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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지식기반경제 나아가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학생 누구나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
출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감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해서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학생들에게 미래 핵심역량을 교육하
기 위해 학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며, 2025년 즈음에 65세 이상 노령 인
구가 전체인구의 20%를 구성하는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이는 미래 인재 양성 정책이 더
이상 교육의 문제만이 아닌 경제(고용)와 복지를 포괄하는 사회 전체의 당면 과제가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연구는 작년에 수행한 1차년도 연구에 이어서 교육 분야 및 경제･사회 분야 연구
기관 간의 협동연구로 수행하였습니다. 본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 및 자유학기제지원특
임센터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초중고교 학생들의 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중학교 자
유학기제 운영이 중학생들의 핵심역량 함양에 어떻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
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사례조사, 델파이 조사, 전문가 포럼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가 미래 인재 양성 정책의 발전은 물론 핵심역량 교육과
학습생태계 형성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면담 조사, 델파이 조사와 전문가 포럼에 참여해 주신 장학사님, 학교
선생님, 학생 모두에게, 그리고 원고를 작성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해준 연구진과 연구조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4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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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1. 연구 개요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해 교육의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
으며, OECD PISA에서는 2015년부터 협업적 문제해결 역량 평가를 조사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핵심역량 관련 연구들은 외국의 핵심역량 교육 사례를
소개하거나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적 맥락에
서 핵심역량 교육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제언한
연구는 드물다. 3개년 협동연구의 2차 연도인 이번 연구는 1차 연도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면서 한국적 맥락을 반영한 ‘한국형’ 미래 핵심역량 학교
교육 모형 및 미래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10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 연구 방법
1차 연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문헌자료, 웹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의 ‘학교교육 실태 및 수준 조사’ 및 자유학기
제지원특임센터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
고, 국내외 학교를 방문하거나 면담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조
사 및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한국형’미래 핵심역량 학교교육 모형과 10대 정책 과제를 구
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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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 미래 인재란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특히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
게 될 2025년을 전후하여 사회에 진출할 인재를 의미한다.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은 지식, 실행능력, 인성으로 정의하며, 학습생태계에 관한 개념과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학습생태계 모형을 공간적으로 학교와 학교
외, 내용적으로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으로 구분하여 도식화하였다.
왜 한국에서 그리고 왜 이 시점에서 핵심역량 교육이 중요한가와 관련하여, 교육적인
측면에서 특히 한국의 경우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학교교육이 변화
될 필요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사회적으로, 2025년 경 한국의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한 교육의 혁신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한국은 ‘추격자’
에서 ‘선도자’로 변화해야 할 시기이며 지금의 교육과 노동 불일치 현상을 극복하려면 과
거 한국의 인재 양성 모델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함을 분석하였다.
OECD에서 제안한 미래학교의 6가지 시나리오와 미래학교의 4가지 모델을 바탕으로,
21세기 학교교육의 변화 방향과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교육은 평생
학습을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개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야 한다. 넷째,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찾고 길러줄 수 있는 학습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들의 핵심역량 수준
전반적으로 초등학생들에 비해 중학생들의 역량 수준이 낮았고, 중학생들에 비해 고등
학생들의 역량 수준이 높아서 ‘V’자 형태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핵심역량 함양의 측
면에서 중학교 교육에 특히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역량과 학업능력/학업성취도
검사 점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교과와 역량 수준 간의 관련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이 변화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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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해 본 핵심역량 교육의 현황 및 성과
최근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이 역량 함양에 긍정적인가를 검토하기 위해 2014년도
1학기 운영만족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 학생역량 영역의 하위 변인인 진로탐색역량, 미래
지향적 역량 평균이 연구학교는 자유학기 동안 각각 0.24, 0.19씩 증가한 반면 일반학교
는 각각 0.07, 0.09만큼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3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연구
종합보고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자유학기 동안 교육과정,
수업방법, 진로탐색 활동, 평가방법의 개선이 학생 역량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
을 확인하였다.

▣ 우리나라 학습생태계 구축 현황 및 실태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학습생태계 구축과 관련하여, 학교 중심과 지역사회 중심, 그리
고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학교 중심 정규교육으로 2009년 미
래형 교육과정과 2016년부터 전국에서 실시될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 등을 분석하였
고, 학교 중심 비정규교육으로 청소년단체활동과 방과후사업을 분석하였다. 지역사회 중
심 정규교육으로 문화예술교육 파견사업, 체육강사 파견사업 등을 분석하였으며, 지역사
회 중심 비정규 교육으로는 사교육을 제외하고 학교 수업을 마친 후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국외 사례로는 21세기 핵심역량을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는 호주, 미국, 뉴질랜
드, 핀란드를 분석하였고, 국외 학교 사례로 역량 함양을 학습목표로 추구하는 미국의 메
트하이스쿨과 하이테크놀로지하이스쿨을 분석하였다. 국내 사례는 보평초등학교, 신길중
학교, 태봉고등학교, 삼각산고등학교,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를 선정하여 각각의 학
교를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학습생태계 구축의 틀로 분석하였다.

▣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모색
3차에 걸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첫째, 21세기 학교의 내부는 학생 중심의 접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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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접근 방식을 취하며, 학교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교육과 행정이 이원화된 형태이고 전문적이며, 작은 학교를 지향한다. 21세기 학교의 외
부는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조하고 지역교육네트워크의 허브의 모양새를 갖춘다. 또한 21
세기 학교는 학습코디네이터센터, 돌봄과 배움의 플랫폼,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한
다. 둘째, 프로젝트학습을 활성화하고, 융합수업을 시도하며, 체험학습에서 학생의 주도
성을 확대하고, 인턴십은 학교급에 따라 절충적으로 운영한다. 셋째, 수업 내용 및 시수에
대한 국가와 학교의 결정비율은 50:50이 적절하고, 중･고교에서 기존 교과와 별도로 주
당 2시간의 프로젝트학습이 필요하다. 넷째, 초･중･고에서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방
안으로 초등학교에서는 프로젝트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의 강화와 핵심역량 중심 교육
과정 개편이 중요하다. 초･중･고교 중에서 상대적으로 역량수준이 낮은 중학교에서는 초
등학교 및 고등학교와의 핵심역량 교육 연계가 필요하며, 자유학기와 타 학기를 연계하거
나 운영학기를 확대해야한다. 고등학교는 교사의 프로젝트학습 및 융합수업 전문성이 신
장되어야 하며, 프로젝트학습 모형이 개발 및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입시제도 측면
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핵심역량 교육경험을 반영하고, 대학별고사에서 프로젝트 중
심으로 핵심역량을 측정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 차원에서 지역교육네트워크의 허브 역할
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교육과정과 지역사회 체험학습이 연계되고, 지역사회
에서의 학습경험을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3. 정책 제언
▣‘한국형’미래 핵심역량 학교교육 모형
‘한국형’미래 핵심역량 학교교육 모형이란 세계적인 핵심역량 교육의 흐름에 부응하면
서도 한국적 맥락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학교교육 모형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형’학교교
육 모형의 실행전략은 우리나라의 강점을 바탕으로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
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형’미래 핵심역량 학교교육 모형의 특징은 첫째, 한국적 맥락이
반영되도록 미래 핵심역량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정립한다. 둘째, 학습생태계 형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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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한다. 셋째, 미래 핵심역량 교육과 행복교육을 통합적으로 추구한다.

‘한국형’학교교육 모형의 방향은 첫째, 행복교육과 인성교육, 미래 핵심역량교육의 연
계를 추진한다. 둘째, 학습의 흥미와 몰입을 경험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확대한다. 셋째,
교사의 자기효능감 제고를 통해 학생의 행복도를 제고한다. 넷째,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
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한국형’학교교육 모형의 기본 틀은 1차 연도 연구에서 제안한 창의･협력･공감적 인재
상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파트너십, 개인맞춤형, 집단창의성, 사회적 연관성, 교과 통합
적 접근의 5가지를 기본 원리로 한다.

‘한국형’학교교육 모형의 교육목표는 첫째, 학생 중심의 수업을 위한 혁신. 둘째, 프로
젝트학습의 활성화. 셋째, 학교-가정-사회의 연계를 통한 교육. 넷째, 학생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사의 역할이다.

‘한국형’학교교육 모형의 교육과정 운영 관련하여, 먼저 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국가 교
육과정 틀 내에서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다양한 수업 및 평가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
며,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을 중학교 전반에 걸쳐 타학기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
가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필수 교과 시간을 축소하고 학교자율 선택교과 시간을 확대하
여 학생들의 진로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학습생태계를 활용하여 개인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학교 자체가 학습공동체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둘째, 학교와 지역사회
간 파트너십 형성해야한다. 셋째, 학교와 국가 네트워크 간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학교와 글로벌 네트워크 간 연계를 확대한다.

▣ 10대 정책 과제
미래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를 다음 표와 같이 수업혁신, 학교급간 연계,
학습생태계 형성 순으로 제안하였다.
구분
수업혁신

10대 정책 과제
①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
② 프로젝트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을 위한 평가방법 개발
③ 중･고교의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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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교급간 연계

학습생태계 형성

10대 정책 과제
④ 자유학기제의 모든 중학교 확대 및 타 학기 연계 확산
⑤ 중･고･대학 연계를 위한 2016, 2018, 2021년 3단계 전략
⑥ 미래 핵심역량을 반영하는 대학입학전형의 확대
⑦
⑧
⑨
⑩

교사의 자기효능감 제고를 위한 교사연구공동체 지원
학습허브기관으로서의 학교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 형성
다양한 학습생태계 형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개인의 장점을 발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습생태계 지원

❑ 주제어: 미래 인재 양성, 핵심역량, 학습생태계, 행복교육, 수업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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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적으로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의 초점이 교사에 의한 지식 전달에서 학생에 의한 미래
핵심역량의 함양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역량 교육의 목적은 시험이 끝나거나 졸업하
면 잊어버리는 지식이 아니라 배우는 과정은 물론 향후 직업을 갖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학생의 성취를 강조한다. 역량의 정의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성공적인 학습이나 삶을 위해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발되고 적용되는 지식과 실행능력, 태도의 통합체”(캐나다 앨버타 주) 또는 “문제해결을
위해 각기 교과의 지식과 실행능력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독일 함부르크 주) 등으로 정
의되고 있다(소경희 외, 2013b:98 재인용).
국제기구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시도들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 OECD에
서 실시하는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Program for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에서는 성인들의 언어능력, 수리력, 그리고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의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는데, 이들은 노동시장, 교육 및 훈련과정, 사회생활 등에서 필수
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임 언 외, 2013). 역시 OECD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대학생 성취
도 평가(AHELO: 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도 미래 사회
에 필요한 고등 인재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평가함으로써 대학사회에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변화는 교육단계 간의 연계를 전제로 추구되
는 바, 대학의 변화는 초･중등 교육단계의 변화를 자연히 동반할 수밖에 없다. 즉, 향후
새롭게 변화된 대학에 진학할 학습자들이 고등단계에서 요구되는 수학능력과 사고력을
함양하고 그에 적절한 학습방법을 익히는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 단계서부터 준비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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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이다. 15세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OECD PISA에서 2015년
에 협업적 문제해결 역량을 평가하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여 그동안 국내에서도 2000년대 전후부터 한국교육개발
원을 포함한 여러 국책연구기관 및 연구자들이 주로 외국의 핵심역량 관련 사례를 소개하
거나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최근 일부 핵심역량 연구
에서는 핵심역량을 위한 학교교육의 방안을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등의 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이근호 외, 2012, 2013; 최승현 외, 2011).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은 특정한 한 분야에 초점을 둠으로써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를 일관성 있게 연계한 학
교교육의 전반적 변화를 보여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학교 안, 특히 교실 장면에만 국한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특징을
보인다.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의 일관된
혁신이 요구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기업 등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학습생태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즉,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핵
심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은 더 이상 폐쇄된 학교 울타리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의 원천을 학교 밖으로 넓히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할 때 효과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핵심역량 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것은 외국의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의 독특한 교육 환경 속에서 어떻게 실행될 수 있을지를 고려해 한
국적 맥락에 적합한 핵심역량 교육 모형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직
면한 시대적 도전은 교과 지식 중심의 과도한 입시경쟁교육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의 발전
과 학문 융합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행복한 교육을 통해 지식기반경제 또는
창조경제로의 진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지속가능한 교육시스
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적 맥락에서 21세기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교육할 수 있는
학교교육의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한국형’미래 핵심역량 교육모형은 글로벌 교육혁
신 흐름에 부응하면서도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교육혁신을 위해 우리나라 교육의 강점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지향한다. 즉, 세계적인 수준인 학생의 학업성취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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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높은 교육열, 교사의 높은 학력 수준, 스마트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활용해 당
면한 교육문제인 암기식 지식교육, 시험위주의 경쟁교육, 학생의 낮은 행복감과 학습흥미
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협동연구의 2차 연도인 본 연구는 1차 연도 연구를
통해 도출한 21세기 핵심역량 모형, 현 교육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대로 한국형
미래 핵심역량 초･중등 교육모형을 설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핵
심역량 및 학습생태계 구축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21세기 미래 학교교육의 방향 및 특징
에 관해 살펴보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의 실태 및 현황
을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초･중등교육 단계를 중심으로 핵심역량 교육을 학교교육 목표
로 설정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며 실천하고 있는 국내외 학교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한국형’ 학교교육 모형을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초･중등 교육단계에서 핵심
역량 및 학습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요구되는 핵심사항들을 중심으로 정책 과제를 제안
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3개년 협동연구의 2차 연도 연구로서, 1차 연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21세기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초･중등 교육 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론적 분석틀: 21세기 학교교육의 변화 방향과 특징
핵심역량 교육 개혁의 필요성은 근본적으로 급격한 사회변화가 예상되는 21세기 미래
사회에 학교교육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
다. 즉 근대 산업사회의 교육 기관으로 생겨난 지금의 학교의 역할과 기능이 과연 미래
사회에도 유용할 것인지,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인지, 최
근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한 어떤 시도들이 행해지고 있는지 등의 미래
학교교육에 대한 고민이 핵심역량 교육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이론적 토대를 형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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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핵심역량 교육이 미래 사회에 적합한 학교교육의 방향을 제시하
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고, 21세기 학교교육의 변화 방향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의 실태 및 현황
핵심역량 교육이 실현되는 새로운 학습생태계를 구축 방안 모색에 앞서 현재 상황에 대
한 진단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역량 중심의 학교교육을 실행하
기 위해서는 학교 밖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습
자의 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 상황을 알고, 학습생태계 구축 현황이 어
떠한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 정부, 사회라는 세 측면에서 현재 수준 및 실태를
진단하고 파악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들의 핵심역량 수준
2)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해 본 핵심역량 교육의 현황 및 성과
3) 우리나라의 학습생태계 구축 현황 및 실태

다.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4개국(미국,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을 중심으로 외국의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비교 분
석한다. 또한,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초중등학교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핵심역량 함양을 학교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일부 학교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외적으로 일부 학교는 기존의 공교육 모델로 자리 잡은 학교의 기
능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고,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내외 일부 학교를 선정하여 해당 학교의 핵심역량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관련 국외 사례
2)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관련 국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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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관련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라.‘한국형’미래 핵심역량 학교교육 모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교육
은 적절하게 설계된 학습생태계 속에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외 학교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21세기 ‘한국형’ 미래 핵심역량 학교교육 모형의 개요, ‘한국형’ 모형의 기본 틀,

‘한국형’ 모형의 교육과정 운영, 다양한 학습생태계를 활용한 개인맞춤형 학습 제공 등을
제안한다.

마. 10대 정책 과제
21세기 ‘한국형’ 학교교육 모형을 토대로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핵심역량을 교육하고,
이에 필요한 학습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제안한다.

1)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
2) 프로젝트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을 위한 평가방법 개발
3) 중･고교의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4) 자유학기제의 모든 중학교 확대 및 타 학기 연계 확산
5) 중･고･대학 연계를 위한 2016, 2018, 2021년 3단계 전략
6) 미래 핵심역량을 반영하는 대학입학전형의 확대
7) 교사의 자기효능감 제고를 위한 교사연구공동체 지원
8) 학습허브기관으로서의 학교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 형성
9) 다양한 학습생태계 형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10) 개인의 장점을 발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습생태계 지원

참고로 연차별 연구주제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Ⅰ-1] 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연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핵심역량을 교육하고 그에 적합한
학습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2차 연도의 초･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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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모형은 3차 연도에 탐색할 고등교육단계의 핵심역량 교육모형과 연계되도록 할 것
이다.

[그림 Ⅰ-1]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연구 흐름도

3. 연구 방법
가. 문헌 분석
핵심역량 교육 관련 쟁점을 도출하고, 특히 학습생태계 개념 및 의미를 명료화하기 위
해, 총론 및 각론 차원에서의 핵심역량 반영 교육과정 연구, 외국의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사례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 역량 측정지표, 역량 평가, 학습생태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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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국외 학교 사례(메트하이스쿨, 하이테크놀로지하이스쿨)의
경우, 관련 도서 및 논문과 학교사이트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나.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조사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초중고교 학생들의 역량별 특성 및 수준 분석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
계연구본부에서 실시한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일부를 활용
하여 수행되었다.
초･중등 교육단계 학생들의 역량별 특성 및 수준을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하여 2011년
에 수집된 초등학교 6학년 12,242명 자료, 2012년에 수집된 고등학교 2학년 11,708명 자
료, 2013년에 수집된 중학교 3학년 13,611명 자료 이렇게 총 37,56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기본 정보는 다음 <표 Ⅰ-1>과 같다.

<표 Ⅰ-1> 역량별 특성 및 수준 분석 대상자 특성
구분

응답자 수

전체
학교 급(학년)

구성 비율(%)

37,561

100%

초등학교(6학년)

12,242

32.59%

중학교(3학년)

13,611

36.24%

고등학교(2학년)

11,708

31.17%

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만족도 조사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해 본 핵심역량 교육의 현황 및 성과 분석은 한국교
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에서 실시한 ‘2014년도 1학기 자유학기제 운영 만족도 조사’
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일부를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2014년도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시범운영한 38개 연구학교와 38
개 일반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유학기제 운영 만족도 조사 자료이다. 3월 초
에 연구학교 학생 7,552명, 일반학교 학생 7,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조사 자료와
7월 초에 연구학교 학생 7,333명, 일반학교 학생 7,3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후 조사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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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외국 학교 방문 및 GELP 회원 면담 조사 실시
1) 국외 사례 선정 기준
연구의 대상국은 글로벌교육리더프로그램 (Global Education Leaders Program:
GELP)1)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국가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나라, 21세기 핵
심역량을 국가의 교육과정에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GELP 회의
에 참가하는 해당 국가의 대표들 중심으로, 또 해당국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21세기 핵심
역량이 교육과정 속에 어떻게 적용되고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21세기 핵심 역량의 함양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평가 방식을 사용하는지, 이러한 교육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
생태계 구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외국의 사례는
호주, 미국, 뉴질랜드, 핀란드이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인터뷰에 동의한 GELP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질문지를 보내고 추후 질
문지의 내용을 구조화하기 위한 면대면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가) 질문지
4개국 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semi-structured)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문지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질문지의 주제와 질문 예는 [부록 4]에 상세하게 제시
하였다.

나) Focus group interview
설문지에 대한 내용을 면대면 인터뷰를 통해 구체화하였다. 인터뷰는 GELP (Global
Education Leaders Program)에 참여해 온 연구 해당국가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1) 참고로 21세기에 요구되는 핵심역량 교육을 위해 학습생태계의 형성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교육지도자프로그램(Global
Education Leadership Program; GELP)에는 한국을 포함하여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중국, 핀란드, 뉴질랜드, 인도,
브라질 등 10개국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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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한국도 GELP에 참여하여 왔는데, 그동안 쌓은 상대국의 정보와 관찰을 기반
으로 인터뷰를 수행할 인터뷰 대상국을 선정하였다. 일차 인터뷰 대상국은 우선 국가 수
준의 교육과정이 있거나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 국가로, 21세기 핵심역량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국가들, 미국, 호주,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하였다. 핀란드는 전세계의
교육자들에 교육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국가로 21세기 핵심역량교육과정이 국가차원의
교육과정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밟고 있어 인터뷰 대상국으로 포함하였다.

다) 학교 현장 방문
호주, 미국 및 핀란드의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이들의 수업을 관찰 기회를 가졌다. 초･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21세기 핵심역량에 관한 학습내용, 학습 방법, 평가, 학습생태계를
현장 답사를 통해 볼 수 있었다.

마. 국내 학교 방문 및 교사와 학생 면담 조사 실시
1) 국내 학교 사례 선정 기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및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
에서는 실제로 현재 한국적 맥락에서 이러한 교육목표를 실현하고 있는 학교 사례를 선정
하고, 해당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교
사례 선정 시 고려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해 오던 학업 성적의 향상 혹은 입시 성과에 목표를 두
고 일반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핵심
역량을 키워 주기 위해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는 학교를 사례로 선정하고자 하
였다. 예컨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미래 사
회가 추구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교육부, 2013a)을 명시적으로 표방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중에서 특히 우수한 학교 사례(경기 신길중학교)를 선
정하였다. 또한 혁신학교의 경우에도 학교 운영 원리 중 하나로서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 함양을 목표로 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적용(경기도교육청,
2012:9)”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부 학교 사례(보평초등학교, 삼각산고등학교)를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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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미래 사회에 적합한 학교교육의 방향은 학습이 학교 안에
서만 이루어지는 폐쇄적인 틀에서 벗어나 학교 밖의 지역사회 및 기업, 그리고 온라인 학
습의 장까지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학습의 연결망을 구축하고 실현해 오고
있는 학교 사례들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인턴십을 통한 학습’을 실천해 오고 있
는 태봉고등학교, 기업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
는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등이 이에 속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급적 다양한 학교급, 다양한 유형의 학교, 그리고 다양한 지역
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례 연구의 대상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교급을 연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어느 특정 학교급에 국한되지 않고, 대학 이전의 교육
체계를 핵심역량 중심으로 초, 중, 고에 걸쳐 일관성 있게 구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 보고자 하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현재 일반적인 공교육의 틀 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
는 개혁적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학교가 소속된 지역도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면 특정 교육청의 기본 방향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에 걸쳐
다양한 지역의 학교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몇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학교들을 선별하여 해당 학
교를 방문하여 수업관찰을 하거나 교사 및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 국내 사례연구 대상 학교 및 기관은 다음 <표 Ⅰ-2>와 같다.
<표 Ⅰ-2> 국내 사례연구 대상 학교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명

개수

경기 혁신학교(보평초등학교)

1

자유학기제 연구학교(경기 신길중학교)

1

서울 혁신학교(서울 삼각산고등학교), 공립형 대안학교(경남 태봉고등학교),
마이스터고(서울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3

2) 연구 절차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 수행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면담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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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면담 질문지 발송 - 학교를 방문 또는 면담하기 이전에 대표교사 한 분께 반
구조화된(semi-structured) 질문지([부록 5] 참조)를 보내고 면담에 참여하는 교사
또는 학생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단계: 면담 - 학교 방문 또는 면담 시 질문지를 기초로 하되, 질문 내용이나 순서는
면담 상황에 따라 질문자가 유연하게 질문하고 교사나 학생들의 대답을 듣는 방식으
로 진행되었다. 각 면담은 약 1시간씩 진행되었다. 면담 종료 후, 면담에 참여한 교사
또는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한 내용을 전사하였고 전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
과정 운영,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학습생태계 구축의 틀로 분석하여 재구성하였
다(김남수･이혁규, 2012).

바. 델파이 조사
본 델파이 조사는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21세기 학교” 교육 모형을 제안하고자 실시하
였다. 21세기 학교는 2025년을 전후해 사회에 진출할 인재들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함양시키는 미래형 학교라고 할 수 있다. 본 델파이 조사에는 교장, 교사, 장학사, 교수
등 총 53명이 참여하였다. 총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2014년 9월 한 달 동안 진행하였
으며, e-mail을 통해 조사지를 발송하고 회수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2차와 3차 델파이 조사는 이전 델파이 조사의 응답을 바탕으로
구조화하여 대부분 설문 형식으로 제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숫자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델파이 조사 세부 내용은 다음 <표 Ⅰ-3>과 같다.
<표 Ⅰ-3> 델파이 조사 내용
차수

조사 내용

질문 형식

1

∙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데 적합한 “21세기 학교”의 형태와 역할
∙ 프로젝트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 인턴십 등의 운영혁신 방안
∙ 학교와 지역사회 간 파트너십 형성 방안
∙ 초/중/고 단계별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중점 사항
∙ 초중고 핵심역량 교육 연계 방안

개방형

2

∙ 수업 내용 시수에 대한 학교의 자율적 결정 비율
∙ 프로젝트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확보할 시수
∙ 프로젝트학습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
∙ 학교가 지역교육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
∙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개선 방안

구조화설문
(일부 간략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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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3

조사 내용

질문 형식

∙ 초등학교에서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방안
∙ 중학교에서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방안
∙ 고등학교에서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방안
∙ 프로젝트학습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
∙ 학교가 지역교육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

구조화설문
(순위)

사. 전문가 포럼 실시
프로젝트 학습을 통하여 핵심역량을 교육하는 것과 관련하여, 실천사례를 검토하고 학
교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포럼을 실시하였다. 포럼 참석자는 자유학기제 연구
학교 교사, 서울 혁신학교 교사와 졸업생, 마이스터고 교사와 재학생, 장학사, 국책 및 민
간기관 연구자, 경기도 프로젝트학습 교육연구회 소속 초･중･고 교사 등이었다.
포럼은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프로젝트 학습의 실천사례로부터 프로젝트 학습 활성화
를 위한 학교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이르기까지 총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각 포럼 주제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Ⅰ-4> 포럼 주제

14

구분

일정

포럼 주제

1차

9월 26일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프로젝트 학습의 실천사례

2차

10월 1일

프로젝트 학습 활성화를 위한 학교교육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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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 내용 및 방법의 흐름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Ⅰ-2] 연구 내용 및 방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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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세기 미래 인재와 핵심역량2)
21세기 들어 세계적으로 정보화시대 다음으로 창조경제 시대의 도래가 전망되고 있으
며([그림 Ⅱ-1] 참조), 우리나라에서도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창조경제의 특
징은 아이디어가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Hawkins, 2001). ‘창의성
(creativity)’이 부가 가치 창출과 생산성 향상의 핵심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창의적 역량
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교육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Ⅱ-1]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
출처: 차두원, 유지연(2013).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p.5.

이와 같이 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 인재의 양성이 요구
되면서, OECD 등을 중심으로 21세기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과 그러한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혁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2) 미래 인재의 정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1차 연도 연구 참조(pp.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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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1세기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OECD에서는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
(1997~2003)를 통해 21세기 인재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즉 21세기 학
교가 가르쳐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OECD(2005)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다음 <표 Ⅱ-1>과 같이 자율적 행동 역량, 여러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역량,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집단과의 상호작용 능력이라는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 특정
직무에서만 요구되는 역량이라기보다 다양한 삶의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Ⅱ-1> DeSeCo 프로젝트에서의 핵심역량
범주

역량
인간관계 능력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집단과의 상호작용역량

협동능력
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전체 조직 내에서 협력적･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자율적인 행동역량

자신의 인생계획･프로젝트를 구상･실행하는 능력
자신의 권리, 필요 등을 옹호･주장하는 능력
언어･상징･텍스트 등 다양한 소통 도구 활용 능력

여러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역량

지식과 정보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새로운 기술 활용 능력

출처: OECD(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pp.10~15 재구성.

이와 같이 DeSeCo 프로젝트에서 정의된 역량(competencies) 개념은 지식(knowledge), 실행능력(skill), 태도(attitude)를 포괄하는 총합적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그동
안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실행능력(skill), 태도와 같은 창의성, 사회성, 인성
(character)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인지적 역량과 비인지적 역량을 균형적으로 함
양하는 교육이 요구됨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최상덕 외, 2013).
DeSeCo 프로젝트를 계기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국가들에서 ‘핵심
(key 또는 core)’ 역량을 연구하기 위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수행되었고, 특히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은 선도적으로 핵심역량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교육하고 있다(최상
덕 외, 2011; 소경희 외, 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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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적으로 21세기 핵심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호주, 미국, 핀란드, 싱가포르 등 6
개 국가들이 참여한 ‘21세기 실행능력의 평가와 교육(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Century Skills, 이하 ATC21S) 프로젝트’(2009년~2012년)가 수행되었다. 이는 연
구 결과를 토대로 10가지의 ‘실행능력’을 사고방식, 직무방식, 직무수단, 생활방식의 4개
영역으로 범주화 하고, 대표적으로 협동적 문제해결능력과 정보문해능력을 측정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실행능력을 일반적 사고력은 물론 직업 및 생활세계에서 요구하는 능력까
지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최상덕 외, 2013).
이러한 핵심역량은 앞서 언급한 21세기 학교교육을 통해 키워야 할 내용들로, 특정 직
무에서만 요구되는 역량이라기보다 다양한 삶의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역량이다. 핵심역
량을 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편, 교수학습법 및 평가방법의 혁신이 요구
된다. 따라서 21세기 학교에서는 21세기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 운영, 프로젝트 학습법 또
는 인턴십, 포트폴리오 평가 등을 도입하게 된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
의 국가에서는 일찍이 21세기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최상덕 외, 2011; 소경
희 외, 2013b). 최근 호주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을 통해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뿐
만 아니라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21세기 학교교육의 변화 방향
21세기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미래학교의 상을 제시하기 위해 OECD(2001)는
<Schooling for Tomorrow>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5~20년 후 학교의 모습을 다음과 같
은 6가지 시나리오로 제안한 바 있다.
<표 Ⅱ-2> 미래학교의 6가지 시나리오
현재 상태의 지속

학교 재구조화

시나리오 1:
시나리오 3:
확고한 관료주의적 학교 체제 사회적 구심점으로서의 학교
시나리오 2:
시장모형의 확대

탈 학교화
시나리오 5:
학습자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회

시나리오 4:
시나리오 6:
학습을 위한 중점기관으로서의 학교 학교 붕괴로 인한 교사의 대거 퇴출사태

출처: OECD(2001). What future for our schools?, chapter 5,3) p.121.

