲ-12> 메트스쿨의 학습목표
학습목표
경험적 추론 능력

세부영역
아이디어 검증 전략 설정
연구

양적 추론 능력

의사소통 능력

논리

수리적 사고 능력
듣기

외국어

말하기

컴퓨터와 멀티미디어

쓰기

창의적 표현
읽기

사회적 추론 능력

인성적 자질

역사적 지식

협동
시민의식

존중

신체의 건강

책임감

인내

지도력

자기이해
구성력

※ 출처: Levine (2005)을 참고하여 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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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스쿨의 학생은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기반을 둔 프로젝
트를 계획하고 시행하며, 어드바이저는 이를 지원한다. 인턴십을 통한 학습(LTIs)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밖 현장에서 전문적 경험을 쌓고, 학문적 능력과 개인적 기술을 향상시킨
다. 인턴십을 통한 학습의 단계는 ① 학생의 관심사 파악, ② 일일 직업 체험(job
shadowing)을 통한 참여관찰과 정보 수집, ③ 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학습 목표 수립

및 본격적인 인턴십 수행의 과정이다(박민정, 2007). 인턴십을 통한 학습은 연 1회 프로
젝트 기반으로 약 5~6개월 간 진행된다.
메트스쿨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학생들의 관심분야를 탐색하
고, 변화하는 관심 분야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관심사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체
험활동을 제공하며, 하나의 분야에 국한하여 인턴십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변화하는 관심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인턴십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
에 있어 봉사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
으로서의 자질을 길러줌과 동시에 관심분야를 탐색하는 기회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메트스쿨은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작문 능력, 사고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과정으
로 학습과정에 대한 일지(journal)를 주 3회 정도 작성하게 한다. 본인이 경험한 교육과
정에 대해 학기별로 공개 발표를 하게 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준다. 메트스쿨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모든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을 디지털 포트폴리오 또는 문서로 기
록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학습순환 체제(learning cycle)로서 교육과정에 참
여하고 평가 받는다. 이를 기반으로 어드바이저는 정례회의 및 검토, 평가의 과정을 거
쳐, 학습성취도 관련 자료를 생성하고 이를 이력서나 대학 입학 전형자료로 제공한다.

다) 교수학습방법
메트스쿨은 어드바이저라 불리는 담임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그룹 전체(advisory)의 학
습을 지도한다. 담임교사는 14명의 학생을 하나의 그룹으로 관리하며, 그룹 내의 학생들
이 졸업할 때 까지 어드바이저 역할을 수행한다. 교사는 학생에 대해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룹 내 학생들은 학생 개별 간의 이해와 학업과정에서의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교사는 학생과 접촉하고, 개인 상담을 수시로 수행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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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학생의 친구이자 코치, 상담자, 중재자와 같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부산광역시
교육청, 2015). 어드바이저는 학생들과의 긴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학생의 특성
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학습방법을 적용한다. 교육활동은 어드바이저리 내에서 학
습 수준을 고려하여 상중하 그룹을 나누고, 단계별 학습지도를 실시한다. 맞춤형 교육에
도 불구하고 학습부진이 발생하면 보충수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학습과정에서 배운 모든 내용에 대해 발표해야한다. 학생들은 본인의 학습과
정에서 배운 것과 이해한 것, 그리고 향후 본인의 성장을 위한 미래의 계획과 이를 위한
개선점에 대하 발표함으로써 본인 성찰을 경험한다. 발표는 학교 또는 인턴십 장소에서
열리는데, 어드바이저와 동료 학생들, 학부모, 인턴십 멘토, 지역사회 시민 등이 참가한
다. 구체적으로 발표는 학기 시작 시 학생들이 세운 학습계획과 학습과정 보고서, 학생의
활동일지, 학교, 인턴십 현장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중요성을 띠고 있는지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이와 같이 메트스
쿨은 학생들의 개별적인 학습수준과 관심에 따라 그에 적절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고,
학생들의 개별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공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맞춤형 학습을 제
공함과 동시에 학생으로 하여금 학습순환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평생학습자’로 성장
하도록 기여하고 있다.

라) 교육공동체의 역할
메트스쿨은 단순히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만을 통해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의 모습과는
달리 학생-교사-학부모(가족)-멘토(지역사회)로 구성된 학습계획팀을 구성하여 교육활동
을 수행한다. 학생들은 일반 학교의 학생과 달리 다양한 사회적 관계 영역을 체험한다.
기성세대와 학생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일탈 등 피동적인 관계를 벗어나
배움의 욕구와 가르침에 대한 헌신이 조응하는 교육적 관계로 승화하게 된다. 학습의 개
별화가 이뤄짐에도 교육적 관계의 밀도는 높은 수준이다.
어드바이저와 학생들과의 관계는 졸업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신입생과 재학생
가족 간 연결을 돕는 버디 시스템(buddy system)을 운영하여 학교 내의 학생들 간의 관
계를 넘어서 가정과 가정의 공동체적 결합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메트스쿨에
서의 교육공동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들, 교사(어드바이저)에서 그치지 않고 학교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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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정), 멘토(지역사회)까지 확대되어 학교교육에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공동
체를 구성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학생들이며, 학생들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면서, 스스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탐색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능력을 키우
게 된다.

마) 교육시설 및 환경
메트스쿨은 학생의 개인적 관심에 따른 맞춤 학습과 어드바이저리를 중심으로 학습활
동이 이뤄짐에 따라 ‘작은 학교’의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인턴십과 체험활동 중심의 교
육활동은 교육시설과 환경에 대한 과도한 예산투자를 불필요하게 만든다. 소규모의 작은
학교들이 캠퍼스로 구성되어 공동 편의시설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과도한 예산투자를 막
게 된다(부산광역시교육청, 2015). 다만 어드바이저리 중심으로 이뤄지는 학교에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실의 환경은 주로 12~13명의 학생들이 하나의 원탁에 둘러
앉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에서 제시된 ‘하크니스 테이블’
과 같이 모든 사람이 상대의 얼굴이 보이는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여 모두를 존중하는
동등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교실에는 3~4개의 컴퓨터를 구비하여 언제든 필요한 자료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출처: Metschool 홈페이지

[그림 Ⅲ-15] 메트스쿨 교육환경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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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트스쿨

미국의 교육 분야 스타트업 알트스쿨(Altschool)은 구글의 임원 출신이자 데이터 전문
가인 막스 밴틸라(Max Ventilla)가 2013년 가을에 설립한 테크놀로지 기반 교육 모델이
다(조윤정 외, 2017). 알트스쿨은 테크놀로지를 통해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도
한 일종의 ‘미래형 대안학교’라고 이해할 수 있다. 알트스쿨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교
사, 학생, 학부모의 협동체계를 구축하였는데, 알트스쿨의 디지털 플랫폼에 교사, 학생,
학부모가 피드백을 기록하며, 학교는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생 개별 커리큘럼을
개발한다(김원호, 2016). 테크놀로지를 접목한 교육 모델로 주목을 받았던 알트스쿨은
새로운 교육 방식을 테스트하기 위해 학생들을 실험용 동물로 활용하였고 학습 결과 측
면에서 충분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받기도 한다(Robinson, 2017.11.21.). 알
트스쿨이 성공한 학교 교육 모델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미래교육
을 바라보며 새로운 학교 교육 모델을 기획했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미래교육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할 필요성을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알트스쿨의 학교급 구성은 다음 표와 같이 유･초등학교, 전기 중등학교, 유･초･전기
중등학교로 구분되며, 각 학급의 구성원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으로 구성된다.
<표 Ⅲ-13> 알트스쿨의 학교급
구분
유･초등(lower school)

구성원
∙ 유아부 학생~ 4학년(또는 5학년)의 학생들

전기 중등(middle school)

∙ 5학년(또는 6학년)~8학년

유･초･전기 중등
(lower & middle school)

∙ 유아부 학생~ 4학년(또는 5학년)의 학생들
∙ 5학년(또는 6학년)~8학년

※ 출처: 조윤정 외(2017: 98) 재구성

가) 교육철학 및 교육목표
알트스쿨의 교육 목표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생 개인의 요구와 열정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김현진 외, 2017). 알트스쿨 교육은 이탈리아의 레지오 에밀리
아에서 출발하는데,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 접근법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협력적인 관계
를 유지하면서 소집단의 수업을 지향한다(이지현, 2016.03.15.; 조윤정 외, 2017). 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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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에밀리아 교육은 학생에 의해 구성되고, 프로젝트 방식에 의한 발현적 교육이라는 교
육적 특성을 갖는다(오종숙, 2003).
알트스쿨은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갖고 있지 않으며, 교사가 제공하는 과제에 대해 학
생들이 답을 찾아가나는 프로젝트 수업이 주를 이룬다(이경희, 2017.06.28.). 또한 회사
차원의 기술 및 행정 인력 등이 학교를 지원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온전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다(이경희, 2017.06.28.).

※ 출처: https://digital.hbs.edu/platform-rctom/submission/an-alternative-to-outdated-schools/

[그림 Ⅲ-16] 전통적인 학교와 차별화된 알트스쿨 수업 모델

나) 교육과정
알트스쿨의 미션은 모든 학생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화 교육에 집중하는 학습자중심 교육과
정을 운영하고 있다(조윤정 외, 2017). 이러한 교육과정은 학생이 학습의 중심에 자리하
여 학습을 주도하면서, 자신의 주변환경 속에서 역동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사는 질문을 통해 학생의 학습동기를 자극하고, 학생들은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간다. 학생 평가 역시 일제식 시험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소통
에 기반한 상시 피드백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김성열 외, 2017; 조윤정 외, 2017). 알트스
쿨은 학습자 중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전인교육(Whole-child education)과 개인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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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학습(personalized learning)을 실시하고 있는데(조윤정 외, 2017), 특히 무학년제를
적용하여 학습자의 선택에 기반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계보경 외, 2016).
알트스쿨의 하루 일과표는 아래 표와 같다(조윤정 외, 2017).
<표 Ⅲ-14> 알트스쿨 하루 일과표
시간

활동

내용

08:00~09:00

등교 및
비교과활동
(Co-Curriculars)

09:00~09:15

아침 미팅

09:15~11:30

핵심능력 향상
활동

11:30~13:30

점심과 체육

13:30~15:00

프로젝트 기반
학습

15:00~18:00

비교과활동
(Co-Curriculars)

∙ 등교시간 내 유동적으로 등교하며, 등교 후 학생들은 출석부 앱에 체크
후 개인시간을 가짐
∙ 아침 비교과활동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생들은 각자 참여함
∙ 학생들이 하루 일정을 공유하고 검토함
∙ 개별 학급들은 핵심능력 향상을 위해 2회 정도의 블록 학습을 계획하여 시행함
∙ 블록 학습은 수학, 언어 기술, 과학 등의 과목에 대한 소규모 그룹 활동
또는 학급 활동으로 구성됨
∙ 매일 체육활동 및 휴식 시간을 가짐
∙ 지역 공원이나 놀이터를 활용하여 외부에서의 경험을 제공함
∙ 단체 혹은 개인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실시하며, 2회 이내의 블록 학습을
계획하여 진행
∙ 코딩, 외국어, 운동, 음악 등의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등에 참여

※ 출처: http://www.altschool.com/education#curriculum, 조윤정 외(2017)에서 재인용 및 재구성

※ 출처: Altschool 홈페이지

[그림 Ⅲ-17] 알트스쿨 학생의 하루 일과표(앱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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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수학습방법
알트스쿨은 교사, 학생, 학부모 간 협력체계를 통해 학생 주도적 학습을 실천하며, 교
사들은 학생 개인별로 맞춤 교육과정을 제공해주기 위해 노력한다(조윤정 외, 2017). 그
러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과정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에는 알트스쿨의 온라인 플랫폼
이 있다. ‘Portrait’는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을 살펴볼 수 있는 알트스쿨의 온라인 플랫폼
이다(Smithsonian, 2016). 또한 ‘Playlist’는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콘텐츠를 학생들
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전하연, 2017.09.19.). 알트스쿨은 이처
럼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의 정보를 양적 데이터로 변환 및
분석한다(Freeman et al, 2017).

※ 출처: Altschool 홈페이지

[그림 Ⅲ-18] 학생 Playlist 이미지

라) 교육공동체의 역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알트스쿨은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단순히
학교 수업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 및 성장을 도와주고 모니터링하는 수단으
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을 사용하고 있다. 알트스쿨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동
일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소통하며 피드백을 즉각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
교공동체의 경계 확대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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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Altschool 홈페이지

[그림 Ⅲ-19] 알트스쿨 교사 playlist를 통한 학생 모니터링 화면 이미지

마) 교육시설 및 환경
전술한 것처럼 알트스쿨은 테크놀로지 친화적이고, 철저히 개인맞춤형 학습을 실시하
며, 주입식이 아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일률적인 교육과
정이 없으며, 학생은 노트북 혹은 태블릿PC를 통해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게 된다. 한편, 알트스쿨은 교실마다 ‘Altvideo’라는 카메라를 설치하여 학생의 행
동 등을 기록하여 분석하기도 한다(김현진 외, 2017).

2) 서머힐6)

가) 교육철학 및 교육목표
영국 서퍽주 레스턴에 위치한 서머힐 스쿨(Summerhill School)은 1921년에 영국의
교육학자 알렉산더 닐(Alexander Sutherland Neill)이 설립한 학교이며, 실험적 대안학
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닐은 학생의 개성과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주의 교육자들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의 교육사상이 실제로 실천되었던 서머힐 학교는 민주주의, 자유주의, 평등주의를 기
6) 본 내용은 주로 Neil(1960)의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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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개인의 자유를 통한 배움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학생에게 개인의 자유를 기반
으로 수업참여는 선택사항이며, 남은 시간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한다. 설립자 닐
은 “학생의 목적은 스스로의 삶을 사는 것이지, 간섭하기 좋아하는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교육자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다”
(위키백과, 접속일: 2019.10.30.; Self Managed Learning, 2019)라는 신념으로 서머힐

스쿨은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기준으로 자유를 허락
한다.
서머힐 스쿨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이 자유롭게 감정을 나타낼 수 있도
록 해준다. 둘째, 학생에게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셋째, 학
생 스스로 발달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넷째, 학생이 보다 행복한 아동기를 보낼 수 있도
록 어른에게 받은 여러 형태의 강압을 최소화시킨다. 이러한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관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닐의 인간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닐은 인간의 성선설을
믿었으며, 이에 아동은 선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를 어른이 억압하지 않고
아동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을 준다면 보다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
다. 이러한 맥락은 서머힐 스쿨의 교육철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서, 서머힐 스쿨은 학생에게 최대한 자유를 부여하는 학교이다. 닐의 교육목
표는 학생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자율적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교육은 미래
를 위한 준비가 아닌 삶의 연장선이라고 축약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목표와 함께
서머힐 스쿨 학생들에게 학업 전반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교과목의 선택, 교육과정, 수업
출석 등의 학업에 관련해서도 학생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었다(박용석, 2003).
이러한 교육방침과 더불어 서머힐 스쿨은 학교 운영에서도 학생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전교 자치회의를 만들었으며, 학교 운영 전반에
교사와 학생을 포함한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한다. 또한 학생들과 교직원이 함께 정
기적인 자치회의를 통해 학칙, 교육과정, 취침시간, 벌금 등의 다양한 사안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이러한 서머힐 스쿨에는 218개 항의 규칙이 있으며, 규칙의 전반적인 내용은
앞서 말한 자치회의에서 정해진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서머힐 스
쿨의 규칙을 결정하며, 이러한 규칙을 위반했을 때 자치회의에서 처벌을 내릴 수도 있다
(이경, 2013). 이렇게 자치회의를 통해 서머힐 스쿨은 학생들의 ‘자유’라는 교육목표를

강화하였으며, 학생 개인의 자율적인 성장을 돕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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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과과정 특징
서머힐 스쿨이 보이는 교육과정상의 특징을 성교육에 대한 열려있는 관점, 종교교육,
도덕교육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머힐 스쿨에서는 성을 매우 개방적으로 여
긴다. 그래서 성교육도 가정에서 부모들이 학생이 묻는 질문에 사실대로 정직하게 대답
해주고 성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성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자율적으로 자라온 학생에게는 성교육이라는 것이 따로 필요가 없는 것이다. 즉, 학교의
교과과정 속에 성교육을 집어넣는 것은 어른의 관점에서 성적 억압을 줄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머힐 스쿨의 성교육은 교과과정에서 가르치지
않고 학생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해주는 것으로 대처하고 있다.
서머힐 스쿨의 교육철학은 다른 사람들의 지식이나 논의를 통해 삶을 배우는 것이 아
니라, 학생 스스로 직접 삶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송정미,
2002). 이와 같은 맥락으로 서머힐 스쿨에서는 신을 강요하는 종교 교육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종교는 삶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포용하여 사람들을 삶으로부터 도
피시켜 비이성적인 생각과 행동을 조장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서머힐 스쿨에서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도덕 조건들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금지
와 훈계와 설교, 학생으로서는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도덕실천을 강요하여 괴롭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서머힐 스쿨에서는 이타주의를 강조하여 학생의 이기심
을 억제시킨다면 학생의 이기심을 영원히 고착시킨다고 본다. 그러므로 학생 스스로 받
아들일 수 없는 도덕적 가치들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게 되면 오히려 도덕적 가치를 온전
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 뿐 아니라, 노이로제를 유발시킨다고 생각했다(김영찬,
2017). 이렇게 서머힐 스쿨에서는 학생을 나쁘게 만드는 것은 도덕적 규범이며, 행실이

좋지 않은 학생이라도 그것을 억누르고 있던 도덕적 규범에서 자유롭게 만들면 착한 학
생이 된다고 믿는다. 즉, 서머힐 스쿨의 도덕교육은 학생에게 자기 본위로 행동하게 만들
면서 이기심을 억제토록 강요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서머힐 스쿨의 근본적인 도덕 교
육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하는지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 학생 고유의 도덕
관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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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수학습방법
닐은 진정한 흥미는 전체적인 개성의 생명력이며, 그러한 흥미는 완전히 자발적인 것
이라고 생각한다(이경, 2013). 즉, 학생들의 흥미는 타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개념이 아니
며, 내·외재적인 요소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닐은 교과
에 대해 흥미를 보이는 학생 및 대학입학자격 시험에 합격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만
교과교육을 가르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머힐 스쿨은 일반학교에서
행해지는 교과 위주의 주입식 교육,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학습에 의해 학생들이 교
수자에게 의존적인 상태가 됨으로써 자발적인 학습능력을 상실하고 가치부재를 불러일
으키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일반학교에서 강조되는 교수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며, 서머힐 스쿨의 전반적인 교과과정은 일반학교에서 강조하는 교수학습방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이경, 2013).
또한 서머힐 스쿨에서 놀이는 학생들을 생활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고 학생들에게 중
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학생들의 발달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한다. 닐은 정서
가 자유롭다면 지적인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며, 각종 억압에서 해방된 학생은 자주
적으로 학습할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놀이가 학생들의 지능에 관한 지식보다 훨씬 중요
하다고 생각하였다. 닐은 놀이를 일체의 구속이 없는 아동의 행위 특성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놀이에 대해 스스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아동이 온전하게 발달할
수 있고 자발적인 행위를 통해 비로소 창의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이경, 2013).
이렇게 서머힐 스쿨에서 놀이는 아동의 삶 그 자체가 되기도 하며,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을
가능하게 만들고 동시에 삶의 연장선에서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돕는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놀이 기반의 교육관을 가진 서머힐 스쿨의 수업방식은 전적으로 교사에게 맡겨
져 있다. 각각의 수업 방식이 다르지만 자연 속의 여러 동물이나 식물을 교재로 삼아 삶
을 배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있다. 또한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 심층적으로
배우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현상을 포착하여
이를 심층적인 실험이나 수업을 전개시켜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
다. 이렇게 서머힐 스쿨에서는 학생 흥미를 촉진시키는 수업방식이 학생들의 각자의 개
성이 발휘시키며, 기발하고 독창적인 것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시험, 통지표,
숙제, 석차가 없는 서머힐 스쿨이지만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를 하는 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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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수능모의시험과 같은 시험을 치기도 한다. 특히 일반학
교에서 8년간에 걸쳐 배우는 내용을 단 2년 반 동안 배우며, 이를 통해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하기도 한다.

라) 교육공동체
서머힐 스쿨은 4세에서 16세까지 이르는 학생들을 지도하며, 6학급으로 구분되어 있
다. 이러한 학급의 구분은 보통 연령별로 편성하였으며, 학생 개인의 능력과 흥미에 따라
다른 반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은 주로 1~3학급에서 학습하며, 각 학
급에 담임선생님이 있다. 과목 별로 한 교사가 1~2과목을 맡아 가르친다. 특히 6학급은 대학
진학과 취업에 필요한 시험인 G.C.E(General Certificate in Education)과 C.S.E(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를 대비하는 상급 학생들이 속해 있다(박용석, 1998).

서머힐 스쿨은 여러 교과와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활동을 제공하고 있
다. 일반적인 교과로는 수학과 영어가 있으며, 과학과 외국어는 보다 심층적인 과목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교과 이외에도 스포츠, 미술, 그리고 음악 등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제
공하며, 학교는 교실 이외에도 극장, 사진 현상소, 컴퓨터실, 체육관 등을 다양하게 제공
하고 있다(박용석, 1998). 특이한 점으로는 신체운동이 포함된 교육과정으로 인해 체육
은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는 축구, 농구, 탁구 등의 여러 스포츠
들의 활동을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이다.