3) http://kpe-kardits.kar.sch.gr/Aiforia/18400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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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향후 학교들이 점차 재구조화 되거나 탈학교화의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것임을 보
여준다. 학교 재구조화 모델은 학교가 구심적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것이라
고 한다면, 탈학교 모델은 학교 자체가 네트워크 사회 속에서 해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미래학교 연구는 이후에 관련 연구나 실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6년에 발
간된 OECD의 미래학교 프로젝트 보고서는 앞의 6가지 시나리오를 토대로 미래의 학교
변화에 관한 전망을 아래 그림과 같이 4개의 시나리오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종
축은 학교교육의 공공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위로 갈수록 교육을 공공 부담에 의한
공공재로 인식하는 반면, 아래로 갈수록 사비 부담에 의한 사유재로 인식한다고 할 수 있
다. 가로축은 전달체계(system of delivery)의 개방성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갈수록
학교가 폐쇄적이며 공급자 중심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회에 개방적이며 수요자 중심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Ⅱ-2] 미래학교의 4가지 모델
출처: OECD/CERI(2006), Think Scenarios, Rethink Education. p.64.

위의 [그림 Ⅱ-2]에서 보듯이 4개의 시나리오는 보수형(Conservation), 생존형
(Survival), 혁신형(Transformation), 시장형(Market)으로 분류된다. 이들 유형의 각 특
징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보수형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폐쇄적 모습을 띠면서 변화 요구를 거부한다. 생존
형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 교육의 공공성은 포기하지만 폐쇄적 체제는 유지한다. 반면에
혁신형은 교육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학교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개방적 조직으로

22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Ⅱ)

개혁을 추진한다. 이는 학교 재구조화(reschooling)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시장형은 결
국 학교가 계약과 외주 관리, 교수활동의 네트워크로 변화됨을 의미하는데, 탈학교
(deschooling)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보수형 학교가 사회의 변화하는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폐쇄적 체제를 고수한다면, 학생
과 학부모들로부터 외면 받게 되거나, 외부의 사회정치적 압력에 의해 폐쇄적 체제가 무너지
기 쉽다. 생존형 학교 역시 공교육의 위기와 함께 외부에서 오는 압력을 계속 견뎌내기 어렵
다. 반면 시장형 학교는 의욕적이고 능력 있는 일부 학교의 경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사회경
제적 배경에 따라 학력 및 학업성취도의 격차가 커지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혁신형과 같이 학교가 사회의 변화 요구를 수용하고 사회적 책무를 감당하기 위
해서는 학교의 조직과 관리 변화에 따른 노력이 요청되며, 학부모, 기업, 지역인사 등 이
해관계자(stakeholders)들과의 파트너십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발전과 사회통
합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공공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조직과 운영의 개
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현 단계 교육개혁에
있어서 21세기형 학교 모델을 적극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다. 21세기 학습과 교육 3.0
21세기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 교수･학습법, 평
가의 혁신이 요구된다. 이러한 21세기 학습의 특징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 [그림Ⅱ
-3]과 같다.

[그림 Ⅱ-3] 21세기 학습과 교육 3.0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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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보듯이, 21세기에 요구되는 교육 3.0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수업방
법, 평가의 혁신은 물론, 개인맞춤형 교육, 학교와 사회의 파트너십에 기반 한 학습생태계
구축을 포함한 총체적 교육혁신이 요청 된다4). 이러한 교육 3.0과 교육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지식기반경제 또는 창조경제의 도래로 인한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
가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사회에서 요구되는 학교교육의 새로운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교육은 그 자체로 완결이 나는 종국적인 교육이라기보다 평생학습을 위한 토
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 학습 동기의 자극, 몰입의
즐거움 경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함양 등이 중요하다. 이들이 졸업이후의 평생학습 참
여 동기와 의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가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이 복잡
하고 빠르게 변화할수록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는 학습능력과 남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협업능력,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공감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즉, 지식과 실행능
력, 인성을 균형 있게 겸비한 인재를 할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요청된다.
셋째, 개개인의 학습 속도에 맞는 개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접근이 가능하다. 우선, 인간적 교류와 관계가 가능할 정도로 학교의 규모가 작
고 교사와 학생 비율이 낮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교사의 학
생에 대한 개별적 멘토링이나 학습지원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찾고 키워줄 수 있는 학습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양하고 유연한 학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의 학습자원
을 적극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이 중요해진다. 학교와 생활세계의
연계를 통해 학습과 일을 넘나드는 유연한 학습경로의 제시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규학습과 비정규학습 간, 기존 기관과 신규기관 간의 벽을 낮추고 커리큘럼의
공동 개발, 학력･학위와 자격의 연계 등이 가능한 학습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혁신형 학교의 대표적 사례로는 1996년에 미래 핵심역량 함양을 명시적 교육 목
4) 교육 1.0, 교육 2.0, 교육 3.0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1차 연도 연구 참조(pp.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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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표방하며 개교한 미국 매트스쿨(The MET School)을 들 수 있다. 이 학교는 여섯 개
의 작은 공립 고등학교의 네트워크형내로 운영되며, 여러 가지 독특한 교육방법을 특징으
로 한다. 예를 들면, 매트스쿨은 ‘학습을 통한 인턴십’(Learning through internship, 이
하 LTI)과 함께 개인별 학습계획, 어드바이저제도, 독창적인 대학진학 프로그램 등을 통
해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열정을 갖고 삶과 일을 즐기는 책임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성공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엘리엇 레빈(저)･서울시대안교육센터(역), 2009). 매
트스쿨의 성공적 경험을 토대로, 2003년에 미국 로드 아일랜드 주의 교육위원회는 모든
공립학교들로 하여금 2004년 봄까지 어드바이저제도, 인턴십, 개인 학습계획, 졸업생 전
시회와 포트폴리오 등의 정책을 실행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하였다.
또한 1991년에 설립된 미국의 하이테크놀로지하이스쿨(High Technology High
School, 이하 HTHS)은 수학, 과학, 기술에 특화된 4년제 고등학교로 지역사회 멘토와 함
께하는 인턴십을 고등학교 4학년의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으로 포함하고 정규 학점으로 인
정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HTHS은 최근 수 년 동안 미국 전체 20위권 이내의 우수학
교이자 뉴저지주의 최고 학교로 인정될 정도로 우수학교이다. 국내에서는 2010년에 개교
한 경남의 공립형 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에서 LTI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라. 핵심역량 교육 관련 최근 연구 동향5)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역량중심 교육 개혁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초･중등학교 교육
도 역량을 중심으로 변화를 도모하려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현재 국내에서도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의 전
반적인 틀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고 있다.
기존의 역량중심 교육 개혁의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 흐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해외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개혁의 동향을 소개하는 논문이 하나의 주요한 흐름으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역량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혁한 주요국의 사
례를 분석함으로써 그 특징을 밝히고 시사점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소경희

5) 핵심역량 개념의 정의와 국내외 연구 경향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1차 연도 연구 참조(pp.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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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b, 2010, 2013a, 2013b), 홍원표 외(2010), 이승미(2012), 김문숙(2009), 이상은･
소경희(2008) 등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 연구들에서는 주로 영국, 캐나다, 호주, 뉴
질랜드, 독일, 핀란드 등의 교육과정 개혁 사례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 결과 근래
에는 외국의 역량중심 교육개혁의 동향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축적된 상태라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맥락에 적
합한 교육과정 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중점을 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형’ 핵심역량 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하고자 하며, 이는 선행연구
와 차별되는 점이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핵심역량 교육이 필요한 이유
가 무엇인지 되짚어 보고, 외국의 사례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적 현실을 감안할 때 핵심역량 중심 교육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둘째, 국내에서 수행된 역량중심 교육 개혁에 관한 연구 중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은 핵심
역량의 하위 요소를 추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행된 것이다. 설문조사 및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대표적인 핵심역량이 무엇인지를 선별
하는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윤현진 외(2007), 이광우 외(2008, 2009)의 연구가 대표적이
다. 이러한 연구들은 수많은 역량 중 학생들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를 추출하고자 했
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단지 선언적 수사에 그칠 뿐 그것을 실질적으로 교육과정
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즉 핵심역량을 규
명하여 이를 만병통치약처럼 선언한다고 해서 학교교육을 혁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소
경희 외, 2013b).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차 연도 연구에서 자체적으로 규명한 핵심역
량을 중심으로 이를 반영한 대안적인 교육과정이 어떤 모습이여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탐
색해 보고자 한다.
셋째, 최근에 수행된 연구 중에는 한발 더 나아가 역량을 반영한 교육과정, 교수학습방
법, 평가 등의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시한 것도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된 핵심역량 요
소를 바탕으로 초･중등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
가 이에 해당한다. 이근호 외(2012, 2013), 최유현 외(2009), 최승현 외(2011)등의 연구가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국가 교육과정 수준에서 핵심역량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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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둠으로써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국가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하
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은 문서로서의 교육과정 즉
계획된 교육과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된 교육과정의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 아
무리 그럴 듯하게 계획된 교육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학교에서 실행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는 국가 교육과정 수준의 문서 체제
구축에 중점을 둠으로써 실행된 교육과정의 측면을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핵심
역량을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이를 구현하는 학교
수준의 실행된 교육과정의 측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지나치게 문서 체제 개편 방안에 초
점을 두는 것을 지양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나 혁신학교 등의 국내 학교 사
례를 통해 핵심역량 교육의 현 실태 및 개선 방안, 그리고 이로부터의 정책적 시사점 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넷째, 역량 관련 교육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기 위한 역량지수 개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의 최근 연구로, 김창환 외(2013)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
기 위해 학생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보고 ‘학생역량지수’를 개발하여
제시하였으며, 김미숙, 김종민 외(2013)는 ‘학생 역량’ 중에서 ‘행복도’와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하여 현재 우리나라 중고교 학생들이 느끼는 행복감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의 김신영, 이경상 외(2006)는 ‘한국 청소년 행복･역량지수 개발 연구’
에서 ‘청소년 역량’을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도덕적･정서적･
신체적･인지적･직업적 능력(김신영, 이경상 외, 2006: 129)”이라 정의하고 측정문항을 통
해 ‘청소년 역량 지수’를 산출하였다. 김기헌 외(2010, 2011)는 OECD DeSeCo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제시한 영역별(자율적 행동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지적도구활용 영역)
로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측정하였다. 최근 2014년 1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여성
가족부와 함께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9세부터 24세까지를 포
괄할 수 있는 청소년 역량지수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
흥과, 2014).
다섯째, 다수의 선행연구는 교육과정 분야만을 다룸으로써 역량중심 교육 체제로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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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지엽적으로 다룬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미래 사회에 대비한 역량중심 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수학습방법, 평가 분야가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는 만큼 상호연관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Basil Bernstein의 코
드 이론을 응용하여 ‘교육과정-수업-평가’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틀
(성열관, 2012)은 유용하다. 분류화와 프레이밍 개념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에서의 교과 간
통합과 교과 내 통합, 수업에서의 교사-학생 관계, 학생-학생 관계, 평가에서의 등급화
정도와 정답의 개방성 정도를 통합적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이 중 어느 특정 분야에만 초점을 두고 수행된 경향이 있다. 또한 학교교육
내에서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학교 밖 지역사회의 인프
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학교 밖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할
때 보다 효과적인 역량중심 교육 체제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역량중
심 교육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학교 안의 영역에만 국한하여 논의하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핵심역량 교육 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교육과
정, 교수학습, 평가의 연계성을 고려하되, 학교 안의 테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 밖과의
연결고리를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라.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핵심역량의 특징
본 연구에서는 핵심역량 개념을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실행
능력, 인성이 결합된 종합적 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이는 “개인이나 조직을 다른 개
인이나 조직으로부터 차별화하고 경쟁력을 갖게 하는 특성 또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실행능력은 사고력, 직무수행능력, 사회생활능력의 3개 범주로 구분되며, 사고력
은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직무수행능력은 의사소통
능력, 협업능력을, 사회생활능력은 글로벌 시민의식, 인생 및 진로 개척 능력, 개인/사회
적 책임의식을 각각 포함한다(최상덕 외, 2013: 177). 이는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기 위해
실시한 1차 연도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최상덕 외, 2013: 216~217). 특히 한
국적 특성을 반영한 것은 핵심역량 개념 정의에서 OECD의 DeSeCo 프로젝트의 역량 정
의를 기본으로 하되 ‘인성’을 포함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성을 중요
시해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 심리학이나 뇌과학 등에서 인성과 관련된 마음이나 감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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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인성은 단순히 전통적 규범이나
도덕심에 국한되기 보다는 학문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마음, 감성, 태
도를 포함하는 ‘인격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예시로 공감, 도전정신, 회복탄력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실행능력은 OECD의 DeSeCo 프로젝트와 ATC21S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범주화를 토대로 하되, 보다 알기 쉽고 명확히 구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미래 핵심역량 교육과 학습생태계 형성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개개인의 특성과 강점을 고려해 교육하기 위해서
는 기존의 학교체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학교와 사회기관 간의 네트워킹에 기반을 둔
학습생태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가. 생태계 관점의 교육 접근 필요성
생태계(ecology, eco-system)란 동･식물 및 미생물 그리고 자연환경이 역동적인 상호
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작용 단위로서 서로 영향을 미치며 발전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태계는 살아있는 체제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며 여기에는 다양성, 상호작용, 자
기조직, 융통성과 유연성 등을 핵심 요인으로 한다.
최근 생태계 관점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Hodgson and Spours, 2009). 아동의 발달과정을 포함하여(Bronfennbrenner, 1979)
비즈니스 혁신의 과정, 역량 개발(Finegold, 1999; Bollier, 2000),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시스템(Nardi and O’Day, 1999), 학습 관계(Siemens, 2003), 전문성 개발(Stronach et
al, 2002; Fisher and Owen, 2008), 교육정책 개발(Weaver-Hightower, 2008), 거버
넌스, 지속가능성과 변화(Folke et al, 2005) 등 다양하다.
이렇게 새로운 체제에 관한 이론이나 연구에 생태계 개념이 새롭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연구 관련 부문이 속하고 있는 환경의 변화, 복잡성, 활동의 맥락과 공간, 다양한 범
위 및 수준, 지역과 글로벌, 마이크로와 매크로 등 복잡성과 다양성을 표현해주는 새로운
언어로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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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떤 방법으로 더욱 잘 함양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어떠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지 등을 밝혀보고자 한다. 따라서 미래 환경의 복잡성과 다양성, 교육활동의 범위, 수
준, 새로운 맥락 등을 학습생태계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과학 분야의 생태계에 관한 연구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그 연구경험이 축적되어 있
고, 활용의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Folke와 동료(2005)들은 보다 탄력적이고 자연적인
생태계 시스템들의 발전에 있어 적합한 관리, 공유제(co-ownership), 피드백, 그리고 지
식의 역할에 대해 연구했다. 특히, 숙고적 거버넌스(deliberative governance)에 대한 다
른 기타 연구들과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시스템 접근법을 이용했다
(Hajer & Wagenaar, 2003).
Nardi와 O’Day (1999)는 도서관 또는 학교와 특정한 지역사회 환경 내에서의 사람, 실
례(실행), 가치, 그리고 기술들의 체계를 의미하는 정보생태계라는 용어를 개발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생태계의 종류가 다양한 참여자들과 그들이 관련된 영역들 내에서 강
한 의존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다양한 참여자들이란, 적응을 통해 시스템 내 및 시스템 상
호간에 변화를 유도한다는 공진화, 생태계 자체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종, 그
리고 위치할 장소와 이름을 의미하는 지역성으로 구성된다. 동시에 정보 및 학습생태계
역시 Web을 통해 더욱 광대한 의사소통의 범위와 상호 연관되어 있다.
일례로 Siemens(2003)는 우리가 학습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더 큰 자유
를 가질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디자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특히 점점
성장하는 인터넷의 수용능력은 새롭고 도전적인 학습 환경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로그, 위키스, 그룹웨어, 협업적 소프트웨어,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
연결 도구(예. 스카이프, 전화, 이메일, 화상 통화 도구), RSS(맞춤형 뉴스 서비스), 그리
고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도구들은 학습자가 학습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전문가와 권위자는 우리의 생태계 내에서 여전히 존재한다.’고
단언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그들이 더 이상 환경을 받아 적기만 하지는 않는
다는 사실이다6).
이상의 연구들은 연구 대상들은 다르지만 빠르고 유연하게 변하는 세계 속에서 연구대
6) Connectivism: Designing ecosystems versus designing learning.
http://www.connectivism.ca/?p=31 (최종검색일자: 201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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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처한 복잡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발전과 혁신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점
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통합적･다차원적 사고(holistic and
multi-level thinking), 대중 기술의 시대, 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공적 경영, 개인과 전
문성 또는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해 연구한다.
이러한 점은 교육 부문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21세기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역량
들은 통합적 다차원적 사고를 요구하고 대중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 여러 곳의 정보에 접
근･공유를 시도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모습의 교육기관 교육방법 등을 모색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의 개념을 두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첫째, 21세기
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에 대한 분석 도구로서, 둘째, 유치원 교육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
까지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 환경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이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접근
방법 또는 관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나. 학습생태계의 의미와 실천 사례
학습은 지식의 습득을 포함하여 경험을 통해 이루어내는 내재적인 변화과정이라는 광
의의 개념이라 할 때 지식은 학습을 위한 핵심요소가 된다. 따라서 학습생태계에 대해 알
아보는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지식의 생태계로부터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 생태계(knowledge ecosystem)에 대한 연구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그 연구경험이 축
적되어 있고, 활용의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는 지식생태계에 대해 수행된 해외 연
구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의 생태계 개념 정립 및 모형을 위한 시사를 도출하고자 한다.
지식 생태계란 지식 경영을 위한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 지식의 역동적인 진화를 조성하
고 발전시키는데 그 초점을 둔다. Shrivastava(1998)와 Bray(2007)를 통해 도출된 이와
같은 지식 생태계는 발전된 의사결정이나 혁신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들의 상호 연계를
추구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는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용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단순한 경영은 최종성과를 직접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두는 반면, 지식생
태계는 지식 전략이 변화하는 환경에 스스로 자기조직화 하여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
게 한다는 점에서 그 강조점이 다르다(Yang et al, 2009). 지식 생태계는 문제가 되는 상
황과 그에 관련된 지식간의 상관정도를 통해 지식생태계의 적합성(fitness)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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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생태계에 관한 각종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면 그 핵심요소를 적응적 복잡계(complex
adaptive systems)의 구성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에서의 다양한 관련 주체
들의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실제로 이에 관한 현신에서의 적용 사례는 캐
나다 정부의 노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Birdsall et al., 2005).
지식 생태계는 자연의 생태계처럼 투입, 과정, 산출이 존재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포함한다. 다양한 층(layer)과 수준(level)이 통합되어 전체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상호 연관된 지식,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지식의 전달주체
(artificail knowledge agent)등이 관련되어 있다. 이들은 조직의 과업 수행이 언제 어디
서나 가능하도록 온라인으로 공급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지식생태계의 존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학습과 과업의 수행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때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다는 점이다(Shrivastava, 1998)
지식생태계에 관한 연구와 각 개념 정의들을 통해 학습생태계에 시사하는 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학습생태계란 학습이 주체 및 객체가 고정되어 있고 이들 간의 지식의
전달에 초점을 둔 것이라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
처하면서 배운 지식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토대로 또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학습
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라 할 수 있다. 즉, 학습을 위해 필요한 공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
체와 자원들의 집합체와 이것들을 연계, 통합 제어하는 환경요인이 종합된 복합체계를 의
미한다. 따라서 학습생태계에 관계하는 주체, 네트워크, 환경, 내용, 작용 등을 광범위하
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생태계는 지식생태계가 확장된 개념이므로 지식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요소
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식생태계 구성요소는 적응적 복잡계의 이론으로부터 도출되었
는데, 이를 토대로 관련 요소들을 교육 및 학습부문에 적합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이상에서 제시한 지식생태계의 네 가지 구성요소인 과학기술, 상호의존성, 추동체
및 공급체, 활동 수행 등을 포함하여 학습생태계의 핵심요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습생태계 구성 시 교육단계별 연계는 물론 다양한 학습의 근원들을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식체계 구성 운영의 최종 성과까지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생태계 구축 역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학습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관련 역
량 및 능력 등을 제안하고 유도할 수 있는 틀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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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학습생태계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를 통해 개념을 도출한 사례들
이 있다. 생태계가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점을 학습공동체에 적용하여 학습생태계의 정
의를 도출한 학자들도 있다. 학습생태계를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로서 Jone Seely Brown
에 따르면 생태계는 자연에서 차용한 개념이며, 학습생태계는 “학습자가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된 환경”을 의미한다(Siemens, 2003:3).
이러한 생태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개방성, 역동성과 상호 의존성, 다양성, 융통성과
유연성 등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학습생태계에도 적용되는데 주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중첩된 공동체의 집합, 타가수분(cross pollinating), 지속적인 진화, 자기조직화 등이다.
이 외에도 Siemens(2003)은 학습생태계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제안하였다.

∙ 비형식성 : 참여자의 요구에 따라 창출하는 다양한 방식으로서의 학습
∙ 도구 활용(tool-rich) :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네트워킹 시도
∙ 지속성 :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디어 등의 적극적인 홍보와 이것이 생태계 내에서 여러
참여자들과 공유되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지속시킴

∙ 신뢰 : 가능한 빈번하게 시도되는 온/오프라인의 접촉을 통해 안전한 환경과 상호간
의 신뢰가 형성됨

∙ 단순성 : 거대한 이론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단순성이 중요함
∙ 탈중심성 : 중앙 집중, 관리(manage), 고립(isolated) 보다는 분산, 조성(foster), 연결
(connect) 등의 가치를 중요시 함

∙ 관용 : 새로운 시도와 실패에 관대할 필요 있음

이러한 조건을 갖춘 학습생태계는 주로 공동체를 통해 구현된다. 학습이 공동체라는 다
양한 수준의 체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은 인간의 발달과정에 필요한 수준별 환경에 대해
연구한 Bronfenbrenner(1979)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ronfenbrenner(1979)은
다양한 수준의 환경이 발달에 상호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그 단계별 특징은 다음과 같
으며 이러한 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Ⅱ-4]과 같다.

∙ 미시체계(microsystem) : 학습자가 1:1로 만나서 친숙한 상호작용을 하는 물리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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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 가족, 또래, 학교, 이웃 등을 포함함.

∙ 중간체계(mesosystem) : 미시체계들이 중복되어 형성되며 미시체계들을 연결시켜주
는 관계를 의미함. 학습자의 경우 가정과 학교의 관계 또는 가정과 또래집단과의 관계
가 대표적임.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환경들 간의 상호관계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학습자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화가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는 경우와 같은 관계를 의
미함.

∙ 외체계(exosystem) : 개인이 직접 소속되어 활동하는 환경이 아니라 개인에게 영향
을 미치는 사회 구조적인 환경 요인으로 부모의 직장,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교
육위원회, 대중매체, 지역단체(agency), 정부(local government) 등이 포함됨.

∙ 거시체계(macrosystem) : 위의 세 체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회로서 여기에 속하
는 모든 환경(setting)들은 역사･사회･경제･문화적 맥락으로 여겨짐.

[그림 Ⅱ-4] Bronfenbrenner 생태학적 체계이론
출처: 허창덕(2012). p.61 재인용.

이러한 공동체(community)는 물리적 공동체(physical community)는 물론 가상의 공
동체(virtual community)까지를 포함한다. 이 둘이 커뮤니티로서의 공통점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집결하게 만들고, 학습과 발달을 촉진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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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참여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념들을 제안하고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
며, 생태계로서 하나의 행동이 파급효과를 발휘하여 다른 환경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 자원, 아이디어들이 상호 교류를 원활히 하고 있으며, 상호간의
교류와 연결이 개개인에게 이익이 되며, 커뮤니티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는 점이다.
물리적 공동체는 학교를 둘러싼 모든 지역사회라고 할 수 있으며, 가상의 공동체는 웹
자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유형을 포함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다음과 같다.

∙ 전문가와 초보자가 만나는 공간(master / apprentice)
∙ 자기 표현의 공간(blog / journal)
∙ 대화와 토론의 공간(listserv / 각종 포럼, 공개미팅)
∙ 지식 탐색의 공간(portal / website)
∙ 형식적 방식의 학습 공간(학교 교육 / tutorial)

이러한 학습생태계로서의 커뮤니티를 실제 교육현장에서 적용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
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실시하는 ‘STEM 학습생태계(STEM Learning ecosystem)’는
학교, 지역공동체를 아우르는데, 방과 후 학교, 여름학교, 과학 센터와 박물관, 비공식적
인 가정 학습 및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제반 환경
들로 이루어진다(Traphagen과 Traill, 2014). STEM 학습생태계(STEM Learning
ecosystem)는 시행 기관 네트워크를7) 전국적으로 구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박물관과 학교를 연계한 학습생태계 적용 사례도 살펴볼 수 있다(American
Alliance of Museums, 2014). 새로운 지식 사회의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박물관의 역
7) ① 애프터존 여름 장학 프로그램-프로비던스, ②보스톤 여름 학습 프로그램-보스턴, ③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 과학실
험 클럽-샌프란시스코, ④ 과학교육, 과학 및 산업 박물관 학습을 위한 센터-시카고, ⑤ 시카고 과학･기술 학습 프로그램시카고, ⑥ 디트로이트 지역 과학･기술 학습 프로그램-디트로이트, ⑦ 서던 티어 지역 학습 네트워크-코닝, 뉴욕, ⑧ 걸스타
트-텍사스, ⑨ 인디애나 방과후 학교 STEM 프로그램-인디애나, ⑩ 뉴욕 시티 STEM 교육자 아카데미-뉴욕시티, ⑪ 오렌지
카운티 STEM 프로그램-오렌지 카운티, ⑫ 학교와 가정에서의 교육 방과후 프로그램(SHINE)-카본 앤 스퀼킬 카운티, ⑬
과학과 수학 조사 학습 경험(SMILE)-오레곤, ⑭ 시너지스-포틀랜드, ⑮ 어반 어드밴티지-뉴욕시티
출처: http://serc.carleton.edu/sencer/newsletters/79084.html (최종검색일자: 2014년5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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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도서관은 교육의 발전소라 할 수 있으며, 과학, 수학, 미술,
문학, 언어, 경제와 금융, 지리와 사회학 및 지역과 국가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에 적합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8).

다.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학습생태계 모형
이상에서 생태계 관점의 교육 접근 및 학습생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의 학습생태계 개념을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다음 [그림Ⅱ-5]와 같다.

[그림 Ⅱ-5] 미래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학습생태계 모형 Ⅰ

먼저 학습생태계의 궁극적 목적은 학습자들이 21세기 미래 핵심역량을 갖추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환경을 구성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생태계의 공간적 구성은 크게
학교와 학교 외로 구분되며, 내용면에서는 정규교육과 비정규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8)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물관으로는 Herny Ford 박물관과 Boston’s Children’s 박물관을 들 수 있다. Herny Ford 박물
관은 220개가 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한 교육 과정과 자원들을 활용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미국 산업계의 변화를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지 연구하여 보급하고 있다. 관련된 자원은 국가적 사회조사 연구 자료뿐만 아니라 STEM, 21세기에 필요
한 기술, 언어 및 직업･진로 교육으로 구성된다. Boston’s Children’s 박물관은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에게 경험, 자원,
상호작용을 제공하기 위한 가족, 지역사회 협력 프로젝트인 Race to the Top work를 실시하고 있다. 보스턴 어린이 박물관
은 문화적 다양성을 습득하게 하고, 창조적 놀이를 제공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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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또는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해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에 따르는 교육과정으로 일반 교과
수업과 학교자율과정, 창의적 체험활동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학교교육,
자유학기제, 각종 정부지원 프로그램, 정규교육을 위해 학교 외의 기관이 협력하는 각종
교육방식 등을 포함하였다.
비정규교육과정은 학교에서 행해지는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력보완, 특기･적성 발굴 및
각종 문화 예술 소양 개발을 위하여 학교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조직적･체계적으로 이
루어지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중등교육에서는 대표적으로 0교시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활동이 있고, 방과 후 학교, 정규수업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운영하는 자율학습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종 캠프 및 여름학교, 방과 후 학교, 기타 박물관, 도서
관, 각종 미디어를 통한 교육방식 등을 포함하였다.
이들은 학습에 있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네트워킹을 통한 각종 도구를 활용하며, 학
습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생태계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
다. 특히 탈중심성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학교 교육과 차별성을 나타내며, 각 요
소들이 작용하는 것은 신뢰, 단순성, 관용 등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의 각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함은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함을 의미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물리적 공동체와 가상의 공동체를 모두 포함하면서 Bronfenbrenner의 체계를 담고 있기도 한다. 즉 미시체계로서 학습자의 개인적 관계를 포함하고,
중간체계로서 학교와 가정이, 외체계로서 지역단체 및 외부 기관, 정부 등이 참여하고 있
으며,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사회로서 문화, 사회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생태계는 전문가와 학습자가 공동으로 만나는 물리적, 가상적 공
간을 의미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표현을 통해 학습을 공유할 수 있다. 여기에는 대화
와 토론을 위한 각종 포럼, 세미나, 미팅 등의 방식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형식적인 방
식의 학습공간부터 비형식적 방식의 공간까지 아우르는 외연을 넓게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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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미래 핵심역량 교육
앞서 밝혔듯, 한국의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학교교육 모형
을 한국적 맥락에 적합하도록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절에서는 ‘한국형’ 핵심역량
교육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왜 한국에서 그리고 왜 이 시점에서
핵심역량 교육이 중요한가와 관련하여,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대해 분석하였다.

가. 교육적 필요성
1) 행복교육으로의 전환 요구
우리나라 학생들은 OECD에서 실시한 PISA 2012의 학업성취도 조사에서 OECD회원국
중 읽기 1~2위, 수학 1위, 과학에서 2~4위의 성적을 거두어 OECD회원국들 중 학업성취
도 측면에서 세계최고 수준임을 증명하였다(송미영 외, 2013). 그러나 같은 PISA 2012의
학생의 소속감 관련 조사 중 ‘학교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학생 비율’조사에서는 다음 그
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도는 60.4%로 OECD평균인 79.8%에 크
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조사국들 중 최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6] 학교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학생 비율
출처: OECD(2012). Percentage of students who reported being happy at school. PISA 2012, vol 3, chap 1.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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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높은 학업성취도가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학교
생활의 행복을 포기한 교육의 결과라고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최근의 많은 연구
결과는 공부할 때 능동적인 마음을 갖고 몰입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어야 행복하고 창
의적이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속하게 됨을 보여준다(마틴 셀리그만,
2011; 칙센트미하이 2007).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한 가운데 자신의 적성과 강점
을 찾고 미래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 및 실행이 절실히 요청
된다.

2) 핵심역량 교육의 중요성 증대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이하 IEA)는 2010년에 38개국의 14만여 명의 학생, 62,000
여명의 교사, 5,300 여개의 학교가 참여한 ｢국제시민의식조사보고서(ICCS 2009 International Report, 이하 ICCS 2009)｣를 발표하였다(IEA, 2010). IEA의 ICCS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는 정의적 영역인 시민역량
(Civic Competencies)에 관한 국제수준 비교연구라고 할 수 있다(김태준 외, 2010). 다음
표에 제시된 ICCS 2009 결과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갖춰야 지식 측면에서
는 ICCS 평균점수 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에 국가기관인 정부에 대한 신뢰도
는 ICCS평균 62%의 3분의 1 수준인 20%이고, 학교에 대한 신뢰도 역시 ICCS평균인 75%
보다 30%가 낮은 4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 내 토론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응
답은 33%로 ICCS평균인 44%보다 11%가 낮았고,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겠
다는 응답도 ICCS평균 40%보다 7%낮은 33%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학생 대상 시민교육 또한 지식위주 교육을 벗어나지 못해, 가치관 형
성 및 참여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글로벌 시민교육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학생들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 참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역량
기반 시민교육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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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ICCS 2009의 우리나라 청소년 시민역량
(단위: %)

구분

시민지식

국제시민교육연구
(ICCS) 평균

한국

개방형 문항 1점 이상(부분점수)

67

86 ( △ )

개방형 문항 2점(만점)

20

42 ( △ )

시민역량

선다형 문항 정답

73

77 ( △ )

국가에 대한 태도(긍정)

50

45 ( ▽ )

양성 평등에 대한 태도(동의)

50

50 ( ≒ )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정부)

62

20 ( ▽ )

75

45 ( ▽ )

44

33 ( ▽ )

가치신념･태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학교)
도및
학교 내 토론에 적극 참여
시민참여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40

33 ( ▽ )

반장/학생회 임원 투표

76

76 ( ≒ )

반장/학생회 임원 출마

43

26 ( ▽ )

미래 정치참여 의도

50

46 ( ▽ )

출처 : 김태준 외(2010). 한국 청소년의 시민역량 국제비교 연구 :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참여. 한국교육개발원. 제3장
시민지식 및 제4장 가치신념･태도 및 시민참여에서 발췌 및 재구성. pp.59~128.
※ 한국평균이 ICCS(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평균보다 높음 △ / 유사 ≒ / 낮음 ▽.

3) 온라인 교육의 증가와 교육환경의 급속한 변화
기존의 교사가 주도하는 획일적 수업방식은 개별 학생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학습을 지
원해주기 어렵다. 또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학습은 학습의 주도성(ownership)
을 교사로부터 학습자로 이동시킴으로써 학생 중심 학습이 가능하며, 학생들에게 지식 획
득을 위한 평등한 접근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다음 그림에서 보듯
이, 미국의 경우 온라인 학습이 기존의 획일적 교육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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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 컴퓨터 기반 온라인 학습의 획일적 학습 대체비율(미국 )
출처: Clayton M. Christensen et. al.(2008). Disrupting Class: How Disruptive Innovation Will Change the Way the
World Learns. p.99.

이러한 온라인 교육이 증가하는 추세는 우리나라도 미국과 다르지 않다. 다음 <표 Ⅱ
-4>는 2011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대학입시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주요 공공 기
관 및 사교육기관들에 대한 월평균 방문자 수를 1위부터 6위까지 정리한 것이다. 공적 기
관인 EBS와 강남구청 인터넷방송은 2011년 기준 월평균 방문자 수에서 각각 1위와 6위를
기록하였다. 전체 합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기준으로 약 2,314천명이던 월평
균 방문자 수가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9년 약 1,855천명까지 감소하였다. 2010년에는
EBS와 대입수능시험 간 70%연계정책이 도입되면서 EBS를 제외한 대부분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 기업들의 방문자 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어 월평균 방문자 수의 합계는 약 1,693
천명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2011년에 월평균 방문자 수의 합계는 2,156천명으로 1년 새
약 27%가 증가하였다. 한편, EBS의 월평균 방문자 수는 2007년 기준으로 약 529천명에
서 2011년 약 830천명으로 약 57%가 증가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국가의 경제적 상황
및 정책적 영향 등으로 일시적인 등락은 있었지만, 온라인 교육서비스는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 왔으며 입시제도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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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대학입시 온라인 교육서비스 월평균 방문자 수
(단위: 천명)

순위

명칭

2007

2008

2009

2010

2011

1

EBS

528.7

771.8

605.0

617.7

829.7

2

메가스터디

407.6

658.5

529.9

412

499.4

3

이투스

179.3

267.4

183.5

152.8

278.9

4

비상에듀

-

90.4

135.1

136.2

244.7

5

비타에듀

152.9

318.1

232.5

222.1

178.1

6

강남구청 인터넷방송

124.1

208.2

168.7

152.2

125.4

1,392.6

2,314.4

1,854.7

1,693.0

2,156.2

합

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한국개발연구원(2012). 온라인 교육서비스 시장분석. p.36.
※ 비상에듀는 2008년에 시장에 진입.

한편, 2011년에 정부는 ‘스마트교육추진전략’을 발표하고, 기존의 교과내용에 멀티미디
어 자료, 평가문항 및 학습 관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고 보급하
는 일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4년 3월 현재 163개교의 연구학교들이 디지털교과서를 학
교교육에 적용하고 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4).
향후 풍부한 학습자료 제공 및 맞춤형 학습관리를 지원하는 디지털교과서가 각급 학교
의 교실에 확산이 되면, 일부 교사의 ‘거꾸로 수업(flipped classroom)’사례가 보여주듯이
교사는 이를 활용해 학생들과 상호소통하며 미래 핵심역량을 이끌어내는 촉진자
(facilitator)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교육 환경의 근본적 변화는 학교교육의
혁신은 물론 미래의 학습생태계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4) 다양화되는 학습자의 요구
학교에서 제공하는 탈맥락화된 지식은 학생들이 접하는 실제 세계 또는 그들의 삶과 유
리되어 있기 때문에, 21세기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흥
미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어렵다(정준환, 2014). 또한 21세기 학습자들은 개별화된 다양한
요구를 바탕으로 학습에 있어서 주도성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통적 강의식 수업에는
쉽게 싫증을 느낀다. 교육도 다양한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는 맞춤형 학습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강인애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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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미래 사회에 소비자가 생산에 참여하는 프로슈머
(Prosumer)가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앨빈 토플러, 2006). 교육의 측면
에서도 21세기에는 지식과 정보의 습득보다 활용이 더욱 중요해 지게 됨에 따라(최상덕,
2013), 학생들 또한 지식을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해 새로운 지식을 창
출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도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강점을 키우고 관심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각자의 학습 준비도와 학습 방
식을 존중하는 개인 맞춤형 학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나. 사회적 필요성
1)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교육시스템 혁신 요구
한국 미래 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한 가지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추세이다. OECD의 ｢
Society at a Glance: 2014｣에서 밝힌 한국의 2011년 출산율은 1.24로 OECD 국가 중 최
하위로 나타났다(OECD, 2014a). 또한 다음 [그림Ⅱ-8]에서 보듯이 2011년 장래인구추계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
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기획재정부 국책연구기관 합동연구진, 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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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8] 장래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및 부양비 (1960~2100)
출처: 기획재정부 국책연구기관 합동연구진(2012).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Ⅱ)
- 성장분야 종합보고서. p.6.

구체적으로는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는 2020년까지의 기간이 생산활동인구 1인당 인
구부양비율이 가장 낮은 시기이므로, 2020년 이전의 기간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교육
및 사회, 경제시스템을 혁신할 최적기이며, 길게 잡아도 2030년까지가 교육시스템을 혁
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9) 현 인구변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현재 대략
생산활동인구 3명이 부양인구 1명을 부양하는 상황에서 2030년경에는 2명의 생산활동인
구가 1명을 부양하고 2060년대에 이르면 1명의 생산활동인구가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국
면에 처하게 된다. 즉,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해 교육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골
든타임을 놓친다면 미래 세대가 져야 하는 부담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
적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교육시스템의 혁신
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안전행정부(2014)가 발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은 우리나라에 거
9) 기획재정부 국책연구기관 합동연구진(2012)의 장래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및 부양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1차 연도
연구 참조(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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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인구 100명 당 3명이 외국인주민이라고 밝혔다. 즉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을 취득하
여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인구(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자녀)는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1,560천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인 51,141천명의 3.1%에 해당한다(안전행
정부, 2014). 장기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
는 것이다.

[그림 Ⅱ-9] 외국인 주민인구 현황 (단위: 천명 )
출처: 안전행정부 사회통합지원과(2014). 외국인주민수 157만명, 주민등록인구 대비 3.1% -안전행정부 「2014년 지방자치
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결과 발표. p.2.

이처럼 국제인구이동 및 외국인주민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 사회가 될수록 사회통합을
위한 소통, 협력, 배려와 같은 사회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교육내용들이 향후 국가 교육정
책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최상덕 외, 2012).

다. 경제적 필요성10)
한국의 경제 발전이 전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1960년대 초 일인당 GDP가 100불에도 미치지 못하던 농업 기반의 사회가 불과 40여년
사이에 세계 최첨단 기술 경쟁을 주도하며 일인당 GDP 2만불을 자랑하는, 민주화되고 포
10) 이 부분은 공동연구진 최영섭 박사님이 작성한 원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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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모던 사회로 변모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분명히, 이
러한 한국의 사회 경제적 발전은 칭송받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 한국 사
회의 상황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과연 2014년 현재 상황에서 과연 지금까지 이
뤄왔던 성취를 미래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하는 것이다. 즉, 과거 한국의 ‘눈부신’경제적
성취가 ‘할 수 있다’의 정신과 OECD 국가중 최장 노동시간으로 대표되는 ‘근면’에 바탕한
것이었다면, 더 이상은 그러한 성장 모델이 한국의 ‘미래’일 수 없다. 이는 최근 세계 경제
가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의 ‘투입’(input)이 아니라 ‘지식’과 ‘혁신’에 기반 하여 성장을
추구하는 지식기반경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과거의 ‘추격자’에서 ‘선
도자’로 변화하는 것이 강하게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과 창의가 갈수록 강조되는
상황에서 기성의 방식을 좇아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는 앞으로 한국 사회 경제의 미래
를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동시에 한국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명하게’, 혹
은 보다 ‘창조적으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해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Schmid, 2012). 사실
이러한 요구는 동아시아 경제 발전의 대표적 모델로 얘기되었던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유교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며 “세
계 자본주의의 황금 시대”(Marglin and Schor, 1992)가 펼쳐진 70년대에 두드러진 경제
발전을 이뤄냈다는 공통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더 큰 정책적 중요성을 갖는다. 이는 한국
사회 경제가 다른 동아시아 경제 발전 성공 국가들과 비교하여 갖는 특유성 때문이다. 즉,
대만의 경제 발전에는 동남아 및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화교 경제권이 중요하
게 기여하였으며, 홍콩과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 사회경제적 복잡성 측면에서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다시 한 번‘일하는 방식에서의 변화’라는 과
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과 정책적 노력을 필
요로 하게 될 것이다.11)
교육과 관련하여, 이러한 과제는 현재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며 적
극적인 혁신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할 것이다. 즉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이뤄내기 위한 중
11) 최근 부각되는 중국의 경우는 인구와 자원을 풍부하게 갖춘 나라가 정치적 전체주의에 기반 하여 경제 성장을 모색하는 것으
로 과거 동아시아 Four-tigers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여건과 비교하여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별
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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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가 과거와 같이 근면 성실을 특기로 하는 인재가 아니라 창의성에
기반 하여 혁신을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는 인재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 같은 혁신 노력의 필요성은 현재 한국 사회가 보여주는, 인적자원의 양성 및 활용 측면
에서의 문제를 고려하면 더 커질 것이다. 우선, 인적자원의 양성 측면에서, 현재 한국에서
는 학령기 아동의 거의 80%, 즉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아동은 재수, 삼수를 통해서든

‘모두’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보다 많은 교육이라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적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대학 졸업자의 상당수가
자신들의 배움에 걸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유랑하고 있다. 예를 들어 OECD(2014b)
에서는 한국의 고학력 NEET 비중이 OECD 회원국 전체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Ⅱ-10] 청년층의 학력별 NEET 인구 비중
출처: OECD(2014b). OEDC Skills Strategy Diagnostic Report for Korea. p.24.

이러한 점은 현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자원이 대대적으로 낭비되고 있
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의 획기적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그리고 그러한 해결이 미
래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는 한 한국 사회의 더 이상 발전은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변화는 기존 교육 시스템 혹은 정책의 일부 변경으로 이뤄질 수 없을

Ⅱ.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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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 환경 하에서 요구되는, 과거로부터 주어진 지식의 단순 암기와
그 반복적 활용에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직면하는 상황에서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론티어를 개척해 낼 수 있는 인재를 기존의 지식 기반 주입식 교육 모
델로는 길러낼 수 없을 것이다.12) 이는 결국 미래 세계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의 모델이
과거의 인재 양성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지식 위주의, 주입식 교
육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며 새로운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인
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모델이 모색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 모델에서의 근
본적 전환을 통해 향후 우리 경제가 진실로 필요로 하는 창의적, 도전적, 미래지향적 인재
의 육성이 가능해 질 것이다.

12) 암기식 교육의 문제에 대한 최근의 생생한 보고는 서울대학교 우등생들이 교수의 강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암기하여 필답시
험에 응함으로써 높은 학점을 받는다는 이혜정(2014)의 사례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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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래 핵심역량 교육의 실태 및 현황

제 3장에서는 우리나라 미래 핵심역량 교육의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교
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의 ‘학교교육 실태 및 수준 조사’ 및 자유학기제지원특임
센터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현재
우리나라의 학습생태계를 학교 중심과 지역사회 중심,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으로 구분
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미래 핵심역량 교육의 실태 및 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내
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들의 핵심역량 수준
가. 분석 개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에서 실시한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조사’를 통
해 수집된 자료의 일부를 활용하여, 초중고교 학생들의 역량 특성 및 수준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조사｣에서 조사한 ‘미래 핵심역량’은 본 연구의 1차
연도 연구(최상덕 외, 2013)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
계 구축(Ⅰ)｣에서 정리된 21세기 핵심역량 중에서도 ‘실행능력’에 해당하며, 이를 비교해
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Ⅲ-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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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핵심역량 지표의 비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Ⅰ)에서의 실행능력

사고방식
∙ 창의력
∙ 비판적 사고력
∙ 문제해결능력･의사결정능력
∙ 자기주도성
직무수행방식
∙ 의사소통능력･갈등 관리 및 해결 능력
∙ ICT 활용 능력
∙ 협업능력･대인관계능력
사회생활방식
∙ 글로벌 시민의식
∙ 인생 및 진로 개척 능력
∙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조사에서의
미래 핵심역량

창의역량
∙ 창의적 사고
∙ 문제해결력
∙ 정보활용력
자기주도역량
∙ 성취동기
∙ 자기관리능력
∙ 자기확신

사회역량
∙ 의사소통능력
∙ 협동심
∙ 사회적 책무성

출처: 최상덕 외(2013). p.176 재구성; 남궁지영 외(2013). p.91 재구성.

이러한 비교를 토대로 초중고교 학생들의 핵심역량 수준 분석을 위해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조사｣에서 조사한 ‘미래 핵심역량’에 해당하는 문항을 본 연구의 틀에 맞춰 구조
화하면 다음 <표 Ⅲ-2>와 같다. 1차 연도 연구의 실행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되, 학
교 교육 실태 및 수준 조사의 문항 내용을 참고하여 역량을 재구조화하고 명칭을 수정하
였다. ‘자기주도성’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으로 수정하였는데, 자기주도 능력뿐만 아니
라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습하는 능력에도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표 Ⅲ-2> 초중고교 학생들의 역량별 특성 및 수준 분석을 위한 역량 구조화
구분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조사
창의역량(창의적사고) 5문항
창의역량(문제해결력) 5문항
자기주도역량(성취동기) 5문항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사회역량(의사소통능력) 5문항

ICT 활용 능력
협업능력

창의역량(정보활용력) 6문항
사회역량(협동심) 5문항

개인･사회적 책임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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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역량(자기관리 능력) 5문항
자기주도역량(자기확신) 5문항

사회역량(사회적 책무성)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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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7개의 핵심역량 지표에 해당하는 총 46문항에 대해 각각 5점 척도에 따라 응답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참고로 분석에 활용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자료는 2011년,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료는 2012년, 중학교 학생들의 자료는 2013년에 수집된 자료이며,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다.

나. 분석 결과
1) 역량별 조사 결과
다음은 7개의 핵심역량(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ICT 활용 능력, 협업능력, 개인･사회적 책임의식) 수준을 학교급별로 조사한 결과이다.

가) 창의력 조사 결과
창의력 조사 결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표 Ⅲ-3> 참조), ‘나는 다른 친
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생각을 잘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18, 3.20, 3.32,

‘나는 새로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잘 떠올린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18, 3.12, 3.15, ‘나는 부분적인 내용만 듣고도 전체 내용을 상상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21, 3.12, 3.22, ‘나는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들도 잘 연결 지어 생
각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10, 3.11, 3.21,‘나는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생각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17, 3.17, 3.29로 나타났다.
<표 Ⅲ-3> 창의력 조사 결과
구분

창의력
(초등학생)

창의력
(중학생)

문항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창의적 사고 1

11,836

3.18

.85

창의적 사고 2

11,837

3.18

.83

창의적 사고 3

11,810

3.21

.85

창의적 사고 4

11,815

3.10

.88

창의적 사고 5

11,815

3.17

.92

창의적 사고 1

13,034

3.20

.81

창의적 사고 2

13,032

3.12

.78

창의적 사고 3

13,027

3.12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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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창의력
(중학생)

창의적 사고 4

13,021

3.11

.81

창의적 사고 5

13,011

3.17

.83

창의적 사고 1

11,118

3.32

.82

창의적 사고 2

11,116

3.15

.79

창의적 사고 3

11,111

3.22

.80

창의적 사고 4

11,109

3.21

.84

창의적 사고 5

11,113

3.29

.87

창의력
(고등학생)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나) 문제해결능력 조사 결과
문제해결능력 조사 결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표Ⅲ-4> 참조), ‘나는 어
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다’는 문항에 대해서 5점 척도 상으
로 평균 3.28, 3.23, 3.40, ‘나는 과제가 어렵거나 중요한 정도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해
결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25, 3.19, 3.32,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어떻게 해
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20, 3.17, 3.32, ‘나는 과제를
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모두 찾아본 후 선택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16, 3.07,
3.10, ‘나는 새로운 과제를 시작할 대 지난 번 방법이 좋았는지 생각해보고 다시 사용할지
결정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21, 3.40, 3.31로 나타났다.
<표 Ⅲ-4> 문제해결능력 조사 결과
구분

문제해결능력
(초등학생)

문제해결능력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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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문제해결력 1

11,827

3.28

.92

문제해결력 2

11,818

3.25

.89

문제해결력 3

11,802

3.20

.88

문제해결력 4

11,814

3.16

.92

문제해결력 5

11,800

3.21

.91

문제해결력 1

13,027

3.23

.81

문제해결력 2

13,019

3.19

.76

문제해결력 3

13,014

3.17

.78

문제해결력 4

13,014

3.07

.78

문제해결력 5

13,004

3.15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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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제해결능력
(고등학생)

문항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문제해결력 1

11,110

3.40

.84

문제해결력 2

11,108

3.32

.78

문제해결력 3

11,108

3.32

.82

문제해결력 4

11,107

3.10

.83

문제해결력 5

11,105

3.31

.83

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조사 결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조사 결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표Ⅲ-5> 참조),
성취동기 관련하여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늘 생각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5점 척도 상으로 평균 3.73, 3.55, 3.70, ‘나는 당장 이루기는 어렵지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조금 어려운 목표를 세운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50, 3.38, 3.57, ‘나는
실제로 이룰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목표를 세운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56, 3.44,
3.57, ‘나는 공부를 할 때 내 꿈을 이루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는 문항에 대해
서 평균 3.48, 3.43, 3.64,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스스로 공부해서 알
아낸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24, 3.26, 3.35로 나타났다.
자기능력관리 관련해서는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으면 순서를 정해서 하나씩 한다’는 문
항에 대해서 평균 3.54, 3.35, 3.50, ‘나는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나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16, 3.13, 3.13, ‘나는 하기 싫은 과제를 잘 마치기
위해 스스로 즐거운 기분을 느끼려고 노력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24, 3.11, 3.07,

‘나는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을 미리 정리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32,
3.22, 3.29, ‘나는 복잡한 일을 해야 할 때 여러 개로 쪼개서 하나씩 해결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36, 3.24, 3.33으로 나타났다.
자기확신 관련하여 ‘나는 나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64,
3.36, 3.54, ‘나는 내가 무엇이든 잘 해낼 것이라고 믿는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43,
3.34, 3.47,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72, 3.49, 3.65, ‘나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될 거라고 믿으며 열심히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59, 3.43, 3.58,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 나의 실력은 늘어날 것이라
고 믿는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90, 3.63, 3.8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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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조사 결과
구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초등학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중학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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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성취동기 1

11,828

3.73

.96

성취동기 2

11,832

3.50

.94

성취동기 3

11,816

3.56

.88

성취동기 4

11,806

3.48

.96

성취동기 5

11,815

3.24

.93

자기관리능력 1

11,819

3.54

.96

자기관리능력 2

11,822

3.16

.91

자기관리능력 3

11,819

3.24

.98

자기관리능력 4

11,806

3.32

1.00

자기관리능력 5

11,796

3.36

.94

자기확신 1

11,814

3.64

1.01

자기확신 2

11,820

3.43

.97

자기확신 3

11,819

3.72

1.05

자기확신 4

11,828

3.59

.94

자기확신 5

11,828

3.90

.93

성취동기 1

13,024

3.55

.86

성취동기 2

13,023

3.38

.85

성취동기 3

13,014

3.44

.81

성취동기 4

13,015

3.43

.83

성취동기 5

13,016

3.26

.83

자기관리능력 1

13,015

3.35

.86

자기관리능력 2

13,014

3.13

.83

자기관리능력 3

13,016

3.11

.83

자기관리능력 4

13,018

3.22

.87

자기관리능력 5

13,009

3.24

.81

자기확신 1

13,015

3.36

.90

자기확신 2

13,016

3.34

.87

자기확신 3

13,011

3.49

.92

자기확신 4

13,012

3.43

.86

자기확신 5

13,008

3.63

.87

성취동기 1

11,102

3.70

.87

성취동기 2

11,101

3.57

.86

성취동기 3

11,095

3.57

.81

성취동기 4

11,096

3.64

.85

성취동기 5

11,095

3.35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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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고등학생)

문항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자기관리능력 1

11,100

3.50

.89

자기관리능력 2

11,095

3.13

.88

자기관리능력 3

11,096

3.07

.88

자기관리능력 4

11,098

3.29

.92

자기관리능력 5

11,097

3.33

.83

자기확신 1

11,099

3.54

.90

자기확신 2

11,099

3.47

.89

자기확신 3

11,097

3.65

.96

자기확신 4

11,096

3.58

.88

자기확신 5

11,098

3.89

.84

라) 의사소통능력 조사 결과
의사소통능력 조사 결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표Ⅲ-6> 참조), 의사소
통능력 수준에 대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나는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말할
지 미리 생각하고 말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5점 척도 상으로 평균 3.34, 3.26, 3.36, ‘나
는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정확한 말을 골라 이야기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
균 3.27, 3.22, 3.30, ‘나는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한다’는 문항
에 대해서 평균 3.37, 3.35, 3.49, ‘나는 표정과 몸짓을 함께 살피면서 다른 사람의 속마
음을 이해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34, 3.39, 3.62, ‘나는 대화할 때 이야기를 잘 듣
고 있다는 것을 말이나 몸짓으로 보여준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27, 3.43, 3.67로 나
타났다.
<표 Ⅲ-6> 의사소통능력 조사 결과
구분

문항
의사소통능력 1

의사소통능력
(초등학생)

의사소통능력
(중학생)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11,813

3.34

.93

의사소통능력 2

11,811

3.27

.84

의사소통능력 3

11,787

3.37

.89

의사소통능력 4

11,789

3.34

.92

의사소통능력 5

11,789

3.27

.96

의사소통능력 1

13,014

3.26

.82

의사소통능력 2

13,014

3.22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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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의사소통능력 3

13,009

3.35

.77

의사소통능력
(중학생)

의사소통능력 4

13,000

3.39

.79

의사소통능력 5

12,993

3.43

.80

의사소통능력 1

11,109

3.36

.85

의사소통능력 2

11,106

3.30

.79

의사소통능력 3

11,102

3.49

.78

의사소통능력 4

11,098

3.62

.80

의사소통능력 5

11,099

3.67

.80

의사소통능력
(고등학생)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마) ICT 활용 능력 조사 결과
ICT 활용 능력 조사 결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표 Ⅲ-7> 참조), ‘나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인터넷 사이트, 책, 자료,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 5점 척도 상으로 평균 3.31, 3.16, 3.29, ‘나는 여러 자료들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먼저 살펴본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52, 3.32, 3.58, ‘나는 필요할
때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둔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14, 3.08, 3.15,

‘나는 자료들을 사용하기 쉽게 내 방식대로 모양이나 순서를 바꾼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
균 3.29, 3.18, 3.33, ‘나는 인터넷 검색으로 필요한 자료를 쉽게 찾는다’는 문항에 대해
서 평균 3.74, 3.44, 3.71, ‘나는 글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그림을 글로 설명하는 식으로
새롭고 쓸모 있는 자료들을 만든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14, 3.03, 3.05로 나타났다.
<표 Ⅲ-7> ICT 활용 능력 조사 결과
구분

문항
정보활용력 1

ICT 활용 능력
(초등학생)

ICT 활용 능력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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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11,815

3.31

1.02

정보활용력 2

11,795

3.52

.92

정보활용력 3

11,796

3.14

.96

정보활용력 4

11,791

3.29

.97

정보활용력 5

11,817

3.74

.95

정보활용력 6

11,819

3.14

.97

정보활용력 1

13,018

3.16

.85

정보활용력 2

13,017

3.32

.80

정보활용력 3

13,017

3.08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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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ICT 활용 능력
(중학생)

ICT 활용 능력
(고등학생)

문항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정보활용력 4

13,010

3.18

.82

정보활용력 5

13,014

3.44

.83

정보활용력 6

13,009

3.03

.84

정보활용력 1

11,109

3.29

.91

정보활용력 2

11,106

3.58

.80

정보활용력 3

11,103

3.15

.90

정보활용력 4

11,104

3.33

.89

정보활용력 5

11,106

3.71

.83

정보활용력 6

11,102

3.05

.93

바) 협업능력 조사 결과
협업능력 조사 결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표 Ⅲ-8> 참조), ‘나는 여럿
이 과제를 하다가 다투더라도 다툰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양보하여 과제를 마무리한다’
는 문항에 대해서 5점 척도 상으로 평균 3.21, 3.26, 3.38, ‘나는 과제를 함께 하는 친구
들끼리 다투면 서로 화해하도록 나서서 돕는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27, 3.28, 3.39,

‘나는 과제를 함께 하는 친구들과의 약속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잘 지켜서 과제를 마친
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30, 3.30, 3.43, ‘나는 과제를 함께 하는 친구들이 힘들어 할
때 힘이 나도록 응원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19, 3.22, 3.29, ‘나는 함께 해야 하는
과제를 잘 마치기 위해서 친구들과 좀 더 친해지려고 노력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50, 3.36, 3.52로 나타났다.
<표 Ⅲ-8> 협업능력 조사 결과
구분

문항
협동심 1

협업능력
(초등학생)

협업능력
(중학생)

사례 수
11,803

평균

표준편차
3.21

.89

협동심 2

11,798

3.27

.92

협동심 3

11,789

3.30

.86

협동심 4

11,799

3.19

.91

협동심 5

11,785

3.50

.89

협동심 1

13,010

3.26

.75

협동심 2

13,011

3.28

.76

협동심 3

13,001

3.30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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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협업능력
(중학생)

협동심 4

13,007

3.22

.75

협동심 5

12,996

3.36

.77

협동심 1

11,098

3.38

.77

협동심 2

11,099

3.39

.80

협동심 3

11,095

3.43

.75

협동심 4

11,094

3.29

.79

협동심 5

11,092

3.52

.77

협업능력
(고등학생)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 개인･사회적 책임의식 조사 결과
개인･사회적 책임의식 조사 결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표 Ⅲ-9> 참조),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사람을 도와준다’는 문항에 대해서 5점 척도 상으로 평균
3.29, 3.35, 3.47, ‘나는 학급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진다’는 문항에 대
해서 평균 3.44, 3.31, 3.46, ‘나는 학급회의나 수업시간에 학급이나 학교에서 일어난 일
에 대한 내 생각을 잘 이야기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08, 3.06, 3.06, ‘나는 학급이
나 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이든 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09, 3.04, 3.01, ‘나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가
만히 있더라도 내 생각을 당당하게 이야기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15, 3.15, 3.15
로 나타났다.
<표 Ⅲ-9> 개인･사회적 책임의식 조사 결과
구분

문항
사회적 책무성 1

개인･사회적
책임의식
(초등학생)

개인･사회적
책임의식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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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11,800

3.29

.85

사회적 책무성 2

11,796

3.44

.94

사회적 책무성 3

11,792

3.08

.94

사회적 책무성 4

11,801

3.09

.91

사회적 책무성 5

11,754

3.15

.97

사회적 책무성 1

13,005

3.35

.74

사회적 책무성 2

13,005

3.31

.80

사회적 책무성 3

13,001

3.06

.81

사회적 책무성 4

13,005

3.04

.79

사회적 책무성 5

12,994

3.15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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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책무성 1

11,095

3.47

.75

개인･사회적
책임의식
(고등학생)

사회적 책무성 2

11,096

3.46

.83

사회적 책무성 3

11,095

3.06

.88

사회적 책무성 4

11,091

3.01

.85

사회적 책무성 5

11,097

3.15

.87

2) 종합 분석
다음 [그림 Ⅲ-1]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진단한 핵심역량 수준을 종합 분석
한 결과이다. 무엇보다 두드러진 특징은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때의 역량 수준이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다소 떨어졌다가 고등학교에 가서 회복하는 ‘V’자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한
예로 학생들 스스로 핵심역량 중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초등학
교에서는 5점 만점에 3.49점인데 비해, 중학교에서는 3.36점으로 떨어졌다가, 고등학교
에서는 3.48점으로 다소 상승하였다.