마) 교육시설 및 환경
서머힐 스쿨의 본관은 원래 개인의 저택이었으며, 학생들이 놀고 운동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있다(Neil, 1960). 이 집안에는 회의실, 식당, 양호실, 미술실, 공예실 및 여학생들
의 침실이 있다. 어린 학생들의 침실과 교실은 다른 작은 건물 안에 있다. 그 외의 남학생
들의 침실과 다른 학급의 교실은 정원 안쪽 공간에 마련 되어있다. 서머힐 교사들은 무료
로 침식을 제공받는 외에 한달에 8파운드의 월급을 받고 있다. 이곳의 교사들은 서머힐
스쿨의 교육철학과 함께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덕과 함께 학무적인 재능도
갖추어야만 하고 동시에 훌륭한 교육학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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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ducation cities7)

이스라엘의 Education cites는 2010년에 이스라엘의 교육자인 Yaacov Hecht에 의해
창립되었다. Education cities는 교실과 학교, 지자체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협력의 예술
(the art of collaborations)을 강조함으로써 교육자, 교육부의 책임자, 학생, 학부모, 지

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공동 창작에 참여하면서 개인의 고유성을 찾고 표현하는 개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Education cities를 위해 도시의 학교가 협업을
시작하고,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하며, 도시의 성인 주민들도 참여한다. 도시의 모
든 조직과 개인이 지역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가진 교사와 학생이
될 수 있고, 지식을 공유하고 습득할 수 있는 형태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도시의 모든 요소를 연결하기 위하여 Educational/Urban Innovation Lab은 도시 전
역의 협력을 육성하고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교사, 리더십, 교육기관의
리더십, 다양한 조직의 대표, 사업대표, 예술가 및 개별참가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룹
을 구성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첫째, 실험실에서 모든 구성원 간 공동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둘째, 과제수행을 위
한 그룹은 시 당국의 과제를 조사하고 초점을 맞출 영역을 선택하며, 공동 학습 과제를
수행하고, 셋째, 연구실에 참여하는 모든 그룹 간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공동작업이 형
성되고, 마지막으로 도시의 모든 협력을 가속화하고 교육 시스템을 오늘날의 급속하게
확장되는 개념인 “A Smart City”와 이를 연결하는 “municipal currency”가 만들어진다.

가) 교육목표
Education cites는 앨빈 토플러가 정의한 세 가지 경제 물결 이외에 네 번째 새로운

물결, 시민 지식 물결을 제시한다. Education cites는 가까운 미래에 전 세계 인구의 대
부분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특히 이러한 지식을 창
조하는 주체를 어린이와 어른 모두로 정의하고 있으며, Education cites는 세 가지 필수
요소를 주장한다. 첫 번째, ‘나’라는 주체는 개인의 독창성과 표현 방법을 찾는 것을 목표
로 하며, 두 번째, ‘상대방’이라는 객체에 대한 독창성과 표현의 중요성을 인정해야한다.
7) 본 내용은 주로 Education cities의 홈페이지(https://www.education-cities.com/)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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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독창성을 찾고 공유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Education cites는 협업과 창작 기술을 통해 교실, 도시, 세계에서 언제나 가능한 협업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Education cites는 ‘피라미드 패러다임’에서 ‘네
트워크 패러다임’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큰 학교로
변화하게 됨을 의미한다.

나) 교육 팀 모델
교육팀은 공통의 목표를 가진 그룹, 예를 들어 교사, 교장, 학생 등으로 구성한다. 이
교육 팀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강점에 가장 적합한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의 개성을 활용
하여 창의력을 표현한다. 이러한 교육 팀에는 두 가지 규칙을 두게 된다. 첫 번째는 모든
그룹 구성원은 배우면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팀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작동
하게 된다. 즉, 모든 팀원은 자신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발휘함으로써 팀에 기여하고 다
른 팀원들에게 이익을 공유한다. 두 번째로, 교육팀에는 측정 가능하고 투명한 공동 목표
가 있다. 교육 팀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경쟁이 아닌 상호협력 체
제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룹 활동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가지게 된다. 차후 결과(개별 결과가 아닌 그룹의 평균)는 교육 팀 구성원에게 투명하
게 제시되며 그룹들의 성공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토론을 진행한다.
교육팀 모델에서 선생님의 역할은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며, 모든 학습자를 교사 수
준으로 전환시키고 학습 및 개발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프로세스를 계속 주도해야한다.
즉, 그룹을 조직하고 지원하여 개인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교사는 전문성을
발휘하게 된다. 더불어 학생의 경우, 자신의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활동 영역을 찾고
이를 정의하는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교사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이
러한 방식으로 모든 학생들은 자기표현의 기회를 가지게 되고 독창성을 인정받게 된다.

다) 교육팀 학교
네트워크 패러다임에 따라 작동하는 ‘Education Team School’ 또는 ‘School 2.0’에
서는 개인과 그룹 간에 고유한 균형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학교는 학교를 이끌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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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교육팀을 활용하면서 개인의 고유성(학생 및 교직원)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된
다. 이렇게 모든 참가자들은 자신이 학교 리더십의 일부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교육팀
학교는 협업 및 네트워크 기반 팀워크에 숙련된 독자적인 학습자를 만들어내게 된다.
Education cites는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한다. 학계, 비전

과 관련이 있는 이스라엘의 학습 공간에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디자이너, 교육학
고문, 선생님들과 함께 21세기 삶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공간의 변화를 구현하기 위
해 Education cites는 노력한다. 특히 School 2.0은 교사의 역할을 단방향으로 전달하는
모습에서 서로 간의 협력이 가능한 네트워킹 교사로 바꾸고 있다. 즉, 기존 학교에서 보
여준 분리된 강의실과 조용한 환경에서 협업 기술을 촉진하고, 교육학 프로그램을 구조
화하는 School 2.0 구축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School 2.0을 적용한 학교는
“Gvanim” class, Nofey Golan High-school, Kazrin, Hofim Elementary School,
Hadera, Be’er Sheva Education Center, Har Hanegev Education Center, Rosh
Ha’ayin Education Center 등이 있다.

라) How2MOOC 모델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s)는 학습의 세계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강좌를 제공한다.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How2MOOC 모델
을 구현하여 이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기존의 MOOC 과정에 등록한 학생
들 중에 매우 낮은 비율의 학생이 MOOC 과정을 이수하였지만, How2MOOC의 경우,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의 비율은 90%에 달한다. 이 모델에서는 모든 학생은 배울 수
있으며, 가르칠 수 있다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룹 내의 학생은 다른
팀원을 가르치고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팀원의 강점 영역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또한
교육팀은 구성원 간의 공통된 목표를 가진다. 이러한 교육팀 모델을 사용하는 수업의 교
사는 코치(MOOCster)의 역할을 맡게 된다. 코치의 역할은 팀 구성원이 자신의 강점 영
역을 식별하도록 돕는 것이며, 협력 네트워크를 키우기 위해 공유 목표를 찾고 정의하는
그룹의 프로세스를 촉진하는 것이다.
How2MOOC 모델은 MOOC 학습 경험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팀 모델로

구현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첫 번째로 소셜 미디어 도구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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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WhatsApp과 같은 소셜 미디어 도구를 활용해 교사 및 학생들은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 도구는 효과적인 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로 혼합 학습을 활용하게 된다. 학습 공간에서 학습하는 것에서 가상
공간에서 온라인 학습과 함께 그룹 담화, 가상 커뮤니티 토론, 온라인 결과 공유 등의
혼합 학습을 활용한다.
위에서 언급 한 파일럿 (2013-2014)에서 MOOC 과정은 전국 15개 이스라엘 교실
(8-12 학년)에서 개설되었으며, 학생과 교사는 How2MOOC 모델의 원칙에 따라 온라인

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공부한다. 이를 통해 모국어와 다른 언어로 공부 한 고등학생의
83%가 성공적으로 대학 수준의 코스를 수료했다. 배운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도

완전히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겪었으며, 지식 자체는 온라인으로 제공되었으므
로 교사의 역할에는 가르치는 교수법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How2MOOC 모델은
이스라엘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 85%의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How2MOOC 모델은 이스라엘 교육부 장관에 의
해 2015-2016 학년도에 50개의 교실로 확장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이러한 활동의 결과
로 WIRED 지는 2015년 주요 트렌드 중 하나로 How2MOOC 모델이 소개하였다.

마) 개인 교육 모델
개인 교육 모델은 이스라엘의 Bat Yam시에서 개발되어 처음으로 구현된 혁신적인 교
육 프로그램이다. 이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제공하는 과목의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을 가
지고 있으며, 학생 개인의 강점 영역을 찾고 구현하기 위해 학생과 함께 노력하게 된다.
개인 교육 모델에서 교사는 학생의 개인적 잠재력을 발현시키기 위해, 직접 자기실현과
탐구를 경험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사가 자신의 강점 영역을 찾아서 성취하고 그에
따라 잠재력을 실현하는 실천적 경험을 통해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사는 학생들의 삶에서 의미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게 된다. 학생과 교
사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며, 학생의 다양한 생활 영역(가족, 청소년 단체, 사회 복지
등)에 관여하게 된다. 이러한 개인 교육을 통해 학생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학
업 성취도를 높이게 된다. 또한 개인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을 가족 및 사회 환경의 일부
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 및 NGO 간의 협력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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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헬레네 랑에8)

독일의 헬레네 랑에 스쿨은 1847년 헤센주 비스바덴에 설립된 체험･인성 교육과 혁신
교육으로 유명한 혁신학교이다(부산광역시교육청, 2018:16). 헬레네 랑에 학교는 5~10
학년 학생들이 다니는 종합학교로 학생 수는 620명 가량이고, 각 학년은 4개 반으로 총
24개 반이 있다(Riegel, 2004:9). 학급당 학생 수는 약 26명이고 학년마다 각각 6~8명의

교사팀이 맡아서 가르친다(Riegel, 2004:9). 1955년 현 Helene Lange School로 인가를
받았으며, 헬레네 랑에 스쿨이 현재의 혁신적인 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출발점은
1984년 교장으로 Enja Riegel이 부임하면서부터이다(안승문, 2006.03.26.). Enja Riegel

은 학급의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고, 공실로 있던 공간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하고 학
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여,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해나
가며 학습을 하는 데 있어 함께 토의하며 자유롭게 생각을 넓혀나가도록 하였다(Riegel,
2004).

가) 교육철학 및 교육목표
헬레네 랑에 학교의 교육철학은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한 반에서 함께 공부하도록 통
합형 교육을 지향한다는 것이다(Riegel, 2004). 즉,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 다양한 학습능
력을 가진 학생들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 학생들이 협력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서로 다른
역량을 가진 학습자들이 함께 성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학생
과 교사가 날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나) 교육과정
헬레네 랑에 학교의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독일연방이 권고하고 있는 필수 교육과정
을 따르려고 노력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사팀이 학년별로 한 해 동안 어떻게 교육할 것인
지를 논의해서 결정하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Riegel,
2004:147). 한편, 헬레네 랑에는 학생들이 독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

장한다. 특히,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도록 돕고, 독서의 중요
8) 본 내용은 주로 Riegel(2004)의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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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지각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지역사회의 도서관에 비치된 책들을 활발하게 활용하도
록 조장한다(Riegel, 2004:28-29).
헬레네 랑에 학교 수업방식 중 독특한 것은 프로젝트 수업이다. 한 학기마다 한 번씩
통합교과적 성격을 띈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하는데, 프로젝트 수업을 위해 6주에서 8주
의 기간에 한 가지 주제에 주당 최소 10시간에서 12시간을 할애한다(Riegel, 2011:33).
예를 들어, 생물, 노작, 음악, 예술, 지리, 사회, 독일어와 역사에 이르는 8개 교과가 숲이
라는 프로젝트에서 통합된다(Riegel, 2004:34). 이때, 교육청이나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정규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계획에 코드를 표기한다
(Riegel, 2004:34).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 수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학급의 시간표에

주당 4시간 연속으로 구획된 ‘열린 학습’ 시간이 배정되어 있고, 4시간을 마친 후에는
담임선생님이 그날 남은 2시간을 수업하도록 함으로써 적어도 주당 6시간의 열린 학습
이 가능해진다(Riegel, 2004:38). 프로젝트수업의 학습결과는 학부모와 친구, 지인들을
위한 발표회에서 발표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Riegel, 2004:40). 그러나 이와 동시에 헬
레네 랑에에서는 이러한 수업만큼 전통적인 교과수업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수업이
의미있게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iegel, 2004:41-43).

다) 교수학습방법
이처럼 헬레네 랑에에서는 혁신적인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인프라를 대폭 개선하
는 것 외에도, 전통적인 교수법의 형태를 프로젝트 수업의 형태로 바꾸고 이를 기존의
수업과 연계하여 학습을 극대화시키고자 한다(Riegel, 2004:41-43). 이 점이 헬레네랑에
스쿨의 가장 대표적인 혁신사례로 기존 학교의 수업형태와 다른 부분이다. 프로젝트 수
업은 학기마다 한번씩 6~8주에 걸쳐 주당 최소 10~12시간을 할애하여 진행되며, 1년에
12~18주 동안 진행된다(Riegel, 2004; Helene-Lange-Schule 홈페이지). 학교생활과 관

련된 모든 생활 및 경험들이 프로젝트 수업의 소재가 되며,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한 문제
들을 토론, 탐구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여, 이를 프레젠테이션과 산출물로 발표
하게 된다(Riegel, 2004). 또한, 프로젝트 수업은 일반 교과수업과도 연계되어 운영되어,
프로젝트학습이라는 하나의 혁신적인 수업 형태를 교수학습방법으로 활용함으로써 경험
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Riege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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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레네 랑에 학교의 특징적인 학습법은 프로젝트수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외에도
실천적 활동을 통한 학습법도 언급할 만하다. 예를 들어, 같은 학급의 장애인 급우를 돌
보는 일을 통해서 봉사를 실천한다든가, 8학년 학생들이 4개월 동안 일주일에 하루 오후
2시간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의무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 유치원에서 2주 동안 아

이들을 돌보는 활동 등 이웃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Riegel, 2004; 송순재, 2015.01.09.).

라) 교육공동체의 역할
헬레네 랑에 스쿨의 교사 공동체의 특징은 교사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다른 학
교들에 비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타 학교들보다 높다
는 점이다. 교사들은 학교에 있는 시간을 즐거워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비결은 바로,
학교 내 교사들을 하나로 엮는 팀구조라 할 수 있다. 보통 4개 학급으로 이루어진 한 학
년을 6~8명의 교사로 이루어진 작은 팀이 가르치며 각 팀별로 교사실이 주어진다
(Helene-Lange-Schule 홈페이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사 팀은 담당하는 학년의 교육

과정 편성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며 독립적으로 결정한다(안승문, 2006.03.26.;
Riegel, 2004).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들은 자신이 양성과정에서 전공한 교과목 이외에
2-3개의 교과를 더 담당하기도 하면서 교사의 교과 전문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오

히려 교사들이 학습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더 잘 지원하고 전공교사들
의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이 높아지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Riegel, 2004).
이와 같이 교육자들이 교사팀의 문화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교육을 실시하면서, 학생들
은 교사와 교류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정기섭, 2013). 학생들은 팀 단위로
통용되는 의례나 학교에서의 축제 등 다양한 의식과 과정을 공유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며 학업과 공동체 생활에 익숙해지게 되며, 하나의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정기섭, 2013; Riegel, 2004).

마) 교육시설 및 환경
헬레네 랑에 학교의 환경적 특징은 열려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학교환경이 가지고 있
던 벽을 허무는 작업을 통해 층마다 100명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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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마련되었다(Riegel, 2004). 터는 학생생활나눔터, 작은 교사실, 그리고 네 개의
교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실을 집과 같은 분위기로 꾸미는 동시에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으로 꾸몄다(Riegel, 2004; 송순재, 2015.01.09.).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 프린터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학급 또는 학년 간 통합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공동 공간등 여러 가지 활동에 적합한 공간들을 만들고, 이러한 공간들을 학생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청소하도록 하였다(송순재, 2015.01.09.) 이렇게 열린 공간
을 만듦으로써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수가 900명에서 600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지만 헬레
네 랑에가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와 목표를 이루기에는 적합하고 의미있는 공간 조성이라
할 수 있다(Riegel, 2004).
한편, 헬레네 랑에의 수업은 8시 10분에 시작하지만, 학생들은 7시 30분이면 등교하여
서로 학생들이 수다를 떨고 약속을 하고 숙제를 비교하거나 수정하고 다양한 일들을 해
결하는 ‘열린 아침’이라는 시간을 두고, 이 시간 동안 교사 한 명이 학생생활나눔터에 상
주하며 학생들이 수업 전에 이 시간과 공간을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iegel, 2004). 이 점에서 교육환경에 대한 학생들이 “(학교라는 곳은) 있어야 하기 때문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고 싶어서 있는다(Riegel, 2004:230)”라고 느끼기 바라는 헬레네
랑에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다. 시사점
앞서 교육혁신은 학습자 자신이 교육경험을 자기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학습의 리
더를 육성하는 교육환경임을 지적하였다. 본 장에서는 해외의 교육혁신 사례를 분석함으
로써 미래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해외 선진사례를 분석해보면 미래, 적
어도 멀지 않은 가까운 미래의 고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게 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첫째, 교육의 내용과 현실 직업세계의 결합이다. 이는 학교 내의 정규교육과
정이 학교 밖의 실제적인 경험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학습의
양에 얽매이기보다 학습의 질에 치중하는 교육과정의 구성이다.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국가 수준에서 안내해주는 학습내용과 요소를 존중하되, 표준교육과정이 마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즉, 학습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학습에 매몰되도록 돕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된다는 점이다.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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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교사, 지역사회, 학부모, 학생을 포함하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협업한다. 셋째, 전
통적인 학교의 모습에서 교육 활동이 학교라는 경계선 내에 존재하는 구성원들만의 일이
었다. 그러나 미래의 학교는 문자 그대로 교육공동체 전체가 교육자이자 학습자로 융합
되어 공존하는 모습을 띈다는 점이다. 이를 학습계획팀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육설계 팀
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넷째, 교육환경 측면에서 미래학교는 ‘작은 학교’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규모 면에서도 작은학교를 지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습이 일어나는 학급의 규모
또한 최대 15명이 넘지 않는 선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장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 폭넓은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각종 테크놀러지
가 동원된다. 다섯째, 통합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학교는 학습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구분된 학년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학습활동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
나 해외 선도사례를 분석해보면, 고학년과 저학년이 뒤섞인, 학습내용 중심의 협력적 활
동, 혹은 프로젝트 중심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여섯째, 교육내용이나
단원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이 아니라,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추상적인 개별 학교 수준의 교육목표가 제시되고 이와 별도로 국가수준의 교육
과정이 유리된 채 공존하는 특징을 보였다면, 해외의 혁신교육 사례는 한 학생이 급변하
는 세대에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명확히 정의하고, 해당 역
량을 학생들이 함양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모든 교육이 움직여간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선진 우수 학교들은 교수학습의 개별화를 심화시키기 위해 고
도로 발달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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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교육 혁신 사례의 특징은 사례 분석 틀에 맞춰 교육 목적,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방법,
조직 및 구성원, 환경 및 시설 영역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가. 교육 목적
교육 혁신 사례에서 분석된 교육의 목적은 자율과 책임 실천, 학습자의 내재적 가치
추구, 인간성 실현 및 관계회복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율과 책임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가’ 고등학교와 ‘다’ 고등학교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들은 아직 진정한

자율과 자치를 경험해 보지 못했을 뿐, 자신들이 학교로부터 존중받고 있으며 자율과 선
택이라는 가치를 보장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것에 따르는 책임의 무게도 함
께 배우게 된다. 그리고 미래에는 학생들의 선택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
게 될 것이다.
다만, 자율과 자치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학생들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하고 학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누리기만 하는 교육 수요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로서 윤리의식
을 확립해야 한다. 학교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습자의 내재적 가치를 추구한다.
사례분석 결과 대안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육자들은 공교육 체제를 기존 세대의 일방
적 가치관이 투사되어 안전한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동안 교육의 목적은 자아실현이라고 말해왔지만 그 자아실현의 목적과 가치가 각 개
인마다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왔고 이것의 중요한 가치를 크게 인식하지 못했다. 미래교
육의 목적은 더 이상 기성세대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정해질 수 없다. 결국 교육은 학
습자가 그 가치와 방향을 설정하고 그 목적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스스로 얼마나 성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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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그 교육목적에 도달하려고 노력했느냐에 따라 자아실현과 성취감을 이루는 경험의 과
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셋째, 인간성 실현 및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례분석 학교의 교원들은 1학년 학생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
다. 입학을 전후하여 학습자로서 그리고 예비 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을 교육하고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다’ 고등학교의 사례와 적어도 1학
년 단계에서는 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대학 입시 준비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다양
한 활동 수업과 학생 중심의 참여형 수업을 시도하고 있다는 ‘가’ 고등학교의 사례, 그리
고 학생들의 바른 인성 위에서 교과지도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 아래 입학과 동시에 강력
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나’ 고등학교의 사례 모두 1학년 학생들에 대한 관심
과 교육적 노력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알트스쿨은 전인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회복탄성력이 있으며, 탐구지향적이고 학교를 넘어 다양한 환경에서 주도적
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학생을 양성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미래에는 교육활동이 개별화 되고, 기계화되기 때문에 인간성 실현과 관계 회복을 위
한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가는지, 자신의
생활 습관을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 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삶을 행복하
게 가꾸어야 하는지 등에 가치를 두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교육과정
교육 혁신 사례에서 분석된 교육과정의 특성은 학생의 교과 선택권 확대, 꿈 실현을
위한 역량중심 교육과정, 교육과정과 삶의 융합, 과정 중심 평가 활성화로 나타났다.
첫째,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
‘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가급적 많은 선택권을 주되, 선택의 기준은 수능이나

내신관리가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선택과목을 결
정함에 있어 당장의 대학 입시나 내신 성적에서의 유불리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장래의
희망 직업과 그것에 관련된 대학 전공을 함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에 따라 학교에서 개설한 혹은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
된 학교 밖의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과목의 확대로 인한 변화는 교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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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체감하고 있는 듯하다. ‘선택’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충분히 동기부여가 된 상태
로 수업에 들어오기 때문에 수업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둘째, 학생의 진로를 찾고, 학생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알트스쿨은 학생의 전인교육을 위해 이정표(Milestone)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학
생들이 졸업 후 반드시 획득해야하는 구체적인 지식, 능력, 습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할 핵심역량을 말한다. 외국의 사례분석 결과 교육내용이
나 단원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이 아니라,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기존 교육에서는 추상적인 개별 학교 수준의 교육목표가 제시되고 이와 별도
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유리된 채 공존하는 특징을 보였다면, 해외의 교육 혁신 사례
에서는 학생이 급변하는 시대에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명확
히 정의하고, 해당 역량을 학생들이 함양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모든 교육이 움직여가고
있다.
셋째, 교육내용이 현실 세계와 결합되어 있다.
외국의 혁신 사례에서는 교육의 내용과 현실 직업세계를 결합하고 있다. 이는 학교 내
의 정규교육과정이 학교 밖의 실제적인 경험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 노력을 통해 정규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비보이 활동’ 프로그램이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은 매년 자신의 진로와 연결
시켜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하고 탐구･체험활동을 통해 소논문을 작성한다. ‘다’ 고등학교
는 자신의 진로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 학생
들은 2학년부터 자신이 선택한 계열 및 전공에 부합하는 과목들을 선택적으로 이수한다.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진로드림페스티벌’과 ‘1인 1위인(롤모델) 진로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선택형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2학년이 되기 전에 각자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학생들이 의무로 참여한다.
넷째, 수업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설립 이후 줄곧 과정중심 평가, 수행평가 중심의 학생 평가를 유지해 오고 있는
삼각산고의 사례나, 교사의 평가는 얼마나 시험문제를 잘 출제하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가르친 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스스로 확인하고 학생들을 위해 어떠한 개선 노력이 필요
한지를 점검하는 작업이라고 보는 ‘다’ 고등학교의 사례,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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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려면 수업 시간이 아이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그것을 통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라’ 고등학교 교사들의 생각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은 과정중심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다. 교육방법
교육 혁신 사례에서 분석된 교육방법의 특성은 학생 중심 참여형 수업, 시간의 상대성
이 인정되는 교육, 에듀테크(EdTech) 활용 등으로 나타났다.
첫째, 학생 중심 참여형 수업을 하고 있다.
사례분석 대상 학교들의 공통적인 특성 중 하나는 활동 중심의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혁신학교인 ‘가’ 고등학교와 일반 공립고인 ‘라’ 고등학교의 교
사들 모두 소속 학교의 학생들이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 특성을 갖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 학생 중심의 토론식 수업, 프로젝트 및 활동 중심의 수업을 들고
있다. 또한, 해외 사례를 분석해보면, 고학년과 저학년이 뒤섞인, 학습내용 중심의 협력
적 활동, 혹은 프로젝트 중심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교육방법들
은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주도적인 태도가
학교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는 등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둘째, 시간의 상대성이 인정되는 교육이다.
저마다의 시간과 속도가 다름을 인정하고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하고 있다. 정해진 교
육과정을 이수하는 교육 시간은 미래교육 사회에는 큰 의미가 없다. 학습자의 역량에 따
라 같은 과목을 빠른 시간에 학습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혹은 어
떤 과목은 아예 흥미가 없어 이수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 시간은
학습자의 역량이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강제로 배우도록 설계되어 있다. 미래교육 사
회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교육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의 양에 얽매이기보다 학습의 질에 치중하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국가 수준에서 안내해주는 학습내용과 요소를 존중하되, 표준교
육과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다. 즉, 학습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
이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학습에 몰입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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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교사, 지역사회, 학부모, 학생을 포함하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협업한다.
셋째, 에듀테크(EdTech)을 활용하고 있다.
알트스쿨은 교과서가 없으며, 등교하면 노트북 혹은 태블릿에 접속해 마음에 드는 과
목을 온라인 강의로 듣고 학습목표량을 채운다. 모르는 내용은 인터넷에서 찾아가며 공
부한다. 정해진 시험이 없으며, 학생 자신이 충분히 공부했다고 느낄 때 온라인 퀴즈를
치른 뒤 교사의 1대 1 피드백을 받는다. 로봇과 3D프린터 등도 비치되어 있다.
학교라는 제한된 울타리를 뛰어넘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 도구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방법, VR, 5G를 이용한 시뮬
레이션 등 시공간을 초월해서 학습자가 원할 때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학습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라. 조직 및 구성원
교육 혁신 사례에서 분석된 조직 및 구성원의 특성은 교수와 행정을 분리하는 학교조
직의 적용,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교육설계자인 학생, 교사의 자격과 역할의 유연성 등
으로 나타났다.
첫째, 교수와 행정을 분리하는 학교 조직을 적용하고 있다.
학교설립 단계부터 완전한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는 ‘다’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 교사들의 협력을 강조한 교과부 중심의 학교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는 반면, ‘가’
고등학교와 ‘나’ 고등학교는 담임교사의 역할을 강조한 학년부 중심의 학교 조직을 운영
하고 있다. 또한, ‘라’ 고등학교는 교사들이 수행해야 할 교무 및 행정업무 중심의 학교
조직을 운영하되, 3학년과 2학년은 가급적 학년부 교사들이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
하는 전통적 학교조직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교사들은 대학 교수들처럼 가
르치고 상담하고, 학생을 평가하는데 집중하되, 학사 및 교무 업무는 교무 및 행정 조직
이 맡는다.
그런데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선택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이에
맞춰 학교 조직 체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 교과 혹은 인접 교과 교사들
간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복수전
공 교사의 수업 과목 및 상치교사 제도 확대 등이 추진된다면 교과 교사들 간의 협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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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발현되고 있다.
혁신 교육 사례 학교들은 모두 교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발현되고 있다. 교장을 중심으
로 모든 구성원이 학교의 변화를 위해 헌신을 하고 있다. 학교장은 각 조직의 역할이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업무 및 인력 조정을 하
며, 담당자를 지정하여 모니터링 한다.
교육부 및 교육청은 개별 학교에 충분한 교무 및 학사 지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혁신하고, 학교 교사들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교사들이 수행해야 한다고 믿
어왔던 업무들을 과감하게 교무 및 학사 지원 전문 인력에게 내어줄 준비를 해야 한다.
셋째, 학생을 주체적인 교육설계자로 인식하고 있다.
‘다’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학생은 중학교 학생보다 조금 더 큰 아이(big boy)가 아니라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예비 성인(little adult)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제도권 밖의
사례에서는 특히, 학습자를 교육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주체적인 교육설계자’로 대우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학생’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

들을 ‘무언가 배워야 하는 대상’으로 보았다. 그러나 앞서 제도권 밖의 교육혁신 사례에서
보았듯이 청소년들은 스스로 주제를 던지고, 그것을 하나의 일관된 목표로 연결하고 그것
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재와 요소들을 추출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
학생은 더 이상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충분히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할 때
그들의 능력과 적성, 뿐만 아니라 흥미와 관심, 욕구, 요구, 필요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다.
넷째, 교사들은 개인적 헌신과 집단적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가’ 고등학교 사례를 보면 교사들 또한 쉬는 시간을 희생하고 퇴근이 늦어질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수업’을 확대하고, 학생들에
대한 상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들은 동 교과 혹은 동 학년 교사들과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그러한 새로운 시도의 동력이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나’ 고등학교에서는 체계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각 요일별로 정기

협의회를 개최･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전체 교직원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
다. 그리고 한 학기에 두 번 정도 교직원 전체 회의에 해당하는 ‘집단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기획위원회에서 나왔던 안건이나 중요한 사업 및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공론화
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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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육 공간 및 시설
교육 혁신 사례에서 분석된 교육 공간 및 시설의 특성은 교육 공간의 확장, 작은 학교
지향, 다양한 면학 공간 등으로 나타났다.
첫째, 교육 공간을 확장하고 있다.
교육의 공간이 학교 안 교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사이버 공간 등 학습자가 학습을
목표로 존재하는 공간이 바로 교육 공간이 되도록 바꾸어 나가고 있다. 학습자가 있는
곳이 곧 학습의 공간으로 교육 공간이 정의된다면, 학생들이 학습을 목표로 모인 학교
공간도 미래교육 시대에는 변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와 협력적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가’ 고등학교는 학교 수업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지역 전문대학에 찾아

가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메트스쿨에서의
교육공동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들, 교사(어드바이저)에서 그치지 않고 학교 밖의 학부
모(가정), 멘토(지역사회)까지 연계되어 적극적으로 학교교육에 연계되어 있다. 미래사회
에서는 교과서의 핵심과정은 다루되 각 지역마다 지역사회의 특색이나 장점을 담은 교과
서를 제작하고, 그 지역의 학생들이 교과서와 연계하여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면학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이미 2018년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문･이과의 경계가 사라
지고 제한적인 형태이기는 하나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
편이 이루어졌다. 또한, 조만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될 예정이어서 향후 다양한 선택
과목 운영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문제가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과거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던 학교에서의 고민들과 비슷할 수 있는데, 고교학
점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 지금처럼 학생들이 특정 교실에 상주하는 형태의 학교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다양한 선택과목이 동시에 제공될 수 있는 충분한 정도의 교
실이 확보되어야 하며, 수업이 없는 시간에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
며, 교사들의 근무 공간과 교무 및 학사, 행정 지원 인력을 업무 공간 등도 적절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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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 실천 과제

교육혁신 사례 분석을 통하여 미래교육 실천 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세 가지
로 설정하였다. 첫째, 10년 내외의 가까운 미래에 실현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였다. 그동
안의 미래교육 연구는 미래의 현실을 가상하여 거기에 맞는 체제를 제안하는 연구를 수
행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는 현 체제가 혁신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실현가능성을 담보
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실현 가능한 과제
를 선정하였다. 둘째, 혁신 사례에서 현재 실현되고 있는 것을 과제로 선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 선정한 혁신 사례는 독특한 여건 속에서 혁신을 이루어낸 사례들이다. 그러므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제한된 영역에서 혁신을 이루
었기 때문에 몇 년 뒤에는 이러한 혁신 사례가 일반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섯 가지 영역별로 고르게 과제를 선정하였다. 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모
두 포함하는 틀을 다섯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므로 각 영역별로 고르게 서
너 개의 과제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선정 기준에 따라 전체 17개 과제를 선정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Ⅳ-1] 미래교육 실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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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목적

 자율과 책임의 실천
가. 과제 개념 및 필요성
교육의 본질이 실현되고 교육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교육당사자 각자에게 주어
진 역할에 모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학생 교육은 학교와 교사만이 담당
해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인식은 더 이상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학생교육의 관점으로 타
당하지 않으며, 이는 국내･외의 혁신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대학교육의 바로 직전단계
인 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
‘자율과 책임의 실천’이란 교육이해관련당사자들(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이

모두 함께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공동체라는 인식하에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대
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책무성을 요구함으로써 각자의 자율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학생들에게 자율과 선택을 최대한 보장하되,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지향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율과 책임의 실천을 위해서는 모든 교육당사자들이 각자의 자율과 책임이 무
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학교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더 많은 자율과 선택권을 부여하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
과함으로써 자율성과 책무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과제 실행 방안
1) 교육당사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공유하고 인식해야 한다.

국내･외의 성공적인 고등학교 혁신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교육이해관
련당사자들(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역할들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즉, 교
사는 교사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학부모는 학부모로서,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로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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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역할과 맡은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인식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했을 때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
히 논의하고 이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공유함으로써 학생교육에 대
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와 교사는 충실한 학생교육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참여와
다양한 활동중심의 수업을 해 나가야 하며, 학생은 자율과 선택권을 가지되 학생으로서
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인 학업을 충실히 하여야 하며, 학부모는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가
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는 학생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
역의 모든 시설과 자원이 학교교육의 일부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학교사례 등 여러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교사와 교장, 나아가 학교의 책임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외 사항들은 학부
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아가
교육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생자치활동을 자율과 책무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교육이해관련당사자들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던
학생들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자율에는 반드시 책무가 뒤따르도
록 함으로써 본인의 자율과 선택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정착시켜 나
가야 한다.
학교는 ‘작은 사회(Mini Society)’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하며, 학생으로 하여
금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참여와 선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특히 대학입학 혹은 사회진출을 앞둔 고등학
생을 예비성인으로 바라보는 학생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학생자치활동(학생회, 동아리활동, 다양한 학교 행사 준비 및 개최, 학교규칙 및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 자치법정 운영 등)을 활성화하되 기존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학생자치활동이 아니라 참여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활동이 될 수 있도록 보장
해줌으로써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입학 전부터 지속적인 관찰과 면담 등을 통해 학생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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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진로･진학지도를 통해 실질적인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자신의
교육성과(학업성취도 혹은 진학과 진로 등)에 대해 학생 본인도 책임이 있음을 인식시켜
야 한다.
학생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입학 전부터 학생들
로 하여금 학교의 비전과 교육의 방향, 교사들의 노력과 기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
하도록 해야 하며, 모든 교사가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야 한다. 학교문화는 단시간에 바뀌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노력은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
히 이루어져야 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진정한 자율과 자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책무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학생들의 자치활동
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자신들의 견해를 표출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경험한다면 자율에 뒤따르는 책무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지
역사회 인사로만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학생대표가 제외되
어 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제32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보더라도 심의사항들의
대부분은 학생들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다. 고등학생들을 예비성인으
로 바라보는 학생관의 변화에 발맞추어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다. 인적･물적 여건 확보 방안
교사가 자신의 교과전문성을 신장시키고 학생들의 학교교육(수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활동중심의 수업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개별 학생들
의 변화와 성장을 확인하는 진정한 의미의 과정중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학생들에 대
한 상담시간과 소통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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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학교혁신의 사례 학교 교사들의
요구에서도 나타난 것으로서 교사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
다. 여기에 더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부합하는 교과 선택권의 자율성을 확대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 더 많은 교사 충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라.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방안
학생의 학교교육 참여 및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법 규정은 주로 초중등교육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
법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학교규칙에 대한 사항 및 기재사항 등을 규
정한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학생의 자율과 선택을 최대한 보장하되,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학생참여를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Ⅳ-1> 「초･중등교육법」 제31조 개정안(예시)
현행

개정안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좌동)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생략)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생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구성한다.
③ (생략)
③ (좌동)

<표 Ⅳ-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개정안(예시)
현행

개정안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
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
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175

교육 혁신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교육 실천 과제

 학습자의 내재적 가치 추구
가. 과제 개념 및 필요성
전통적으로 학습자는 교육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교육의 객체로 간주되어 왔으나 단순
히 수동적 대상이나 모방자가 아니라 배우고 변화하는 주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학습자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교육은 학습자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
하고 나아가 학습자의 재능과 잠재능력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학습자의 내재적 가치 추구’란 미래교육의 교육목적은 학습자의 욕구를 읽어내어 그

속에 있는 내재적 가치를 발현시키는 데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학교교육 목적이 학생들을 수동적인 피교육자로 바라보고 교사 주도의 지식전달식 교육을
통해 일정한 틀에 맞추는 이끌고 가는 교육(가르칠 교(敎), pedagogy)이었다면 앞으로의
학교교육 목적은 학생들을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학생 개개인의 내적
잠재력이 발현되도록 도와주는 교육(기를 육(育), education)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나. 과제 실행 방안
1) 학생들과의 면담(소통) 시간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제 각기 고유한 소질과 적성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에 의해 학습의 결과
가 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교제도는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
(정제영, 2017). 학생들의 내재적 가치를 파악하고 이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

개개인을 대상으로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개별화된 학습 시스템
이 구축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교육의 목적을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학습자가 원하는 학습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볼 때, 개인별 맞춤형 학습은 학습자의 흥미와 소질･적성, 학습 경험, 학습속
도, 심리적 특성과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화된 환경에서 학습을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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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줄뿐만 아니라 맞춤형 진로･진학지도를 통해 개인마다 다른 내재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자아실현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 학급담임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을 획기적으

로 개선해야 한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4.5명이며(초등학교 22.2명, 중

학교 25.1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0.6명(초등학교는 14.6명, 중학교는 11.7명)이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 의 감소추세는
계속되고 조만간 OECD 평균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
은 편이다. 학습자의 내재적 가치 추구라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령인구 감
소 추세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국내･외 혁신학교들의 사례에서도 공통적인 나타난 성공요인들(학생과
의 충분한 면담시간 확보, 개별 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진정한 과정중심평
가, 구성원들 간의 토론과 소통, 정보공유 등)을 굳이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학습자 개
인별 맞춤형 학습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학생 수를 적절히 제한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급당 학생 수를 현재의 약 25명 수준에서 20명 수준으로 감축하여야 하며, 특히 교
원 1인당 학생 수는 실제로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조정하여
현재의 수준(약 11명)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학습자의 내재적 가치 추구를 통한 자아실현은 실제적인 경험을 통할 때 더욱 가능성
이 높아질 것이다. 현재에도 고교학점제의 본격 도입에 대비해 시도별로 지역 내 대학들
과 다양한 연계 혹은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특정 학문분야 및
직업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등학교에서 제공하지 못하거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양질의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
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학생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도 개설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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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적･물적 여건 확보 방안
학습자 개인별 맞춤형 학습관리 시스템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 물적 여건이 마련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인적 구성이 변화되어야 한다. 메트스쿨, 알트스쿨 등
국외의 혁신적인 학교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학생교육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교육
인력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행정인력 및 기술 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
다. 현행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전문상담교
사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소수의 학생들과 관계를 맺도록 해주고 졸업 때까지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서 어드바이저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나아가, 학교와 교실에
도입될 수많은 매체와 테크놀러지를 활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 기술 인력을 확보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학습자의 내재적 가치 추구는 단위학교 내의 인적･물적 여건의 확보나 확대만으
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미래교육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고등학
교 교육이지만 고등학교를 벗어나 대학과 지역사회 등으로 개방되어야만 한다. 즉, 고등
학교가 가진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부족한 교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의 한계, 전문적인
교육과 시설의 한계 등)를 극복할 수 있을 때만이 진정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내재적 가치
를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간성 실현 및 관계 회복
가. 과제 개념 및 필요성
미래인재의 핵심역량은 인지능력을 중심으로 한 개인적 역량과 정보리터러시 등 도구
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 역량도 중요하지만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는 사회를 이끌
기 위해서는 특히, 대인관계역량이 중요하다.
‘인간성 실현 및 관계 회복’이란 4차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에는 교육활동이 개별

화 되고, 기계화되기 때문에 더더욱 인간성 실현 및 관계 회복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
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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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타인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협동할 수 있으며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인관계 역량 증진을 통해 학습자 개개인의 인간성(인성)을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타인
과의 의사소통이나 협업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 과제 실행 방안
1) 인문학의 강조와 함께 인성교육,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한다.
굳이 「인성교육진흥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및 인격발달을 위
해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며, 미래교육에서는 더욱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을 단지 주어진 데이터
를 처리하는 기계적인 능력의 향상이나 이성적으로 사유하고 공감하는 능력에 그치지 않
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벗어나 자신의 현실을 역사적 사회적 안목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학문 분과를 비롯하여 문학, 역사, 철학으로 대표되는 인문학은 이러한
사람다움의 가치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무엇보
다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상상력과 비판적 사유, 그리고 역사적으로 현재를 바라보며 미
래에 대한 전망을 지닐 수 있는 관계의 형성에 있다(서동은, 2019).
인문학을 통한 인성교육 중에서도 의미와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 선정되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단위학교 교육과정 내에 포함되어 실시된다면 더욱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절차에 따라
상위 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책무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성교육진흥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단위학교의 인성교육프로그램은 ‘학교장이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라고만 되어 있으나 향후 모든 단
위학교로 하여금 수립한 계획을 교육청에 보고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거나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만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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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기에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현행 대학 입시제도는 크게 정시와 수시로 구분되며 정시에 비해 수시의 비중이 절대
적으로 높다. 정시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요구가 증대되고는 있지만 높은 수시의 비중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학생들은 교과성적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과 함께 독서교육을 중심으로 한 비교과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 입시라는
벽에 부딪히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 입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혹은 입학전에 인성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이 바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학업능력만 신장시키는 것은 결국 타인과의 관
계 회복에 중요한 덕목인 소통, 배려, 존중, 협력 등의 가치를 소홀히 하게 되고 비인간적
인 인재를 양성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나’라는 주체를 넘어서 ‘상대방’ 그리고 ‘협력 네트
워크’를 통해 자신의 독창성을 찾도록 하는 이스라엘 등 해외의 사례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국내의 여러 학교 사례를 통해서도 드러난 사실이다.
한편, 인성교육이 단위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정상적이고 충실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대학 입시에서 정시보다 높은 수시의 비중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정시의
비중이 수시보다 높아질 경우 단위학교는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 인적･물적 여건 확보 방안
다양한 학문분과를 포함하는 인문학의 강조를 통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분야를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전통적인 교과중심의
교원채용이 아닌 다양한 학문분야의 교사를 채용하는 국가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
다. 만약 교원의 채용이 어려울 경우, 단기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학교
가 활용할 수 있도록(교육청 차원의 인력풀 제공, 지역의 다양한 기관 및 대학과의 네트
워크 형성 등) 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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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방안
「인성교육진흥법」 제10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및 「인성교육진흥법시행령」
제11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의 일부 개정을 통해 단위학교의 인성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Ⅳ-3> 「인성교육진흥법」 제10조 개정안(예시)
현행

개정안

제10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① (생략)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목표 및 성취
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
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0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① (좌동)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목표 및 성취
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
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좌동)

<표 Ⅳ-4> 「인성교육진흥법시행령」 제11조 개정안(예시)
현행

개정안

제11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① (생략)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은 학
교의 장이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제11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① (좌동)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은 학
교의 장이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한다.

2

교육과정 및 평가

 학생의 교과 선택권 보장
가. 과제 개념 및 필요성
‘학생의 교과 선택권 보장’이란 교육의 주체로서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역량에 맞추

어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택한 교과목에 대해서도 원하는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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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가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학교의 교
육과정 편성 운영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교육과정 구성에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학교
시스템이 구축된 상태를 의미한다.
학습자를 교육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주체적인 교
육설계자’로 대우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학생’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들을
‘가르침을 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보았다. 성인들에 의해 올바르게 만들어져야 하는 ‘피

조물’이자 성인이 그림을 그려줘야 하는 백지처럼 취급해 왔다. 그러나 앞서 제도권 밖의
교육혁신 사례에서 보았듯이 청소년들은 스스로 주제를 던지고, 그것을 하나의 일관된
목표로 연결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재와 요소들을 추출하여 교육과정
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학교의 교육과정이 나를 위해 편
성･운영된다는 감정을 가질 때 학생들은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의 교육
과정을 통해 의도된 교육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나. 과제 실행 방안
1) 학생 중심 교육과정 편성 시스템 구축
2015 교육과정을 통해 단위학교는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선택과목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자율성을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틀 속에서 앞선 혁신
사례 학교들은 학생의 교육적 수준과 향후 진로, 진학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이 이루
어져야 한다. 이는 교육과정 구성에서의 학생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학교의
교육과정 구성 역량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과정 구성에서 학생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국가 및 교육
청 차원의 방침과 더불어 전년도의 교육과정 운영 결과 및 학교구성원들의 자체평가 등
을 토대로 매년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이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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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의 대표인 학생회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의
의견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과정의 의미가 단순히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포함하며 이들이 학생들의 진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
려할 때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비교과 활동의 구성에서도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될 필요
가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 구성에서 학생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과정
에서 단순히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현행 고등학교 시스
템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의 측면과 학교의 역량 측면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요
구에 맞게 대학과 같이 강의의 개설과 폐쇄를 탄력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교육과정 구성에서의 학생참여 보장은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교
원들이 해당 학교의 전통과 특성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2015 교육과정 체제가 요청하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학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의 제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을 단위학교 교원들이 자율적
이면서도 책임감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부 실천 과제로는 첫째, 단위학교들이 학교 내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교육청이나 교
육부에서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필요한 정보나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둘째, 학교 내 교육과정 편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내 전문적
학습공동체 중 하나로 교육과정 편성팀을 운영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운영지원
예산 편성 및 학교 간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촉진한다.