[그림 Ⅲ-1] 초･중･고 학생들이 자기 진단한 역량 수준

이는 21세기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의 함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중학교 교육에
문제점이 있으며, 고등학교 교육 또한 그 맥락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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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초･중･고등학교 공통적으로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개인･사회적 책임의식’
이 세 가지 역량에 대하여 학생들 스스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의 역량 수준 조사 결과, 창의력이 평균 3.17, 개인･사회적 책
임의식이 평균 3.21, 문제해결능력이 평균 3.22로 가장 낮았다. 중학생의 역량 수준 조사
결과에서는 창의력이 평균 3.14, 문제해결능력이 평균 3.16, 개인･사회적 책임의식이 평균
3.18로 가장 낮았다. 또한, 고등학교의 역량 수준 조사 결과에서는 개인･사회적 책임의식
이 평균 3.23, 창의력이 평균 3.24, 문제해결능력에 대해서 평균 3.29로 가장 낮았다.

3) 성별 차이 분석
초등학교의 역량 수준에 대해 성별로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Ⅲ-10> 참조), 자기주도
적 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ICT 활용 능력, 협업능력은 여학생이 평균 3.55, 3.41, 3.42,
3.38로 평균 3.44, 3.24, 3.30, 3.22인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식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창의성의 경우 남학생이 3.19로 평균 3.14인 여학생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 및 개인･사회적 책임의식 수준은 남녀 간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Ⅲ-10> 초등학생들의 성별 역량 수준 분석
구분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ICT 활용 능력
협업능력
개인･사회적 책임의식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남

6,181

3.19

.71

여

5,658

3.14

.64

남

6,175

3.22

.72

여

5,658

3.22

.66

남

6,177

3.44

.66

여

5,658

3.55

.61

남

6,167

3.24

.72

여

5,648

3.41

.67

남

6,176

3.30

.73

여

5,658

3.42

.68

남

6,168

3.22

.74

여

5,646

3.38

.67

남

6,167

3.21

.73

여

5,646

3.21

.68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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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3.941***
-.430
-9.760***
-13.435***
-9.623***
-12.460***
.347

중학교의 역량 수준에 대해 성별로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Ⅲ-11 참조),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ICT 활용 능력, 협업능력은 여학생이
평균 3.17, 3.39, 3.25, 3.41, 3.34로 평균 3.15, 3.27, 3.16, 3.31, 3.22인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식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창의성의 경우 남학생이 3.16으로 평균 3.13
인 여학생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회적 책임의식 수준은
남녀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1> 중학생들의 성별 역량 수준 분석
구분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ICT 활용 능력
협업능력
개인･사회적 책임의식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남

6,381

3.16

.70

여

6,646

3.13

.62

남

6,379

3.15

.68

여

6,642

3.17

.61

남

6,371

3.27

.68

여

6,636

3.39

.59

남

6,375

3.16

.68

여

6,640

3.25

.60

남

6,378

3.31

.64

여

6,641

3.41

.56

남

6,369

3.22

.67

여

6,634

3.34

.58

남

6,367

3.19

.67

여

6,635

3.18

.59

t
2.123*
-2.094*
-9.443***
-10.719***
-8.318***
-11.343***
.610

*p<.05, **p<.01, ***p<.001

고등학교의 역량 수준에 대해 성별로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Ⅲ-12 참조), 문제해결능
력･의사결정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ICT 활용 능력, 협업능력은 여학
생이 평균 3.31, 3.55, 3.55, 3.42, 3.48로 평균 3.26, 3.42, 3.43, 3.29, 3.33인 남학생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식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창의성의 경우 남학생이 3.26으로 평균
3.22인 여학생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회적 책임의식 수
준은 남녀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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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고등학생들의 성별 역량 수준 분석
구분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ICT 활용 능력
협업능력
개인･사회적 책임의식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남

5,519

3.26

.65

여

5,573

3.22

.62

남

5,516

3.26

.65

여

5,569

3.31

.59

남

5,509

3.42

.58

여

5,568

3.55

.53

남

5,517

3.43

.65

여

5,568

3.55

.57

남

5,515

3.29

.64

여

5,570

3.42

.60

남

5,514

3.33

.64

여

5,564

3.48

.57

남

5,511

3.23

.67

여

5,563

3.23

.61

t
3.737***
-4.681***
-11.650***
-10.222***
-11.578***
-13.248***
.321

*p<.05, **p<.01, ***p<.001

4) 학업 능력/학업 성취도검사 점수와의 관계 분석
역량에 대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 능력검사, 중학생의 경우 학업 성취도검
사로 그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Ⅲ-13>과 같다. 전반적으로 각 교과와 핵심역량
요소는 서로 관련이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
로 역량 수준과 학업 능력검사(읽기, 수학, 과학) 점수 간 상관계수의 범위는 .15~.33으
로 나타났으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역량 수준과 학업 성취도검사(국어, 수학, 영어) 점
수 간 상관계수의 범위는 .15~.30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역량 수준과 학
업 능력검사(국어, 수학) 점수 간 상관계수의 범위는 .11~.2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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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 역량 수준과 학업능력/학업성취도검사 점수 간 Pearson 상관계수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읽기

수학

과학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창의력

.33**

.30**

.28**

.23**

.22**

.23**

.18**

.15**

문제해결능력

.28**

.28**

.26**

.26**

.28**

.28**

.20**

.19**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26**

.22**

.21**

.24**

.23**

.26**

.21**

.16**

의사소통능력

.27**

.21**

.21**

.26**

.22**

.28**

.21**

.12**

ICT 활용 능력

.32**

.26**

.26**

.28**

.27**

.30**

.23**

.14**

협업능력

.20**

.16**

.16**

.23**

.22**

.25**

.18**

.13**

개인･사회적 책임의식

.18**

.16**

.15**

.15**

.17**

.18**

.11**

.12**

** : p < .01

국어, 영어 교과에서 중점적으로 계발해야 할 핵심역량 요소로 의사소통능력, 수학, 과
학 교과에서 중점적으로 계발해야 할 핵심역량 요소로 문제해결능력 등을 생각해볼 수 있
다(박순경 외, 2014: 129). 그런데 초등학생이 자기 진단한 의사소통능력 수준과 읽기 점
수는 .27, 중학생이 자기 진단한 의사소통능력 수준과 국어 점수는 .26, 고등학생이 자기
진단한 의사소통능력 수준과 국어 점수는 .21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
생이 자기 진단한 의사소통능력 수준과 영어 점수는 .28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 초･중･고등학생들이 자기 진단한 문제해결능력 수준과 수학 점수는 각각 .28,
.28, .19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생이 자기 진단한 문제해결능력 수준
과 과학 점수는 .26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교과에서 핵심역량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해당 교과와 핵심역량 수준 간의 관련성을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이
변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 분석의 제한점 및 시사점
1차 연도 연구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Ⅰ)｣
에서는 21세기 핵심역량을 크게 지식, 실행능력, 인성으로 나누고 실행능력의 하위역량으
로 10가지 역량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조사’자료를 활용하면
서 관련된 역량 지표 모두를 분석할 수 없었다는 점은 분석의 한계로 작용한다. 또, 학생
들의 역량 수준에 대해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는데, 보다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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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진단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역량 평가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고교 학생들의 역량에 주목하여 그 수준을 측정하고 있는 자료를 분석하였
으며, 대규모로 학생들이 직접 응답한 자료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
라 초･중･고등학생들의 역량 수준 및 실태 분석은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조사’에 응답
한 초등학생 12,242명, 중학생 13,611명, 고등학생 11,708명, 이렇게 총 37,561명을 대상
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역량 수준 평균 점수는 모두 3점을 넘고 있기에,
현행의 학교교육이 역량을 전혀 길러주고 있지 못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지식보다
역량에 보다 주목하고, 부족한 역량 수준을 더 높여주기 위한 교육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의 역량 수준의 경우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때의 역량 수준
에 비해 중학교 때의 역량 수준은 낮았고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 때 다소 높아, 초･중･고
역량 수준을 선으로 연결하면 ‘V’자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역량 함양에 있어 중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역량 수준에
있어서 하위 3순위는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개인･사회적 책임의식’ 역량인 것으로 나
타났다. 초중고학교 학생들의 역량 수준에 대해 성별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였으나, 개인･사회적 책임의식의 경우 남녀 학
생들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창의성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준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량에 대해 학업 능력/학업성취도 검사 점
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각 교과와 역량 수준 간에 서로 관련은 있으나 낮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어, 영어 교과와 의사소통능력 수준 간의 관련성,
그리고 수학, 과학 교과와 문제해결능력 수준 간의 관련성을 더 높이는 등의 방향으로 교
육이 변화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초･중등 교육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역량 수준 분석을 통해 역량 교육의 필요
성을 검토하고, 단순히 역량 수준을 진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량 교육이 이루어
지는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의 제안에 목적을 두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분석결과가 역량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습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 제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
리나라 초･중등 교육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역량 수준을 높여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
며, 특히 중학교 학생들의 역량 함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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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가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은 중학생들의 역량 함양에 긍정적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해 본 핵심역량 교육의 현황 및 성과
가.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개요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교육부, 2013a: 3)”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미래 핵심역량 교육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리고 다음의 자유학
기제 정의는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자유학
기제는“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
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교육
부, 2013a: 3)”이다. 이는 중학교 단계에서 미래 핵심역량 교육을 위해서는 ‘시험부담에서
벗어나’야 하고, ‘수업 운영을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해야 하며,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
영’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보듯이, 자유학기제는 시험제도 혁신, 참여형 수업, 유
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록 한 학기지만 교육혁신을 위한 본질
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 [그림 Ⅲ-2]와 같이 한 학기 동안 오전에는 교과를
중심으로 토론, 실험, 실습 등을 위주로 하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의 수요를 기
반으로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 활동, 학생 선택프로그램 등의 체험 활동
을 제공하는 연구학교 운영 모형을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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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운영 모형
출처: 교육부(2013a).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 p.5.

2014년 현재 80개의 연구학교와 732개의 희망학교(자원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의 모든 학교들은 자유학기를 이 운영 모형을 토대로 운영하고 있다.
이 모형에서 알 수 있듯이, 오후의 자율과정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전의 일부 교
과시간을 조정해야 하고, 최소한 해당 교과는 ‘핵심성취기준’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재구성
해야 한다. 이 모형에서 기준으로 한 교과의 시수조정 폭은 현 교육과정 운영규정에서 허
용한 20%선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동안 교육과정 규정상으로는 교과별 20% 이내에서 학
교 자율로 유연한 운영이 허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단계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은 것은 현 시험제도와 수업운영 아래에서는 필요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따라 자율과정의 일정 시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부
교과의 시수조정이 요구되면서 학교 자율로 교육과정의 유연한 운영이 이루어지게 된 것
이다(최상덕 외, 2014a). 다양한 참여형 수업방법 역시 시험 대신 형성평가, 수행평가 등
이 이루어지면서 활성화되었다(최상덕 외, 2014a).
또한 자율과정의 예로 든 4가지 중점 모형 중 진로탐색,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은 창
의적 체험활동에서 유래한 반면, 학생 선택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현 교육과정 운영시스템에서는 필수교과나 선택교과가 되려면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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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명시되고 교과서가 집필되어야 하며 담당 교사 양성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요즘처
럼 빠르게 변하는 학생들의 관심을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학생 수요조사에 기반
해 정한 뒤 교사 또는 외부 전문가가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또는 시･도교육
청 등에서 개발한 자료를 활용해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학교 차원에서 교과 연계
또는 진로･동아리 활동 연계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활동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유연화 방향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나. 미래 핵심역량 성과 분석 개요
앞에서 보듯이, 자유학기제를 통해 이루어진 수업 및 평가방법의 혁신과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의 제공이 학생들의 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미래 핵심
역량 교육의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동안 자유학기제의 성과분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의 자유학기
운영에 대한 만족도 분석을 위해 자유학기 직전 학기와 해당 학기의 학생,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 비교, 그리고 운영학교와 비교대상 일반학교의 만족도 비교를 매학기 실시하고 있
다. 두 번째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인
터뷰와 수업 참관을 위주로 한 학교별 사례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글은 2014년 1학기 연구학교와 일반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운영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자유학기제로 인한 미래 핵심역량과 관련한 교육의 변
화와 성과를 분석하였다.

1) 분석 자료
자유학기 동안 미래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수업의 변화가 성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2014년 1학기에 이루어진 자유학기제 운영만족도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
용하였다. 이 글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학생 대상 설문조사는 연구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
를 시행하는 학년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학교의 경우에는 인근 연구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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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를 적용한 학년과 동일한 학년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 조사
는 자유학기제로 인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3월 초에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7월 초에 사
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학교와 일반학교에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설문에 응답한 학
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Ⅲ-14> 2014년 1학기 자유학기제 운영만족도 설문조사 학생 응답자 수(명 )
38개 연구학교

38개 일반학교

사전

사후

사전

사후

7,552

7,333

7,151

7,332

2) 분석 방법
학생을 대상으로 설정한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1을 사용하였다. 먼
저 기초통계로서 조사 대상인 학생에 대하여 각 영역별로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평균 차이
에 대한 t검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비교대상인 인근지역의 일반학교와 사전점수, 사후
점수를 비교하였다.
또한 각 대상별로 자유학기 동안의 투입 관련 변인이 자유학기 동안의 교육 성과와 관
련된 변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자유학기제를 통한 교육성과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자유
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만족도 조사에 포함된 문항을 활용하여 학생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변인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변인 값은 지표 문항들의 평균값을 구해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Ⅲ-15> 학생 대상 중다회귀분석 변인 재구조화
구분

독립
변인

영역

변인

교육과정 및
수업

교육과정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나 동아리가 다양하였다.
∙ 수업내용은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을 다루었다.

수업방법

∙ 선생님은 토론, 실험, 실습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활용하셨다.
∙ 수업시간에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졌다.

진로탐색 활동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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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 학교 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진로를 탐색할 수 있었다.
∙ 선생님은 나의 진로에 대해 조언을 해 주셨다.
∙ 평가를 통해 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시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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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역

변인
진로탐색 역량

종속
변인

학생 역량

지표
∙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 나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었다.

∙ 수업을 통해 새롭게 생각하는 힘이 길러졌다.
∙ 수업을 통해 친구들과 협동하는 능력이 길러졌다.
미래지향적 역량
∙ 수업을 통해 친구들을 배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태도가
길러졌다.

출처: 최상덕 외(2014b). 2014년도 1학기 자유학기제 운영만족도 조사결과. pp.121~122 재구성.

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수업방법’, ‘진로탐색 활동’, ‘평가방법’을 자유학기제가 운영
되는 동안의 투입변인으로 보아 독립변인으로 선택하였으며, ‘진로탐색 역량’과 ‘미래지향
적 역량’을 자유학기제의 교육성과로 보고 종속변인으로 선택하였다. 여기서 학생 역량
은 진로탐색역량과 창의성, 협업능력, 공감･책임감을 포함한 미래지향적 역량을 합한 것
이므로 미래 핵심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다. 분석 결과
자유학기 동안에 나타난 성과와 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먼
저 각 변인에 대해 연구학교와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사전과 사후 평균을 비교하였다. 사
전 평균과 사후 평균에 대해 t검증을 통해 자유학기 동안에 연구학교 학생들의 사후 평균
이 사전 평균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한 후, 회귀분석을 통해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1) 기초 통계
각 변인에 대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학생들과 일반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조사의 평균 및 사후조사의 평균, 그리고 사전･사후 t검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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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6> 학생 대상 사전-사후조사 영역별 평균 비교
영역

변인
교육과정

교육
과정 및
수업

학생 역량

연구학교

일반학교

사전

사후

t값

사전

사후

t값

3.42

3.63

15.26***

3.43

3.33

-7.35***

수업방법

3.39

3.78

28.80***

3.41

3.25

-11.34***

진로탐색 활동

3.24

3.50

19.12***

3.28

3.21

-4.91***

평가방법

3.32

3.71

27.57***

3.31

3.17

-9.83***

합계

3.34

3.65

26.53***

3.36

3.24

-9.86***

진로탐색 역량

3.48

3.72

17.13***

3.53

3.46

-5.63***

미래지향적 역량

3.41

3.60

13.84***

3.47

3.38

-6.90***

합계

3.44

3.66

16.75***

3.50

3.42

-6.88***

*p<.05, **p<.01, ***p<.001
출처: 최상덕 외(2014b). 2014년 1학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만족도 조사결과. p.10 <표5>와 p.19 <표11> 재구성.

연구학교의 경우 모든 변인들에 대해 사후 평균이 사전 평균보다 증가한 반면, 일반학
교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후 평균이 사전 평균과 비교했을 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유학기제의 투입 변인으로 설정한 ‘교육과정’, ‘수업방법’, ‘진로탐색 활동’, ‘평가방법’에
대해 연구학교 학생들의 만족도 평균이 각각 0.21, 0.39, 0.26, 0.39만큼씩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학생역량 영역의 변인들인 진로탐색역량, 미래지향적 역량 관
련해서 일반학교 학생들의 만족도 평균은 감소한 데 비해 연구학교 학생들의 만족도 평균
은 각각 0.24, 0.19씩 증가하였다13).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유학기 동안 연구학교에서 교
육과정의 재구성, 다양한 참여형 수업, 시험 대신 다양한 형성평가 실시, 진로탐색활동 등
이 이루어진 결과 자유학기 동안 특히 학생 역량변인인 진로탐색 역량 및 미래지향적 역
량이 ‘의미 있게’ 함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연구학교와 일반학교 대상 사후조사평균을 비교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
림 Ⅲ-3]과 같다.
이 그래프에서는 대영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하되 이 연구와 관련된 미래 핵심역량 함양
과 관련한 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교육 결과’ 대영역만 하위영역인 ‘진로탐색역량’
13) 2014년 1학기 연구학교만이 아니라, 2013년 2학기 연구학교 운영 성과 분석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2013년도 2학
기 연구학교 학생들의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를 비교한 결과, 자유학기제 운영이 진로탐색 역량과 미래지향적 역량 함양에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최상덕, 2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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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미래지향적 역량’으로 구분해 비교한 것을 제시하였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자유학기
제를 통해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교육과정 및 수업방법, 진로체험활동, 평가방법 영역에
서의 긍정적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진로탐색역량 및 미래지향적 역량이 거의
그에 비례해 함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의 <표 Ⅲ-16>에서 보듯이, 연구학교 학생들의
진로탐색역량 평균은 3.48에서 3.72로 0.24만큼 증가한 것에 비해, 일반학교 학생들의
진로탐색역량 평균은 3.53에서 3.46으로 0.07만큼 감소하였다. 연구학교 학생들의 미래
지향적 역량 평균 역시 3.41에서 3.60으로 0.19만큼 증가한 것에 비해, 일반학교 학생들
의 미래지향적 역량 평균은 3.47에서 3.38로 0.09만큼 감소하였다.

[그림 Ⅲ-3] 연구학교와 일반학교 학생 간 사후 만족도 전체 평균 비교

다음으로 이 연구의 초점인 미래 핵심역량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에
서도 언급했지만, 학생 역량이 진로탐색역량과 창의성, 협업능력, 공감･책임감을 포함한
미래지향적 역량을 합한 것이므로 미래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탐색역량
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합한 학생 역량에 대해 연구학교와 일반학교의 사전 평균 및 사후
평균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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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학생 역량에 대한 연구학교와 일반학교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연구학교 학생의 평균 학생 역량은 3.44에서 3.66로 0.22만큼 증가한 반면, 일반학교
학생의 평균 학생 역량은 3.50에서 3.42으로 0.08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역
량 관련 변인들 모두 직전 학기에 대한 만족도는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정
도로 서로 비슷했으나, 한 학기가 지난 후 연구학교와 일반학교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인들에 대한 자유학기제의 성과를 잘 보여준다. 이는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미래 핵심역량 배양이 자유학기제 실행
방법들을 통해 구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회귀분석
자유학기제를 통한 교육의 변화가 학생의 역량 함양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
기 위하여, ‘교육과정’, ‘수업방법’, ‘진로탐색 활동’, ‘평가방법’을 독립변인으로 선택하고
학생 역량 관련 변인인 ‘진로탐색 역량’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선택하
여 중다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교육과정, 수업방법, 진로탐색 활동, 평가방법 변인
이 학생의 진로탐색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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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7>‘교육과정 및 수업’이‘진로탐색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구분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상수)

0.88

0.04

교육과정

0.20

0.01

0.20

14.76***

수업방법

0.15

0.01

0.14

9.99***

진로탐색 활동

0.20

0.01

0.20

14.13***

평가방법

0.23

0.01

0.23

17.46***

R 2=.434

베타

t

B

22.14***

F=1397.93***

*p<.05, **p<.01, ***p<.001
출처: 최상덕 외(2014d). 2014년 1학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연구 종합보고서. p. 46.

중다회귀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이 진로탐색 역량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 비율은 43.3%이었다. 특히 평가방법의 표준화계수는 0.23으로 다
른 변인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교육과정과 진로탐색 활동도 0.20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8>‘교육과정 및 수업’이‘미래지향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0.66

0.04

교육과정

0.21

0.01

0.22

t
18.75***
17.34***

수업방법

0.18

0.01

0.18

13.63***

진로탐색 활동

0.16

0.01

0.17

13.43***

평가방법

0.24

0.01

0.26

20.98***

R 2=.507

F=1878.62***

*p<.05, **p<.01, ***p<.001
출처: 최상덕 외(2014d). 2014년 1학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연구 종합보고서. p. 47.

교육과정 및 수업 관련 변인들이 학생의 미래지향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다회귀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들이 미래지향적 역량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설명 비율은 50.7%이었다. 특히 평가방법의 표준화계수는 0.26으로 다른 변인에 비
해 가장 높았으며, 교육과정의 표준화계수도 0.22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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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사점
이 장에서는 2014년 1학기 연구학교와 일반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루
어진 운영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자유학기제로 인한 교육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
고, 특히 자유학기 동안의 교육과정 및 수업과 관련한 변인들이 학생의 역량에 영향을 미
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수업방법, 진로탐색 활동, 평가방법 변인이 학생의 역량
변인들에 대하여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유학기 동안에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토론･실험･실습･체험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활용하며, 학생에게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필고사가 아니라 형성평가, 수행평가 등을 시행하
는 것이 진로탐색 역량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의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수
업방법, 평가방법을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촉진하도록 혁신하고 학생의 진로탐색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이번 분석의 결과는 자유학기제 적용 학년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과정 전반에
서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구성되고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록 이번 분석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운영만족
도 결과 데이터만을 활용한 것이지만, 비슷한 결과가 최상덕 외(2014a)의 ‘2013 자유학기
제 연구학교 사례연구 종합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이
러한 결과는 1차 연도 연구인 최상덕 외(2013)에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핵
심역량 교육을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과정을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으로 편성하고, 프로젝
트, 토론, 협동학습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활용하며, 단편적 지식 평가가 아닌 다양한 영
역에서 수행평가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따
라서 한 학기 동안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연구학교에서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토론, 실험, 실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 방법을 활용하고, 지필고사가 아닌 수
행평가 기반의 대안적인 평가를 실시한 것이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회귀분석 결과는 최상덕 외(2013)의 제언들을 제한적이지만 경험적으로 확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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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학습생태계 구축 현황 및 실태14)
핵심역량 교육은 기존의 지식위주 교과목 교육을 극복하고 실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에
도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으로 국가교육과정의 개편이나 학교
라는 테두리 내에서 교육혁신과 교수법, 평가방식의 개선이라는 맥락에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핵심역량 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규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가정에서
도 학습이 이루어지고 학교-사회-가정 간의 연계를 통한 학습공간의 확장이 선행될 필요
가 있다. 그 이유는 핵심역량이라는 학습의 내용이 기존 정규교육의 교과지식을 넘어서며
만지고, 느끼고, 보고, 듣는 체험 중심 학습을 통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EFF 프로젝트(Equipped for the Future)에서는 핵심역량을 요
구하는 영역을 가정, 공동체, 직장으로 구분하여 각각 부모-시민-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제시한 바 있다(Merrifield, 2000). 먼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
교육과 같은 형태로 정규적인 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나 가장 좋은 학습공간은 바로 가정이
며 가정에서 부모가 좋은 역할을 수행할 때 자녀도 좋은 부모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에 기여하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테두리를 넘어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공동체에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면서 빈번하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직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직업교육이나 진로교육과 같은 정규
적인 교육에서 많은 부분 제공해 주고 있지만 실제 직업현장에서 체험학습을 통해 배우고
느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학습생태계의 구축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는 그동안 학습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를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으로 부과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대해 한숭희(2006)는 학교가 일종의 고립된 학습생태계가
되었으며 인공적으로 통제된 온실 혹은 실험실이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과거 가
정의 몫이었던 인성교육과 사회의 몫이었던 사회교육을 모두 학교교육이 떠 앉게 되면서
학교가 본래의 기능을 잃게 되었다는 비판과 연결된다.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학습생태계 구축에 대한 정책 추진 현

14) 이 부분은 공동연구진 김기헌 박사님이 작성한 부분임. 초･중등교육 부문 역량중심 교육혁신 정책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1차 연도 연구 참조(pp.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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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과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표 Ⅲ-19>는 학습생태계 정책 추진 현황 분석틀
이다.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분석은 추진 주체와 추진 내용을
구분하고 추진 주체는 학교 중심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추진 내용은 교육과정에서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으로 구분하였다. 정규 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비교과수업을 포함하며 정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비정규 교육은 지역사회 체험활동이나 청소년 단체 활동,
방과후 학교와 대안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수업 등이 포함된다.
<표 Ⅲ-19> 학습생태계 정책 추진 현황 분석틀
구 분

정규교육

비정규교육

학교

학교 중심
정규교육

학교 중심
비정규교육

지역사회
(학교 외)

지역사회 중심
정규교육

지역사회 중심
비정규교육

학교 중심 정규 교육은 주로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학습생태계 사례들을 다루
었다. 2009년에 이루어진 미래형 교육과정과 2016년부터 이루어질 자유학기제, 그리고
2013년 진로교육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진로체험활동 등을 분석하였다.
학교 중심 비정규 교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청소년단체활동과 방과후사업을
분석하였다. 이 사업들은 학교와 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규수업시간 이외
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 교육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방과후사업 중 대다수
를 차지하는 방과후학교 이외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아동센터와 여성가족부에
서 추진 중인 방과후 아카데미는 학교를 벗어나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중심 비정규 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방과후 사업이라는 범주 상 함께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아카데미를 따로 분리하지
않았다.
지역사회 중심 정규 교육은 정규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교과 및 비교과 수업이지만 지
역사회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하였다. 곧 수업시간에 교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
례로 문화예술 수업시간에 교사가 아닌 전문적인 문화예술교육 강사가 파견되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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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문화예술교육 파견사업이나 체육 수업시간에 체육강사 파견사업 등이 이에 대한 사
례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중심 비정규 교육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개인적인 선택으로 지역
사회의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 수련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수련활동이나 박물관, 미
술관, 도서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사설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은 제외하였으며 교육적 목적으로 공공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만을 포함하였다.

가. 학교 중심 정규 교육
1)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학교 정규교육에서 학습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논의는 2009 개정 교육과정(미래형 교육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 미래형 교육과정은 기존의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
합하여 배려, 나눔의 실천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
를 확대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에 따라 초･중등 교육과정은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되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
동 등 4가지의 활동영역으로 재편되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수업시
간은 1-2학년 272시간, 3-4학년 204시간, 5-6학년 204시간이며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를 활용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
록 했으며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은 교과(군) 외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
간을 활용하여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중등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중학교 교육과
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수업시간은 306시간이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은 50분을 기준으로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인 1단위 기준으로 총 이수단위는 204단
위 중에서 24단위(408시간)로 편성되었다. 주 단위로 볼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주
당 3시간 이상, 고등학교에서는 주당 4시간 이상 창의적 체험활동을 진행하도록 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내 수업 방식과 더불어 학교 밖에서 이루어
지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넘어서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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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구축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
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정보 시스템(www.crezone.net)
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험
활동 자원을 소개하는 창의 체험 자원 지도(CRM: Creative Resource Map)를 배포하기
도 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도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학습공동체 구축을 위한 단초를 제공
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공동체 구축에 있어서 포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 많은 국가들은 모든 교과에 대해 핵심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교과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나 미래형 교육과정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비교과 영역에 국한하여 지역사회와의 학습 연계를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한
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지역사회의 각 주체 간에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대등한 위치
에서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공동체 구축 과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육과학기
술부는 교육 주체를 중심으로 교육기부라는 맥락에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했으며 결
과적으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나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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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지역사회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모형
출처: 이기봉 외(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 개발연구. p.168.