2)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 확보

학생의 교과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기간 중 본인
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는 학교 내 교육과정 운영
시 다양한 강사의 활용과 학교 밖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 활용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학교는 학교 내외의 물적, 인적, 제도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해야 한다. 학교별로 교육여건과 학생의 관심도 등이 다르긴 하겠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일반계 고등학교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는 대학 입시제도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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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의 여건이 충분한 경우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학교 내에서 강사 등을 채용해
운영할 수 있다. 혁신학교와 같이 별도의 재정을 지원받는 학교나 일부 자율형 사립고와
같이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충분성이 보장되는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 예산을 활용하여 정
규교원이 감당하지 못하는 과목 등을 외부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예･체능과 같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원 구성으로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
준의 수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외부강
사를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재정적인 여건이나 학교의 규모에 따른 교원
수의 한계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
다. 다만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이 연구의 교육 혁신 사례 고등학교들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한다면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우 단위학교는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교과목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생이 원하는 강의가 소속학교에 개설되지 않는
경우 교육과정 클러스터 사업(학교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타 학교에서 원하는 과
목을 이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정 수의 학생들이 요청하면 학교로 강사를
파견해주는 주문형 강좌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활발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방과후 학교 수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꿈의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체제를 넘어서 지역 내 대학과의 연계 사업을 통해 고등학교에서 진로･진학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세부 실천 과제로는 첫째,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교원의 수가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학생의 요구에 맞는 강의를 개설할 수
있는 지원비를 배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교육과정
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안팎의 교육적 자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
째, 학생들이 학교 밖 교육과정 참여 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안전사고나 학생 간 갈등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밖 교육과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교육청 내 신설･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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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가. 과제 개념 및 필요성
미래교육이 실현되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은 정해진 수업을 따라가는 수동적인 추종자
가 아니라 스스로 계획한 삶의 궤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한 교육과정을
통해 주체적으로 배움을 추구하는 학습자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미래교육은 단순히 학
생에게 교육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도록 하거나 학습 대
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실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가 학생 개인의 꿈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학생별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제
공하고 학생들이 본인에게 적합한 진로와 진학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제공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활동할 미래사회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미래사회에 필요한 지식 등
도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무한히 확장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더 이상 단순한 지식
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량을 바탕으
로 한 학생의 진로･진학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고등학
교 교육과정에 학생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
어야 한다.

나. 과제 실행 방안
1)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미래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체제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위학교 혹은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이 중요하다.
미래교육을 실천하는 미래학교가 지향해야 하는 바는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건전한 사
회구성원으로서 맡은바 역할을 건설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것이다. 2015 교
육과정 역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교과서적 지식은 향후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했을 때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주지교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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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학습방법과 그로 인한 학습의 성과는 미래사회의 인재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과
더불어 새로운 학력에 대한 논의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외국의 사례 분석 결과 교육 혁신 사례 학교에서는 교육내용이나 단원 중심
의 교육과정 구성보다는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전
에는 추상적인 개별 학교 수준의 교육목표가 제시되고 이와 별도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이 유리된 채 공존하는 특징을 보였다면, 해외의 혁신교육 사례는 급변하는 시대에서 학
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명확히 정의하고, 해당 역량을 학생들이 함양하도록 돕는 방식
으로 모든 교육이 움직여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본 연구의 교육 혁신 사례 학교들 역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2015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혹은 학교가 설정한 학생역량을 기르기 위해 학교단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
다. 더 나아가서 교과에 따라 혹은 교사의 재량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함으로써 수업
및 학교활동 중에 학생들이 교육적 경험을 풍부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하다.
세부 실천 과제로는 첫째, 단위학교의 역량 중심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위해서 교육청
단위의 교육과정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단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비전과 교육목표에 비추어 길러야하는 역량을 정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구성
원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학생들의 실질적임 참여가 보장
되어야 한다.

2) 학생의 진로･진학과 결부된 개별화 교육과정 제공

교육과정 영역의 첫 번째 과제인 학생의 교과 선택제 보장은 기본적으로 학생의 진로･
진학과 결부된 개별화된 교육과정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015 교육과정에서 의도
한 기존의 문과, 이과 체제가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세분화된 전공의 준비에 필요한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진로･진학과 결부된 개별화된 교육과정이 필수적
이다.
제도권 안의 학교 사례는 주로 진학 중심의 전공별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진로를 중심으로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혁신 사례들은 교육과정이 학교단위에서 편성･운영될 때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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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꿈꾸는 진로와 진학을 고려해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생은 교육의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의 능력과 적성, 뿐만 아니라 흥미와 관심, 욕구, 요구, 필요에 맞
는 교육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학업부적응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소위 ‘학업중단자’도
줄어들 수 있다. 자신의 관심과 멀리 떨어져 있는 교육과정으로부터의 소외 현상은 줄어
들고 학습자 친화적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과정이 학생의 진로와 진학과
연계되어 편성･운영되어야 한다. 일반학교도 자율형 사립고의 사례에서 보듯이 다양한
영역으로 진로를 개척할 학생들을 위해 가고자 하는 학교와 계열 그리고 전공을 고려하
여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세부 실천 과제로는 첫째, 교육과정 편성을 담당하는 교원들이 학생의 진로･진학을 중
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 혁신 사례(100대 교육과정 우수고등학교 사례 등)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세미나나 워크숍을 교육부 및 교육청 단위에서 운영한
다. 단,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지속성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학교의 요청
에 따라 교육과정 혁신 매칭학교를 운영한다. 둘째,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학생의 진로와 진학희망 전공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이끄는 학
교 운영 시스템을 구축한다. 진로진학상담교사의 활동과 담임교사의 의견 그리고 외부의
활동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진로･진학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과 삶의 융합
가. 과제 개념 및 필요성
삶과 유리된 교육과정은 밀레니엄 세대 학생들의 관심을 얻기 힘들다. 수업 이외에 다
양한 교육기회와 교육 자료가 학교 밖에서 접할 수 있는 시대에 교육은 학생들이 익숙하
고 관심을 기울일만한 현실세계와의 융합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교육받은
결과 활동해야 할 것이 현실 세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교육의 결과로서 삶을 살아
가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과정은 필수적이다.
또한 학교의 역할이 단순히 학생들의 학업적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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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하는 법을 내재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은 사회
로서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길러야한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 내 교
육과정은 사회의 작동원리 및 가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과제 실행 방안
1) 실생활과 연계된 수업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재상인 창의･융합형 인재는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

로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 간 그리고 교과와 실생활과의
연계적 지식을 가지는 인재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학교
의 교육과정은 현실사례와 융합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는 대안학교들의 사례에서 이러한 현실융합을 통한 교육과정 운
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삶과 연계된 교육 그리고 학습의 공간적 확장을 위해
학교주변의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을 수업 중 교육과정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을 풀어가는 교육방법으로서 문제해결중심 교육을 통해 교
실을 벗어나 학생들이 몸과 마음으로 삶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문화를
체험하고 공정성, 평화라는 공공적 가치에 대한 배움을 실제 사례를 통해 경험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현실사례 융합을 통한 수업의 장 확대를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전통적인
지식전달에서 현실 세계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교육 디자이너로서의 교사
그리고 학생들이 배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촉진자로서 역할로 변화해야 한다.
세부 실천 과제로는 첫째, 교사의 교육과정재구성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 안팎의
교육기회를 통해 교사들이 현실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담당 교과의 내용을 재구
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둘째, 교사의 교육과정재구성 및 현실 세계를 반
영한 수업과정에서 필요한 학교 밖의 교육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이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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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포함한 학교교육과정 운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은 교과와 비교과 활동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본 연
구의 혁신 사례들은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학생들이 사회적 가치와 규범
을 교육과정을 통해 내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도권 안 고등학교의 경
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구성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경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도권 밖 대안교육기관에서는 교과 수업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적 가치인 민주시민 의식,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협력, 지속가능한 사회
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에 대한 가치관 성립 등을 학습하고 있다.
학교는 외부와 단절된 특별한 지식을 전수하는 기관이라는 기존의 개념을 깨고, 작은
사회로서의 미래사회에서 바람직할 삶을 영위할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사회적 가치나 규범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특정 교과 중심 예컨대, 사회과 중심의 교과내용 학습에서 벗어
나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하거나 동아리 및 봉사활동과 같은 비교과 활동을 통해 학
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민주시민역량이나 환경개선 등의 주제중심 교육과정 속
에서 학교 내부 구성원 혹은 학교 외부의 사회구성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사회가
치들을 경험할 수 있을 때 교육과정과 삶이 융합될 수 있다.
세부 실천 과제로는 첫째, 단위학교가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학
생들이 건전한 미래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단위 찾아가는 워크숍 및 세미나를 교육청
이 제공해야 한다. 둘째, 학교 내 교육과정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관심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기회(대학원 과정 지원, 교육청 내 교사동아리
지원, 교사연구년이나 수석교사제도의 활발한 활용)을 통해 그들의 전문성 개발할 수 있
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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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중심 평가
가. 과제 개념 및 필요성
수업을 바꾸기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평가도 과정 중심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한
국교육과정평가원(2017: 4)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기반한 평
가 계획에 따라,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
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라고 개념화 하였으며, 임종헌･최원석(2018: 56)은
이러한 사전적 개념이 형성평가 등과 차별성이 적고 학교 현장의 실천을 충분히 반영하
지 못하다는 인식 하에 과정 중심 평가를 “국가 수준의 성취기준을 참조하여 평가 계획
을 수립하며, 수업 과정에서 실행 및 완료되고, 결과물의 수월성보다 수업 과정에서의
학생 성장에 집중함으로써 수업과의 일체화를 추구하는 평가로, 학생 자기평가, 학생 동
료평가, 교사 관찰평가 등과 같은 다면 평가를 통해 수업 과정에 대한 피드백과 성찰을
제공하는 일련의 평가 활동이며,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모두 실행이 가능한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과정 중심 평가는 평가를 위한 수업이 아니라 수업을 위한 평가를 추구하며,
학습의 결과 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 자체를 중요시 여긴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과제 실행 방안
1) 과정 중심 수행평가와 과정 중심 지필평가를 균형 있게 운영해야 한다.

학생 중심 수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과정 중심 평가가 필수적이다. 총괄식 지필고
사, 대입수학능력시험과 같은 결과 중심 평가가 강조된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실제 평가
를 받게 되는 ‘결과’를 준비하기 위한 문제풀이 수업을 원할 수밖에 없다. 한편, 국내 사
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평가 지침이 철저하고 학생의 대학
입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과정 중심 평가의 활성화가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과정 중심 평가가 교과 지식으로서의 학력에는 유의
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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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임종헌･최원석(2018: 55)

[그림 Ⅳ-2] 학생 평가의 세분화 된 개념 영역

학교 현장에는 ‘과정 중심 평가는 수행평가’라는 인식이 존재하며(임종헌･최원석, 2018),
지필평가 방식으로 치러지는 고등학교의 총괄식 지필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 대
비하는 위해서는 수행평가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과정 중심 평가는 적절한 평가 방식
이 아니라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과정 중심 평가는 수행
평가, 지필평가로 모두 가능한 개념이며(임종헌･최원석, 2018; 56),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과정 중심 지필평가를 강조하여 실시함으로써 학생 중심 수업과의 일체성을 높이는 한편
교과 지식 학습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출처: 임종헌(2019: 12)

[그림 Ⅳ-3] 과정 중심 지필평가(서술형, 논술형)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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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중심 지필평가는 선택형, 단답형 등보다는 서술형･논술형으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으며, 학습한 지식(학습 결과)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 경험(학습 과정), 자기주도
적 논의(창의적, 논리적 사고), 개별화 된 해석(내 삶에 대한 환류)를 포함한다. 즉, 학습
한 지식의 ‘결과’와 더불어 그 지식을 학습한 ‘과정’, 학습 과정 및 학습 결과에 대한 ‘논
의’와 ‘해석’을 포함하는 지필평가인 것이다. 과정 중심 지필평가는 지필 방식을 통해 교
과 지식을 평가하면서도, 학생 중심 수업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학습 과정을 놓치지 않
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보고서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메트스쿨 학생들이 학습과정에 대한 자기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메트스쿨에서 실시하는 자기보고서는 구체적인
교과 지식과 논리, 해석은 부족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신의 학습 과정을 기술하여 정리한
다는 점에서 과정 중심 지필평가와의 일부 교집합은 있다고 볼 수 있다.

2) NEIS의 학교생활기록부 체제를 공통 항목과 자율 항목(모듈 선택형)으로 구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NEIS(Nat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는 학교 교육 자료를 전자
적으로 처리하여 기록하고 학생과 학부모와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나이
스, 2019). 학교 교사는 나이스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학교생활기
록부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화 되었고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이
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교육부, 2019a). 즉, 교사는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발달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표준화 된 입력칸에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이러한 학교생활기록부 운영 체제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여겨지
기도 하지만, 학생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의 맥락에 적확하게 부합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학생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는 학교별, 교사별 평가와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
에 수업의 내용 및 수업 방법, 평가의 내용 및 방법에 따라 학생의 성장을 기록하는 방법
이 상이할 수 있는데, 현재의 학교생활기록부 체제는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교육 중에서 과정 중심 평가를 가장 활발하게 구현하고 있는 자유학
기제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학교와 교사들이 NEIS의 학교생활기록부와 별도로 학
생성장기록지, 학생성장일기 등의 양식을 별도로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박균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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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고등학교에서 과정 중심 평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공

통 항목 이외에 단위학교, 또는 교사가 자율권을 갖고 선택 및 편집할 수 있는 모듈 선택
형으로 구성된 자율 항목이 필요하다.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국내 사례는 현재의 학교생활기록부 체제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에 직접적인 시사점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해외 사례
에서는 미국의 메트스쿨에서 포트폴리오로 학생의 성장을 기록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
다. 또한 알트스쿨의 경우 1년 내내 프로젝트 중심 수업이 운영되고, 평가는 연중 이루어
지는 교사와 학생 간 피드백으로 구성되며, 기록에서의 정형화 된 틀은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 NEIS의 장점을 살리되, 표준화 된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
기록부 내에 학교와 교사가 선택 및 편집할 수 있는 자율 항목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

3

교육방법

 학생 중심 수업
가. 과제 개념 및 필요성
사례 분석 대상 학교들의 공통적인 특성 중 하나는 학생의 참여와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생 중심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 평가는 학생 중심 수업과 연동
된, 수업 과정에서의 배움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 중심 수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최근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당위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의 성패가 대학 입시로 귀결되는 현재 상황 하에서,
학생 중심 수업의 활성화는 그러한 당위가 무색하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미
래교육의 관점에서 강의식, 주입식 수업으로의 회귀는 고려되기 어려우며, 학생의 참여
및 활동에 기반을 두는 학생 중심 수업의 운영이 촉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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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제 실행 방안
1) 수업 방법에 의한 경험 자체가 학습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학교교육에서 교육과정의 수업 내용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사는 그 수업 내용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수업 방법을 찾아서
적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자연스럽고 타당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미래교육의 관점에서는 수업 내용보다 수업 방법 자체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학생이 참여하고 활동하는 수업 방법을 통한 경험이 학습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국내 사례 중 ‘가’ 고등학교의 소논문 작성을 지도하는 교육과정,
해외 사례 중 메트스쿨의 학생 인턴십과 헬레네 랑네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여 해결하는 개방형 프로젝트 수업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사례들
의 공통점은 수업 내용에 대한 관심보다도 수업 방법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2)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강조하는 프로젝트 학습을 추구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학생 중심 수업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수업 방법들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수업 방법은 ‘프로젝트 학습’이다. 여기서 가리키는 프로젝트 학습은 교사
가 과제를 제안하고 교사의 주도 하에 단계별로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그리고 결과적으
로 과제에 대한 해답이 일정하게 수렴되는 구조화 된 프로젝트 학습이 아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루어져야 하는 프로젝트 학습은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
과정을 계획하고, 해답을 찾는 일련의 과정에서 학생의 자기주도성이 부각될 수 있는 비
구조화, 비정형화 된 프로젝트 학습을 가리킨다.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삼각산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1인 1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1인 1프로젝트’는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연결된 주제를 정하고
탐구하여 소논문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제도권 밖 사례에서 ‘바’ 기
관은 ‘진로중심 프로젝트 학교’를 표방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관심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형태로 학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 기관 사례
에서 면담에 참여한 교사는 수업이 프로젝트가 되고, 프로젝트가 생업이 되고, 생업이
사회적 성과가 되는 사이클을 추구한다고 진술하였다. 마을교육공동체 사례인 ‘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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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마을장터 프로젝트, 마을매점 프로젝트 등이 교육과정 안에 포함되어 운영되기도
했다.
미래교육의 관점에서,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중심 수업은 프로젝트
학습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며, 그러한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에 기반한
비구조화, 비정형화 된 형태로 기획될 필요가 있다.

 시간의 상대성이 인정되는 교육
가. 과제 개념 및 필요성
기존의 지식을 경쟁적으로 학습하는 학교교육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미래교육에서는
학생들마다 학습에 관한 시간의 상대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학생 개인의 학습 계획에 맞
는 개별화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미래의 고등학교에서는 특정 주제 및 내용에 깊고 오랫
동안 천착하는 학습자, 또는 다양한 학습 내용과 경험을 지향하는 학습자 등을 포용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학습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며, 지식의 양보다 경험의
질에 집중하는 교육으로 지향점이 바뀌어야 한다.

나. 과제 실행 방안
1) 무학년･학점제를 도입하면서 유연한 학생 맞춤형 재이수제를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고1부터 모든 과목의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고 고교학점제를 본
격 시행할 예정이다(교육부, 2018.08.17.). 장기적으로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진로와 적성
에 맞는 과목 이수를 보장하는 정책적 취지를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학년제
를 넘어 무학년제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학년제･단위제가 수업량을 기초로 하고 있
다면, 무학년･학점제는 학습량 중심으로의 교육 체제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박
창언 외, 2018: 15). 무학년･학점제가 도입될 경우, 학생들마다 갖는 시간의 상대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유연한 재이수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학
생이 한 과목의 16회의 수업9) 중에서 놓치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발생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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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학생에게 맞는 개별화 교육을 통해 재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이 이해를 어려워하는 내용 및 수업 시간을 특정하여 학교에서 수업을 보완해주는
‘부분 재이수제’, 또는 온라인을 통해 해당 수업 내용을 듣는 ‘온라인 재이수제’ 등 유연

하고 학생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적용될 수 있는 재이수 제도들이 지원되어야 한다.

2) 학교 밖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인정해주는 ‘고등학교형 학점은행제’를 도입해야 한다.

고등학교 안에서의 수업과 활동은 1대 1 맞춤형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우며, 다른 학생
들과 함께 수업을 듣게 된다. 학생의 시간의 상대성을 온전히 반영해주는 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학습경험을 학교교육에서 인정을
받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학점은행제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이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9). 현행 학점은행제는 고등교육의 수준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중등교육에서는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 밖 기관이나 단체에서
고등학생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교육적 학습경험을 설계하고, 이를 시･도교육청 등에서
승인 및 관리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고등학교형 학점은행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 인적･물적 여건 확보 방안
고등교육 수준의 학점은행제는 현 시점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인적･물
적 여건은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수준과 특성에 맞게 설계된
상황은 아니므로, 고등학교에 적절한 형태로의 학습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등
학교형 학점은행제’의 경우,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설계되어야만 학교 밖 학
습경험과 학교 안 수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으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교
밖 학습경험의 설계 과정이 필수적이다.

9) 고교학점제를 2020학년도에 도입하기로 예정된 마이스터고의 학사제도 적용 방안을 살펴보면, 현행 50
분 기준 17회(1단위)에서 1학점의 수업량을 50분 기준 16회로 조정할 예정이므로(교육부, 2019b) 이 부
분에서는 한 과목의 한 학기 수업을 16회로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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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방안
먼저 무학년･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진급과 졸업을 규정하는 「초･중등교
육법」 제26조(학년제)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서 규정된 초･중등교육에 관련된 학교는 법률에 근거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학년
제를 바탕으로 학생의 진급과 졸업을 실행한다. 제26조 제2항을 신설하여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학점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표 Ⅳ-5> 무학년제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예시)
현행

개정안

제26조(학년제) ①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
② (생략)

제26조(학년제 및 학점제 등) ①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
교는 학생의 졸업을 학점제로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밖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고등학교형 학점은행제’를 시
행하기 위해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법률에서는 고등
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해서만 학점은행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등학교로 확장하
기 위해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교육감을 추가하고,
제7조 제2항 제1호에 「초･중등교육법」을 추가해야 한다.

<표 Ⅳ-6> ‘고등학교형 학점은행제’ 관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예시)
현행

개정안

제7조(학점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
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이하 생략)

제7조(학점인정)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조 제1
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학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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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테크(EdTech) 활용
가. 과제 개념 및 필요성
에듀테크(Edtech)라는 용어의 이론적 정의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IT기술을
활용한 교육서비스로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호건, 2019: 103). 학교라는 제한된 울타리를 뛰어넘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에서 IT기술을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 과제 실행 방안
1) 온라인･쌍방향 ‘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에듀테크(Edtech)는 기술(Technology)보다 교육(Education)에 방점을 두고 해석해야
한다. 기술이 독창적이고 탁월하더라도 교육적 활용성이 떨어진다면, 에듀테크로서 가치
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 내용에 천착해야 하는데, IT기술을 활용하는 수
업은 ‘학교에서 마주하기 어려운 학습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 내용에
있어서 학교는 서비스 사용자임과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온라인･쌍방향으로 학습 내용을 소통할 수 있는 ‘학습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교사,
학교, 지역사회가 가진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마을교육과정을 기획하고, 그 내용들을 바
탕으로 온라인･쌍방향 교육콘텐츠를 발굴해야 한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허브 역할
을 수행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습 네트워크를 지원해야 한다.