다만, 지역사회 학습생태계 구축이라는 맥락에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해 참고할 만
한 사례가 존재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기 위
해서 여러 부처와의 양해각서나 업무협약체결을 하였으며 특히 여성가족부에서는 교육과
학기술부와 ‘2009 개정교육과정(창의적 체험활동) 연계･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여성가족부에서는 CRM을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자원지도
(YRM: Youth Resource Map)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개발하였으며 2011년부터 지역사
회와 학교를 연계하는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을 2013년까지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총괄하였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사업방향에
연구와 더불어 시범사업 추진단 구성 및 컨설팅에 참여하였다. 전국 16개 시도가 이 사업
에 참여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 시설을 중심으로 44개의 체험
활동 코디네이터 기관이 참여하였고 100개의 시범학교가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김현철
외, 2012). 이 사업은 부처간의 연계･협력 사업이자 지역사회의 청소년 시설이 적극적으
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2014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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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여성가족부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중앙부처의 지원 없이 시도에서 사업을 추
진 중이어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2) 자유학기제 도입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추진 중인 자유학기제는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학습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
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로 정의되고 있다(교육부,
2013a).
자유학기제 추진 목적은 교육부(2013a)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계획(안)’에서
세 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고민･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지속적인 자기성찰 및 발전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지식과 경쟁 중심 교육을 자기주도 창의 학습 및 미래지향
적 역량(창의성, 인성, 사회성 등)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공
교육 변화 및 신뢰회복을 통해 학생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자유학기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1학년이나 2학년 시기에 한
학기동안 지필고사를 보지 않고 수행평가 형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체험활동
을 통해 진로 탐색과 삶의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2016년에 모든 중학교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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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자유학기제 지원체계
출처: 교육부(2013a).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계획(안). P.23.

학습생태계 구축과 관련하여 자유학기제는 지역사회 자원 활용과 연계･협력이 필수적
이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자유학기제의 중앙 및 지역 지원･협력체
계는 중앙 단위에서는 교육부와 관계부처를 연계하는 자유학기제 추진단, 자문위원회 구
성과 지원센터 운영을, 지역단위에서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연
계하는 자유학기제 장학지원단 구성과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단위
학교를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지역사회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지만 몇 가지 측면
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중앙 단위에서 구성된 자유학기제 추진단이나 자문위원
회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부처 간의 연계･협력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으며 여전히 교육부 주도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교육부의 공교육진흥과에서는
교육부와 중앙부처 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2013년 11월 미래창조과학부, 문화
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5개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실무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교육 주체로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명확한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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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계･협력 대상인 교육부 이외의 중앙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협력 내용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느슨한 형태의 결합은 지역사회
단위에서 학습생태계가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연계･협력 기구가 시도교육청 수준
에서 진로교육지원센터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시군구 단위에서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교
육 주체뿐만 아니라 시군가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연계･협력 기구가 구축되는 방
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진로교육과 직업체험 활성화
최근 학습생태계에 대한 고민은 진로교육에서 체험학습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활성화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체험 중심 학교진로교육은 2010년 마련된 ｢진로교육
종합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이 종합계획에서 진로교
육의 목표를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선택을 위한 체험 위주의 진로교육 지원”으로 제시
하면서 체험학습을 전면적으로 부각하기 시작하였다. 이 종합계획에 따라서 교육부는 진
로진학상담교사 양성을 시작하였고 진로활동실(career zone)을 각급 학교에 설치하는 한
편, 학교밖 직업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체험처 발굴을 추진하였다.
교육부(2013b)에 따르면, 진로진학상담교사는 2014년 각급 학교에 1명 이상씩 5,400명
이 배치될 예정이며 진로활동실은 중학교에 28.3%, 고등학교에 47.2%가 설치되었으며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교육기부를 통해 8,368개의 체험처를 발굴하였다.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시도 차원에서도 진로교육을 위한 체험학습과 관련된 본격적인
시도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에 의해 이루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의 ｢청･진･기｣사업은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의 기적”의 줄임말로 2010년부터 추진되었으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연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교 밖 체험학습을 추진한 대표적인 공공연계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김기헌, 2013). 현재 청진기 사업은 지역교육지원청-중점학교-11개 시민단체
-자치구청을 연계해 1,939개의 체험처를 발굴하여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체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치구별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서
울시교육청(1억)과 자치구청(1억)의 매칭 펀드로 14개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
에 있는 전 자치구에서 설치되어 운영될 예정이다(윤여복,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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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서울시 교육청 청･진･기사업 지원체계
출처: 서울시교육청(2013). 서울 진로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안). P.19.

국내에서 학습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주로 진로교육과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교육적 수
요를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학습
생태계가 추진되는 것이어서 한계가 존재한다. 학습생태계는 진로교육이라는 제한된 범
위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포괄적인 학습 전반에 걸쳐 지역사회 학습생태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기부라는 맥락에서 낮은 수준의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학습공동체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및 시설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나. 학교 중심 비정규 교육
1) 청소년단체 활동
청소년단체 활동은 1960년대부터 이루어진 대표적인 학교 중심 비정규 교육의 사례라
고 할 수 있다.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연맹
등 청소년단체들은 학교에서 특별활동시간의 써클 활동으로 청소년 단체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학교 교사 중에서 청소년활동 지도 교사가 학생들의 단체 활동을 지도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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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소년단체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소속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회원단체는 73
개 이르고 있으며 단체 회원으로 가입한 청소년은 243만 명에 이르고 있다(한국청소년단
체협의회, 2013).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1965년 15개 청소년단체가 참여하여 구성된
청소년문제연구협의회에서 출발하여 같은 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창립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 청소년기본법 제정(1991. 12. 31)으로 법적인 설립 근거를 가지는 특수법
인으로 성장하였다.
대표적인 청소년단체인 한국스카우트연맹은 1922년 조선소년군과 소년척후단이라는
명칭으로 영국의 스카우트운동이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969년에 제정된 스카
우트활동육성에관한 법률(법률 제2188호)에 의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2013년 현
재 17만 명의 청소년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청소년 대원은 4세부터 18세까지의 대한민국
청소년으로 유치원생(4-6세)을 대상으로 하는 비버스카우트(Beaver Scouts) 와 초등학
생(6-12세)을 대상으로 하는 컵스카우트(Cub Scouts), 중학생(12-15세)을 대상으로 하
는 스카우트(Scouts), 그리고 고등학생(15-18세)을 대상으로 하는 벤처스카우트(Venture
Scouts)로 구성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단체 활동은 학교와 외부 단체 간의 연계･협력의 대표사례
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한국스카우트연맹과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
은 학교를 기반으로 단체 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청소년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활동
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을 포괄하여 단체 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변모해
왔다(이영숙 외, 1993). 초기의 청소년단체 중 이러한 특성을 보여주는 곳은 한국 BBS중
앙연맹이라고 할 수 있다. BBS는 큰 형제자매 운동(Big Brother and Sisters
Movement)으로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대 1로 인간관계 맺기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참여해 지도위원이나 특별회원 등의 역할을 맡고
있어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학교 중심 청소년단체 활동과는 차이를 보여준다.
이와 함께 현재 청소년시설처럼 지역사회 중심으로 독립적인 시설과 회관을 갖추고 운영
중인 대표적인 청소년단체는 한국YMCA전국연맹이나 한국YWCA연합회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청소년단체들은 청소년 회원 수의 감소와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 교사의 업무 기피
현상, 단체 운영 재원 부족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영한･조달현(2013)은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와 관련하여 일부 청소년 단체(15개)의 단체 활동만이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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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팟에서 인정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단체활동 지도 교사에 대
한 승진가산점 확대(활동 4년차 기준 0.64점→1점)와 참여수당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
적하고 있다.
학교 중심의 청소년단체 활동은 학습생태계 구축이라는 맥락에서 개별적인 청소년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연계･협력이라는 점에서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조남
억(2010)은 비형식 교육 영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청소년단체 활동을 학교교육과
정인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학교기반 청소년단체를 중심
으로 연계 모형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 방과후 사업
방과후 학교(After School)는 외국에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해 다양한 학습과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방과후 학교는 사교
육대책의 일환으로 출발하여 학습생태계 구축이라는 맥락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는 상
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과후 사업은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명칭을 추진 중에 있다. 교육부
에서 추진 중인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대책 일환으로 2006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부분적
으로 예･체능활동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에 초점을 두어 교과 수업을 연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에 전국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로 이루어진 방과후 학교 운
영 현황을 살펴보면(교육과학기술부, 2012), 전체 학교의 99.9%인 11,361개교에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 중에 있으며 참여 학생은 전체 학생의 71.9%인 484만 명이 참여하고 있
다. 참여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교과프로그램이 60.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의 경우 84.6%가 교과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습생태계 맥락에서 외부 기관의 참여는 주로 외부강사에 대한 위촉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제한적인데 2012년 현재 방과후 학교 외부강사 비율은 43.5%로 교사의 비율
(56.5%)에 근접해 있으나 이를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
인다. 다만, 비영리기관이나 대학주도의 사회적 기업, 언론기관 등에 위탁 운영 중인 프로
그램은 5만 여 건으로 전체 프로그램 중 8.8%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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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아동센터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방과후 아카데미
는 방과후 돌봄 사업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초등돌봄교실과
함께 부처 간 중복사업으로 통합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처 간에 독자 사업으
로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들은 다양한 학습과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학습생태
계라는 맥락보다는 방과후 시간에 부모로부터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들
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안전망(safety net)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
을 중심으로 한 기능 재편이 요구되고 있다.

다. 지역사회 중심 정규 교육
지역사회 중심으로 학교의 정규 교육에 참여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이루어
지지 않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규 수업시간은 교원의 책임 하에 전적
으로 이루어지며 수업시간에 외부기관이나 외부강사가 참여하는 방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사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 중인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스
포츠 강사 배치 사업이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먼저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학
교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으로 구분된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2000년 국악을 시작으로 2012년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공예, 디자
인, 사진 분야 등 9개 분야의 예술 강사를 초･중･고등학교에 출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며 예술강사를 지원받은 학교 수는 2012년 현재 9,357개교 이며 출강한 예술강사는
4,263명에 이르고 있다.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은 2008년부터 농어촌 등 소외지역 초등학
교를 대상으로 전교생이 문화예술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4년 동안 매년 1억 원 씩
집중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오케스트라, 국안관현악, 영화,
뮤지컬 등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교생이 1인 1예술 활동
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제1기 4개 학교를 시작으로 제
2기(2011년-2014년) 16개교, 제3기(2012년-2015년) 10개교 등에 지원이 이루어졌고
2,000여 명 이상의 초등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스포츠 강사 배치사업은 학교 체육 활성
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10년에 1,300명을 지원하였고 2013
년 6,053명의 스포츠 강사를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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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강사 지원 사업은 전문 수업의 질 제고와 함께 예술 및 체육계 종사자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맥락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
는 학습생태계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음으로 개별 단위학교나 청소년단체, 시설 차원에서 이루어진 몇몇 사례들을 통해 살
펴볼 수 있다. 대안학교로 학습생태계로 새로운 학습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이우학교나 태
봉고등학교를 비롯해 청소년특화시설로 사회적 기업 혹은 협동조합이라는 연계모형을 끊
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하자센터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학
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좋은 참고사례라고 할 수 있으나 초중등교육 전반에 걸쳐 학습생태
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완전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동시에 이 사례들
은 지역사회가 학습생태계로 구성되었다기 보다는 개별 학교나 시설이 개별적인 교육적
수요를 학교나 시설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해소하고자 했다는 점
에서 제한적이다.

라. 지역사회 중심 비정규 교육
1) 청소년 육성정책과 수련활동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추진 중인 비정규 교육은 국가 정책으로 추진 중인 청
소년 육성정책과 수련활동을 들 수 있다. 청소년단체 중심으로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루어
져 오던 청소년사업이 국가정책으로 본격 도입되어 추진된 것은 1987년으로 현재의 청소
년기본법의 전신인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었으며 체육부에서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기 시
작하였다. 1990년 정부조직개편으로 체육부가 체육청소년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1991년 10년 간의 장기 계획인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수립(1991년
6월)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청소년기본법 제정(1991년 12월)을 비롯해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등이 제정되었으
며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와 같은 청소년 인력 양성이 이루어지고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시설들이 설치되었다.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은 청소년정책의 출발점에서 어떤 목표로 청소년사업이 추진되었
는지를 제시하고 있다(체육청소년부, 1991). 이 기본계획에서 청소년정책의 비전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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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들의 덕･체･지의 균형있는 성장을 이룩하는데 있으며 중점목표로 ① 청소년의 자발･자
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② 보다 나은 기회가 부여되는 청소년 성장 요람 조성,

③ 선진･민주･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함양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 Ⅲ-20> 청소년 육성과 학교교육 비교
구분
대상
장소
교재
방법
목표
지도자
집단성격
참여방법
수행체계

청소년 육성

학교 교육

청소년
사회와 자연 속의 수련터전
수련거리(프로그램)
수련활동(체험･숙달)
덕성함양
청소년 지도사
연령과 생활경험이 다른 청소년
자발적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단체 , 청소년시설

학생
학교
교과서
학업활동
지성계발
교사
연령과 학력기준에 따른 동질 집단
의무적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학교

출처: 조영승(1998). 청소년육성법론. p.4.

청소년정책의 출발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제시된 개념이 육성인데 청소년 육성은 청소
년기본법(법률 제12535호, 2014.3.24. 일부개정)에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
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청소년 육성 개념은 학교 교육과 대비되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공간적으로 학교와 대비되는 수련시설을, 학습방법에 있어서 학업활동과 대비
되는 수련활동을, 학습목표에 있어서 지성계발과 대비되는 덕성함양을, 지도자로 교사와
대비되는 청소년지도사를 내세우고 있다(조영승, 1998).
이처럼 학교교육과 독립적이고 구별되는 영역으로 청소년 육성을 자리매김하면서 청소
년정책도 학교정책과는 분리된 독자적인 영역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학습생태계
라는 맥락에서 학교교육과 학교밖 청소년육성이 상호 연계와 협력의 방식으로 이루어지
지 못하고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책 대상처럼 간주되어 왔다.
최근 육성개념을 극복하고 청소년정책의 핵심 개념으로 청소년 역량을 제기하면서 학
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청소년계에서 진행 중이며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도 육성 대신 역량을 강조하면서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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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활동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처간 칸막이가 존재하며 협업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동
안의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활동정책 현황
청소년정책 중 핵심역량과 학습생태계 구축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정책이 중앙행정기
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에 있다.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각 중앙행정기
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수립하여 시행 중인 청소년정책시행계획 자료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4a, 2014b).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각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제출해야 한다.
2014년 현재 청소년 활동 정책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 중인 중앙행정기관은 26개 부･
처･청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6천865억 원에 이르고 있다(김승보･김기헌, 2014). 이 중에
서 교육부를 제외하고 학교와 연관되어 추진 중인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사업 예산은
2014년 현재 2,494억 원에 이르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 주관부처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청소년문화존은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라 늘어나는 청소년의 방과후 시간대에 청
소년들 스스로 전국의 광역 생활권 주변에서 쉽고 다양하게 문화향수, 문화감성, 문화창
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여성가족부, 2012). 2004년 8개
시도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 16개 시도로 확대되었고 110개의 시･군･구에서 추진 중이며
중앙 및 지방에서 40:60 매칭펀드로 운영되며 2013년도 총 60억 원의 예산을 투여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가장 많은 청소년정책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관, 도
서관, 박물관, 국악원 등의 문화시설을 주로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다. 먼저 국립현대미술관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청소년 현대미술감상, 미술
관 직업탐방 교육, 청소년도슨트 체험프로그램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청소년활동정책을 추진 중인데 청소년 체험활동과 관련된 예산은
2014년 현재 3,110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사업예산
은 2014년 현재 913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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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정책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서울시는 청소
년 누리터를 비롯하여 토요 마을학교, 청소년 휴카페 등이 그것인데 먼저 청소년 누리터
는 과도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방과후 학원과 PC방 밖에 갈 데가 없는 청소년을 위하여
취미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청소년누리터와 청소년 마을학교는 각
각 강동구와 금천구에 설치되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상담소, 멘토 지정, 직업진로상담
을 비롯해 체험 및 학습활동공간, 운동공간, 청소년클럽, 봉사활동, 청소년을 위한 전담
프로그램 개발센터 등이다.

마. 결론 및 시사점
학습생태계가 구축과 관련하여 네 가지 유형별로 살펴본 현황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게 된다. 첫 번째로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사회는 네트워크
(network)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라는 공간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존재한다. 지역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이유는 상호 연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는 단순히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형
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개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의 목표 실현과 문
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때 형성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학습공동체를 구현할 허브(hub)가 존
재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학교와 가정, 기업, 시설과 단체 등이 학습생태계의 구성요소
라면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연계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축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허브 기관의 구축은 공공
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 차원에서 시도된 허브기관의 모형에는 몇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 교육부
(2013a)에서 제시한 지역 진로체험 지원시스템 모형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교육과학기술부(2010)의 진로교육 종합계획에서 처음으로 구상한 모형으로 교육청과 시
도교육청이 관리･감독 중심 기관에서 서비스･지원 중심 기관으로 변모해야 하며 그 중심
에 지역사회의 연계 및 협력을 이끌어내어 단위학교를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
다는 지적과 연결된다. 그런데 학습생태계는 교육이라는 영역을 넘어서 지역사회 차원에
서 구축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은 교육이라는 프레임이 갖힐 우려가 있으며 교육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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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다른 주체들을 객체화할 우려가 있다. 허브기관은 말 그대로 구성요소 중 하나가
아닌 구성요소들을 연계하는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여
러 구성요소들의 연계와 협력의 산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와 같은 공공연계모형이 더 적절해 보인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지역사회직업체험장
을 발굴하고, 일터 멘토 관리, 토요진로학교 및 상설 직업체험 운영, 단위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 연계를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별도의 허브 기관이 존재한다면 교육청은 학습생태계라는 네트워크에서 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단위학교의 교육 운영을 지원･점검･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전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상당수 서울지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청소년 시설들로 이분화되어 있는 학교정책과 청소년정책을 연계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세 번째로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사회 일원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사회 일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 주체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일랜드의 경우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가 성공
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학부모들의 관심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가
능했기 때문이다(이기봉, 2013). 부모들은 자녀가 직업체험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내 직장을 연결해 주었으며,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모든 청소년들이
직장 체험을 하는 데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을 때 지역사회는 학습생태계로 거듭날 수 있으며 학습생태계
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핵심역량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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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외 사례 분석

제 4장에서는 미래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에 관한 국외와 국내의 사례를 분
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국외의 연구대상 국가는 핵심역량을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
는 호주, 미국, 뉴질랜드, 핀란드이며, 국외의 학교 사례는 미국의 메트하이스쿨과 하이
테크놀로지하이스쿨이다. 한편, 국내의 경우 핵심역량 교육을 추구하는 초･중･고교의 학
교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평초등학교, 신길중학교, 태봉고등학교,
삼각산고등학교,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를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학습생태계 구축의 4가지 틀로 분석하였다. 국내외 사례 분석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외 사례
가. 외국의 21세기 핵심역량 교육 분석15)
1) 호주
가) 국가 교육과정에 중요 핵심역량 포함 여부
호주16)는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각주에 보급하고 사용을 권고하였다. 그러
나 국가 교육과정의 채택은 각 주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현재 2개의 주가 국가교육과
정을 채택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은 매우 기본적인 내용을 채택하고 있어 교사나 학교
는 이를 교실에 적용하는 데에 재량권을 상당히 행사할 수 있다.

15) 이 부분은 공동연구진 이옥화 교수님이 작성한 부분임
16) 2014년5월 AITSL (Australian Institute for teaching and school leadership)에서 학습자의 몰입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
활동방법을 정리한 LEARNING FRONTIERS을 기반으로 내용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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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국가교육과정 안에 21세기 핵심역량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재 연결
(RECONNECTING EDUCATION)’ 교육과정이라 부른다. 이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은 4가
지 주요 원리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① 공동개발 (CO-CREATED)
교사 및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학습을 설계하며,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관련 인들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② 개별화 (PERSONAL)
학습이 학생들의 열정과 능력에 기반하고 학습이 개인의 경험에 기반 하여 개인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

③ 접속 (CONNECTED)
학생들이 실사회에서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과제를 학습활동에서 다루고, 지역사회 및
넓은 세계 속의 풍부한 자원들을 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④ 통합 (INTEGRATED)
과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학습 활동을 교육 주제중심으로 학문 간의 벽을 허물며 교육
맥락 상 통합을 이룬다.
AITSL은 21세기 핵심역량 기반 수업을 위한 자료 ‘학습 개척자(LEARNING
FRONTIERS)’를 2014년 5월에 발간하여 교사들에게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보급하였다.
학습개척자는 아래와 같은 교육적 전제를 가지고 개발되었다.

∙ 학생들이 학습활동을 통해 질문하는 것을 권장한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학습에 학생 참여를 증가시키고, 전문적인 지적 활동을 연습하는 행위이므로 이
를 지원하기 위하여 집단지성, 경험, 학생들의 열정 및 상상력을 활용하도록 한다.

∙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역할을 하는 “디자인 허브”를 구축한다.
디자인 허브는 교사들간의 전문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정보 및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공동체 역할을 한다.

∙ 교육공동체인 디자인 허브를 통한 고품질의 교사를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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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개인 혹은 그룹으로 참가하여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관찰하고 이
를 성찰하는 활동을 배우게 된다. 학생들의 학습활동 참여 증가를 관찰하고 이러한 활
동의 의미를 성찰하는 활동을 반복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사 자신의 리더십과 수
업활동에 관한 전문 지식을 재구성하게 도와준다.

∙ 명시적인 학교 간, 학교와 새로운 파트너와의 관계 구축을 통해 시스템 수준의 개입을
허용한다. 이는 학교의 교육적 성장을 자극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 최근 학교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여러 형태의 비영리단체들과 연계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자인 허브에 연동하여 학생에게 의미 있는 학습활동을 증
가시키기 위하여 "교실을 넘은 학습 환경과 기회 제공을 목적에 포함하여 기능을 확장
한다.

∙ 디자인 허브는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들도 교
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가 확장되어야 한다.

나) 21세기 핵심역량의 적용 방법
호주는 국가 교육과정에 21세기 핵심역량이 포함되어 있고, 독립된 과목이 아니라 영
어, 수학, 사회, 과학과 같이 이미 존재하는 교과목 안에 핵심역량을 통합하여 가르치게
되어 있다. 즉, 독립 교과의 차원이 아닌 모든 교과에 적용되어서 시행하고 있다.
현재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현실적 상황과는 동떨어져있고, 학습과정은 지루하며, 교
육에 실제 사회의 전문가들은 참여 하지 않고, 성적에만 초점을 맞춰있는 상황이다. 결국
학생들과 교육 사이에 괴리감이 느껴지고 미래에 학생들이 직업을 찾을 때도 현실과 상관
관계가 떨어지는 교육과정 때문에 현재 교육이 실제 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키
우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에서 고용주들은 학생들이 채용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채 졸업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 학생들과도 지역사회와도 연결이 되지 않
은 현재의 절연된 교육을 다시 연결하는 ‘재 연결 교육’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 교육의 목
표는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실사회에 연결된다.

∙ 지역사회와의 연결
∙ 창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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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적 사고력
∙ 세계시민의식
∙ 성공한 학습자
∙ 자신감 있고 창의적인 사람
∙ 기업가 정신
∙ 의식이 있고 행동하는 시민

다) 21세기 핵심역량의 교수법
핵심역량의 교수법으로 강조하는 것이 개별화된 교수법이다. 학생 중심의 교수방법으
로 가르치고, 학생들 개개인에 맞춰진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이 따라가고 그 과정에 따
라서 선생님들이 조언자 역할을 한다. 교실 수업에서 활용하는 교수법은 개별화 학습, 문
제해결방식,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 등과 같이 기존의 교육방법에
서도 강조하는 교수법들을 사용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준이나 스타일에 맞게 매우 다
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가급적 학생들에게 협동학습 혹은 개별화학습, 프로젝트기반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의 기회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라) 21세기 핵심역량의 평가방법
학생 중심의 교수방법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개별학습을 하는 경우 핵심역량이 포함
된 교육과정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는 오랜 숙제이다. 학생 중심 교육활동은 개별학습
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조건을 감안한 평가는 교육의 원리 중 통합교과
맥락에서 개별화된 학습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학생마다 개별화시킨 교육과정에 따
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평가방법들 중에서 학생들에게 알맞은 평가방식이 제공되
고 있다. 평가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으
며 평가를 하는 주체가 선생님이 될 수 있고, 학생과 함께 일을 수행한 동료들이 될 수도
있다.
핵심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는 멜번 대학팀이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
는데 이 프로젝트를 ACT21S(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라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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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 핵심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포트폴리오나, 선생님의 관찰과 같은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ACT21S에서는 컴퓨터기반 협력적 문제해결력 평가 방
법을 개발하여 호주 빅토리아 지역 학교에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그 평가 방식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진도를 평가한 결과는 주정부의 학교 성취도 평가에 아직 반영되
지 않고 있다.

마) 21세기 핵심역량을 위한 학습생태계
핵심역량을 배우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전문가나 환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풍부한 교육
적 환경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는 교사들의 큰 고민거리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디자인 허브라는 학습생태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 디자인 허브는 물리적 공간이
아닌 온라인상의 환경이다.
디자인 허브는 학교들과 교육에 관심이 있는 지역 기관들이 협력하여 학교, 개인, 기관
들이 자신들 소유의 특별한 자원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디자인 허브는 연구기관, 협의회, 지역 파트너, 개인, 공공기관,
기업 등으로 구성된다. 디자인 허브가 필요한 이유는 교육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할 수 있고, 신뢰하고 생산적인 협력관계가 생기며 새로운 기회와 사람들을 접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자인 허브는 학교와 함께 협력해서 공동 창조, 학생 개별맞춤형, 연결, 통합이라는
네 가지 디자인 원칙을 중심으로 협력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학교와 다른 파트너에 대
한 지원을 제공한다. 디자인 허브는 이러한 네 가지 원칙에 기반 하에 교육과정, 학습방법
및 평가 방법의 혁신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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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호주의 학습생태계 디자인 허브
출처 : http://www.stpauls.qld.edu.au/page/teaching-and-learning/learning-frontiers 재구성.
(디자인허브의 기본 모형에 각 요소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였음)

2) 미국
미국은 뉴욕시, 콜로라도주, 켄터키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
술하였다.

가) 국가 교육과정에 중요 핵심역량 포함 여부
미국은 국가교육과정(common core curriculum)를 개발하여 각 주에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켄터키주는 핵심역량을 주정부에서 실행하는 교육과정으로 적용하였고, 학생들은
지식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학습 기회를 갖게 된다. 국가 교육과정에 반영된 핵심역량들은 글로벌 시
민의식,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력, 혁신적 사고력, 협업능력 그리고 효율적 의사소통능력
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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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1세기 핵심역량의 적용 방법
국가의 교육과정 내에 핵심역량 교육을 반영하였는데 독립된 과목이 아닌 통합교육과
정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켄터키주에서는 주정부의 교육과정과 핵심역량 교육을 통합하
는 표준안을 개발 중에 있다. 학생들의 심층적 학습(deep learning)을 위해서는 지역사
회, 전문가 집단, 교육행정가, 학부모 등의 유기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도입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교사연수와 부모교육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하여 디지털 시민의식 과정도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21세기 핵심역량은 별도의 교과에서 다루기보다는 통합교과적 접근으로 각 교과목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특이한 점은 교과목 학습을 실제 사회속에서 연계하여 프로젝트식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뉴욕시의 경우 다양한 뉴욕시의 지역사회 자원을 학교에서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지역사회는 학교 학생들을 받아 들여서 그들에게 이론 및 실
제를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대안학교인 ‘시티 애즈 스쿨(city as school)’
에서는 뉴욕시의 기업체,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을 수업 환경의 연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다) 21세기 핵심역량의 교수법
켄터키주의 경우 학습자 중심수업 및 개별화된 맞춤식 학습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권장
되고 있다. 학습자 중심 교수법은 각 학습자들의 욕구들에 도전하고 만족하기 위한 개인
적이고 다양한 경험, 가르침과 학습의 중심에 유지하는 실행을 포함한다. 워싱턴 주의 핵
심역량 수업도 능동적 문제해결학습 그리고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탐구를 통해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창의성, 의사소통능력, 학습동기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교수법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특히 지역 사회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하면서 시민 의식을 비롯한 21세기 미래 핵심역
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일대일 학습 환경을 위해 원노트(Onenote)를 활용하여 학생들과
공유하며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사용한다.