2) 학생 개인별 ‘학습 포털’을 제공해야 한다.

포털(portal)은 ‘문’을 가리킨다. 우리는 인터넷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에 접속한다. 미래교육에서 에듀테크(Edtech)는 온라인을 기
반으로 운영될 것이므로, 학생 개인의 관심사와 학습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학생 개인별로 제공되는 학습 포털
은 학생의 학습 상황을 바탕으로 적절한 교육콘텐츠를 추천해주고, 학습 과정 및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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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하여 기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포털을 통해 교사의 피드백을 받으며 학습을 개선
할 수도 있다.
해외 사례에서 알트스쿨은 교과서 없이 노트북 및 태블릿을 통해 온라인 강의를 들으
면서 학습을 이어간다. 우리나라 공교육이 전면적으로 온라인 체제로 변화하기는 어려우
며 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다. 인적･물적 여건 확보 방안

학교에서 에듀테크(Edtech)를 활용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물적 여건 확보가 필수적이다. 첫째, 학생이 실시간으로 개인의 학습포털을 이용
해 학습 과정을 설계하고 교육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해, 그리고 온라인･쌍방향으로 수업
및 상담 등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 적절하게 설계된 ‘학교 교육용 태블릿’이 학교
현장에 비치될 필요가 있다. 둘째, 태블릿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실에 무선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의 교육콘텐츠를 송출할 수 있는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스튜디오’, 정형화된 학교의 컴퓨터 전산실이 아니라 학생들이 온라인 공동 교
육과정의 화상수업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전용 교실’ 등도 조성
될 필요가 있다

4

조직 및 구성원

 교수와 행정 조직 분리
가. 과제 개념 및 필요성
교수와 행정 조직을 분리하는 학교조직이란 교사들은 대학 교수들처럼 학생들을 가르
치고, 상담하며, 평가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되, 학사 및 교무 업무는 학과 조교가 전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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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교무 및 행정 조직이 이를 떠받치는 형태를 의미한다. 앞의 혁신 사례로 제시된
학교 조직에서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고전적 관리론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구성원이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대해 수행하는 것, 즉, 교사는 수업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행정가는 학교 운영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필요
하다.

나. 과제 실행 방안
1) 교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교수와 행정 업무가 분리된 학교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
제는 교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교사가 학교 내에서 수업지도와 생활지도 이
외의 업무를 어디까지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
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기존에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 그러나 그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학교교육 이해관계자에 따라 교사의 업무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의 업무 범위는 반드시 법적 근거로 규정될 필요가 있
다. 또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교사의 업무 범위 규정은 학교 차원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 내지는 교육청 차원에서 정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국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일정 기간 한 학교에 근무한 후 다른 학교로 이동하는 순환전보제도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2) 교사의 역량에 따라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와 행정을 담당하는 교사로 구분해야 한다.

모든 교사들이 교사 본연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교사들 중 수업과 생활지도보다는 학교 경영에 관심이 많고 이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있다. 학교조직 구성원인 교사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역량을 극대
화하는 것은 학교조직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지향점임과 동시에 학교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일 것이다. 교사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수업 담당 교
사와 행정 담당 교사로 구분하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현재 시행 중인 ‘수석교사제’를 활용
하는 방법이 있다. 수석교사의 행정 관련 업무를 공고히 하고 활성화 하는 것이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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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행정 업무를 구분하여 그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담당 교사의 업무 및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
당 교사를 단위학교 교원 정원 외로 선발해서 배치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장
가. 과제 개념 및 필요성
학교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학교장은 각 조직의 역할이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업무 및 인력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직접 혹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교육 혁신 사례에서도 나타났
듯이, 교장은 교장을 중심으로 모든 구성원이 학교의 변화를 위해 헌신하도록 만드는 강
력한 리더십, 즉,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 과제 실행 방안
1) 학교 내 회의 개최 횟수 적정화가 필요하다.

변혁적 지도성이 단위학교에서 발현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
나, 그 중 교장과 교사 간 신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학교 조직 내에 ‘신뢰의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신뢰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과제는 학교 구성
원이 서로에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학교경영에 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 확보가 적절하지 않으면, 교사들에게 이 또한 또
다른 업무로 여겨질 수 있기에 회의 개최 및 횟수는 가급적 적어야 하고, 학교교육 및
업무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은 교직원회의 및 부장회
의 개최 및 횟수의 적정화 예시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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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교직원회의 및 부장회의 개최 및 횟수 적정화(예시)
종류

부장회의

교직원회의

교과회의

학년회의

부서별회의

연수

횟수

매달 2회
(격주)

매달 1회

필요시

매달 1회

필요시

필요시

비고

∙ 부장회의 : 금요일 1교시
∙ 교직원회의 : 매월 첫주 월요일 1교시
∙ 학년회의 : 둘째주 월요일 1교시 : 1학년, 셋째주 :2학년, 넷째주 :3학년

2) 의무적인 리더십 연수 과정이 필요하다.

교장은 교사와 달리 의무적인 연수를 받지 않고 있다. 물론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는다
고 리더십 역량이 강화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관리자가 된 후 체계적인 연수를 받지
않는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함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교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끊임없
이 다양한 연수를 받고 있다. 하물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학교를 경영
해야 하는 관리자의 경우에는 더 강도 높은 연수가 선택이 아닌 필요할 수 있다. 이에
관리자들도 교사와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 의무 리더십 연수 과정을 이수해야 할 것이고,
그 이수 내용이 관리자 평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교육설계자로서의 학생
가. 과제 개념 및 필요성
미래교육 체제에서는 학생이 주체적인 교육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제도권 안과 밖의
사례에서 언급했듯이 학습자인 학생을 교육의 대상만으로 보기보다는 학교교육을 교사
와 함께 완성하는 교육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급자 중심의 수업 내용, 전달 및 습득이 교육의 총체라는 관점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 내용, 전달 및 습득의 관점으로의 변화를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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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제 실행 방안
1) 학생의 교육설계 역량 배양이 필요하다.

학생이 스스로 주체적인 교육설계자기 되기 위해서는 학생이 교육설계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실시될 경우, 학생의 교육설계
역량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교육내용을
설계해서 필요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학생의 역량은 고교학점제가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다. 학생이 교육설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
의 진로와 적성을 스스로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정확히 해
석하여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에 교육과정을 전
공한 ‘교육과정 컨설턴트’ 배치가 필요하다. 현재 단위학교의 진로진학상담교사는 학교
의 진로진학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성과 그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교육과정
컨설턴트는 그 방향성과 전략을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학생의 교육설계 역량을 배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학생들의 역량 함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교사는 다양한 수업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학생과 함께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강의식 수업 방식보다는 학생이 중심이 되
는 거꾸로 수업, 프로젝트 중심 수업, 하브르타 수업 등의 다양한 수업 방법이 수업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교사가 수업에서 다양한 수업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수업 방법
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담당 교과의 수업 내용과 가장 적절한 수업 방법
을 매치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 역량은 단순히 수업 방법에 대한 지식을
통해 얻어질 수 없다. 이 역량은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 교과별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학생들의 교과 이해에 대한 지식, 학생의 교과학습 평가에 대한 지식 등을 바탕으로 생성
될 수 있다. 각 지식 습득을 위한 교사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연수 참여가 필요하다.

다. 인적･물적 여건 확보 방안
앞서 기술한 교육과정 컨설턴트는 새롭게 양성되는 인력이 아닌 단위학교 교사 중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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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학교에 투입되는 인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육
과정 컨설턴트는 교원 정원 외로 배치되어야 하고, 수업에서는 제외되며, 학생의 교육설
계 역량 배양만을 직무로 하는 것이다.

라.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방안

학교 내 교육과정 컨설턴트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의 자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교육과정 컨설턴트
를 교사의 한 유형으로 볼 것인지, 컨설턴트의 급수 차이를 둘 것인지(1급, 2급), 컨설팅
행위를 학생 교육의 일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표 Ⅳ-8>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개정안(예시)
현행

개정안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생략)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
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
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
이어야 한다.
③ (생략)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좌동)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교육과정 컨설턴트,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
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
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좌동)

 헌신 및 협력을 도모하는 교사
가. 과제 개념 및 필요성
급속하게 변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요구를 가진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는 교사
개인의 헌신과 역량도 중요하지만 집단적으로 협력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이는 선택
의 문제가 아닌 필수의 문제이다. 앞의 혁신 사례들은 교사 개인의 헌신과 역량에는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이 한계는 집단적 협력을 통해 극복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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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제 실행 방안
1) 개인적 헌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교사 개인의 헌신을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내적 보상을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외적 보상을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내적 보상으로는 관리자와 동료교
사의 헌신에 대한 ‘인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만으로는 개인적 헌신을 유
도하기에 한계가 있다. 교사에 따라서는 교직을 ‘성직관’으로만 보지 않고 ‘노동직관’으
로 보기 때문이다. 이 때 필요한 것은 외적 보상이다. 교사의 개인적 헌신을 유도하기
위한 외적 보상으로는 ‘승진’이 있을 수 있다. 현재 교사의 승진 구조는 2급정교사 →
1급정교사 → 교감 → 교장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1급정교사에서 교감으로의

승진 기간이 최소 15년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외적 보상으로서 승진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이 기간 중 하나 또는 두 개의 승진 경로를 확보하고 승진에 따른 추가 봉급을 제
공함으로써 개인적 헌신에 대한 외적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팀 중심의 성과급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교사 대상의 성과급은 개인단위로 평정되어 지급되고 있다. 개별 교사의 업무 실
적 및 곤란도를 중심으로 지급되는 개인 단위 성과급과 더불어 팀 중심의 성과급을 지급
할 필요가 있다. 팀 중심의 성과급은 기존의 학교성과급과는 차이가 있다. 학교성과급은
학교의 모든 교사에게 적용되는 집단적 성과급으로 학교의 성과급 평정 결과가 모든 교
사에게 적용되는 반면, 팀 중심의 성과급은 학교 내 일부 교사들로 구성된 팀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이다. 팀티칭, 공동수업연구, 외부 프로젝트, 정책 제안 등의 실적
에 따라 개인성과급에 추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이를 통해 교사들 간의 집단적 협력
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방안
1급정교사와 교감 자격 사이에 하나 또는 두 개의 승진 경로, 즉, 새로운 자격을 확보

하기 위해서 교원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의 자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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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추가 자격을 몇 개로 할 것인지, 그 명칭은 무엇으로 할 것인
지에 대한 사항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 <표 Ⅳ-9>에서는 하나의 추가 자격인 ‘선
임교사’를 예로 들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개정안 예시를 제시한 것이다.
<표 Ⅳ-9>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개정안(예시)
현행

개정안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생략)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
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생략)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좌동)
② 교사는 정교사(선임교사, 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
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
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어야 한다.
③ (좌동)

5

교육 환경 및 시설

 교육 공간의 확장
가. 과제 개념 및 필요성
교육 공간의 확장은 학교만이 교육의 공간으로서 공인되는 체제를 벗어나 교육을 하는
공간이면 어디든 학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육의 공간은 학교
안 교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사이버 공간 등 학습자가 학습을 목표로 존재하는 공간
이 바로 교육 공간이 되도록 바뀌어야 한다. 그 곳은 자신의 방이 될 수도 있고 핸드폰을
들고 학교를 향하는 버스 안이 될 수도 있고, 운전을 하고 있는 자동차의 안이 될 수도
있다. “학교라는 공간성은 기존의 학교 울타리라는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 일종의 ‘학습
환경’의 개념으로 확대된다. 학생들이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크게 보고 외부의
무한한 자원과 접속할 수 있는 연결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학생별 개인 공간과 공동체
공간을 확보한다. 모든 공간은 다시 공간 간 연결성을 확보한다. 그야말로 학생들의 자유
로운 활동무대이면서 학교 안팎의 학습경험을 연계해 줄 수 있는 트랜스포머-스마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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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공간이 된다(김경애 외, 2015: 167).”
미래 사회에는 학생 수가 급감하여 교육조직에서 학생 한명 한명이 매우 소중한 존재
가 될 것이다. 국민들은 학생들에게 진로와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
도록 정부에 요구할 것이며, 학생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필요에 따라 학교는 개별화
된 교육, 학생 중심 교육, 다양화된 교육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요구가
공존하고, 학생 한명 한명이 매우 소중한 학생 개인에 맞는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공간을 벗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과제 실행 방안
1) 인근에 있는 타 학교를 교육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학생이 다니는 학교 이외에 인근에 있는 타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도 일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는 소인
수 과목이나 심화선택 과목에 한하여 단위 학교가 개설하기 어려울 경우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해당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러한 접근을 뛰어넘어 특정한 과목,
특정한 교사를 학생이 찾아서 학습할 수 있는 보편적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2) 지역의 공공 교육기관이나 민간 교육기관을 교육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점의 이수로 인
정해주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또한, 현재는 민간 교육기관이 사교육 감축 이슈에
부딪혀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만 미래에는 민간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도 인증을
통해서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공 및 민간 교육기관은 수
요자인 학생의 요구와 흥미, 적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에 매우 적합하게 운
영될 수 있다. 다양한 교육에 대한 요구와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공간은 학교 밖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207

교육 혁신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교육 실천 과제

3) 학교 인근 대학교를 교육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대학교는 실험 실습을 위한 훌륭한 시설이 갖춰져 있고, 직업적 역량과 학문적 역량을
기울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고등학생들이 참여하여 학습을 하고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일부 학교에서 일부 프로그램에만 학생들이 참여하
고, 정규 교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래에는 이러한 제재를 해소하고, 규정을
개정하여 정규 교과로 인정받는 학습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온라인 웹 사이트를 교육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양한 과목 개설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나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서는 온라인 강의를
정규 교과로 이수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 웹 사이트를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나 EBS 수능 강좌 같이 웹 사이트에서 강좌를 듣고
학점을 인정받는 유형과 교실 환경 같이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며 강좌를 수강하는 유형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현재는 아주 일부 과목에 한해서 시도가 되고 있지만 학교의 정
규 교과로 인정하는 과목을 늘려서 일상화된 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생이 핸드폰이나 테블릿 피시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공간에 있든지 강좌를 수강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다. 인적･물적 여건 확보 방안
교육의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수업 준비 및
관련 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인력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 다른 학교 학생들이 참석하는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수업시수를 줄여주고, 행정 업무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이
렇게 하려면 추가적인 교원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 외부의 수업 담당 교사가 나이스
에 수업 상황과 평가 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웹 사이트로 교육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에 온라인 교육 방송을
촬영하고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촬영 및
송출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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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므로 인력을 충원하고 시설 설비를 갖출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라.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방안
학교 외부의 수업 담당 교사가 나이스에 수업 상황과 평가 결과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표 Ⅳ-10>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4조 개정안(예시)
현행

개정안

제4조(처리요령) ① 학교생활기록의 자료 입력 및 정정
업무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
로 한다.
② (생략)

제4조(처리요령) ① 학교생활기록의 자료 입력 및 정정
업무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
로 한다. 단, 정규 교과로 인정된 학교 밖 교육활동 결과
는 해당 교과 지도교사가 수행할 수 있다.
② (생략)

그 외에 교육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포함한 「학교 밖의 교육프로그램 인
정 기준」, 「고시 외 과목 인정기준」 등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 학교 밖의 교육프로그램을
정규 교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평가 절차를 통해서 엄선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인정할 수도 있고, 개별 프로
그램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는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하는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고시한 과목 이외에 새롭게 등장하는 과목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교과목에 대한 인정기준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와 협력
가. 과제 개념 및 필요성
지역사회와 협력적 교육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은 지역사회가 학교와 더불어 교육의 주
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디언 부족인 오마하 족의 격언 가운데는 ‘한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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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는 데는 온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미래사회에도 마을교육공동체는 중
요한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마을교육공동체는 그 지역의 학생들이 교과서와 연계
하여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동반자 및 협력자가 될 필요가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첨단 기기를 활용한 교
육이 실시됨에 따라, 학생들이 소외되거나 공동체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
교육공동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나. 과제 실행 방안
1)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통합적 교육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혁신을 이룬 학교들은 학교 내부의 힘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
과 상호교류를 통해 혁신을 시작하고 지속하고 있다. 연구대상기관 사례를 통해 배운 점
은 학교를 둘러싼 지역 즉 마을의 교육적 기능을 적극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례
대상인 ‘마’ 기관은 교육지자체가 아닌 일반지자체인 ○○시가 신도시에서 운영중인 교육
지원 기관인데 이 기관의 목표는 마을 전체가 교육의 장이 되고 마을과 학교가 상생하는
모습을 달성하는 것이다. 학교가 관여하고 있지 못하는 영역에서 학교를 위해 마을의 교육
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에서부터 학교를 통해 마을이 성장하는 것을 실천하는 기관이다.
시도교육청 별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
한 마을교육공동체와의 협력을 학교혁신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가 단순
히 학생들을 이러한 마을교육공동체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것에
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교육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종합적으로 학생들의 교육
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학교와 마을이
통합적 교육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내 학교 교사들에게 교육혁신지구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적 활동들을 연
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교
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마을에 대한 이해,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는 지역의 교육생태계의 주체
로서 리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학교 내 지역 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를 설치하

210

Ⅳ. 미래교육 실천 과제

고 학교 안팎의 구성원들로 지역 교육생태계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학교의 교육활동 가운데 일부를 지역사회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가 실질적인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를 교육 법인으로 등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마을교육공동체 법인이 학교의 교육활동 가운데 일부를 담당하
는 것이다. 또한 학교 밖의 다양한 학습기회를 통해 학습들의 교육적 경험을 풍부하게하
기 위해 학교 밖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마을교사)들이 학교수업 중 활용될 수 있는 강사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마을교육공동체가 운영한다. 학교는 장소
를 제공하고, 학생 모집을 도와준다. 학생의 필요에 맞게 마을교육공동체가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강사를 섭외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전체를 관리･감독 한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학교에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을교육공동체에 직접 내려 보내서 학교의 업
무 부담을 줄여준다. 둘째, 학교의 외부 교육활동 운영 시에 안전 및 예산 관리를 마을교
육공동체가 맡는다. 학교가 마을에 있는 수영장으로 이동하여 교육활동을 수행할 때 마
을교육공동체는 수영장 시설의 안전 점검, 마을길 이동시 교통안전 지도 등을 담당하고,
이동을 위한 전세버스 계약과 운전자 관리, 교육시설 계약과 비용 지불 등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프로그램 강사나 행정 요원을 마을의 인재를 뽑아서 지원받을
수 있다. 강사나 행정 요원은 학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 영역의 전문가나 은퇴자가 될
수도 있다.

다. 인적･물적 여건 확보 방안
학교의 교육활동 일부를 지역사회가 담당하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를 정할 필요가 있
다. 가칭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법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법인 인가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산이 학교로 가면 교사가 각
종 행정업무를 처리해야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잡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 운
영 예산을 마을교육공동체에 직접 배분하고, 거기에서 지급결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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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교육공동체의 운영 예산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분담해야 한
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분담비율을 정하고 고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야 한다.

 다양한 면학 공간 제공
가. 과제 개념 및 필요성
다양한 선택과목이 동시에 제공될 수 있는 충분한 정도의 교실이 확보되어야 하고, 수
업이 없는 시간에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며, 교사들의 근무 공간과
교무 및 학사, 행정 지원 인력을 업무 공간 등도 적절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고교학점제
가 본격 시행되고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되면 학생 개별 시간표가 운영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러한 미래에는 두 세 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일과시간 중에도 수업이 없는 시간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면학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 될 수 있다.

나. 과제 실행 방안
1)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 공간 마련

박성철 등(2018)은 학습자 중심의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위하여 블렌디디 클래스룸,
러닝센터, 메이커 룸, 스팀 룸, 멀티미디어 아트 룸, 멀티미디어 뮤직 룸, 퍼포먼스 룸,
리빙 스튜디오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0)

첫째, 블렌디드 클래스룸은 이론 수업이 진행되는 공간으로 시청각 자료와 컴퓨터 등
의 매체 활용, 협동학습, 토의･토론, 발표 등의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기존
교실보다 1.5배 크기로 수업 활동방법에 따라 책상과 의자를 이동하여 유연하게 공간을
10) 이하 내용은 박성철 외(2018)에서 제안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 방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했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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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다(박성철 외, 2018: 203-239).
둘째, 러닝센터는 기존의 문헌 자료 열람이 가능한 서가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료 조사
및 수집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학습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소그룹
토의･토론을 비롯한 각종 도서관 연계수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기존 교실보다 3개
로 구획하고, 중앙에 대형 책상과 의자를 배치하여 보관 자료를 열람하고 공부하는 공간
으로 구획하고, 열람공간은 계단식 학습공간으로 폭이 넓은 계단이나 공간 바닥을 자유
로운 좌식 독서 공간으로 조성한다(박성철 외, 2018: 203-239).
셋째, 메이커 룸은 브레인스토밍, 각종 아이디어 회의부터 디지털 소프트웨어 활용을
통한 설계 및 코딩, 가제품 제작, 보고서 작성과 같은 메이커 학습활동 프로세스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간이다(박성철 외, 2018: 203-239).
넷째, 스팀 룸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융합교육이 진행되는 공간으로, 이론
을 바탕으로 실험, 실습이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돕기 위해 이론수업공간과 간단한 실습
공간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기존 교실 1칸 크기의 3.5배 규모이며, 시청각 자료 시청 및
실험을 진행하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 및 발표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한다(박
성철 외, 2018: 203-239).
다섯째, 멀티미디어 아트 룸은 미술 교과와 관련된 교육과정 상에 필요한 각종 실습
공간으로 수작업을 통한 실습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반 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및 장비 배치가 고려된 공간이다(박성철 외, 2018: 203-239).
기존 교실 1칸 크기의 4배 규모로, 중앙에 도서실 및 자료 검색실을 배치하고 양 측면의
공간을 할애하여 서로 다른 방식의 실습공간으로 조성한다(박성철 외, 2018: 203-239).
여섯째, 멀티미디어 뮤직 룸은 음악 교과와 관련된 교육과정 상에 필요한 실습 공간으
로, 시청각자료 예시 활용과 연습 및 발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다(박성철 외,
2018: 203-239). 기존 교실 1칸 크기의 2.5배 규모이고, 전체 공간을 계단식 학습공간으

로 설계하여 합창 및 합주, 오케스트라 연습 시정면의 지휘자가 맨 뒤에 있는 학생까지도
볼 수 있도록 한다(박성철 외, 2018: 203-239).
일곱째, 퍼포먼스 룸은 눈, 비, 미세먼지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동적 활동
공간으로 농구 및 배구 등의 정규 경기 이외에도 간단한 소그룹 기반의 동적 활동을 지원
하고 무용, 연극, 댄스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실내 다목적 공간이다(박성철 외,
2018: 203-239). 기존 교실 1칸 크기의 3배 규모로 구획한다(박성철 외, 2018: 2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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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리빙 스튜디오는 조리 실습 및 식습관 관련 교육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가정
교과와 연계성이 높으며 영상 및 시연 교육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실제적인 개인 및 그룹
실습 공간이다(박성철 외, 2018: 203-239). 기존 교실 1칸 크기의 2배 규모로, 공간을
1층에 배치하여 자연 식생 체험 공간(텃밭)과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직접 재배한 재

료를 실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박성철 외, 2018: 203-239).