라) 21세기 핵심역량의 평가방법
켄터키 주 정부는 검증된 방식의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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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은 핵심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주 전체에 적용하고
자 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역량 평가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평가의 목적이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를 통해 자신의 학습 이
력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교과별 융합 수업 시 다양한 방법으로 산출물을 낼 수 있게
선택권을 주고, 산출물을 낼 때마다 점수를 쌓아가는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이러한
시도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않지만, 교육에 관한 많은 내용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주도 크게 다르지 않은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가 핵심성취기준과 워싱
턴주의 핵심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평가 기준을 재구성하여 학교가 자체적으로 성취평가제
를 실시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이 성취기준은 미래 핵심역량을 반영하여 매 년 교사
들에 의해 수정, 보완되고 있다.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고차원적 사고력, 학습 전략
등을 명시한 A~D까지의 4개의 성취기준으로 정하여 학기 초에 공지하고, 이 기준을 바탕
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또,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통해 정
기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님에게 성취도를 공지해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에 필요한
피드백을 자주 받을 수 있게 한다. 평가 항목에는 교육과정 전반, 교수학습방법, 평가 등
을 포함하는데 참여 주체들이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루브릭 활용이 권장된다.
뉴욕시는 개별화된 학습을 위해 학습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학부모들의 도
움으로 디지털 자원을 구비하여 수업에서 개개인 학습자의 학습 요구와 속도에 맞게 평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게이츠재단은 미국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
책 중 하나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교원 양성 교육이 21세기 핵심역량을
반영한 교육과정(교육내용), 교수법, 교육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중 역량기반의 평가방법을 위해서는 상대평가보다는 자신의 학습 진행을 진단하고 학습
의 진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학습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마) 21세기 핵심역량을 위한 학습생태계
아이존(iZone)은 뉴욕시가 구성한 온라인 기반의 학습생태계이다(최상덕 외, 2013:
71). 2010년 81개의 학교가 참여하면서 시작하였고, 2014년 현재 뉴욕 시내의 거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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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개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17). 2013년부터 아이존에서는 온･오프라인 학습의 장점을
결합한 학습방법을 연구하는 블렌디드 학습 연구소(Blended Learning Institute: BLI)를
출범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18). 블렌디드 학습 연구소는 21세기 교육이라면 단
순히 디지털 도구를 학교에 보급하는 차원을 넘어서 교사가 오프라인 학습과 온라인 학습
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대학에서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교사들에게 발급하도록 하였다.

3) 뉴질랜드
가) 국가 교육과정에 중요 핵심역량 포함 여부
뉴질랜드는 국가교육과정에 10년 전부터 미래 역량 관련 다섯 가지 핵심역량을 강조하
고 있다.

① 사고력(Thinking)
정보와 경험,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창의적이고 비판적 메타인지적 프로세스를 학습에
적용한다.

② 언어 기호 텍스트 사용(Using Language, Symbols and Texts)
언어, 기호 및 텍스트를 사용하여 작업과 지식을 표현하는 코드의 의미를 만드는 방법
이다.

③ 자기 관리(Managing self)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의미하는 이 역량은 자기 동기 부여, 할 일, 태도등과 관계 지
어서 학생들 스스로 학습을 주도할 수 있는 학습자가 되도록 한다. 학습자 자신에 대한
성찰과 함께 스스로 학습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의 효율을 높인다.

④ 타인과의 관계 맺기(Relating to others)
다른 사람과 소통하여 다양한 지역과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17) http://izonenyc.org/about-izone/ 최종검색일자: 2014년10월22일
18) http://izonenyc.org/guiding-and-recognizing-blended-learning-educators/ 최종검색일자: 2014년10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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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의 깊이를 더한다.

⑤ 참여와 기여(Participating and Contribution)
이 역량은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이다. 가족, 학교 및 공통 관심이나
문화를 기반으로 직접 참여함으로써 배운 지식을 활용하고 적용하여 학습에 대한 이해도
를 높인다.

나) 21세기 핵심역량의 적용 방법
뉴질랜드의 교육과정은 핵심역량과 가치, 그것을 뒷받침하는 원칙들이 융합되어 구성
되어있다. 독립적인 교과로 핵심역량이 제공되지 않고 다른 과목 내에 통합되어 제공된
다. 핵심역량 교육과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다. 둘째, 학생들은 실세계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한다. 셋째,
교육은 평생학습자로서 자기 계발을 지원 해주고 학생들의 생활에 관련되도록 한다.
사람들은 삶, 배움, 일, 그리고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여하기 위해 핵심능력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스킬 역량을 행동으로 이끌기 위하여 지식, 태도, 가치가 있다. 그
들은 분리 또는 독립되어 실행되지 않는다. 역량을 모든 학습 영역에서 통합하여 핵심적
가치로 가르친다.
역량의 개발은 그 자체가 목표이며 다른 것을 달성하는 수단이 된다. 성공적인 학습자
는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다른 자원과 핵심역량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다. 이러한 능력은 서로 다른 학습 영역에서 제시되는 개인적인 목표, 다른 사람, 사회의
지식과 가치, 문화, 도구(언어, 기호 및 텍스트), 그리고 지식과 기술을 포함한다. 성공적
인 학습자는 스킬 역량과 메타스킬적인 가치를 다 소유하게 된다. 스스로 핵심 역량을 언
제,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인식하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핵심 능력을 계발 할 수 있는 기회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가치를 선택하고 사용하고 그것을 참고 사례로 적용한다. 사
람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전문 지식을 사회적인 관계, 소속감을 통해 형성하기 때문이다.
역량이란 사람, 장소, 아이디어, 사물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지속적으로 계발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점점 더 광범위해지고 복잡한 상황에서 도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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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이러한 미래 지향적인 역량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다) 21세기 핵심역량의 교수법
핵심역량의 학습을 위한 학습방법은 다음의 7가지 원칙에 따라서 학생 중심의 수업으
로 진행이 된다.

① 학생들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
학생들이 학습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해 준다. 예를 들면
교실에서 학생들은 동료학생, 교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학습효과가 올라
가므로 교실에서 서로간의 관계 형성이 잘되도록 환경을 구성한다. 이러한 환경 구축은
교실뿐만 아니라 학교전체, 지역 사회 등 여러 환경에서도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다.

② 사려 깊은 생각과 행동을 장려
학생들이 배운 지식 또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개발하여 학
습할 때 효율적으로 배우게 된다. 깊은 사고를 거친 지식과 아이디어를 자신의 목적을 위
해 적용하고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이 커지고, 비판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③ 지적 호기심 향상
새로운 학습에 대해서 왜 배우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면 학습의 효율
이 커진다. 새로운 학습의 관련성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학습
의 효율을 올리게 한다.

④ 공유 학습을 촉진
교사, 부모, 친구, 이웃 등 학생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학습에 참여 시켜서 학습하
게 한다. 그때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학습자가 되어 서로 대화를 하면서 파트너십을 형
성해 간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화하고 피드백을 받게 되면 더 깊이 사고하며, 더 학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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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전 학습과 경험에 대한 연결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새롭게 배우게 되는 지식을 통합하면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
습할 수 있게 된다. 교사가 학생들의 선수학습에 대해 미리 파악을 하고 새롭게 배우게
될 콘텐츠와 중복되지 않게 한다. 이는 학습 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을 파악하는 것에
도 적용된다.

⑥ 학습한 내용의 활용 기회 제공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배운 지식을 충분
히 연습하여 각각의 다른 상황과 다른 조건에서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⑦ 질문을 활용한 소통 제공
교사의 교수법이 학생들에게 효과적이기 위해서 학생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 교사가 전
달하는 메시지가 언제, 어떻게 제대로 전달하고 전달되지 않았는지 늘 확인하고 대처해야
한다.

라) 21세기 핵심역량의 평가방법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교실에서 핵심역량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도구
를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 평가도구들은 핵심역량 학습의 평가를 위
해 별도로 개발되었다기보다는 기존의 학습 평가도구에 핵심역량 평가 내용을 도입하고
있다.

① E-asTTle
학생들의 성취와 발전, 독서, 수학, 쓰기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된 온라인 평가 도
구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학생이 학습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학부모와 교사가 공동
확인하고 같이 학습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② PAT(Progressive Achievement Tests)
간단하게 학습 진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도구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생의
지식과 스킬의 증가를 등급 점수로 측정할 수 있고 교사 및 학생들의 강점과 요구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학생들의 성취도에 따른 교사의 판단을 참조하여 다음 단계로 학습을 진

108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Ⅱ)

행시킨다. 이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성취를 쉽게 점수로 변환하여 국가들 간의 성취도 비
교가 가능하다.

③ STAR(Supplementary Test of Achievement in Reading)
학생들의 읽기 능력의 진행 상황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표준화된 평가 도구로서 교사
는 이 도구에 따라 학생들에게 보완해야 할 점을 알려줄 수 있다. 이것을 통해 학생들의
읽기 능력의 범위를 알게 됨으로써 문맹 퇴치 교육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다. 뉴질랜드에는
새로 이민을 오는 인구가 많아 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문맹탈피가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평가도구이다.

④ Observation Survey(또는 Six Year Net)
이 평가 도구는 초등학교 수준의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의 개념과 능력에 대해서 학생의
이해수준을 확인하고, 이해되지 못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도록 평가해 준다. 또한 학습한
것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평가도 해 준다.

⑤ Numeracy Assessment
학생들이 단계별로 수학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지식과 스킬이 있는지 확인하는 도
구이다. 학생들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 어떻게 접근하는지 관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⑥ Assessment Resource Banks(ARBs)
수학, 과학, 영어의 세 과목의 학습과정을 평가하는 도구이다. 답을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를 보는 도구이기 때문에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 과정을 보는 것
에 더 주목한다.

마) 21세기 핵심역량을 위한 학습생태계
뉴질랜드의 학습지원시스템은 학습자, 교사, 지도자들이 학습 목표 달성 진행 및 이를
위해 지원되는 보조 자원들을 학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학습지
원시스템의 목표는 모든 학생들의 성취결과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학습지원시스템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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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시스템으로 자원, 도구, 프로세스 및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맵핑해 주는 생태계이다. 이 학습생태계의 설계는 다음의 원칙을 가지고 개발되었다.

[그림 Ⅳ-2] 뉴질랜드의 학생지원 통합 시스템
출처: http://nzcurriculum.tki.org.nz/System-of-support-incl.-PLD

∙ 관계 형성: 학생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무엇이 그들의 교육 노력에서 가치 있는 학
습인 가와의 관계를 중심에 놓는다.

∙ 학습자원 제공: 학습기회와 방법의 평등성을 위해 어떤 교육과정 전략을 사용할 것이
지,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과 환경을 제공한다.

∙ 학습 단계: 효과적인 교실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서 학생들을 위한 학습 지원의 세 가
지 단계를 제공한다.

∙ 지속적 개선: 학교의 지식과 능력을 구축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10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Ⅱ)

4) 핀란드
가) 국가 교육과정에 중요 핵심역량 포함 여부
핀란드는 현재 21세기 핵심역량을 국가교육과정에 포함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정을 진
행 중에 있다. 교육과정의 개정은 국가적으로 중대 사안이므로 모든 국민들은 누구나 다
참여하여 교육과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결정 과정을 따르고 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교육과정의 개편과 같이 국가적 정책에 관하여 정해진 정책 결정의 과정을
거친다.
많은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의 초안인 녹색 보고서 (green
paper)를 개발하였다. 이 교육과정 시안은 전 국민에게 공개되어 국민의 의견을 다시 묻
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마지막 정책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를
백색보고서(white paper)라 부른다. 현재 핀란드의 교육과정 개편은 약 천여페이지에 달
하는 녹색보고서를 교육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묻고 있는데, 올해
말에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마지막 버전의 교육과정으로 요약, 정리할 예정으로 있다. 이
런 과정을 통해 현재 방대한 교육과정 시안은 간단하게 만들어지며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학생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알맞게 해석하여 교재와 교수법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
는 수준으로 정리하게 된다. 학교 현장에는 21세기 핵심역량이 반영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주어지기는 하나 교과서는 없고 교사의 재량에 따라 교육과정과 교수법을 운영하
게 된다.
그러나 교사들의 반응은 협동학습, 창의성, 의사소통학습 등을 21세기 핵심역량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핀란드의 교육과정에 중요한 덕목으로 반영되어 학교 현
장에서 접목되어 실행되고 있다고 한다. 21세기 핵심 역량이라고 하여 특별히 새로울 내
용이나 교수법이 없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21세기 핵심역량의 적용 방법
핀란드에서는 교사들이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과정 내에 이미 접목하고 있었다. 교실
수업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핀란드에서의 수업방법의 적용은 새로운 교수법을 사용한다기
보다는 활동 내용을 통해서 하는 적용보다 시설을 잘 설치하여 자연스럽게 핵심역량을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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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수 있게 하고 있었다. 학교의 크기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비교적 한국의 학교보다
학생수나 학교의 크기가 작은 핀란드에서는 여러 학교급의 학생들이 서로 다른 능력을 공
유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뛰어 놀면 그
옆 자리에는 고등학교 학생이 나와서 다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때 초등학생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협동 활동을 하게 하고 의사소통방식을 하도록 하였다.
가구나 설비들은 다용도로 활용하게 만들어져있어 사용률을 높이고 창의성을 키우게
하였다. 실내체육관은 벽의 큰 거울이 움직이게 설계되어 요가나 무용을 할 때 사용하고
다시 이를 접고 뒤집으면 철봉이 설치되어 있어 칸막이 역할과 철봉대 역할을 하도록 설
계되어 있다. 음악교실에서 악기들을 보관하는 방법은 교실 벽면의 장식품으로 사용되면
동시에 악기를 정리하게 되어 있었다. 교사들의 라운지도 간단한 주방 시설이 되어 있어
서 교사들의 간단한 식사를 해결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스칸디나
비아 가구 디자인 개념인 다용도, 간소한 장식, 견고성이 학교 현장의 가구 사용에서도 반
영되어 있다.

다) 21세기 핵심역량의 교수법
교실에서 교사는 교육과정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일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갖는다. 교사
의 학습활동에 대한 권리는 다양한 수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사는 교실 안에서 일어나
는 일, 학급 운영 및 활동에 책임을 진다. 교장이나 동료 교사가 조언을 할 수 있지만, 교
실 안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담당 교사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교과서가 별도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교재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교사가 준비해야
할 일이다. 교사들은 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었다. 교사는 일정 수준의
테두리만 정하고 학생들이 내용이나 활동 방법을 가급적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림 그
리기 시간에 학생들은 자신의 그림의 소재나 스토리를 스스로 정하고 교사는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런 탓인지 스스로 결정하여 활동하는 것에 매우 익숙해 보였다.
어린 학생들도 자신이 원하는 책을 선택하고 이를 스스로 읽는 시간을 갖는데 익숙하였
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어릴 적부터 실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도 규율을 잘 지
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수업이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 때문인지 핀란드의 교실 수업방법은 북구의 개방적인 교육 방법보다 보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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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핀란드 교사들의 교수법은 인근의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비해 보수적이라는 평
가를 듣는다. 학생들과 교사의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고 위계도 잘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학생들은 교사를 존경하는 어투와 호칭으로 불렀다.
핀란드 학교에서는 모든 과목을 통해 책읽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책
읽기 시간을 갖는다. 학생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원하는 내용의 책을 선택하여 읽게 하고
있었다, 학습자가 자신의 활동 내용을 결정하개 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라) 21세기 핵심역량의 평가방법
국가 차원에서 21세기 핵심 역량 교육과정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평가하는 방법
도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핀란드에서 평가는 개인의 학습 진행 및 학습성
취도를 보기 위해 서술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수행평가가 일상화되어 있다. 교사는 학습
활동을 통해 보여진 학습자 개개인의 발달 정도와 학습 진행정도를 서술식으로 평가한다.
핵심역량을 위한 학습의 평가 방법도 이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학생 개개인의 평가 결과는 정보공시 제도의 원칙에 따라 공개될 수 있다. 그러나
16세 이상의 학생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부모가 학생의 평가 내용을 볼 수 있는지 허
락을 해 주어야 한다. 학부모라고 해도 학생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학생의 평가 내용을
볼 수 없다. 이러한 방식은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준다는 측면과 학부모의 알 권리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
를 주장하게 될지도 모를 상황을 고려해 두어야 할 것이다.

마) 21세기 핵심역량을 위한 학습생태계
핀란드에서의 학습생태계는 전통적으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핀란드에서 수업활동을 위한 교육 지원 생태계는 크게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교원들을
위한 지원시스템, 특히 국가적 차원의 지원시스템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있다. 핀란
드에서 교사는 고도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신뢰받는다. 핀란드 사회는 다른 전문가 집단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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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핀란드 교사들은 스스로 자신을 계발하고 능력을 키우려는 자생적 노력을 신뢰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에서 교사가 되려면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사범대학에 입학이
가능하고, 입학 후에도 교사양성교육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석사 학위까지 받은 5
년간의 교육을 받은 뒤 교사로 임용된다.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사범대학에 입학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들은 고등학교 때 국가시험을 치루고 각 대학에서 치루는 시험에
도 합격을 해야 사범대 입학이 허가된다.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사범대학 입학 신청
자 중 3% - 5% 정도만 입학이 허가된다고 한다. 이러한 경쟁률은 의대나 법대를 능가하
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률을 뚫고 입학된 학생들도 강도 높은 5년간의 학사 및 석사 과정
을 거쳐야 비로소 교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핀란드에서 교사 연수를 국가가
관리하기 보다는 다른 전문직처럼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 개발을 관리하게 한다.
그러나 교사 연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신규 임용된 교사를 경험
있는 교사가 이끌어 주는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교장이나 경험 많은 교사가 다른
교사들의 교수법을 이끌어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고 정부가 교원연수를 위한 지원을 필수요건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교사 연수에 관한
규정은 학교별로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방문했던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들에게 일
년에 3일간의 연수 기간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교육 시스템보다 핀란드
교사들이 누리는 자율성이 훨씬 컸다.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의 운영은 교사의 전문성을
신뢰하는 것에 기반 한다. 강제적으로 혹은 강력한 가이드라인의 제공보다는 교사들이 스
스로 자신의 전문성에 터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현장의 분위기 때문인지 교실 수업을 위한 학습생태계는 활발하지 않으나,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학습생태계는 활성화되어 있다. 학교에서 수업이 3시 30분이면 끝
나게 된다. 고등학교에서도 이 시간 이후에는 학교에서 정규 수업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 시간 이후 학생들은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어린 학생들도 걸어
서 집으로 가고, 부모가 다 일하는 가정이 많아서 집에서 어린 학생이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도 흔히 볼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용납이 된다. 학생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주도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지역별 도서관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어느 마을이던지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학교 수업 후 학생들이 마을 도서관에 가서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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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나. 국외 학교 사례
1) 미국의 메트하이스쿨
가) 메트하이스쿨의 개요
메트하이스쿨(Met High School)에서는 명시적으로 다섯 가지 학습 목표를 추구하는
데, 그 목표는 경험적 사고력(Empirical Reasoning), 수리적 사고력(Quantitative
Reasoning),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사회적 사고력(Social Reasoning), 자기관
리 능력(Personal Qualities)과 같은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엘리엇 레빈 저, 서울시대안
교육센터 역, 2009: 155). 각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는 [부록 6]에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미국 공교육 제도 틀 안에서 새로운 돌파구로 모색된 공립 고등학교인 메트하이스쿨의
공식명칭은 ‘대도시 지역 직업기술센터(The Metropolitan Regional Technical and
Career Center)’이다(박민정, 2007). 메트하이스쿨은 기본적으로 공교육의 틀 속에서 교
육체제 혁신을 지향하므로 대안학교가 아니며, 혁신적인 학습생태계를 구축한 학교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메트하이스쿨은 1996년에 로드아일랜드 주 교육청의 지원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비영
리 교육연구단체인 빅 픽쳐 컴퍼니(Big Picture Company)에 의해 제안된 21세기 학교교
육의 성공적인 모델로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다. 메트하이스쿨을 대표로 하는 빅
픽처의 21세기 학교모형은 미국의 52개 학교에서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호주의 25개
교, 캐나다 1개교, 네덜란드 13개교에 이르기까지 총 90여개의 학교로 확대되었다19). 빅
픽처 스쿨의 모형을 제안한 빅 픽처 컴퍼니는 “교육은 모든 사람의 사업이다(Education
is Everyone’s Business)”를 기본 모토로 하였는데, 학교 설립과 운영이 교육 관료만의
몫이 아니라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모두의 참여가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
한 것이다(정연순, 2006, pp. 17~18).

19) http://www.bigpicture.org/category/schools/ 최종검색일자: 2014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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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메트하이스쿨의 인턴십 학습
메트하이스쿨은 인턴십 학습을 통해 교육내용의 혁신을 가져왔다. 따라서 메트스쿨에
서 운영하고 있는 인턴십 학습이 우리나라 공교육체제로 도입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턴십 학습은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면서, ‘학습자 주도성’을 강조한다
(<표 Ⅳ-1> 참조). 다른 한편으로 인턴십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극복해야 할 난제로는
인턴십을 찾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학생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표 Ⅳ-1> 메트하이스쿨 인턴십 학습: 인턴십 찾기와 발전시키기
대상

역할

학생

∙ 관심 분야에 대해 상세히 알아봄
∙ 관심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탐색
∙ 질문 목록을 만들어 찾은 사람들을 인터뷰

학교

∙ 학생이 인턴십을 할 만한 곳을 찾으면, 멘토와 학생이 잘 맞는지, 그곳 환경이 학습하는 데 적절
한지를 살펴봄
∙ 학생의 어드바이저는 예비 멘토와 이야기를 나누고, 15분 분량의 비디오를 보며, 인턴십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자료를 줄 것
∙ 예비멘토의 신상을 확인 후,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학부모와 함께 인턴십을 할지 결정
∙ 멘토를 했을 때 무엇을 얻게 되는지 설명하여 바쁜 사람들을 설득할 것
∙ 멘토의 성격과 작업장에 대해 이해할 것
∙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방향으로 인턴십을 계획할 것
∙ 멘토가 학생과 회사 모두에 도움이 되는 인턴십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울 것
∙ 친밀한 분위기와 업무의 성격을 잘 조화시킨 미팅이 되도록 할 것
∙ 멘토가 학생의 학습을 위해 적절한 틀을 만들도록 도울 것

멘토

∙ 학생에게 작업장을 둘러보게 하고 단체의 주요 목적에 대해 설명해줄 것
∙ 멘토 자신이 이 일을 택한 이유와 이 일이 중요한 이유를 말해줄 것
∙ 말로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을 직접 보여줄 것
∙ 그 분야의 최신 기술을 익히기 위해 무엇을 하는지 가르쳐줄 것
∙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이 전체의 일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설명할 것
∙ 6함께 웃음으로써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재미있는 면을 보여줄 것

출처: 엘리엇 레빈 저,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역(2009). 학교 기성복을 벗다: 학교를 넘어선 학교, 메트스쿨. pp.97~104 재
구성.

메트하이스쿨에서는 학기 말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학습 성과를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
방식이 선호되는 이유는 맞춤형 학습이 진행된 만큼 일률적으로 시험을 볼 수 없고, 전통
적인 평가 방식에서는 무시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이다(엘리엇 레빈 저,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역, 2009: 19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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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메트하이스쿨의 특징
학습 설계에는 세 가지 기본원칙이 존재한다. 첫째, 학생 각자의 흥미와 목표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둘째, 학생의 커리큘럼은 현실의 인물과 장소에 관련이 있어야만 한다. 그리
고 마지막으로, 학생의 능력이 과업의 질로써 확실히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메트하이스쿨은 ‘한 번에 한 아이씩(One kid at a time)’이라는 기조 아래 ‘맞춤형 학
습’을 지향하며, 학교 학생 수가 100명을 넘지 않는 ‘작은 학교’로 운영된다. 다음 [그림Ⅳ
-3]는 메트스쿨에서의 학습 설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표현한 것이다. 학생은
어드바이저(담임과 상담교사 역할 병행)와 함께 개별화된 학습을 꾸려가고, 이때 하나의
어드바이저리는 어드바이저와 약 15명의 학생들로 구성된다. 어드바이저가 1대1 맞춤교
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4년 동안 함께한다(박
민정, 2007: 27). 어드바이저는 현실 세계에서 학습자 개인의 흥미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구성하기 위해 멘토, 학부모, 학생과 함께 협력한다. 학생은 멘토와 실제 사회에서
인턴십을 수행할 수 있고, 부모는 학생의 학습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거나 학교 커뮤
니티의 자원으로 기능한다.

[그림 Ⅳ-3] 메트하이스쿨의 교육공동체 협력 체계
출처: http://www.bigpicture.org/schools/ (최종검색일자: 2014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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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하이스쿨로 대표되는 빅 픽처의 21세기 학교모형을 채택한 학교는 다음과 같이 인
턴십을 통한 학습, 맞춤 학습, 진정한 평가, 학교 조직, 어드바이저리 구조, 학교 문화,
리더십, 부모 참여, 대학 준비, 전문성 개발 등 일반 학교와 차별화되는 열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① 인턴십을 통한 학습(Learning in the Real World, LTI)
학생의 흥미에 기반을 둔 인턴십을 통해 현실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학생은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의 전문가인 멘토와 함께 진정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학교 밖 지역
사회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② 학생 개인별 맞춤 학습(One Student at a Time – Personalization)
‘한 번에 한 아이씩’이라는 원리에 충실하다. 분기별로 1년에 4번 정도 학습 계획 모임
이 있고, 학생, 부모, 어드바이저, 그리고 가능하다면 멘토도 함께 하나의 팀으로 구성되
어 학습 계획 모임에 참석하며, 개별 학습 계획이 수립된다.

③ 진정한 평가(Authentic Assessment)
학생들은 단순히 점수로 된 성적을 받는 시험을 보지 않는다.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준
은 개별화되어 있으며, 멘토가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평가하기도 한다. 그 대신에 평가에
는 전시회, 주간저널, 매년마다의 프레젠테이션 포트폴리오, 대학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성적표가 포함된다.

④ 학교 조직(School Organization)
전교생의 수가 150명을 넘지 않는 작은 학교이다. 각 학교는 하나의 작은 학습 커뮤니
티이며, 학교 시설은 BPL 설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지역사회는 학교
의 교육적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⑤ 어드바이저리 구조(Advisory Structure)
어드바이저리 구조는 빅 픽처 모형의 심장부이다. 15명을 넘지 않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재학기간 내내 한 어드바이저와 함께 한다. 어드바이저는 주로 학생의 개별적인 학습 계
획 수립과 LTI 배치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어드바이저는 학생과의 일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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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가정 방문을 통해 학생과 학생의 가족과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 한 교과 영역에
서 인증을 받은 어드바이저이지만, 교과를 가르친다기보다 개별 학생의 프로젝트를 지원
한다. 어드바이저는 또한 어드바이저리에 소속된 학생들이 집단으로 활동하는 어드바이
저리 활동 시간도 마련한다.

⑥ 학교 문화(School Culture)
학생들은 성인과 상호작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도
자적인 역할을 맡기도 하며, 의사결정과정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된다. 교장은
교직원에게 자기계발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교직원들 간에는 정기적으로 소
통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⑦ 리더십(Leadership)
빅 픽처 모형을 채택한 학교의 교장이 되려면 TYBO(The Year Before Opening)이라
는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 기존의 학교 교장은 TYBO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하며, 새로운 학교의 교장과 멘토-멘티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어드바이저는 학교 조직의 일상, 학교 시간 관리, 교육과정의 실현, 학생의 성공에 있
어서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어드바이저는 빅 픽처 자료와 학습코칭 방법, 모범 사례의
공유 등을 통해 훈련을 받는다.

⑧ 부모 참여(Parent/Family Engagement: Adult Support)
빅 픽처 학습에서 부모 참여는 학생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학부모들은 학습 계획 모임
과 전시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도록 요청받는다. 또한, 학부모들은 학교와 멘토를 연결시
켜 주는 자원이며, 많은 경우 학부모 스스로가 멘토로 봉사하기도 한다.

⑨ 대학 준비와 지원(School/College Partnership: College Preparation and Support)
빅 픽처 모형을 채택한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이후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를 보
여주고, 학생들이 모두 최소한 하나 이상의 대학에 지원하고 입학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또, 빅 픽처 스쿨에서는 학생들과 가족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의 전환 시에 겪
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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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전문성 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
빅 픽처 스쿨 내에서는 어드바이저와 직원들이 정기적인 회의 시간이나 다양한 주제의
컨퍼런스를 통해 전문성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빅 픽쳐 온라인 사이트
는 학생들, 교직원들 모두에게 전문성 개발을 위해 정보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기본적
인 도구이다.

2) 미국 하이테크놀로지하이스쿨의 멘토십 학습
가) 하이테크놀로지하이스쿨 개요
하이테크놀로지하이스쿨(High Technology High School; HTHS)은 21세기를 위한 교
육이 어떠해야 하는지 재 정의하고 있는 학교이다. 멘토십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
계하는 또 하나의 혁신적인 학습생태계 구축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하이테크놀로지하이스쿨은 1991년에 설립되었으며, 미국 뉴저지 주 린 크로프트 시에
위치한 4년제 고등학교이다. 수학, 과학, 기술 등 일부 교과목에 대해 특수반을 운영하며
타 지역 학생들을 유치하는 마그넷(Magnet) 스쿨이며, 능력에 따라 학생을 뽑는 선발제
(Selective) 학교이기도 하다.
최근 미국 The Daily Beast지는 “2013 미국 최고의 고등학교”를 선정했는데, 하이테크
놀로지하이스쿨은 뉴저지 소재 공립 고등학교 중에서 1위, 미국 전체 공립 고등학교 중에
서는 16위를 차지했다20). 순위를 매긴 기준은 졸업율, 대학입학률, 학생 1인 당
AP/IB/AICE 시험 응시 횟수, SAT/ACT 평균점수, AP/IB/AICE 평균점수, AP/IB/AICE
강좌 하나 이상 수강하는 학생비율과 같은 여섯 가지 요인인데, 각각 점수를 낼 때 25%,
25%, 25%, 10%, 10%, 5%의 비중으로 고려되었다(Lauren Strieb, 2013. 5. 6).
작은 학교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인데, 하이테크놀로지학교에서는 학생 대 교사
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2010~11학년도 학교 상황을 보면, 전체
학생 수는 268명, 교사의 수는 24명으로 학생 대 교사의 비율이 11.17:1을 기록했다21).
과학-기술 프로그램, 인문학 프로그램 등 대부분의 교육과정은 교과를 통합하여 운영

20) Lauren Streib. "America's Best High Schools", The Daily Beast, May 6, 2013.
21) http://en.wikipedia.org/wiki/High_Technology_High_School 재인용. 최종검색일자: 2014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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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교사들은 각자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팀을 이루어 학생들을 가르친다. 또한, 3학
년과 4학년 학생들은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4학년 학생들은 멘토십 과정을 수
강해야 한다. 멘토십 학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나) 하이테크놀로지하이스쿨의 멘토십 학습
특히 하이테크놀로지하이스쿨에 다니는 4학년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멘토십
(Mentorship)’과정에 참여한다. 졸업필수학점은 160학점으로, 멘토십을 포함한다(<부록
7> 참조)22). 멘토십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기술자, 과학자, 연구자와 같이 현재 과학 기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멘토와 함께 작업하게 된다. 멘토십은 각 학생이 멘토와 친구들 앞
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끝이 난다.
기본적으로 멘토십 프로그램은 구조화되어 있다. 학교에서는 멘토십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멘토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동 지침을 제시하
고 있다. 다음 <표 Ⅳ-2>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멘토십 프로그램 행동 지침 내
용이다.
<표 Ⅳ-2> 하이테크놀로지하이스쿨 멘토십 프로그램: 행동지침
구분

내용

1. 출 석

∙ 멘토십에 지각하거나 결석할 경우, 멘토에게 연락해야 함
∙ 멘토십 결석은 학교에 결석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학교에도 연락해야 함
∙ 사무실에 입실 서명 실패 시, 멘토십 프로그램 점수에서 1점씩 차감

2. 복 장

∙ 조직 문화에 따라(예: 모두가 넥타이를 매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었다면, 비슷하게 갖춰
입을 것이 권장됨) 되도록 정장을 입고, 좀 더 편한 복장을 해도 되는지 확인

3. 로그 시트

∙ 멘토십 종료 5분 또는 10분 전, 그날 하루 무슨 일을 했는지 로그 시트에 간략하게 기록
해야 함
∙ 개조식 기록도 가능
∙ 보고시 작성 시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

4. 계 약

∙ 반드시 계약서 복사본을 멘토에게 제출해야 함
∙ 그렇게 하지 않을 시, 멘토십 프로그램 점수에서 5점 차감
∙ 만일을 대비하여 멘토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법적 문서임

출처: http://www.hths.mcvsd.org/downloads. Mentorship: Behavior Guidelines. pp.1-2.(최종검색일자: 2014년 11월 7일)

22) http://www.hths.mcvsd.org/pages/curriculum 최종검색일자: 2014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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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십 프로그램은 수업의 일환으로, 멘토십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진
다. 평가서에는 학습자 개인별로 멘토십에 참여한 기간과 함께 평가점수가 기록된다. 멘
토십 참여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데, 멘토의 평가 점수, 자기
평가 점수, 프리젠테이션 점수, 첨부 문서, 차감된 점수 등의 기준요인들을 고려하여 100
점 만점으로 환산된다(<표Ⅳ-3> 참조).
<표 Ⅳ-3> 하이테크놀로지하이스쿨 멘토십 프로그램: 평가 루브릭
구분
1. 현장에서 멘토십을 수행하는 동안 멘토가 평가한 점수

점수
50

2. 학생의 자기평가

10

3. 학생의 프리젠테이션

30

4. 첨부 문서(타임 시트, 데일리 로그, 방문 보고서, 프로젝트 동안 수집한 자료, 기타 자료)

10

5. 점수 차감

-

출처: http://www.hths.mcvsd.org/downloads. Mentorship: Overall Evaluation Rubric. p.1.(최종검색일자: 2014년 11월 7일)

멘토의 평가 점수를 반영함에 있어서, 멘토가 보다 객관적으로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
록 멘토용 평가 양식도 있다([부록 8] 참조)23). 멘토는 담당 학생이 신뢰할 만한지, 목적
의식이 투철한지, 협력을 잘 하는지, 자기주도적인지, 공헌을 했는지, 동기 부여가 되어
있는지, 시간을 엄수했는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는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
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나쁨, 보통, 좋음, 우수라는 4점 척도 상에서 평가한다. 뿐만 아
니라 멘토용 평가지를 보면 학생의 경험이 어떤 점에서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
지, 고용주의 입장에서 학생의 가장 큰 장점 3가지는 무엇인지 등 몇 개의 질문에 대해서
는 멘토가 간략하게 기술하고, 다음 번 멘토십 프로젝트에 멘토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에 대해서도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답하게 되어 있다.
자기평가의 경우, 학습자가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자기평가서는 에세이
형식으로 분량은 2~4쪽이다. 자기평가서에는 다음과 같은 8가지 내용이 담겨있어야 한다
([부록 9] 참조)24). 첫째, 멘토십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 학생 스스로의 목표를
재 진술해야 한다. 둘째,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는지 기술한다. 셋째, 목표를 달

23) http://www.hths.mcvsd.org/downloads. HTHS Mentor Evaluation. 최종검색일자: 2014년 11월 7일.
24) http://www.hths.mcvsd.org/downloads. Written Self Evaluation. 최종검색일자: 2014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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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했다고 생각하는지, 달성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달성하지 못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설명하도록 한다. 넷째, 멘토십 경험을 통해 어떤 이득
이 있었는지, 멘토십 경험의 부정적인 측면은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도록 한다. 다섯째, 어
떠한 기술/절차를 배울 수 있었는지 기술하도록 한다. 여섯째, 어떠한 자질을 계발할 수
있었는지 혹은 어떠한 자질이 있음을 발견했는지를 설명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자질이라
함은 독립심, 자제력, 자발성, 자비심, 인내와 이해 등을 의미한다. 일곱 번째, 프로젝트
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사람에 대해 논한다. 여덟 번째, 4학
년 멘토십 프로젝트에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기술하도록 한다.
프리젠테이션 점수는 몇 가지 채점 기준에 근거하여 산출된다. 사전에 기본적으로 학교
에서는 학생이 어떻게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안내한다25). 먼저 프리젠테이
션 제한시간은 15분이며, 10분은 발표하는 데 사용되고 5분은 질의응답시간이다. 발표 형
식과 관련하여, 학생은 컴퓨터 기반의 시청각 자료를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 그리고 학생
의 발표에는 회사의 배경, 멘토에 대한 정보, 프로젝트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
동들, 마주했던 문제들과 고안해 낸 해결책, 연구 자료 및 분석 등 산출물, 프로젝트가 성
공적인지에 대한 학습자 스스로의 평가가 담겨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의 6개의 평가항목에 대해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우수라는 5점
척도 상에서 채점된다([부록 10] 참조)26). 프리젠테이션 채점 기준은 시간 사용이 효과적
인지, 발표는 전문적인 모양새였는지, 발표 형식은 사전안내에 잘 따르고 있는지, 발표 내
용 지식의 깊이는 어떠한지, 멘토십 기간 동안 사용된 기술/과학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있는지, 발표할 때 기술의 사용이 효과적이고 적절했는지 등이다.

2. 국내 사례27)
가. 경기 보평초등학교
보평초등학교(이하 보평초)는 2009년에 개교한 경기도 혁신학교로서 미래 지향적인 새
25) http://www.hths.mcvsd.org/downloads. Presentation Guidelines. 최종검색일자: 2014년 11월 7일.
26) http://www.hths.mcvsd.org/downloads. Presentation Rubric. 최종검색일자: 2014년 11월 7일.

27) 이 부분은 공동연구진 이상은 박사님이 작성한 원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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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학교 모델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 학교는 대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49학급
1600여명의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대규모 학교에 속한다. 이 학교에서는 배움이 즐거운
학교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며, 수업 개선을 위해 다각
도로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학생들을 21세기가 원하는 글로벌한 인재로 키우기 위한 방
안의 일환으로‘다빈치 프로젝트’라는 주제통합형 프로젝트 수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것이 보평초의 특징적인 단면이라고 보고, 여기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1) 교육과정 운영
보평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다양화를 지향한다. 즉 교과 편제 중심의 고정된 시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학습의 질 관리가 가능토
록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특히 창의적이고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작은 학교제를 실시함으로써 학년군별로 다양한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적용 중이다.
즉 1, 2학년은 ‘배움’, 3, 4학년은 ‘나눔’, 5, 6학년은 ‘보람’으로 구별하여 각 학년군별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함으로써 학교 안의 작은 학교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학기 구분을 4학기제 운영을 기본으로 하여 교육과정을 분기별로 재구성하고 평가와 피드
백을 통한 개별 학습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보평초는 미래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해 특별히 ‘다빈치 프로젝트’라는 이름
으로 여러 유형의 프로젝트 학습을 계속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것은 교과 활동과 연계한
체험학습, 독서와 연계한 프로젝트 학습, 문화 예술 활동을 심화한 아뜰리에 학습, 자유탐
구 학습활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빈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프
로젝트 학습의 유형과 특징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4> 보평초등학교의 다양한 프로젝트 유형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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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주요 내용

교과 기반
프로젝트 학습

① 국어, 수학, 사회/도덕, 과학/실과 교과의 주제와 내용을 통합한 프로젝트 학습
② 학년별 현장체험학습 주제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③ 분기마다 자료 조사, 자료 정리 및 분석, 탐구의 방법으로 프로젝트 산출물을 완료하
고, 학습결과물을 발표하는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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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예술 기반
프로젝트 학습

자유 선택
프로젝트 학습

주요 내용
① 장기간의 집중적인 학습활동이 필요한 음악, 미술, 체육 교과의 각 영역에서 중요한
내용과 주제를 통합하여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는 주제 집중 학습
② 담임 교사와 예체능 담당 교사의 협의를 통한 디자인, 무용, 연극, 뮤지컬 활동 중심
프로젝트 운영
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생활･문화 체험활동과 연계한 프로젝트 진행
② 일상 생활과 연계한 숲속, 별자리, 독서 관련 캠프 운영
③ 목공, 한지공예, 도예, 제봉, 요리, 종이접기, 퀼트 등 공예 체험 활동
④ 합창, 기악, 무용, 마임, 연극, 마당극 등 공연 예술 체험활동
⑤ 학교 축제와 고장 축제를 연계한 체험활동
⑥ 교과와 예술 기반 프로젝트 학습의 장점을 살려서 학습자 개인의 관심 분야를 탐구하
여 결과물 산출
⑦ 외부 인사의 지원을 받아서 방과후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

출처: 보평초등학교(2013a). 2013 새로운 학교 보평 교육. p.11.

보평초는 기존의 분과적인 교과 교육과정과 이러한 프로젝트 학습을 적절하게 조화시
킬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핵
심역량을 습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러 교과의 주제와 내용을 통합한 ‘교과 기반 프로젝
트’, 예술 체육 영역에 중점을 둔 ‘예술 기반 프로젝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자유 선택 프로젝트’가 보평초에서 마련한 세 가지 유형의 대표적 프로젝트 학습에 해당
한다.
교과 학습과 프로젝트 학습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보평초 교육과정을 일일 시간표 형태
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5> 보평초등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시간표
주간 일정
구분
자유독서
1블럭
09:00-10:20

월
1

2
중간휴식 (30분)

2블럭
10:50-12:10

3
4

화
수
목
학생맞이 / 학습준비 / 학급독서 (20분)

말하기･쓰기･수 연산 다지기학습, 디딤돌학습 (20분)
국어 수학 학습 (60분)
동아리 활동 및 놀이 (30분)
사회･과학･영어 학습 (80분)

금

다빈치 프로젝트
∙ 아틀리에
∙ 주제통합
∙ 자유탐구

점심시간 (60분)
3블럭
13:10-14:30

5
6

예능교과 음악･미술･체육 (80분)

다빈치
프로젝트

청소 및 학교 / 특기적성 활동 및 자율동아리 활동
출처: 보평초등학교(2013a). 2013 새로운 학교 보평 교육.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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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평초의 시간표 운영은 오전에 주로 읽기, 쓰기, 셈하기의 기본 교과와 사회, 과학 등
의 탐구 교과를 학습하고, 오후에는 예능교과 위주로 편성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일주
일 중 하루는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프로젝트학습을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핵심역량을 길러 주고자 한다.

‘다빈치 프로젝트’에 속하는 여러 유형의 프로젝트 중 ‘주제통합형 프로젝트’ 학습에 대
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도덕, 국어, 사회, 과학 등 여러 교과에 걸친 주제를
중심으로 한 통합학습이다. 주제 통합형 프로젝트 수업에서 다루어진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다(보평초등학교, 2013: 24).
<표 Ⅳ-6> 보평초등학교‘주제통합형 프로젝트’학습의 핵심 주제
1학기
배움
나눔
보람
2학기
배움
나눔
보람

봄

여름

① 생태교육(판교생태학습원)

① 안전재해대비교육(안전체험관)

② 환경교육(승림식물원)

② 환경지역화교육(나들이공원)

③ 생태/국제이해교육(맹산 반딧불이)

③ 문화예술교육(과천현대미술관)

④ 경기문화사 교육(유적지탐사)

④ 한국정체성교육(한국민속촌)

⑤ 진로교육(잡월드)

⑤ 한국문화사교육(경복궁,중앙박물관)

⑥ 경제소비자교육(교내)

⑥ 지속가능발전교육(농촌진흥청)

가을

겨울

① 지속가능발전교육(용인동인체험장)

① 안전교육(교내)

② 전통윤리교육(외갓집체험마을)

② 경제교육(교내)

③ 전통윤리교육(민속박물관)

③ 경제교육(재래시장나들이)

④ 환경교육(풀향기수목원)

④ 환경교육(난지재생센터)

⑤ 테마형수학여행(지리산외8곳)

⑤ 한국정체성교육(독립기념관)

⑥ 민주시민교육(국가기관-국회,법원)

⑥ 6국제이해교육(한국국제협력단체험관)

출처: 보평초등학교(2013b). 학교요람. p.24.

이러한 주제통합형 프로젝트 수업은 학년별로 4번 이루어지며, 각 프로젝트는 총 12차
시로 구성된다. 즉 학생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분기별로 12차시의 프로젝트를 한 번
씩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 프로젝트 수업은 학교 안,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학
교 밖의 현장체험학습과 연계되어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12차시의 프로젝트 수
업은 사전학습 4시간, 현장학습 6시간, 사후학습 2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교과와
교과 간의 연계, 학교 안과 밖의 연계를 통해 낱낱의 분산된 학습을 통합적으로 이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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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며, 현장 체험 학습이 일회적인 행사가 아닌 구조화된 학습 경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이러한 프로젝트 수업을 준비하기 위
해서는 교사와 교사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교사 간의 관계 개선 및 교육 공동체를 형
성하는 실질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2) 교수･학습 방법
보평초는 미래 핵심역량 교육을 위해 교수 학습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고 본다. 즉 학습의 개념을 객관적 지식 습득을 넘어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으로 ‘배
움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운영하고자 하였다(보평초등학교, 2013b: 18).
이를 위해 교과 편제 중심의 고정화된 시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
가 반영되는 방식으로 수업의 틀이 재구조화되었다. 블록 수업이 보편화된 점이 그 단적
인 예다. 블록 수업이란 기존의 40분 단위의 차시별 수업 중심이 아닌 교과의 주제나 내
용을 분석하여 통합적 수업의 80분 단위의 수업을 의미한다. 특히 읽기, 셈하기 등의 기
초 능력을 쌓기 위한 국어와 수학의 과목은 모듈 수업으로 구성하여 ‘다지기 학습’ 혹은

‘디딤돌 훈련’이라고 불리는 기초기본학습훈련 20분, 국어･수학 학습 60분으로 구성된다.
교과 수업의 기본 방향은 ‘표현 학습’, ‘협동 학습’, ‘체험 학습’을 강화한다는 것이다(보
평초등학교, 2013a: 35). ‘표현 학습’은 수업 시간 중에 이야기 나누기, 글쓰기, 신체표현
과 음악 표현, 정보통신 기기 사용 등을 통해 자기표현의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협동 학습’은 모둠활동을 통한 공동작업과 협동적 탐구, 토론학습, 민주적 의사
결정 방법 익히기 등을 통해 협력을 배우게 한다는 것이다. ‘체험 학습’은 자연체험, 고장
답사와 박물관 학습, 실험과 노작 등을 통해 신체적 조작과 체험 활동을 통해 세상을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주제통합형 프로젝트’수업 또한
이러한 교과 수업의 기본 방향과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된다. 즉 학생 스스로의 조사 활동,
탐구 학습,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발표회나 졸업논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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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방법
보평초의 평가 방법은 교육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느냐에 중점을 두어 학생들의 창
의력과 고등 정신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평가 방안
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과 중심의 평가에서 학습 과정 중심의 평가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학습의 실제
진행 상황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학생 개인의 포트폴리오
로 작성하여 변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지적 영역 이외에 창의
성 및 정의적･심정적 영역의 평가를 확대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학생의 흥미, 태도, 행동발
달상황 등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였다. 셋째, 성장형 평가체제로 100% 서술
형 평가를 하며, 1-2학년은 중간, 기말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학년 국어와 사회
과 평가 양식을 예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7> 보평초등학교의 다양한 프로젝트 유형 및 특징
교과

영역

평가내용(주제)
듣기

이해

읽기

평가시기

관련단원 및
평가방법

봄

중간평가

듣기가 인간의 삶에서 필요함을 알기
읽기가 인간의 삶에서 필요함을 알기
문장 부호의 쓰임에 유의하며 글을 읽기

말하기 재미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말하기
국어

표현

쓰기

문학/언어지식

재미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글쓰기
책을 읽는 습관/낱말이나 문장을 정확하게 받아쓰기

관심･협력･태도 쓰기에 대한 흥미
특기사항

수학

봄

발표, 포트폴리오

여름

포트폴리오
(글쓰기공책)

봄

독서록, 독서카드

여름

독서록

여름

자기평가

평면도형의 기본개념 이해하기

봄

디딤돌, 단원평가

기능(연산)

나눗셈을 세로 형식으로 계산하여 몫
구하기

봄

중간평가

여름

기말평가, 논술

봄

자기평가

여름

교사기술

수학적 문제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어 다양한 방
법으로 풀기

관심･협력･태도 수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신감을 가지기
특기사항

-

출처: 보평초등학교(2013a). 2013 새로운 학교 보평 교육.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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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하기

지식 이해

수학사고(적용)

-

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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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학습생태계
보평초에서 학교 밖 지역사회와 연계한 핵심역량 교육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다. 하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수업의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 밖 전문
강사와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수업이다. 실제로 보평초에서 했던 두 가지 프로젝트 사례
를 통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수업: 재래시장 나들이
2011년 3학년 가을학기 주제통합형 프로젝트 수업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나들이’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에게 우리 고장에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 알고 경험하게 해 주자는 취
지에서 고안된 수업이었다. 인근 지역에 어떤 재래시장이 있는지, 무엇을 살지, 산 물건은
어떻게 해야 할지, 돈은 얼마나 준비할지, 물건은 어떻게 사야할지 등에 대해 학생들이 팀
별로 이야기하고 현장 체험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해 가도록 했다. 학교 밖에서 학
습이 이루어질 경우 무엇보다 안전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이를 위해 보평초에서
는 ‘그림자 선생님’이라는 명칭으로 학부모 학습지원단을 조직하여 도움을 받았다. 또한
그 전 해의 실패 경험에 비추어 학생들의 현장 방문 전에 미리 사전 답사하여 시장 상인들
로부터 학생들을 미래의 소비자라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함으로
써 수업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였다.

나) 6학년 전문가와 함께 하는 장기 프로젝트 수업: 연극을 통한 감성충전
2014년 봄, 여름 학기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몇 년 동안 학생들에게 호응이 좋은
연극 수업을 인근 지역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담당 교사는
전문가와 함께 수업교재, 수업방법, 공연 장소 및 방법에 대해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연
극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한 학기동안 프로젝트가 진행된 일정과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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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보평초등학교 6학년 연극 프로젝트 과정 및 내용
3월

4월

∙ 1차 연극강사와 협 ∙ 연극2차수업
의(수업교재,수업
(강사와 담임협력
방법,공연방법)
수업):반별
∙ 연극1차수업(강사 ∙ 연극3차수업
와 담임협력수업): (강사와 담임협력
반별
수업):반별
∙ 희곡쓰기(담임)
∙ 2차연극강사,문화
예술코디, 담임 협의

5월

6월

7월

∙ 시나리오작가피드 ∙ 공연관람(대학로) ∙ 감성충전연극제
백(극작가특별수업) ∙ 리허설(강사,문화
(9개대표팀발표)
∙ 연극4차수업(강사
예술코디,담임협력 ∙ 극연출가와의 특별
와 담임협력수업): 수업:45개팀발표)
수업
반별
∙ 3차연극강사, 문화
∙ 연극5차수업(강사
예술코디, 담임 협의
와 담임협력수업):
반별
∙ 연습 및 무대 소품
만들기

출처28)

이 수업에 참여했던 담당 교사는 연극이라는 전문 분야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우선 담당 교사의 전문성 부족, 비용 문제, 학교 내
공간 사용 문제, 소요 시간의 과다로 인한 시수 조정 문제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담당
교사는 기존 학교교육 시스템 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전문가의 도움과
이러한 프로젝트 수업을 적극 지원하는 학교 문화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
서 의미있는 수업이라고 평가했다.

나. 경기 신길중학교
신길중학교(이하 신길중)는 2009년에 개설된 학교로서 2013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해 오고 있다. 이 학교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해 있으며, 24학급 855명의 학생들이 배
우고 있는 대규모 학교이다. 신길중이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지식과 경쟁 중
심의 교육을 미래지향적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되는 정책이다(교육부, 2013a: 3). 신길중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서 핵심역량 교육을
위해 중학교 한 학기동안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이고, 수업 개선을 위해 전반적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재구조화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더 나은 배움을 위한 학습의
기회를 학교 밖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있다. 신길중은 자유학기
28) 보평초 임미향 선생님이 원고용역으로 제공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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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교육과정, 수업, 평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다방면에서 변화
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운영
신길중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서 1학년 2학기의 학교 교육과정을 자유학기제 교육과
정의 큰 틀에 따라 재구조화하였다.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은 크게 ‘공통과정’과 ‘자율과정’
으로 구분되는 바, 신길중의 학교 교육과정도 이에 따라 재편성하였다. 공통과정은 종래
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의 교과로 이루어지며, 자율과정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바탕으로 진로탐색, 동아리, 예술･체육, 학생 선택프로그램 등으
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신길중은 오전에는 교과를 중심으로 한 공통과정을, 오후에는 다
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한 자율과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였다. 신길중에서 운
영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9> 신길중학교의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모형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선택
프로그램2

진로･인성

1
2

기본교과 편성
(20시간)

3
4
5
6
7

예체능

예체능

선택
프로그램1

출처: 신길중학교(2014). 2013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 자료집. p.13.

신길중은 이와 같은 형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기존의 교과 수업에 배당된 시수
를 일부 조정하였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도덕, 한문 수업의 교과 시수를 각 한 시간
씩 전환하거나 감축하여 오후의 자율과정으로 재편성하였다. 그 결과 교과로 이루어지는
교과 수업은 주당 20시간 정도로 오전에 이루어졌다. 시수가 감축된 교과의 경우, 일부
교과는 관련된 내용을 자율과정으로 전환하여 교과 연계 프로그램을 오후에 운영하기도
하고, 다른 일부 교과는 줄어든 시간 동안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지식 전달의 수업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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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사가 수업을 자율적으로 재구성하여 진행하였다.
한편, 신길중은 오후에 운영되는 자율과정은 학생 개개인이 원하고 즐기는 시간으로서
가능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자 하였다. 오후 시간 동안은 직･간접적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 주고자 한 것이다. 이 시간은 예체능 프로그램과
학생 선택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자율과정은 자유학기제로 인해 새롭게 설
계된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신길중에서 개설한 각 프로그램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가) 예술･체육 프로그램
오후에 개설되는 체육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블록 타임제로 운영된다. 자율과
정의 일부로 편성되는 체육 수업은 기존의 수업에서 시도하기 어려웠던 볼링, 스포츠 클
라이밍, 라인댄스, 스포츠리그전, 눈썰매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의 경험으로 학생들의 건
전한 여가 문화 및 평생 체육으로의 연계할 수 있도록 재편성되었다. 한편, 음악 수업은
2시간씩 블록 타임으로 2개원 과정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뮤지컬반과 국악
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다. 미술 수업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경험해 왔던 수업뿐
만 아니라 컴퓨터를 활용한 디자인 수업 및 미술관 관람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나) 학생 선택프로그램
신길중은 학생 선택프로그램을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하나는 교과 연계 선
택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진로적성 선택프로그램이다. 전자는 자유학기제로 인한 학
력 저하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업 시수가 감축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도덕 등
의 교과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었다. 1학년 8개 학급의 학생들이 총 10개 프로그
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한 프로그램 당 학생 수는 30명 내외로 운영되었다. 이외
에도 신길중은 학생들이 적성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관련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진로적성 학생 선택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담
당교사의 적성 및 관심을 고려하여 편성하며, 필요 시 학교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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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교과 연계형 선택 프로그램의 일부를 예시적으로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표 Ⅳ-10> 신길중학교의 학생선택 프로그램 유형 및 개요
유형

교과
연계형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다문화, 광고로 만나는
국어의 모든 것

∙ 다문화와 광고 주제를 다루면서, 언어 사용능력의 총체적 신장을
이루고자 함

스토리로 만나는 영어

∙ 영미 청소년문학작품을 읽고 활동을 통하여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Reading Portfolio를 만들어 봄

Prism 수학

∙ 실생활과 연계된 체험수학을 통해 수학의 유용성과 가치를 인식하
게 하여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정의적 태도 개선을 유도함

생각의 스위치를 ‘ON’으로! ∙ 중학생들이 느끼는 삶의 절실한 문제를 철학적으로 접근하여 지식
철학반
창조 및 지식의 재구성 등 자신의 생각 만들기를 유도함

진로
적성형

신길 비즈쿨

∙ 비누, 천연화장품 만들기 등을 배우고 창업 계획서 작성 및 홍보활
동, 내가 만든 제품판매 및 수익에 대한 사회 환원까지를 경험해
보도록 함

영상스토리창작

∙ 영화의 기본이론을 배운 후 다양한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여 자신
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함

녹색학교 만들기

∙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를 깊이 있게 인식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녹색환경 만들기를 실천함

페르소나

∙ 창의적 교육연극을 통하여 학생들이 놀이의 개념을 뛰어넘어 자신
감을 얻고 갈등을 극복하며 새로운 과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함

출처 : 신길중학교(2014). 2013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 자료집. p. 15-16

2) 교수･학습 방법
신길중은 자유학기 동안 수업의 기본 방향은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이 아닌 토론, 실
습, 체험 등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어, 영어, 수학 등의 주지
주의적 교과 수업의 경우에도 수업 시수의 감축에 따라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중심의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저희가 학기 초에 모여서 1학년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강의식으로
가르치지 말자. 만약에 45분 수업이라면 10분 정도 강의식 수업을 하더라도 35분은 문제를 던져
주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자. 1학년 수업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길중 교사 B)

신길중은 수업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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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활성화하였다. 수학과에서 진행한 통계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수업은
8차시로 운영되었으며, 초반에 통계와 관련된 필수 학습 요소에 관한 수업을 진행한 후
후반부에는 학생들끼리 모둠별로 통계와 관련된 프로젝트 활동이 진행되었다. 학생들 스
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 수집을 수집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과를 정리하
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학일기를 쓰면서 모집단에 대
한 유의미한 추측을 한 후 결과를 발표하고, 각 모둠의 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 교과가 통합된 형태의 융합 수업도 일부 이루어졌다. 예컨대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국어, 음악, 도덕 교과를 통합한 형태의 수업이 그것이다. 그 구
체적인 계획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Ⅳ-11> 신길중학교의 통합 수업 주제 및 활동내용 예시
시기

9월

과목

담당교사

국어

전세훈
황지윤

음악

박미라

도덕

박혜진

주제

교육활동 내용

차시

시를 읽고 시대적
상황 및 의미 이해

∙ 윤동주의 ‘서시’를 감상하고 시대적 상황
을 살펴본다.
∙ ‘서시’에서 나타내고자 한 주인공의 운명
에 대한 극복과 초월 의지를 이해한다.

1

뮤지컬을 통한
역동적 감성 표현

∙ 윤동주의 ‘서시’를 뮤지컬 음악에 맞추어
표현하고 모둠별로 발표한다.

4

내 삶의 주인 되기

∙ 삶에서의 절실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 기준에 따라 선택을
해보도록 하며 타당한 이유를 발표하도록
한다.

2

출처 : 신길중학교(2014). 2013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 자료집. p.19.