2) 공강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미래에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개인
별 시간표로 운영된다. 2019년 현재 경기도 갈매고등학교의 경우 일주일에 3시간 정도
의 공강 시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정착되고 과목 선택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면 학생들은 더욱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공강
시간이 생기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업이 전혀 없는 날도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학생들이 쉬거나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홈베이스는 사물함만 놓는 공
간이 아니고 쉬거나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학생들이 학습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선 개인 학습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고, 모둠별로 토론을 하거나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 외에 컴퓨터를 활용하여 학습하거나 자
료 검색할 수 있는 공간이나 학생들이 학술발표를 하거나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 내 카페를 운영하거나 학생들이 편하게
앉거나 누워서 쉴 수 있는 소파 등을 비치한 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다. 인적･물적 여건 확보 방안
우선 학교시설 면적기준을 변경하면 학교 신설 및 증･개축 시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여 사전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 활용을
제한하고 있던 각종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은 학교시설 면적기준이 변경되면 추진은 가능하
나 이것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어느 시점에서 한꺼번에 투자하기 어렵
기 때문에 우선 신설학교부터 적용하고,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에 시범적으로 일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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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교육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을 장기간에 걸쳐서 마련
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이 확보되면 공강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공간의 창출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신설학교나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에 적용할 때 건축 전문가와 교육 전문가가 협력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적 지원
을 충분히 해줄 수 있어야 한다.

라.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방안
학교시설 면적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나 별표1을 개
정해야 한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평균 학생 1인당 면적은 교육부 법정기준(6.27㎡)이 가
장 낮으며, 적정기준 12.82㎡이다. 즉, 교육부 법정기준 대비 적정기준이 약 2.1～2.6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조진일 외, 2015: 10).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 내용과 학습
방법이 다양화되고, 소인수 수업이 개설되는 미래 상황에서 현재의 학교시설 면적기준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시설 면적기준을 적정기준으로 2배 정도 높은 수준으
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Ⅳ-1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및 별표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조(교사) ① (생략)
② (생략)
③ 각급학교의 교사 기준면적(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기준면적(유
치원 교사 중 교실 총면적 기준은 제외한다)은 특별시･광
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
다)의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각급학교의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3조(교사) ① (생략)
② (생략)
③ 각급학교의 교사 기준면적(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기준면적(유
치원 교사 중 교실 총면적 기준은 제외한다)은 특별시･광
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
다)의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각급학교의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 1인당 기준면적을 환산하
여 2배까지 넓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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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혁신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교육 실천 과제

Ⅴ

1

요약 및 제언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미래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
혁신 사례에 주목하였다. 그동안 수행된 미래교육체제 관련 연구들(김경애 외, 2015; 최
상덕 외, 2014; 류방란 외, 2018)은 시나리오법, 메가트랜드, 델파이 조사, 전문가 의견
조사, 추세 경향 분석 등 예측 기법을 중심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교육혁신의 방향과
방안은 다양하게 도출할 수 있겠지만, 구체성과 현실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교육을 준비하면서 교육혁신을 실천하고 있는, 현재의 보
통 일반고등학교보다 미래로 한 걸음 앞서 걸어가고 있는 교육혁신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미래교육의 모습을 그려내고자 하였
다.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Ⅰ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내용, 연구 방법, 연구 모형 등
을 기술하였다. 연구의 범위와 내용은 국내의 교육 혁신 사례와 해외의 교육 혁신 사례를
분석하여 미래교육의 특징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교육을 위한 실천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연구, 사례 분석, 텍스트네트워크 분석, 전
문가 협의회, 전문가 토론회 등의 연구 방법이 활용되었다.
Ⅱ장 ｢이론적 검토｣는 미래 핵심역량, OECD 교육 2030, 한국의 교육혁신 정책, 연구의
교육혁신 사례 분석틀로 구성되었다. 미래교육 관련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미래
핵심역량을 논의하였고, OECD 교육 2030에서 발표한 미래 역량과 학습개념틀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교육혁신 정책들을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혁신학
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교육혁신 정책 등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진 교육혁신 정책과 제도권 밖에서 수행된 대안교육 기관을 살펴보았다.
Ⅲ장 ｢교육 혁신 사례 분석 결과｣에는 교육 혁신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결과가
담겨있다. 국내 사례는 연구진이 학교 및 기관을 방문하여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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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안에 있는 혁신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를 각 1개교씩 방문 조사하였고, 제도권 밖에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기관, 학교형태
대안교육 기관, 탈학교형태 대안교육 기관을 1개 기관씩 방문 조사하였다. 해외 사례는
문헌 분석을 통해 사례를 탐색하였다. 미국의 Met School과 Alt School, 영국의
Summerhill School, 이스라엘의 Education Cities, 독일의 Helene Lange School의 교

육 혁신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내와 해외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영역에서 미래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교육 목적’ 측면에서
교육 혁신 사례 학교들은 교육의 목적을 ‘자율과 책임의 실천’, ‘학습자의 내재적인 가치
추구’, ‘인간성 실현 및 관계 회복’에 두고 있었다. 둘째, ‘교육과정 및 평가’ 측면에서
사례 학교들은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이 진로를 찾고 꿈을 실
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의 내용이 현실
세계, 직업 세계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었으며, 과정 중심 평가를 활용하고 있었다. 셋째,
‘교육 방법’ 측면에서 혁신 사례 학교들은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시간

의 상대성이 인정되는 교육을 지향하고, 수업의 과정에서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적 한계
를 극복할 수 있는 에듀테크(EdTech)를 활용하고 있었다. 넷째, ‘조직 및 구성원’측면에
서 사례 학교들은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수와 행정이 분리된 학교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구성원이 학교의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며 학교의
변화를 위해 헌신하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발현되고 있었
다. 또한 교사들의 경우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을
수동적인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인 교육 설계자로 인식하고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육 공간 및 시설’의 측면에서 사례 학교들은 기존의 학교 공간에
서 인근학교, 지역사회 기관, 사이버 공간 등으로 교육 공간을 확장하고 있었다. 이를 토
대로 지역 사회와의 협력적 교육 활동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Ⅳ장 ｢미래교육 실천 과제｣에서는 교육혁신 사례 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한 미래교육의
실천 과제에 대해 과제별 실행 방안을 제안하였다. 교육목적,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방
법, 조직 및 구성원, 환경 및 시설의 다섯 가지 하위 영역에서 17개의 실천 과제를 도출
하였으며, 총 38개의 과제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래교육 실천 과제 및 과제 실행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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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미래교육 실천 과제 및 실행 방안
교육 목적
미래교육 실천 과제
자율과 책임의 실천

학습자의 내재적 가치 추구

인간성 실현 및 관계 회복

∙
∙
∙
∙
∙
∙
∙
∙

과제 실행 방안
교육당사자들의 역할 인식 및 공유
자율과 책무가 조화를 이루는 학생자치활동 운영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보장
학생들과의 면담(소통) 시간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구축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을 확대
인문학 강조, 인성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인증체계 구축 및 강화
조기 인성교육 실시

교육과정 및 평가
미래교육 실천 과제
과제 실행 방안
학생의 교과 선택권
보장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과 삶의
융합

과정 중심 평가

∙ 학생 중심 교육과정 편성
시스템 구축
∙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 확보
∙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 학생의 진로･진학과 결부된
개별화 교육과정 제공
∙ 실생활과 연계된 수업
∙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포함한
학교교육과정 운영
∙ 과정 중심 수행평가와 과정
중심 지필평가의 균형있는 운영
∙ NEIS의 학교생활기록부 체제
를 공통 항목과 자율 항목(모
듈 선택형)으로 구분
교육방법

미래교육 실천 과제

과제 실행 방안

조직 및 구성원
미래교육 실천 과제
과제 실행 방안
∙ 교사의 업무 범위 규정
교수와 행정 조직 ∙ 교사의 역량에 따라 수업
분리
담당 교사와 행정 담당
교사로 구분
∙ 신뢰 문화 형성 및 학교 내
회의 개최 횟수 적정화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장
∙ 내실 있는 리더십 연수
과정 의무화
교육설계자로서의
학생

헌신 및 협력을
도모하는 교사

∙ 학생의 교육설계 역량 배양
∙ 다양한 수업 방법 사용
∙ 인적 헌신에 대한 적절한
보상 제공
∙ 팀 중심의 성과급 제공

교육 환경 및 시설
미래교육 실천 과제
과제 실행 방안
∙ 인근 학교와 교육 공간 공유
∙ 지역의 공공 교육기관이나
민간 교육기관을 교육
공간으로 활용
교육 공간의 확장
∙ 학교 인근 대학을 교육
공간으로 활용
∙ 온라인 웹 사이트를 교육
공간으로 활용

학생 중심 수업

∙ 수업 방법에 의한 경험
자체가 학습이라는 인식 전환
∙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강조하는 프로젝트 학습 추구

시간의 상대성이
인정되는 교육

∙ 무학년･학점제 도입 및 유연한
학생 맞춤형 재이수제 운영
∙ 학교 밖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인정하는 ‘고등학교형
학점은행제’ 도입

지역사회와 협력

∙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통합적 교육생태계를 구축
∙ 학교의 교육활동 가운데
일부를 지역사회가 담당

에듀테크(EdTech)
활용

∙ 온라인･쌍방향 ‘학습
네트워크’ 구축
∙ 학생 개인별 ‘학습 포털’ 제공

다양한 면학 공간
제공

∙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 공간 마련
∙ 공강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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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계 전반에서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에 부합하면서도, 교육계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소화해 낼
수 있는 미래교육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준, 내용은 여전히 모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교육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교육 혁신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
라의 학교, 특히 고등학교가 미래교육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데 작으나마 힘을 실어주
고자 하였다. 교육 혁신 사례 분석을 통해 다섯 가지 영역별로 실천 과제를 도출하였는
데, 도출한 실천 과제들은 미래교육을 향하는 길에 놓여 있으면서도, 현재의 학교들이
실행하고 있는 사례에 기반하였으므로 실제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Ⅳ장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 뿐 아니라 향후 미래의 교육혁신
정책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미래교육에 있어서 ‘큰 교육혁신은 작은 교육혁신의 합(合)’이라는 인식이 필요
하다는 점이다. 먼 길도 결국은 한 걸음부터 걸어야 한다. 미래교육의 큰 그림은 우리
교육이 걸어갈 ‘나침반’의 역할을 해주는 데 제한적인 의의를 가지며, 결국 미래교육으로
향하는 중간 지점마다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돕는 ‘안내판’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가까운 미래에 우리 교육이 가야할 실천 과제를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하
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과업이기도 하다. 한편, 교육 혁신을 실천해나가는
학교와 교사는 미래교육이란 지금 실행되고 있는 교육 혁신 사례들을 참조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교육 혁신을 하나씩 실천해나가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래교육으로의 혁신은 ‘학교별 혁신’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을 가진
교육정책가들은 교육혁신 정책을 통해 한국 교육을 단기간에 일괄적, 포괄적으로 혁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교육 분야에서 그러한 혁신은 쉽지 않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교육 혁신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이 혁신의 시작과 완결이
단위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혁신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대안교육 기관들 모두 각자의 맥락과 여건 하에서, 주어진
제도적 틀 안에서 각자의 학교교육을 바꾸어내고 있었다. 제도와 정책은 학교의 교육 혁
신을 어렵게 만드는 저해 요인이 될 수도, 혁신을 지원하는 촉진 기제가 될 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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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래의 교육혁신 관점에서 제도와 정책 변수 못지 않게 학교 변수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교육의 혁신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학교별 혁신’을 중심으로 바
라볼 필요가 있다. 단위학교들이 ‘혁신의 기본 단위’가 될 수 있도록 교육혁신 정책이 기
획 및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교교육 혁신의 핵심은 고등학교에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교육은 혁신학교
정책 등으로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자유학기제를 통해 중학교 교육 역시
변화의 동력을 키워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이 바뀌었다고, 바뀌
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이 미래교육의 맥락으로 바뀌
고 있어도, 입시 중심의 고등학교 교육이 온전히 바뀌지 않는 상황이라면 초등학교와 중
학교의 교육 혁신은 빛을 바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교육 혁신 사례 분석은
고등학교 교육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연구에서 제시한 실천 과제들이 실현되고 본
격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우리는 학교교육이 미래로 나아가
고 있다고 확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례에서 나타나는 교육 혁
신 사례를 종합하기 위해 제도권 안의 고등학교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제도권 밖의 대안
교육 기관을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하나의 대표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면담
을 수행하였으나, 각 유형별로 복수의 사례를 선정하여 유형별 사례수를 확대한다면 보
다 다양한 교육 혁신의 사례를 발굴하고 제도권 안, 밖에 따른 유형별 교육 혁신의 특징
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미래교육 관련 연구와 교육 혁신 관련 선행연구의 접점으로 나타
나는 다섯 가지 영역인 교육목적,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방법, 조직 및 구성원, 교육 환
경 및 시설 영역에서 실천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는 현재의 일반학교들이 실천 가능한
미래에 초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현재 학교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제시된 미래교육의 실천
과제이다. 하지만, 일반학교의 교육 혁신에 대한 방향성 제시와 이미 교육 혁신을 실천하
고 있는 학교들을 위한 모델 제시를 위해 보다 앞 선 미래, 지금의 학교 테두리를 넘어선
영역까지 다양한 렌즈를 통해 미래교육의 실천 과제를 탐색하는 연구 또한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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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predicted that the future society will be low populated of the school-age
but high populated of the elderly, intelligent information centered, and
multicultural society. According to these changes of the society, it is time for
education to shift to preparing for a future education system rather than growth
from competition. Based on this perspectiv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tasks
of the future education by analyz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of
educational innovations. Specifically,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ractical tasks
that general high schools can implement for the future education, analyzing the
selected cases contributed to the educational innovation. This is because the
cases of educational innovation are the stepping stones for general high school
to move forward to the future education, although the cases are not perfect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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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ies or the efforts on educational innovation in high schools have been
restricted because of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s such as
college entrance compared to that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whereas
there have been various efforts on school education such as Innovation schools.
Recently, high schools have been making various attempts and approaches for
future education,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which
will be activated in 2025. Hence, at this point it is significant to derive the
implications that general high schools can benchmark, reviewing the cases of
high schools that attempted educational innovation. In order for the goal of this
study, domestic and foreign educational innovation cases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case analysis criteria. For the domestic cases, literature reviews and
interviews of principals, teachers, and students of each institution or school were
conducted, divided into cases within system and outside system. For the
international case studies, this study conducted literature reviews on the
exemplary cases which achieved the educational innovation for future education.
The key characteristics that derived from the domestic educational innovation
cases within system(Innovation schools, Autonomous schools, General schools)
and outside system(Alternative schools or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he
international educational innovation case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goal of education’, the schools in the educational innovation cases have set the
goal of education in ‘the practice of autonomy and responsibility’, ‘the pursuit
of intrinsic value of learners’, ‘the realization of humanity and the restoration of
relationships.’ Second, in terms of ‘the curriculum', the schools in the cases have
expanded students’ subject choices and run competency-based curricula to help
students find careers and fulfill their goals. In addition, the content of education
was closely related to the real world and the professional world. Third, in terms of
‘the education methods', the case schools have conducted student-participatory
classes and process-based assessment Also, in the course of teaching, EdTech was
used to overcome the spatial limitation of school. Fourth, in terms of
‘organization and members’, the schools in the cases have operated a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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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separated teaching and administration so that teachers could
concentrate on their classes. Along with this, the principal'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ve been exerted, enabling members of the school to share
important values of the school and to commit to making a difference in the
school. Additionally, the teachers formed a culture of communicating and
cooperating with each other, and provided the educational activities regarding
students as independent educational designers rather than passive educational
objects. Finally, in terms of ‘the education space and facilities’, the schools in the
cases have kept expanding their education space from the existing school space
to neighboring schools, communities, and cyber space. Thus, the schools have
provided collaborative educational activities with their community and various
learning spaces for their students.

According to the key characteristics of the educational innovation, this study
proposed the tasks that highs schools can practice in terms of the goal of
education, the curriculum, the educational methods and evaluation, the
organization and members, and the educational facility and environment.

First, in terms of ‘the goal of education’this study suggested the three main
tasks - ‘the practice of autonomy and responsibility’, ‘the pursuit of intrinsic
value of learners’, ‘the realization of humanity and the restoration of
relationships.’The specific plans of each task are as follows.

◾ the practice of autonomy and responsibility
- clarifying and sharing the each role of educators
- operating student-led activities with harmony with autonomy and
accountability
- ensuring students’ participation in the school committee

◾ the pursuit of intrinsic value of learners
- increasing the time for counseling(communicating) with studen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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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personalized learning systems
- improving educational conditions or environments such as downsizing
class size and the number of students per a teacher
- expanding high school-university programs

◾ the realization of humanity and the restoration of relationships
- emphasizing on humanities, building and strengthening personality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ertification system
- conducting early personality education

Second, in terms of ‘the curriculum and evaluation’ this study proposed the
three practical tasks - ‘the assurance of students’ subject choices’, ‘the operation
of competency-based curriculum’, ‘the convergence of the curricula and life.’,
and ‘the process-based evaluation’were proposed as the practical tasks.

◾ the assurance of students’ curriculum subject choices
- building a system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 diversifying curricula

◾ the operation of competency-based curriculum
- reconstructing curriculum for competency-based education
- providing individualized curriculum for guidance on college entrance and
career development

◾ the convergence of the curricula and life
- providing classes related to real life
- operating school curricula including social values and norms

◾ the process-based evaluation
- balanced operation of process-based performance assessment and
process-based paper-based assessment
- dividing the school record system of NEIS into common items and
selective items(module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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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in terms of ‘the education methods', ‘the learner-centered classes’, ‘the
education accepting the relativity of time’, and ‘the use of EdTech’

◾ the learner-centered classes
- emphasizing the experience itself by the class methods
- pursuing project learning that emphasizes learners’ autonomy

◾ the education accepting the relativity of time
- implementing nongraded system and credit system & operating flexible
and individualized course system

◾ the use of EdTech
- building an online and interactive ‘Learning network’
- providing 'Learning portal' for each student

Fourth, in terms of ‘organization and members’, ‘the separation of teaching
and administration’,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principle’, ‘the students
as education designers’, and ‘the teachers who activate commitment and
cooperation’ were proposed.

◾ the separation of teaching and administration
- classifying the work scope of teachers
- classifying the role of teachers(teaching, administration, etc.) according to
the competency

◾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principle
- building a culture of trust and controlling the number of meeting held in
school
- making the leadership training mandatory

◾ the students as education designers
- developing students' educational design competencies
- implementing various teaching methods

◾ the teachers who activate commitment and cooperation
- reward for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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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m–based incentives

Finally, in terms of ‘education space and facilities’, this study proposed ‘the
expansion of education space’, ‘the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and
‘the provision of various learning space’were suggested as the practical tasks for
future education.

◾ the expansion of education space
- sharing educational space with nearby schools
- using space of local public or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as education
space
- using space of universities near the school as education space
- using online websites as education space

◾ the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 building an integrated educational ecosystem through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 community taking charge of some of educational activities in schools

◾ the provision of various learning space
- providing educational space for various activities
- providing educational space for between classes

■ Keywords: Future education, Educational innovation, Innovation schools,
Alternative education, Competency-based curriculum, Process-based
assessment, Educatio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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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교육 혁신 및 미래교육 키워드 분석
[부록 2] 제도권 안 면담 질문지
[부록 3] 제도권 밖 면담 질문지

부 록

[부록 1-1] 교육 혁신 및 미래교육 키워드 분석

<주요 언론에 나타난 교육 혁신 및 미래교육 키워드 분석>1)
가. 분석 방법
1) 데이터 수집

분석 대상은 최근 3년간(2016년 7월 ~ 2019년 6월) 국내 전국단위 11개 종합일간지에서
발행된 교육혁신 및 미래교육 관련 언론기사로, 네이버 뉴스 사이트(http://news.naver.com)
의 제휴기사를 대상으로 수집이 이루어졌다.2) 언론기사 검색을 위한 검색어는 “교육 혁신”
과 “미래 교육”이었으며, Python 프로그램의 BeautifulSoup4 라이브러리(Richardson,
2017)와 Selenium 라이브러리(Hunt et al., 2018)를 활용한 웹스크래핑 기법으로 각 언

론기사의 URL, 제목, 언론사, 발행날짜, 본문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기사 중 내용이 중복
되거나 관련성이 떨어지는 기사(인사, 동정, 행사 안내 기사 등)를 필터링한 후, 전체 분
석 대상은 교육혁신 관련 기사 317건, 미래교육 관련 기사 740건이었다.
언론사별 분석 대상 기사의 현황은 다음 <부록 표 1-1>과 같다.
<부록 표 1-1> 언론사별 기사 현황
언론사

교육혁신

미래교육

2016

2017

2018

2019

합계

2016

2017

2018

2019

합계

경향신문

3

13

8

2

26

3

18

19

11

51

국민일보

3

7

7

5

22

4

18

23

18

63

내일신문

7

10

18

4

39

12

27

30

13

82

동아일보

5

10

6

4

25

5

21

25

19

70

1) 이 부록 원고는 신안나 박사(서울대)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였음.
2) 중앙일보, 조선일보, 내일신문은 일부년도의 기사가 네이버 뉴스 사이트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신문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기사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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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교육혁신

미래교육

2016

2017

2018

2019

합계

2016

2017

2018

2019

합계

문화일보

4

4

6

1

15

1

20

16

5

42

서울신문

3

23

16

14

56

2

15

36

25

78

세계일보

2

9

11

3

25

7

17

19

41

84

조선일보

0

4

5

6

15

1

12

8

9

30

중앙일보

1

7

8

3

19

2

23

75

36

136

한겨레

3

14

13

10

40

7

11

16

13

47

한국일보

6

11

14

4

35

4

6

26

21

57

합계

37

112

112

56

317

48

188

293

211

740

2) 데이터 클리닝

언론기사에서 키워드 분석에 필요한 명사를 추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데이터 클리
닝을 수행하였다.
첫째, 각 언론사의 홍보 문구나 ‘교육’, ‘학생’, ‘교원’ 등 대다수의 기사들에 포함된 상
투어와 특수기호, 숫자, 영문자를 불용어(stopword)로 처리하여 제거하였다. 숫자와 영
문자 제거 시 주요 단어들이 제거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한 의미를 지니는
영문 약자나 숫자들은 사전에 국문으로 변환하고, 클리닝 단계 이후에 다시 영문자 및
숫자로 변환하는 절차를 거쳤다. 예를 들어 ‘KEDI’는 ‘한국교육개발원’, ‘IB’는 ‘국제바칼
로레아’ 등으로 국문 변환하였다.
둘째,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의 단어들을 공통의 용어로 변환하였다. 예를 들어 ‘교과
목’, ‘과목’, ‘교과’ 등은 ‘교과’로 통일되었으며, ‘선생님’, ‘교사’, ‘선생’, ‘교원’ 등은 모두
‘교원’으로 통일되었다.

셋째, Shineware의 KOMORAN 형태소 분석기(박은정･조성준, 2014)를 활용하여 각
언론기사에 포함된 명사들을 추출하였다. 명사 추출 시 교육학 등 관련 분야들의 용어를
고려하기 위하여 교육학 용어사전, 교육평가 용어사전, 교육심리학 용어사전, 행정학사
전, 행정학 용어사전, 네이버 기관단체사전3)을 활용하였으며, 추가로 교육과 관련된 용
어들을 사용자 사전으로 구축하여 고려하였다.
3)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https://terms.naver.com/list.nhn?cid=43167&categoryId=4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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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분석

가) 키워드 빈도 분석
키워드 빈도 분석(keyword frequency analysis)은 문서에 포함된 단어의 횟수나 가중
치를 수치로 표현하여, 각 단어의 중요도를 분석하는 기법이다(임동훈, 2015). 이 연구에
서는 미래교육과 교육혁신에 대한 상위 50개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하여 단어 빈도(TF)와
정규화된 단어 빈도-역문서 빈도(normalized TF-IDF)를 활용하였다. TF는 특정 단어가
문서에서 나타나는 총 빈도를 의미하는 지수로, 아래의 식을 통해 산출된다(Feinerer &
Hornik, 2018).

TF ij  nij
 : 단어  가 문서  에서 나타나는 횟수

반면 TF-IDF는 대다수의 문서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상투어들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
해 단어 빈도(TF)에 역문서 빈도수(IDF)를 곱한 값으로, 이 연구에서는 문서 길이의 영향
을 통제하기 위해 정규화된 TF-IDF 값을 활용하였다. 정규화된 TF-IDF는 아래의 식을
통해 산출된다(Feinerer & Hornik, 2018).

nij
D
normalized TF  IDF ij   × log 
dt
 i∈d
nkj


k

 : 단어  가 문서  에서 나타나는 횟수
D : 전체 코퍼스 내의 문서 수
∈ : 단어  가 포함된 문서 수

이와 같은 키워드 빈도 분석을 위해 R프로그램의 tm 패키지(Feinerer & Hornik,
2018)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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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keyword network analysis)은 동일한 문서에서 키워드들이 동
시출현(co-occurrence)하는 빈도를 토대로 키워드 간 연결 구조를 파악하는 기법이다
(He, 1999; Opsahl et al., 2010). 이 연구에서는 키워드 빈도 분석을 통해 추출한 상위
50개 키워드들을 대상으로 가중 네트워크 그래프(weighted network graph)를 구축하였

다. 중심성 지수로는 키워드 간 동시출현 빈도를 가중치로 활용하는 가중 연결중심성,
가중 근접중심성, 가중 매개중심성을 산출하였다(Opsahl et al., 2010). 가중 중심성 지
수 산출 시 연결 중심성과 연결강도 중심성을 균등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모수인 
를 0.5로 설정하였다(신안나, 2019; 이재윤, 2013; Opsahl et al., 2010).
아울러 네트워크에 속한 키워드들의 구조를 탐색하기 위하여 커뮤니티 분석이 수행되
었다. 커뮤니티 분석은 네트워크에 포함된 키워드들을 상호연관도에 의해 하위집단으로
군집화하는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상호연관도가 높은 키워드들은 동일한 집단으로 구성
되고, 상호연관도가 낮은 키워드들은 다른 집단으로 분리된다(Blondel et al., 2008;
Newman & Girvan, 2004). 커뮤니티 탐지 기법으로는 최적화된 모듈성(optimal
modularity)을 확보하는 방식의 루벤 기법(louvain method)을 활용하였다(Blondel et
al, 2008; Shin et al., 2017).

이와 같은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R 프로그램의 igraph 패키지(Csardi, 2018)와
tnet 패키지(Opsahl & Opsahl, 2015)를 활용하였다.

나. 분석 결과

1) 키워드 빈도 분석

교육혁신과 미래교육에 대한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교육혁신
교육혁신에 대한 언론기사에서 추출된 TF 기준의 상위 50개 키워드는 다음 <부록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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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2> 교육혁신 상위 50개 키워드(TF 기준)
구분

TF
단어

빈도

1

학교

1498

2

수업

3

대학

4

구분

TF
단어

빈도

26

변화

331

747

27

서울

330

667

28

필요

329

혁신

583

29

지역

326

5

교육부

575

30

도입

310

6

사회

574

31

추진

306

7

교과

558

32

참여

305

8

방법

533

33

교실

298

9

교육청

529

34

과정

296

10

부모

500

35

마을

296

11

지원

483

36

개편

296

12

운영

464

37

전형

288

13

확대

464

38

사용

282

14

평가

461

39

사교육

282

15

미래

453

40

계획

281

16

교육감

418

41

인재

261

17

수능

387

42

학습

260

18

사업

383

43

선택

249

19

교육과정

363

44

고교학점

239

20

대입

359

45

발표

238

21

고등학교

350

46

청소년

234

22

진로

349

47

입시

234

23

활동

347

48

시대

227

24

정부

343

49

자유학기

224

25

문제

341

50

현장

220

TF 기준에서는 ‘학교’, ‘수업’, ‘대학’이 가장 빈도가 높은 단어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부’, ‘교육청’, ‘교육감’, ‘정부’ 등 교육당국과 관련된 단어들도 상위 키워드에 포함되었
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고교학점제와 자유학기제를 지칭하는 키워드인 ‘고교학점’과
‘자유학기’가 상위 키워드로 나타났다.

교육혁신에 대한 언론기사에서 추출된 TF-IDF 기준 상위 50개 키워드는 다음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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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TF-IDF 기준에서는 ‘교육감’, ‘마을’, ‘교육청’ 등이 최상위 키워드로 나타나 지
역사회의 교육 주체가 강조되는 측면을 보였다. ‘자유학기’, ‘고교학점’, ‘혁신학교’ 등 교
육정책과 관련된 키워드의 빈도도 높았으며, ‘수능’, ‘대입’, ‘대학’, ‘전형’, ‘정시’ 등 대학
입학과 관련된 키워드들도 상위 키워드에 포함되었다.

<부록 표 1-3> 교육혁신 상위 50개 키워드(TF-IDF 기준)
구분

TF-IDF
단어

빈도

1

교육감

3.46

2

수능

3

구분

TF-IDF
단어

빈도

26

부모

1.92

3.31

27

평가

1.88

마을

3.21

28

정부

1.88

4

자유학기

2.97

29

서울

1.88

5

교육청

2.90

30

지역

1.84

6

수업

2.77

31

사회

1.83

7

교과

2.66

32

활동

1.82

8

사업

2.63

33

도입

1.82

9

대입

2.60

34

고등학교

1.81

10

지구

2.59

35

정시

1.80

11

개편

2.58

36

미래

1.77

12

교육부

2.57

37

교실

1.75

13

진로

2.55

38

후보

1.74

14

대학

2.48

39

지원

1.73

15

고교학점

2.43

40

4차산업혁명

1.67

16

전형

2.40

41

시대

1.60

17

혁신

2.40

42

선택

1.58

18

청소년

2.35

43

체험

1.56

19

사교육

2.28

44

공동체

1.56

20

혁신학교

2.17

45

부총리

1.56

21

삼성전자

2.11

46

확대

1.55

22

운영

2.05

47

인재

1.54

23

국제바칼로레아

2.01

48

협력

1.52

24

교육과정

1.97

49

학생부

1.51

25

대표

1.96

50

학습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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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부록 그림 1-1]과 [부록 그림 1-2]는 교육혁신에 대한 상위 50개 키워드를 워드
클라우드로 나타낸 것이다.

[부록 그림 1-1] 교육혁신 상위 키워드 워드클라우드(TF 기준)

[부록 그림 1-2] 교육혁신 상위 키워드 워드클라우드(TF-IDF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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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래교육
미래교육에 대한 언론기사에서 추출된 TF 기준 상위 50개 키워드는 다음 <부록 표
1-4>와 같다. TF 기준에서는 ‘학교’, ‘대학’, ‘미래’, ‘사회’가 최상위 키워드로 나타났다.
‘수업’, ‘평가’, ‘교과’, ‘교실’ 등 학교교육의 주요 영역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상위 키워

드에 포함되었으며, ‘4차산업혁명’, ‘혁신’, ‘인재’, ‘시대’, ‘창의’, ‘융합’ 등 제4차 산업혁
명과 미래사회에 강조되는 인재상이나 역량에 관련된 단어들의 빈도도 높게 나타났다.
<부록 표 1-4> 미래교육 상위 50개 키워드(TF 기준)
구분

TF
단어

빈도

1

학교

2342

2

대학

3

구분

TF
단어

빈도

26

변화

626

1624

27

참여

613

미래

1445

28

과정

608

4

사회

1252

29

사업

608

5

부모

1221

30

정부

599

6

교육부

1083

31

진로

574

7

수업

1010

32

고등학교

560

8

방법

959

33

기술

559

9

교육감

915

34

창의

539

10

학습

867

35

교과

534

11

교육청

833

36

융합

534

12

지원

832

37

대표

531

13

문제

783

38

교실

531

14

필요

777

39

연구

524

15

4차산업혁명

774

40

진행

518

16

평가

760

41

계획

514

17

사용

746

42

지역

503

18

혁신

741

43

현장

491

19

운영

726

44

체험

486

20

인재

705

45

능력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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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F
단어

빈도

21

시대

703

22

활동

23

구분

TF
단어

빈도

46

추진

475

676

47

대입

475

확대

647

48

프로그램

468

24

분야

645

49

시간

466

25

서울

639

50

수능

443

미래교육에 대한 언론기사에서 추출된 TF-IDF 기준 상위 50개 키워드는 다음 <부록
표 1-5>와 같다. TF-IDF 기준에서는 ‘교육감’, ‘학교’, ‘대학’, ‘교육청’, ‘교육부’가 가장
빈도가 높은 최상위 키워드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와 ‘체험’도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은
키워드였다.
<부록 표 1-5> 미래교육 상위 50개 키워드(TF-IDF 기준)
구분

TF-IDF
단어

빈도

1

교육감

8.95

2

학교

3

구분

TF-IDF
단어

빈도

26

인재

4.37

7.26

27

서울

4.34

대학

6.92

28

평가

4.34

4

교육청

6.45

29

대입

4.30

5

교육부

6.10

30

정부

4.21

6

부모

6.06

31

고등학교

4.18

7

수업

5.80

32

행복

4.18

8

진로

5.76

33

대표

4.10

9

후보

5.49

34

시대

4.10

10

부총리

5.29

35

프로그램

4.08

11

학습

5.14

36

개편

4.07

12

사업

4.93

37

창의

4.06

13

체험

4.93

38

위원

4.00

14

혁신

4.92

39

사용

3.99

15

4차산업혁명

4.84

40

문제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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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F-IDF
단어

빈도

16

미래

4.74

17

사회

18

구분

TF-IDF
단어

빈도

41

주제

3.96

4.72

42

운영

3.93

영어

4.51

43

위원회

3.92

19

포럼

4.47

44

활동

3.90

20

지원

4.46

45

자율고

3.89

21

수능

4.45

46

지역

3.89

22

융합

4.45

47

협력

3.88

23

회의

4.44

48

혁신학교

3.84

24

부산

4.44

49

기술

3.79

25

교실

4.38

50

참여

3.79

다음 [부록 그림 1-3]과 [부록 그림 1-4]는 교육혁신에 대한 상위 50개 키워드를 워드
클라우드로 나타낸 것이다.

[부록 그림 1-3] 교육혁신 상위 키워드 워드클라우드(TF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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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1-4] 교육혁신 상위 키워드 워드클라우드(TF-IDF 기준)

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교육혁신과 미래교육에 대한 상위 키워드간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네트워크 그래프에서 노드의 크기는 가중 연결중심성 지수에 비례하게 표현되었으
며, 노드의 색상은 커뮤니티 소속을 나타낸다. 노드 간을 연결하는 링크는 키워드의 동시
출현 빈도가 높을수록 굵고 진하게 표시되었다.

가) 교육혁신
교육혁신에 대한 TF 기준 상위 50개 키워드의 네트워크 그래프는 다음 [부록 그림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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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1-5] 교육혁신 키워드 네트워크 그래프(TF 기준)

교육혁신에 대한 키워드 네트워크는 <부록 표 1-6>과 같이 2개의 커뮤니티를 형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커뮤니티는 ‘운영’, ‘지원’, ‘문제’, ‘혁신’, ‘자유학기’, ‘교육
청’ 등의 키워드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혁신에 대한 주요 이슈가 현 사회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청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참여도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이 커뮤니티
에 ‘자유학기’가 포함된 것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하여 수업 혁신과 지역사회
의 협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측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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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두 번째 커뮤니티는 ‘방법’, ‘고등학교’, ‘전형’, ‘입시’, ‘대입’, ‘고교학점’, ‘사교
육’ 등의 키워드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혁신에 대한 이슈가 대학교 입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논의되는 측면을 나타낸다. 특히 커뮤니티의 키워드로 ‘고교학점’이
포함된 것은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간 연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입시 문제 해결이 반드시 수반되
어야 할 필요성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부록 표 1-6> 교육혁신 키워드 네트워크 커뮤니티 분석 결과(TF 기준)
커뮤니티

키워드

키워드 수

1

운영, 지원, 혁신, 문제, 사용, 자유학기,
부모, 서울, 사업, 활동, 미래,
계획, 교육청, 참여, 과정, 마을,
지역, 사회, 추진, 진로, 필요,
학교, 교실, 변화, 인재, 교육감,
시대, 학습, 수업, 현장, 청소년

31

방법, 고등학교, 전형, 확대, 정부,
입시, 대학, 대입, 도입, 교육과정,
선택, 교육부, 고교학점, 발표, 평가,
수능, 교과, 사교육, 개편

19

2

모듈성

0.133

교육혁신에 대한 TF 기준 상위 50개 키워드의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는 다음 <부록 표
1-7>과 같다. 연결중심성과 근접중심성 지수가 가장 높은 키워드는 ‘방법’과 ‘운영’으로

다른 키워드들과 동시출현하는 빈도가 높고 네트워크 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각종 교육정책이나 교육프로그램의 운
영과 방법에 대한 논의들이 언론기사를 통해 부각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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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7> 교육혁신 키워드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TF 기준)
구분

가중연결중심성

가중근접중심성

가중매개중심성

단어

지수

단어

지수

단어

지수

1

방법

38.283

방법

0.023

운영

14

2

운영

37.140

운영

0.022

고등학교

13

3

고등학교

36.700

전형

0.021

선택

13

4

전형

36.656

문제

0.021

자유학기

13

5

지원

36.480

확대

0.021

혁신

12

6

혁신

36.268

고등학교

0.021

지원

12

7

문제

36.198

지원

0.021

방법

11

8

확대

36.178

혁신

0.021

활동

11

9

정부

36.144

정부

0.021

입시

11

10

입시

36.096

대학

0.021

참여

10

11

대학

36.090

자유학기

0.021

전형

10

12

사용

35.836

입시

0.021

대학

8

13

자유학기

35.769

사용

0.021

필요

8

14

부모

35.318

부모

0.021

수업

7

15

서울

35.061

대입

0.021

사업

7

16

대입

35.007

사업

0.021

사회

6

17

사업

34.899

마을

0.020

미래

6

18

도입

34.827

계획

0.020

교육과정

6

19

활동

34.761

도입

0.020

정부

6

20

미래

34.725

교육부

0.020

문제

6

21

교육과정

34.721

지역

0.020

지역

6

22

선택

34.648

교육과정

0.020

교과

5

23

계획

34.594

추진

0.020

확대

5

24

교육청

34.585

교육청

0.020

교실

5

25

참여

34.464

서울

0.020

과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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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중연결중심성

가중근접중심성

가중매개중심성

단어

지수

단어

지수

단어

지수

26

교육부

34.402

활동

0.020

사용

5

27

과정

34.402

선택

0.020

사교육

5

28

마을

34.336

과정

0.020

교육청

4

29

지역

34.289

고교학점

0.020

평가

4

30

고교학점

34.252

사회

0.020

발표

4

31

사회

34.165

미래

0.020

학교

3

32

추진

34.107

변화

0.020

교육부

3

33

진로

33.920

진로

0.020

도입

3

34

필요

33.908

참여

0.020

추진

3

35

학교

33.877

수능

0.020

개편

3

36

교실

33.863

발표

0.020

계획

3

37

변화

33.847

교실

0.020

부모

2

38

발표

33.845

교육감

0.020

대입

2

39

인재

33.811

평가

0.020

서울

2

40

평가

33.775

인재

0.020

마을

2

41

교육감

33.745

필요

0.020

시대

2

42

수능

33.730

교과

0.020

학습

1

43

교과

33.474

학교

0.020

고교학점

1

44

사교육

33.336

사교육

0.019

현장

1

45

시대

32.510

시대

0.019

교육감

0

46

학습

32.206

학습

0.019

수능

0

47

개편

31.961

개편

0.019

진로

0

48

수업

31.706

수업

0.019

변화

0

49

현장

31.067

현장

0.018

인재

0

50

청소년

30.187

청소년

0.018

청소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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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에 대한 TF-IDF 기준 상위 50개 키워드의 네트워크 그래프는 다음 [부록 그
림 1-6]과 같다.

[부록 그림 1-6] 교육혁신 키워드 네트워크 그래프(TF-IDF 기준)

교육혁신에 대한 키워드 네트워크는 <부록 표 1-8>과 같이 4개의 커뮤니티를 형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커뮤니티는 ‘서울’, ‘협력’, ‘지원’, ‘지역’, ‘혁신’, ‘자유학기’
등의 키워드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유학기제의 체험 중심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마을 공동체의 협력과 지원이 강조되는 측면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서울시교
육청에서는 ‘서울형 자유학기제’를 표방하며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다양한 교육프
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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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커뮤니티는 ‘선택’, ‘확대’, ‘대입’, ‘평가’, ‘고교학점’, ‘수능’ 등의 키워드로 구
성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입시와 관련된 교육정책들이 교육혁신을 위한 주요 선결
과제로서 논의되었음을 시사한다.
세 번째 커뮤니티는 ‘시대’, ‘사회’, ‘4차산업혁명’, ‘미래’, ‘인재’ 등으로 구성되었다.
즉, 교육혁신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논의되었으며,
특히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커뮤니티는 ‘후보’, ‘사교육’, ‘혁신학교’, ‘교육감’ 등으로 구성되었
다. 이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혁신을 위한 공약과 정책들이 언론기사를 통해 활발
하게 보도되었음을 시사한다.

<부록 표 1-8> 교육혁신 키워드 네트워크 커뮤니티 분석 결과(TF-IDF 기준)
커뮤니티

키워드

키워드 수

1

서울, 협력, 지원, 지역, 혁신,
청소년, 교육청, 사업, 교실, 진로,
운영, 부모, 학습, 수업, 체험,
공동체, 활동, 자유학기, 마을, 지구

20

2

선택, 확대, 대입, 평가, 도입,
정부, 교과, 교육부, 정시, 개편,
고등학교, 부총리, 대학, 고교학점, 전형,
학생부, 수능

17

3

시대, 사회, 대표, 4차산업혁명, 인재,
미래, 삼성전자

7

4

후보, 사교육, 혁신학교, 교육과정,
교육감, 국제바칼로레아

6

모듈성

0.230

교육혁신에 대한 TF-IDF 기준 상위 50개 키워드의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는 다음 <부
록 표 1-9>와 같다. 중심성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키워드는 ‘서울’, ‘혁신’, ‘지역’, ‘협
력’, ‘지원’ 등으로 다른 키워드들과 동시출현하는 빈도가 높고 네트워크 상에서 중심적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지역
사회의 협력과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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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9> 교육혁신 키워드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TF-IDF 기준)
구분

가중연결중심성

가중근접중심성

가중매개중심성

단어

지수

단어

지수

단어

지수

1

서울

37.597

서울

0.022

서울

21

2

선택

37.489

지역

0.022

지원

20

3

협력

37.152

혁신

0.021

선택

15

4

지원

37.014

지원

0.021

협력

12

5

지역

37.006

협력

0.021

청소년

11

6

혁신

36.503

선택

0.021

도입

11

7

청소년

36.200

확대

0.021

혁신

10

8

확대

36.118

청소년

0.021

사회

10

9

대입

36.042

교육청

0.021

시대

10

10

교육청

35.853

대입

0.021

수업

9

11

사업

35.775

평가

0.021

활동

9

12

시대

35.559

후보

0.021

교과

8

13

평가

35.404

정시

0.021

교육부

8

14

도입

35.359

사업

0.021

진로

8

15

사회

35.059

사회

0.020

혁신학교

8

16

후보

35.047

교실

0.020

부모

8

17

교실

34.934

정부

0.020

공동체

8

18

정부

34.919

도입

0.020

확대

8

19

교과

34.887

개편

0.020

수능

7

20

교육부

34.776

시대

0.020

사업

7

21

정시

34.745

교과

0.020

정시

7

22

진로

34.527

교육부

0.020

교실

7

23

운영

34.523

부총리

0.020

교육청

6

24

개편

34.473

대표

0.020

대입

6

25

고등학교

34.456

고등학교

0.020

학생부

6

26

대표

33.994

진로

0.020

고교학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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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중연결중심성

가중근접중심성

가중매개중심성

단어

지수

단어

지수

단어

지수

27

부모

33.618

운영

0.020

고등학교

5

28

학습

33.558

공동체

0.020

4차산업혁명

5

29

4차산업혁명

33.499

4차산업혁명

0.020

부총리

5

30

부총리

33.427

부모

0.020

운영

4

31

수업

33.355

학습

0.020

개편

3

32

체험

33.299

고교학점

0.019

교육과정

3

33

인재

33.274

인재

0.019

후보

3

34

대학

33.119

체험

0.019

교육감

2

35

공동체

33.119

수업

0.019

대학

2

36

사교육

32.866

사교육

0.019

평가

2

37

고교학점

32.703

자유학기

0.019

정부

2

38

활동

32.691

대학

0.019

지역

2

39

혁신학교

32.572

혁신학교

0.019

학습

2

40

교육과정

32.469

전형

0.019

마을

1

41

자유학기

32.353

교육과정

0.019

자유학기

1

42

교육감

31.891

교육감

0.019

지구

1

43

전형

31.841

학생부

0.019

전형

1

44

학생부

31.697

활동

0.019

대표

1

45

마을

31.574

국제바칼로레아

0.019

인재

1

46

미래

31.119

지구

0.019

사교육

0

47

지구

30.355

마을

0.019

삼성전자

0

48

수능

29.982

미래

0.018

국제바칼로레아

0

49

국제바칼로레아

29.276

수능

0.018

미래

0

50

삼성전자

23.568

삼성전자

0.018

체험

0

265

교육 혁신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교육 실천 과제

나) 미래교육
미래교육에 대한 TF 기준 상위 50개 키워드의 네트워크 그래프는 다음 [부록 그림 1-7]과
같다.

[부록 그림 1-7] 미래교육 키워드 네트워크 그래프(TF 기준)

266

부 록

미래교육에 대한 키워드 네트워크는 <부록 표 1-10>과 같이 4개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첫 번째 커뮤니티는 ‘시대’, ‘미래’, ‘분야’, ‘인재’, ‘4차산업혁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교육에 대한 주요 이슈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
표되는 시대적 변화와 연결되어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인재’, ‘창의’, ‘융합’
등의 키워드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주요 역량으로서 창의성과 융합 능력이 강조되고 있
음을 나타낸다.
두 번째 커뮤니티는 ‘지원’, ‘사회’, ‘추진’, ‘참여’, ‘지역’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미래
교육의 맥락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현장과 연계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이
강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 번째 커뮤니티는 ‘방법’, ‘정부’, ‘문제’, ‘교과’, ‘수능’, ‘대입’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미래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교육문제 중에서도 특히 대학 입시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네 번째 커뮤니티는 ‘교육청’, ‘서울’, ‘교육감’, ‘부모’, ‘혁신’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미래의 학교교육과 교실 수업을 혁신하는 주체로서 시도교육청의 역할이 강조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록 표 1-10> 미래교육 키워드 네트워크 커뮤니티 분석 결과(TF 기준)
커뮤니티

키워드

키워드 수

1

시대, 미래, 분야, 인재, 창의,
학습, 사용, 4차산업혁명, 기술, 변화,
필요, 연구, 융합, 능력

14

2

지원, 대표, 사회, 추진, 참여,
지역, 진행, 활동, 운영, 현장,
사업, 프로그램, 체험, 진로

14

3

방법, 정부, 문제, 교과, 과정,
교육부, 수능, 평가, 확대, 고등학교,
대입, 대학

12

4

교육청, 서울, 교육감, 부모, 혁신,
교실, 학교, 수업, 시간, 계획

10

모듈성

0.066

미래교육에 대한 TF 기준 상위 50개 키워드의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는 다음 <부록 표
1-11>과 같다. 중심성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키워드는 ‘방법’, ‘지원’, ‘시대’, ‘정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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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른 키워드들과 동시출현하는 빈도가 높고 네트워크 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교육이 제4차산업혁명 등의 시대적인 변화의 맥락
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미래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나 지원체제 등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록 표 1-11> 미래교육 키워드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TF 기준)
구분

가중연결중심성

가중근접중심성

가중매개중심성

단어

지수

단어

지수

단어

지수

1

방법

38.283

방법

0.023

시대

16

2

지원

37.140

지원

0.022

방법

15

3

대표

36.946

문제

0.021

미래

13

4

시대

36.721

대표

0.021

대표

13

5

정부

36.677

정부

0.021

지원

12

6

교육청

36.480

시대

0.021

확대

12

7

사회

36.268

교육청

0.021

지역

12

8

서울

36.260

서울

0.021

교육청

11

9

문제

36.178

사회

0.021

교육부

10

10

미래

36.090

미래

0.021

과정

10

11

분야

35.957

인재

0.021

수능

10

12

인재

35.526

분야

0.021

사회

9

13

추진

35.511

학습

0.021

4차산업혁명

9

14

참여

35.382

창의

0.021

정부

9

15

창의

35.358

진행

0.021

대학

8

16

학습

35.318

교과

0.021

분야

8

17

지역

35.220

추진

0.021

추진

8

18

진행

35.194

지역

0.020

서울

5

19

사용

34.754

참여

0.020

융합

5

20

4차산업혁명

34.725

활동

0.020

연구

5

21

교과

34.722

사용

0.020

학교

4

22

교육감

34.585

부모

0.020

수업

4

23

활동

34.529

혁신

0.020

문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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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중연결중심성

가중근접중심성

가중매개중심성

단어

지수

단어

지수

단어

지수

24

운영

34.498

운영

0.020

변화

4

25

과정

34.432

교육감

0.020

참여

4

26

부모

34.402

과정

0.020

창의

4

27

혁신

34.259

4차산업혁명

0.020

시간

4

28

교실

34.183

현장

0.020

부모

3

29

교육부

34.165

변화

0.020

사용

3

30

수능

33.996

교육부

0.020

혁신

3

31

현장

33.988

교실

0.020

운영

3

32

기술

33.982

사업

0.020

기술

3

33

변화

33.954

기술

0.020

교과

3

34

학교

33.877

평가

0.020

교실

3

35

필요

33.775

필요

0.020

능력

3

36

평가

33.745

수능

0.020

대입

3

37

사업

33.741

수업

0.020

교육감

2

38

확대

33.672

학교

0.020

학습

2

39

수업

33.474

시간

0.020

사업

2

40

시간

33.401

프로그램

0.020

진로

2

41

고등학교

33.073

확대

0.020

현장

2

42

프로그램

33.058

연구

0.019

체험

2

43

연구

32.965

고등학교

0.019

필요

1

44

융합

32.731

융합

0.019

평가

1

45

대입

32.651

체험

0.019

인재

1

46

체험

32.577

대입

0.019

고등학교

1

47

계획

32.419

진로

0.019

계획

1

48

능력

32.312

능력

0.019

프로그램

1

49

진로

32.273

계획

0.019

활동

0

50

대학

31.706

대학

0.018

진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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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에 대한 TF-IDF 기준 상위 50개 키워드의 네트워크 그래프는 다음 [부록 그
림 1-8]과 같다.

[부록 그림 1-8] 미래교육 키워드 네트워크 그래프(TF-IDF 기준)

미래교육에 대한 키워드 네트워크는 <부록 표 1-12>와 같이 3개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커뮤니티는 ‘참여’, ‘지역’, ‘학습’, ‘수업’, ‘체험’ 등으로 구성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교육의 맥락에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체험 중심 교
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창의’, ‘융합’, ‘진로’ 등의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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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주요 역량으로서 창의성과 융합 능력, 진로 역량이 강조되고 있
음을 나타낸다.
두 번째 커뮤니티는 ‘후보’, ‘고등학교’, ‘혁신’, ‘협력’, ‘혁신학교’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교육과 관련하여 학교 혁신이나 행복한 교육의 실현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특히 ‘교육감’, ‘후보’ 등의 키워드는 이러한 미래사회
교육혁신 방안들이 주로 교육감 선거의 후보 공약으로서 거론된 측면을 드러낸다.
세 번째 커뮤니티는 ‘회의’, ‘대입’, ‘수능’, ‘개편’, ‘교육부’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대학 입시와 관련된 교육정책들이 미래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서 논
의되었음을 시사한다.

<부록 표 1-12> 미래교육 키워드 네트워크 커뮤니티 분석 결과(TF-IDF 기준)
커뮤니티

키워드

키워드 수

1

참여, 지역, 학습, 대표, 운영, 사업,
수업, 창의, 시대, 기술, 진로,
체험, 미래, 융합, 프로그램, 주제,
인재, 4차산업혁명, 지원, 사용, 교실,
영어, 대학, 포럼, 활동

25

2

후보, 고등학교, 혁신, 협력, 혁신학교,
행복, 자율고, 부모, 서울, 부산,
교육청, 평가, 교육감, 학교

14

3

회의, 대입, 사회, 위원회, 정부,
수능, 위원, 개편, 부총리, 교육부, 문제

11

모듈성

0.164

미래교육에 대한 TF-IDF 기준 상위 50개 키워드의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는 다음 <부
록 표 1-13>과 같다. 상대적으로 중심성 지수가 높은 키워드는 ‘참여’, ‘회의’, ‘대입’, ‘후
보’ 등으로 다른 키워드들과 동시출현하는 빈도가 높고 네트워크 상에서 중심적인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교육의 양상이 주로 교육감 선거 등의 후보
공약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특히 대학 입시와 관련된 정
책들에 대하여 사회적인 관심이 높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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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13> 미래교육 키워드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TF-IDF 기준)
구분

가중연결중심성

가중근접중심성

가중매개중심성

단어

지수

단어

지수

단어

지수

1

참여

37.534

참여

0.021

참여

21

2

회의

37.365

회의

0.021

회의

20

3

후보

36.616

대입

0.021

사회

17

4

대입

36.612

후보

0.021

정부

14

5

사회

36.495

사회

0.021

사업

11

6

위원회

36.323

지역

0.021

고등학교

10

7

지역

36.188

위원회

0.021

위원회

10

8

학습

35.788

고등학교

0.021

진로

8

9

대표

35.785

운영

0.021

대입

8

10

운영

35.769

대표

0.021

협력

8

11

고등학교

35.739

학습

0.021

교육부

7

12

사업

35.659

혁신

0.020

수업

6

13

수업

35.469

협력

0.020

인재

6

14

혁신

35.354

사업

0.020

서울

6

15

협력

35.284

진로

0.020

시대

6

16

창의

34.924

수업

0.020

기술

6

17

혁신학교

34.914

위원

0.020

교육감

5

18

행복

34.912

미래

0.020

부모

5

19

시대

34.902

자율고

0.020

부총리

5

20

자율고

34.883

혁신학교

0.020

혁신

5

21

기술

34.868

행복

0.020

창의

5

22

진로

34.831

창의

0.020

위원

5

23

정부

34.800

기술

0.020

사용

5

24

수능

34.670

지원

0.020

후보

4

25

위원

34.664

수능

0.020

학습

4

26

부모

34.639

주제

0.020

4차산업혁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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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중연결중심성

가중근접중심성

가중매개중심성

단어

지수

단어

지수

단어

지수

27

체험

34.550

시대

0.020

대표

4

28

서울

34.443

정부

0.020

문제

4

29

미래

34.436

개편

0.020

활동

4

30

융합

34.338

체험

0.020

혁신학교

4

31

프로그램

34.336

프로그램

0.020

학교

3

32

개편

34.313

부모

0.020

교육청

3

33

부산

34.161

융합

0.020

미래

3

34

주제

34.148

부총리

0.020

수능

3

35

부총리

34.133

서울

0.020

부산

3

36

인재

34.094

인재

0.020

행복

3

37

4차산업혁명

34.076

부산

0.020

지역

3

38

지원

34.028

교육청

0.020

대학

2

39

교육청

33.979

평가

0.020

체험

2

40

평가

33.973

교실

0.020

영어

2

41

사용

33.961

사용

0.020

교실

2

42

교실

33.929

4차산업혁명

0.020

개편

2

43

교육부

33.811

교육부

0.020

주제

2

44

문제

33.711

문제

0.020

운영

2

45

영어

33.662

영어

0.019

평가

1

46

대학

33.643

포럼

0.019

자율고

1

47

포럼

33.547

활동

0.019

포럼

0

48

활동

32.965

대학

0.019

지원

0

49

교육감

32.665

교육감

0.019

융합

0

50

학교

31.745

학교

0.019

프로그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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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교육 혁신 및 미래교육 키워드 분석 불용어 리스트

<공통 불용어>
가나가와, 가나다순, 가량, 가슴, 가운데, 가을, 가을날, 가지, 각각, 각개, 각국, 각론, 각자, 각종, 각주, 간결, 간의,
감사, 개교, 개수, 개월, 거의, 걷는, 게시, 게재, 겨울, 경우, 경우의, 계절, 계해, 고로, 고맙습니다, 공부, 과거, 관련,
광고, 광고인, 교시, 교원, 교육, 구독, 국가, 국내, 그간, 그건, 그것, 그날, 그때, 그런지, 그럼에도, 그사이, 글피, 금년,
금년도, 금요일, 금일, 금지, 기간, 기사, 기자, 기존, 기타, 깊은, 깊이, 까지, 나머지, 나우, 날씨, 날짜, 남자, 내년,
내년도, 내심, 내외, 내일, 네이버, 년대, 년차, 뉴스, 니다, 다섯, 다수, 다시, 다운, 다운로드, 다음, 다음주, 다이어트,
단위, 단일, 담당자, 당시, 당일, 당장, 당해, 대꾸, 대다수, 대부분, 대비, 대중소, 대체, 대한민국, 독자, 돌아오는, 동안,
된다, 뒤편, 드림, 듯이, 등에, 때문, 라고, 마다, 마련, 마무리, 마지막, 마찬가지, 막내, 만원, 만점, 만큼, 만화, 말씀,
매사, 명칭, 명함, 모델, 모두, 모레, 모습, 모아, 모양, 목요일, 무단, 무렵, 무료, 무엇, 문의, 문재인, 물론, 물음, 미리,
박근혜, 발언, 발췌, 발행, 배포, 버튼, 번째, 별도, 보기, 보니, 보도, 부분, 부탁, 불구하고, 붙임, 비고, 사람, 사실,
사이, 사이에서, 사이트, 사항, 사후, 사흘, 삭제, 상당, 새해, 생각, 석간, 섰다, 소속, 속보, 속어, 수요일, 순간, 스타,
스포츠조선, 시사, 시절, 신문, 쓰기, 아냐, 아동, 아래, 아이, 아이들, 아침,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언니, 얼굴, 얼마, 얼마간, 업데이트, 업무보고, 없어, 에도, 에이, 여름, 여성, 여성후보, 여자, 역대, 연간, 연말, 였다,
예상, 예정, 오늘, 오늘날, 오른쪽, 오빠, 오전, 오찬, 오픈, 오후, 올해, 완료, 왼쪽, 요약, 요즈음, 요즘, 우리, 우리나라,
우리들의, 우선, 우여곡절, 월간, 월요일, 위주, 위해, 유무, 이건, 이것저것, 이고, 이날, 이다, 이달, 이때, 이라, 이명박,
이미, 이번주, 이상, 이슈, 이야기, 이외, 이제, 이젠, 이틀, 이하, 이후, 인간, 인기, 인당, 인사, 인사말, 인원, 인해,
일간, 일반, 일부, 일시, 일요일, 일자, 일정, 일체, 입력, 있다, 자주, 작년, 작성, 잡지, 장소, 재미있는세상, 저자, 전격,
전년, 전문, 전재, 절반, 점심, 정도, 정리, 정책, 제보, 존재, 주간, 주간지, 주기, 주년, 주당, 주소, 중간, 중반, 지금,
지난달, 지난주, 지난해, 지면, 지은이, 직접, 찰나, 처음, 첫날, 초기, 초반, 최근, 최다, 최대, 최소, 최저, 추후, 축약,
취재, 취재진, 측면, 토요일, 페이스북, 페이지, 평소, 평일, 포즈, 포토, 포토타임, 포함, 필자, 하기, 하늘, 하루, 하면,
하반기, 하지, 학생, 한국, 한동안, 한마디, 한편, 한해, 할머니, 핫포토, 항목, 해당, 해보면, 해서, 향후, 혼자, 홈페이지,
화요일, 후반,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교육혁신 기사 추가 불용어>
교육혁신
<미래교육 기사 추가 불용어>
미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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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제도권 안 학교 관리자용 면담 질문지

IRB No. 2019-10-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영역

주제

목적

지향점 및
목표

학교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는 무엇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차별성

다른 학교와 비교할 때 이 학교는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조직, 인사,
재정, 교육과정 등)
다른 학교의 교장(또는 교감, 교사)으로서 생활하시던 당시와 비교할 때 어떤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편성 및 운영

학교의 교육과정(교과, 비교과, 체험 등)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그 성과 혹은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징

교육과정

질문

특징 및 경험 학교의 특색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그 성과 혹은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할

학교 관리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사, 학생, 학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여

학교 경영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기회를 보장 또는 확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구성원

관리자와 교사,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 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

학교를 움직이는 핵심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기존 구성원이 나가고 새로운 구성원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화

이 학교에서의 경험 중 교사로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인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대학입시 준비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의견

교육부 및 교육청의 정책 중 이 학교에 도움 혹은 어려움을 주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

미래교육
장애요인

학교혁신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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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 제도권 안 학교 교사용 면담 질문지

IRB No. 2019-10-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영역

주제

목적

지향점 및
목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차별성

다른 학교와 비교할 때 이 학교는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조직, 인사,
재정, 교육과정 등)
다른 학교의 교사로서 생활하시던 당시와 비교할 때 어떤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징

교육과정

질문

학교의 교육과정(교과, 비교과, 체험 등)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편성 및 운영 무엇입니까?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교사에게 부여된 권한은 어떠합니까?
특징 및 경험 학교의 특색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그 성과 혹은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할

수업 및 학생지도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참여

수업 및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참여 수준은 어떠합니까?
학교 경영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구성원
관리자와 교사,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 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
매년 기존 구성원이 나가고 새로운 구성원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화

이 학교에서의 경험 중 교사로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인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로

학생들의 진로 및 진학 지도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의견

교육부 및 교육청의 정책 중 이 학교에 도움 혹은 어려움을 주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

미래교육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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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 제도권 안 학교 학생용 면담 질문지

IRB No. 2019-10-04-N
영역

주제

목적

지향점 및
목표

특징

차별성

편성 및 운영
교육과정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질문

이 학교에 진학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입학 전 이 학교에 대해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습니까?
다른 학교와 비교할 때 이 학교는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교육과정,
생활지도 등)
학교 경영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징 및 경험 학교에서 제공한 교과 외 프로그램(비교과, 체험 등)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있습니까?
학습자관
학습자
특성

학생에게 학교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 자치회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학교나 교사들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장(감) 및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역할
구성원

결과

관계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 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화

본인과 친구들은 어떤 학업적 성취 또는 성장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학교에서의 경험 중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본인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로

학교는 학생들의 진로 및 진학(대학입시)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의 지원 및 노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
만족도
미래교육

중학교 선생님(또는 학원 강사, 타 학교 교사)과 비교할 때 이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장애요인

학교에 대한 학생 본인과 부모님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시간을 되돌린다면 이 학교에 다시 입학하시겠습니까?
이 학교에서 경험한 것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기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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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1] 제도권 밖 학교 관리자 및 교사용 면담 질문지

IRB No. 2019-10-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영역

주제

연혁

출발점

이 배움터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까?

지향점

이 배움터가 지향하는 가치나 교육목표는 무엇입니까?

목적
특징

교육과정

교육방법
학습자

교육자
학부모

결과

시간

공간･자원

목표
차별성

질문

학습자들에게 어떤 역량을 키워주고자 합니까?
일반학교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편성

누구에 의해 교육과정이 구성됩니까? (=교육과정 구성시 누가 참여합니까?)

운영

교육과정 운영 중간에 교육과정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까?

특징

교육과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경험

학습자들은 이 배움터에서 어떤 경험을 합니까?

교육방법

특별히 일반학교에서 볼 수 없는 교육방법이 있습니까?

학습자관

이 배움터에서는 학습자들을 어떤 존재로 봅니까?

발달

이 배움터에서 학습자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배경

교사들은 자격 등 어떤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교사관

교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참여

학부모들은 배움터운영에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습니까?

변화

학습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평가

학습자들에 대한 평가과정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진로

학생들은 이 배움터를 졸업한 후에 주로 어떤 진로(진학 포함)를 밟고 있습니까?

시간표

이 배움터의 교육활동 주기는 어떠합니까? 시간표가 있습니까?

조직

교육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설

교육활동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회자원 활용 어떤 지역사회자원을 어떻게 연계･활용하고 있습니까?
미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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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장애요인

미래교육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데 현재의 한국교육에 어떤 장애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 록

[부록 3-2] 제도권 밖 학생 및 학부모용 면담 질문지

IRB No. 2019-10-04-N
영역

주제

목적

목표

특징

차별성

교육과정

교육방법
학습자
교육자

결과

시간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질문

이 배움터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배움터는 일반학교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편성

교육과정을 만들 때 참여해 보았습니까?

운영

교육과정 운영 중간에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까?

특징

교육과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경험

이 배움터에서 어떤 경험들을 합니까?

교육방법

일반학교에서 볼 수 없는 교육방법이 있습니까?

학습자관

이 배움터에서는 학습자들을 어떤 존재로 봅니까?

발달
교사관

이 배움터에서 자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다고 느낍니까?
학생들에게 있어 교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변화

이 배움터를 다니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평가

학습자들에 대한 평가과정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진로

학생들은 이 배움터를 졸업한 후에 어떤 진로(진학 포함)를 밟을 생각입니까?

시간표
시설

공간･자원

사회자원
활용

미래교육

의견

학습자의 일반적인 하루 시간표는 어떻습니까?
교육활동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배움터 밖으로 나가서 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미래의 교육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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