신길중은 교과 분절주의를 극복하고 통합적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 일부 교과를 시작
으로 위와 같은 식의 통합 수업 형태를 확대시켜 가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
들이 경쟁이 아닌 협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수업을 운영함
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도움을 받는 일이 부끄럽지 않은 일임
을 알게 하여 학생들 간의 관계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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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방법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서 신길중은 한 학기동안 중간, 기말고사 형태의 평가를 실지하
지 않았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학습
의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형성평가를 기본 방향으로 한다. 즉, 특정 기간에 시행되는 중
간･기말고사와 같은 총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학교별로 학생들의 학습 진전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성평가를 수시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최상덕 외, 2014b: 23-26). 이에 따라 신길중에서도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방법의 변화
와 연계하여 평가 방식을 변화시켰다. 학생들 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주어진 학습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학생들의 발달 정도를
서술형으로 기록하는 방식을 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길중은 자유학기 동안 형성평가와 프로젝트평가로 나누어 각
3회씩 실시하였다. 프로젝트 평가의 경우, 모둠별 프로젝트 2회와 개별 프로젝트 1회를
실시하였다. 한 가지 예로 신길중의 수학과 평가 주제 및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Ⅳ-12> 신길중학교의 수학과 평가 유형 및 주제
영역

형성
평가

평가시기

성취기준

1차

10월

5. 통계

줄기와 잎 그림,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 상대도수 등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료를 해석할 수 있음

2차

11월

6. 기본도형

기본 도형, 작도와 합동에 대한 원리와 성질을 이해하여 문제
를 해결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음

7. 평면도형

평면도형의 성질, 입체도형의 성질 단원에서 다각형의 대각선
및 내각과 외각의 크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다면체
와 회전체, 입체도형의 겉넓이와 부피 등을 구할 수 있음

8. 입체도형

회전체,입체도형의 겉넓이와 부피 등을 구할 수 있음

3차

12월

1차
9월~10월
(모둠)
프로
젝트

단원 및 주제

통계 프로젝트

모둠별로 탐구할 가치가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적합한 방법으
로 자료를 수집하며 통계자료를 정리･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발표를 하고 토론을 통하여 수학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음

2차
(개별)

11월

점, 선, 면과 기본도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와 색채의 아
기본도형을 이용한
름다움을 포현하여 도형이 수학에서 뿐 아니라 미술에서도 작
미술작품
품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사용됨을 알 수 있음

3차
(모둠)

12월

정다면체의 전개도를 그리고 입체도형을 만들어 모둠별 주제
입체도형을 활용한
에 맞는 디자인으로 도형의 면을 구성함. 수학에 대한 정의적
모발 만들기
능력을 신장시켜 긍정적 자세를 가질 수 있음

출처: 최상덕 외(2014c). 자유학기제 운영 종합매뉴얼.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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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평가는 자기평가와 동료평가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
다. 그리고 그 평가 항목에는 지식뿐만 아니라 태도･흥미 등의 정의적 영역도 중요한 사
항으로 포함되었다. 신길중에서 활용한 프로젝트 활동의 평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13> 신길중학교 프로젝트 활동 평가지 예시

구분

자기
평가

평가
(매우 미흡:1 미흡:2 보통:3 우수:4
매우 우수:5)

평가항목

지식
(인지적 영역)

프로젝트를 통한 수학적 성취수준 도달도

태도･흥미
(정의적 영역)

모둠 구성원들과의 공감 및 호응도

1

2

1

2

3

4

5

4

5

프로젝트 주제에 대한 이해 및 활용도
준비 및 발표과정에서의 기여도
합계
이름

동료
평가

태도･흥미
(정의적 영역)

평가
3

∙ 우리 팀의 친구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협동하며 프로젝트 학습에 참여하였습
니까?
∙ 모둠원을 중심으로 기록하세요.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나의 느낌과 제안점
출처: 신길중학교(2013). 2013 연구학교 운영계획서. p.24.

4)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학습생태계
신길중은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학습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
교 밖의 다양한 학습 장소를 발굴했다. 신길중 교감은 “인성을 포함한 핵심역량 교육이 지
역사회의 체험학습과 연계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학교 교실 안에서는
주로 말로 설명함으로써 가능하지만,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에서는 몸소 체험을 통
해서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핵심역량이 길러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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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성이 지역사회에서 연관 되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사회체험학습에서 인성의 요소를 잘 끌어낼 수 있는데, 제가 연수할 때도 얘기했지만, 학교교육
에서는 말로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역사회에서는 보여줄
수가 있고 아이들에게 체험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가 물론 요리 체험해서 나갔지만, 사장님하고
아이들하고 그 뒤에 나오는 인간관계를 보면 그게 곧 인성이고,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을 새롭게 함으로서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도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담배 피운다고 어른
때리는 일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지역사회를 잘 활용하면 인성교육 등 핵심역량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신길중 교감)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신길중은 학교 안에서의 학습을 학교 밖에서의 경험과 연결시
켜 주기 위해 학교 인근의 여러 지역사회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관심사 및
진로를 고려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길중은 학부모지원단을 구성하여 학부모들의 도움으로 지역사회와의 긴밀
한 협조 체제를 형성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하에서는 신길중이 학부모 지원단을 매개
로 진로체험 인프라를 구축한 과정과 지역사회 연계 진로체험 활동의 내용 및 성과를 살
펴보도록 한다.

가) 학부모 지원단을 매개로 한 진로체험 인프라 구축 과정
신길중은 학교 주변 지역사회의 일터를 학생들의 배움터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
부모 지원단’을 조직 운영하였다. 학생들의 소규모 진로체험학습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
사들의 인력만으로는 부족했고, 이를 학부모들과 협력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신길중이
형식적인 진로체험 학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양한 체험처를 확보하여 내실있는 진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 데에는 학교와 학부모 간의 여러 차례의 설득과 합의를 통한 협
력 관계를 구축한 것이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솔직히 아이들 체험 장소를 발굴하는 데는 어머님들이 개인적으로 친지나 친구나 아니면 많
이 거래하시는 기관이나 이런 데를 발로 뛰고 이렇게 해서 발굴을 많이 하셨어요. 다만, 어머님
들은 (체험할 수 있는) 기관을 발굴하긴 했지만 거기서 애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머님들이 섭외해 온 장소들을 다시 다 연락을 했어요.
직접 가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직업체험의 취지는 이런 거고 현장 직업체험이
의미가 있으려면 4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 드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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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랬을 때 느낀 것은 어머님들의 인맥을 통해서 섭외한 체험처는 학교에 매우 호의적이었어
요. (신길중 진로담당 교사)
사실은 학부모 지원단이란 걸 만든 건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할거냐 이런 방법을 강구하다
가 교사가 지역사회를 끌어내는 건 어려우니까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학부모님들을 매개로 하
자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서 학부모 지원단을 활용하게 된 것이고요. 학부모 지원단이 어떤 활동
을 할 것인가 고민할 때에는 처음에는 상당히 수동적이었어요. 단순하게 와서 도와주는 정도로
끝날 거로 생각하셨는데 자기 직접 뛰면서 활동해야 된다는 거 아시고 갈등이 생겼거든요.......
[중략].......그런 갈등을 교장선생님이나 저나 부장 선생님들이 계속 대화를 함으로써 서로 어떤
합의점이 찾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성취감도
맛보신 거고.......[중략].......그분들에게 일정한 성취감을 맛보게 하면 그것이 플러스 알파가 돼
서, 올해와 같이 우리처럼 지원단장도 선거를 해서 뽑아야 했어요. (생각보다 학부모님들이 적극
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신길중 교감)

신길중의 경우, 실제로 그 지역에 살면서 인근 주민과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학부
모들이 학교 주변의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후 교사들은 해당 체험처와 연락
하여 학생들의 진로체험 학습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안전교육을 포함한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해 나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
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아이들과 함께 경험하면서 자녀교육 등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나) 지역사회 연계 진로체험 활동의 내용 및 성과
신길중은 자유학기제를 적용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른 학년이 중간, 기말고사를
보는 3일간을 진로체험 활동 시간으로 활용하였다. 1학년 학부모 35명이 학부모 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진로체험 활동을 인솔하였다. 학생들은 소규모로 자신들
이 관심 있는 학교 인근 지역에 가서 체험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후 결과물로 제작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학부모 지원단의 도움을 얻어 신길중에서 발굴한 체험처
를 일부 제시하면 다음 <표 Ⅳ-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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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 신길중학교의 학부모지원단 발굴 체험처 예시
분야

기관(상호)

에니
메이션

부천만화영상진흥원

정치
법률

국회

복지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쌤쌤마켓”

의료

서안산노인전문병원

교육

아이림어린이집

제조

(주) 일광열연

체험 내용
∙ 캐릭터를 통해 배우는 만화100년 역사
∙ 전시해설가-도슨트 직업체험 등
∙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 관람
∙ 의정체험, 간담회 등
∙ 다문화의 이해
∙ 음악회, 외국음식 등 체험
∙ 바자회를 통한 외국인과의 만남

일터 멘토
오○○ 원장
김○○ 보좌관
차○○
사회복지사
유○○
홍보과장

∙ 의료 및 복지 분야 체험
∙ 독서, 놀이, 산책, 중식 도우미
∙ 수업자료 만들기 보조 등
∙ 일터견학
∙ 도면에 의해 기계가 제작되는 과정 체험

이○○ 원장
이○○
대표

출처29)

신길중은 이 외에도 총 40여개의 일터를 발굴하여 학생들의 체험처로 활용하였다. 또
한 중간, 기말고사 기간이 아닌 평상시 수업 중 일부 시간에도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을 초
빙하여 관련된 선택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학생들의 배움의 장
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진로체험 학습 결과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길중의 진로 담당 교사는 진로체험이 학생들의 인성 함양이나 자
신의 삶을 생각하도록 하는 데 매우 좋은 요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역 안에서 근거리에서 소소하지만 작은 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삶이 없는 게 아
니잖아요. 진로가 좁게 보면 직업이지만, 어린 애들한테는 내 삶은 미래를 고민할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그걸 직업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지역을 벗어나면 견학 형식으로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업장에서의 직업체험이
오히려 아이들 인성이나 자기 삶하고 연결시키는 데는 굉장히 좋은 요소라는 생각이 들거든
요……[중략]……예를 들어 어떤 제조 업소에 간 경우 설사 학생이 제조업에 종사하지 않을 거라
고 해도, 거기서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어떤 애들은, 용접하는 거 그거 쓰고 실제로
덥잖아요. 자기한테 체험시켜준 아저씨가 뒤돌아서 나오니까, 그걸 벗고 땀을 훔치더라. 그걸 보
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고, 우리 아빠도 힘들게 일하는구나, 보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신길
29) 학교에서 제공한 자료 중 일부를 뽑아 표로 만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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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진로담당 교사)

신길중의 여러 학생들도 자유학기 동안 이루어진 활동들 중 학교 밖 체험활동이 가장
재미있었다는 대답을 했다.
아무래도 그 체험활동 나가는 게 많아서 친구들이 재미있어하고 저도 재미있었고 기억에 많
이 남는 거 같아요. (신길중 학생 A)
그냥 교실 안에 답답한 공간에서 나와서 하니까 좀 더 속 시원하고 공부에 스트레스도 안 받
고 생각이 넓어져서 공부에 집중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신길중 학생 B)
체험활동 하면서 자유롭게 하니까 수업에 대한 부담감도 줄고, 원래 수줍음이 많은데 발표 이
런 걸 하니까 안 하던 애들을 많이 시켜주셔서 자신감을 키운 것 같아요. (신길중 학생 C)

신길중의 교사와 학생들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진로체험이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기르는 데 매우 유익한 활동이었다고 했다. 특히 학생들은 이러한 체험학습을 통해서 좀
더 넓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는 능력, 친구들과의 대인관계능력
및 리더십 등을 기를 수 있었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그러나 신길중의 교사들은 지역사
회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핵심역량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
고 있으나, 학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지역사회의 협조를 얻어 내기가 쉬운 일이 아님을
강조하며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 경남 태봉고등학교
태봉고등학교(이하 태봉고)는 2010년 설립된 공립형 대안학교이다. 입시교육에서 벗어
나 핵심역량 함양 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초대 학교장의 강한 신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학
교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이 본 학교의 목적이 아님을 학생
모집 당시부터 교사, 학생, 학부모들에게 명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을 준비하고 실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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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 운영
핵심역량 함양을 학교교육의 목적으로 내세우는 태봉고 교육과정의 특징 중 하나는 철
저하게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먼저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과 관련하
여, 태봉고 설립자이자 초대 교장이었던 여태전 교장에 따르면, “학생을 가르쳐야 할 대상
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믿어 주고 맡겨 두면 교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해내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라고 본다는 것이다. 교실 수업에서의 배움의 과정뿐만 아니
라 학교생활 전반에서 기획되는 다양한 발표와 행사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교사가 주도하
고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관계가 아니라 학생들의 자치권을 강화해 줄 때, 그것
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능력은 향상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능력,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새롭게 일을 고안하는 능력 등의 핵
심역량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길러질 수 있지만, 학교생활 전반의 다양한 활동을
학생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믿어 주고 기반을 마련해 주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 태봉
고의 핵심역량 교육 실천 방안이었다.

2) 학교 밖 인턴십을 통한 학습, LTI 프로젝트
태봉고는 공립형 대안학교로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설립 당시
부터 교과별 수업 시수 확보를 둘러싼 교과 이기주의를 벗어나 대안적인 교육과정을 운영
하겠다는 학교장의 방침에 따라 일반 학교와는 구별되는 교육과정을 편성한 바 있다. 이
러한 학교 교육과정의 비전을 반영한 특징 중 하나는 ‘인턴십을 통한 학습’ 즉 LTI
(Learning Through Internship)이다. LTI는 1996년 미국의 공립형 대안학교인 매트스
쿨에서 적용된 교육과정으로서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바탕을 둔 프로젝트를 계
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학교 밖 현실세계에서 자극을 받아 학문적인
능력이나 개인적인 기술을 익히도록 이끄는 프로젝트 수업을 지칭한다.
태봉고의 LTI 프로젝트 수업은 주당 6시간으로 매우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진행된
다. 학생들은 점심 후 학교 밖 멘토를 찾아 지역사회로 향한다. 가령 미용사가 되고 싶으
면 미용실로 가고, 요리사가 되고 싶으면 호텔이나 큰 식당의 요리사를 찾아는 방식이다.
간혹 음악이나 미술, 무용 등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경우는 무상으로 배울 수 있는 멘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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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기 어려워 학원 강사를 찾아가는 경우도 더러 있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찾기 어려운 학생은 학교 안의 ‘길잡이 교사’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
트를 만들어 학교 밖의 ‘사회 길잡이 교사’를 찾아다니면서 몸으로 부딪히고 구체적인 체
험을 통해 배움을 찾아는 방식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일찍부터 자신이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 과정 중에 학생들은 ‘경
험적 사고력’, ‘수리적 사고력’, ‘사회학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자기관리 능력’의 5
가지 핵심역량이 길러지며, 태봉고는 이를 학교의 학습 목표로 삼고 있다. 태봉고의 LTI
활동의 세부 운영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Ⅳ-15> 태봉고등학교의 LTI 활동 세부 운영안
구분

준비
및
지원
활동

LTI
교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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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과제

세부실천내용

1학기

2학기

계획 수립

∙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 수립
∙ 연간 운영 계획 수립
∙ 연간 수업 및 평가계획 수립

2월

･

자원 확보

∙ 자료 및 소모품 구입
∙ 차량 섭외
∙ 외부초청강사 섭외
∙ 멘토 방문 선물 구입

3월

･

∙ 사전연수(교직원)

1월

･

∙ 신입생오리엔테이션(학생･학부모)

3월

･

∙ 교내연수

수시

수시

지원

∙ 희망 진로 및 인턴십 조사
∙ 멘토 섭외 현황 조사
∙ LTI프로젝트 주제 조사
∙ LTI 진행 상황 파악 및 질 관리
∙ 학생 상담
∙ 개인별 블로그에 피드백 주기

수시

수시

준비
단계

자기이해 및
진로탐색

∙ 개별 블로그 만들기
∙ 진로관련검사: 문장완성검사/ 청소년
성격평가검사/ 진로흥미검사
∙ 직업세계이해
∙ 진로계획수립

3월

･

실행
단계

인턴십 준비

∙ 멘토섭외
∙ 인턴십 활동 계획 및 일정표
∙ 프로젝트 주제 결정

4월

8월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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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추진과제

세부실천내용

1학기

∙ 프로젝트제안서
LTI
교과
활동

프로젝트진행
실행
단계
발표 및 평가

평가
활동
행사
활동
홍보
활동

평가 및 보고회

2학기

4월

9월

5~6월

9~11월

∙ 프로젝트보고서 및 결과물

7월

12월

∙ 발표원고 및 PPT 준비
∙ ‘LTI PT Day’ 행사
∙ 다음 학기 계획

7월

12월

･

10월

∙ 성찰일지(개인별 블로그)

∙ LTI 교육활동 결과 보고회
∙ 운영의 평가 및 추후 운영 계획

8월

1월

∙ ‘멘토의 날’ 행사

･

9월

LTI 관련 행사

∙ LTI 초청강연회

･

･

∙ LTI 실천사례 공유를 위한 세미나

8월

1월

LTI 관련 자료
정리 및 홍보

∙ LTI 자료집 발행
∙ LTI 매뉴얼북 발행
∙ 홈페이지 자료 탑재

연중

연중

출처30)

LTI 프로젝트 수업은 학교 밖 지역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학생들에게 생생한 경험을 하
도록 하는 것 이외에도 한 학기동안의 배움을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학생들의 핵심역
량이 길러지도록 한다. 태봉고는 매 학기말에 LTI PT Day를 통해 한 학기동안 인턴십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틀 동안 한 학생도 빠짐없이 10분에서
15분 정도 발표를 하며, 대다수의 학생들이 파워포인트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음악 공
연이나 영상제작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다. 태봉고의 교사에 따르면, 발표를 잘하느냐 못
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이며, 중요한 것은 학생 모두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무대 위
에 오르고, 다른 학생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끝까지 들어주고, 서로 격려해 주는 학교 문
화를 만들어 감으로써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데 있다. 이러한 LTI 프로젝트 수업은
일반 학교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서 학교 안의 배움을 학교 밖으로 연결시킴과 동시에
교과 간의 벽을 허물고 융합적인 배움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30) 태봉고 백명기 선생님 원고(5월30일 면담 자료)에서 가져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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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울 삼각산고등학교
삼각산고등학교(이하 삼각산고)는 2011년에 개교한 서울형 혁신학교이다. 교육과정과
수업혁신으로 미래 능력을 기르는 학교를 표방하며 학교 혁신을 실천하고자 설립된 학교
이다. 특히 교육부나 교육청으로부터의 교육개혁과는 달리 오랫동안 현장에서 학교혁신
을 실천해 오던 교사들이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 교육을 위해 학교를 변화시키고자 노력
한 결과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삼각산고는 각 학년 당 11개의 학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급 당 30여명의 학생 수를
갖는 대도시에 위치한 대규모 학교에 해당한다. 삼각산고는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을 길
러주기 위해서 어느 한 측면을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아 다른 측면으로 서서히 나아가는

‘점진주의 방식’ 대신 전체 요소들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접근 방식을 택했다(김정안,
2014). 일반고등학교의 미래 핵심역량 교육의 사례로서 삼각산고가 취한 학교교육의 모
습을 교육과정, 수업, 평가, 그리고 학습생태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운영
삼각산고는 서울형 혁신학교이자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핵심역량 교육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었다.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일반고등학교에
비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이 높다.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필수 교과(군)의 이
수 단위가 116단위인 반면, 삼각산고와 같은 자율학교는 72단위로서 학교에서 자율적으
로 개설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b: 19). 삼각산고에
서 편성운영하고 있는 학교 교육과정의 개요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16> 삼각산고등학교 교육과정(2012학년도 입학 인문사회과정 기준 )
과목명별 이수단위

교과 영역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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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국어(8)
수학(8)
영어(8)

2학년
문학Ⅰ(5)
문학Ⅱ(5)
수학Ⅰ(4)
미적분･통계(4)
영어Ⅰ(6)
영어독해･작문(6)

3학년
독서와 문법Ⅱ(6)
화법과 작문Ⅱ(6)
수학Ⅰ(4)
미적분･통계(4)
영어Ⅱ(6)
심화영어회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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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단위수)

36

과목명별 이수단위

교과 영역

1학년

2학년

3학년

계
(단위수)

사회(6)
한국사(6)
과학(8)

사회과목 선택(16)
과학과목 선택(4)

사회과목 선택(8)
사회문화(8)
과학과목 선택(4)

예술･체육

체육(4)
음악(3)
미술(3)

운동과 건강생활(4)
스포츠 문화(4)

전공실기(4)
스포츠과학(2)

생활･교양

생활과 철학(4)
진로와 직업(2)

제2외국어 선택(4)

진로와 직업(2)
제2외국어 선택(4)

10

60(한 학기당 30)

60(한 학기당 30)

60(한 학기당 30)

180

8(한 학기당 4)

8(한 학기당 4)

8(한 학기당 4)

24

68(한 학기당 34)

68(한 학기당 34)

204

탐구

이수단위 소계
(단위수)
창의적 체험활동

학기별 총 이수단위 68(한 학기당 34)

16

12

출처: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과행정안내–중등교육지원과-교육과정(중)
http://www.sensb.go.kr/M6_Department02/m6_02_06.jsp?mode=view&curpage=1&header_id=000504114&c_subject=Y&
keyword=%EC%82%BC%EA%B0%81%EC%82%B0%EA%B3%A0 자료 재구성 (최종검색일자: 2014년11월14일)

위와 같이 구성된 삼각산고 교육과정 운영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편제표에 나타난 여러
교과와 활동들이 서로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
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과정이 학생들의 진로진학과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
이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가) 학교 전반에 걸친 포괄적 통합 교육과정 운영
삼각산고는 학교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었다. 교과
내에서의 단원 간의 통합, 교과와 교과 간의 통합,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통합, 창
의적 체험활동 내의 동아리 활동과 봉사 활동의 통합 등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
한 학습 활동들이 서로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 가지 사례로서 2011년에 진행된 ‘기후변화’라는 범교과적 주제를 중심으로 운영된
통합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이 수업은 8개 교과(국어, 영어, 과학, 지리, 한국사, 진로와
직업, 생활과 철학, 미술) 담당 교사 13명이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학 교사와 윤리
교사는 수차례 팀티칭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 수업과 연계한 동아리 활동에서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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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프로젝트 연구 과제가 진행되었고, 이 동아리에 소속된 학생들은 그 결과물로서 기후변
화와 관련된 보드 게임을 만들었다. 이후 학생들은 지역아동 공부방에 가서 어린이들에게
보드 게임을 통해 이 문제를 알리는 봉사활동을 하였고, 게임의 난이도를 높여 학교 축제
동아리 발표대회에도 참여하였다. 이 동아리는 방과 후 및 방학 중에 기후변화와 물 부족
의 관련성에 대해 더 깊은 연구를 진행하여 전국 고교생 대상 과학탐구대회 본선까지 진
출하여 세계 물포럼 총재상을 타는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학생들의 경험은 이후 학생들
의 진학지도에도 반영되었고 입시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교 전반에 걸친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들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이며, 삼각산고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모든 교사들이 동의하고 참여
한 것은 아니다. 김정안(2014) 교사에 따르면, 교과 간 통합의 시급성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았으나 현재 가능한 만큼의 교과와 교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고 했다.
먼저 교과간 통합의 시급성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았으나 현재 가능한 만큼의 교과와 교사가
참여하기로 하고, 장기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교과내 통합이 가능한 교과로서
교과교양 2개 교과-생활과 철학, 진로와 직업-를 개설하고, 교과활동과 창체활동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동아리활동과 동아리별 봉사활동 운영을 통해 창체 활동 간의
통합을 추진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김정안, 2014)

교과 간의 통합은 쉽지 않지만,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 그리
고 교양교과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게 합의가 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나) 진로진학-교육과정-수업-평가의 연계
삼각산고의 진로진학의 기본 방향은 교육과정 및 수업, 평가 혁신을 연계시켜 추진하고
그 결과를 진학지도의 자료로 귀결시키는 것이다.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학습자의 활동 과
정을 평가하고, 참여 수업의 결과물들을 널리 공유하는 학습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수업과
무관한 일회성, 전시성 대회를 지양하고자 하였다. 교과별 프로젝트 발표대회를 운영할
때에도 일회성 경시대회가 아니라 수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탐구한 결과물들을 평가
하는 대회의 형태로 개최하였다. 학생 참여식의 활동 수업과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해 수
시 및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요구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수학능력시험에 필요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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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사고력과 탐구력을 길러주고자 하였다. 이는 학교 수업의 결과 보다는 과정을 중시
하는 평가, 그 평가 근거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 학교 내에서의 발
표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대회 참가 및 봉사 활동으로 연계되는 일련의 메커니즘을 통해
수업과 입시를 통한 진로진학 간의 긴밀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고 있었다.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도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진로진학 특강이 실시되었다. 정기적으로 인
문사회예술 특장 및 과학 특장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시야를 넓히
고 학습 동기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에 삼각산고에서 진행된 인문사회예술
특강은 다음과 같다.
<표 Ⅳ-17> 삼각산고등학교 2013년 인문사회예술 특강
순서

일시

강사

연계 도서

자유를 위한 읽기와 쓰기

5월

김흥식
(서해문집 대표)

행복한 1등, 독서의 기적

2강

99%를 위한 협동조합

6월

3강

철학적 사고로 1O대를 살아내기

7월

안광복
(철학작가, 중동고
철학교사)

17살의 인생론, 철학에게
미래를 묻다.

4강

공부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나를 알아가고 함께 살아가게 하
는 공부 기행

9월

고미숙
(연구공간 수유+
너머 연구원)

호모쿵푸스, 호모에로스

5강

내가 걸은 만큼만 세상이다

11월

강풀
(만화가)

순정만화, 바보 등

개강식

강의내용

정태인
정태인의 협동의 경제학, 눈빛
(새로운 사회를 여는
고운 그대에게
연구원 원장)

출처31)

인문사회예술 분야 외에도 과학 분야와 관련해서도 진로진학 특강이 이루어진다. 이러
한 특강은 일회성 강연으로 끝나지 않고 주제별 독서지도와 연계하여 독서 캠프로 마무리
된다. 그 밖에 학생들의 전공 적합성 강화를 위한 1인 1프로젝트 소논문 지도 및 발표를
가짐으로써 수업과 진로진학이 연계도록 운영하고 있다.

31) 삼각산고 김정안 선생님 원고(6월2일 자 면담 자료)에서 가져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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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학습 방법
삼각산고 수업 개선의 방향은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참여 수업이다(김정안, 2014: 2).
수업 개선의 핵심은 교사, 학생 모두가 수업의 참여자로서 활동하면서 상호작용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대화와 토론 수업, 협력 수업, 프로젝트 수업, 글쓰기 수업, 역할극 수업 등
이 중요한 참여 수업 방식이라고 본다. 그 중에서도 삼각산고에서 활발하게 적용되는 수
업 방식은 프로젝트 수업이다. 삼각산고에서 프로젝트 수업은 참여자간의 협력과 상호작
용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참여 수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최상덕 외, 2014b).
앞서 통합 교육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교과에 걸쳐 혹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
동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학습의 사례를 유형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교과별 프로젝트 학습
교과별 프로젝트는 학습자의 주체적 참여와 협력을 결합한 탐구와 실천을 통해 집단적
지식을 구성하며, 창의력, 표현과 소통능력, 협력적 문제 해결력,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
역량을 기른다는 목적 하에 교과별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 사례 1: 국어과의 ‘수능 출제위원 되기’프로젝트 학습
이 프로젝트는 고3 담당 국어과 교사들이 함께 수업을 설계하였으며, 고3학생들이 스
스로 수능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여 직접 문제를 출제한 후 수업의 결과물을 전교생이
공유하는 팀티칭 수업 모형으로 고안되었다.

∙ 사례 2: 역사과의 ‘일제 강제동원과 전후 처리’ 프로젝트 학습
이 프로젝트는 대주제인 일제 강제동원과 관련된 소주제를 모둠별로 선정하여 탐구한
후, 전후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실천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
되었다. 탐구 결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여 영상물로 제작 발표함으로써 공유하
고, 교사평가와 학생 평가를 결합하여 우수작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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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합교과 프로젝트 학습
여러 교과 간에 관련되는 범교과적 주제를 중심으로 한 통합교과 프로젝트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 문제를 포함해 현대 사회 문제들의 상호관련성을 이
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문제를 전체적
으로 조망하는 통찰력과 그 문제들의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존재들과 바람직
한 공생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태도와 능력이 길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삼각산고에서 그동
안 수행해 온 통합교과 프로젝트 학습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표 Ⅳ-18> 삼각산고등학교 교과통합형 프로젝트 학습의 주제 및 특징
프로젝트 주제

특징 및 형태

실시 시기

기후 변화

7개 교과 통합수업 및 창체 활동, 행사 활동과의 연계

2011. 6

도시 생활

3개 교과 통합수업

2011. 11

공동체

7개 교과 통합수업

2012. 5

3개 교과 통합수업 및 캠패인 활동

2012. 5

공정 무역
수련회
공정 무역
평화

5개 교과 통합수업

2013. 5

3개 교과 통합수업 및 캠패인 활동

2013. 6

3개 교과 통합수업

2013. 11

삼각산고는 이러한 교과통합형 프로젝트 수업 실시 후 학생들의 만족도를 자체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이러한 분석 결과 다수의 학생들은 넓고 깊이 알 수 있었으며, 적극적
으로 참여했고, 수업이 재미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발표 준비 시간이 많이 소요
되고, 협력이 잘 안 되는 데에서 여러 가지 갈등 관계를 겪는 과정에서 불만을 표했다. 이
와 관련하여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했던 교사들은 교사들 간의 협의를 통해 수업 주제와
내용의 중복 피하기, 과제의 양과 과제 제출 시기의 조절, 모둠별 평가에서 개인의 수행과
정에 대한 적절한 평가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프로젝트 학습
삼각산고는 교과통합형 프로젝트 학습을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 및 봉사 활동
과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해당 프로젝트 학습의 주제를 심화 발전시켜 동아리별 출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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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거나 봉사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 사례 1: ‘환경토론’ 동아리는 기후변화 프로젝트 후 친환경 텃밭 가꾸기, 친환경 채소
지역 이웃 나눔활동 등의 봉사 활동으로 이어나갔다.

∙ 사례 2: ‘서울사랑’역사 동아리는 수업 시간의 프로젝트 학습 결과물을 토대로 강북
문화장터에서 독도 수호 캠페인을 벌였다.

라) 역량 중심 프로젝트 학습
삼각산고는 여러 가지 핵심역량 중 글쓰기를 통한 표현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
에 따라 학생들의 표현 역량을 키우기 위해 창의적 글쓰기 수업을 특색 활동으로 운영하
고 있다. 표현 역량은 개별 교과의 범위를 넘어서는 통합적 역량이라고 보고, 창의적 글쓰
기 수업은 여러 교과에 걸친 통합수업으로 구성, 운영하였다.
<표 Ⅳ-19> 삼각산고등학교의 표현 역량 강화를 위한 글쓰기 수업
1학년

2학년

NIE 수업, 시와 소설 쓰기, 시화 만들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소 시화전 및 수업 작품을 평가
하는 백일장 개최
개서쓰기, 1인 1프로제트 소논문 쓰기
(시,소설,수필,서평,독서기
록장,작문노트 대회),
독후감 및 논술, 시 ,보고서 쓰기 ,1인 1프로젝트
인문계
1인1프로젝트 소논문,
소논문 연구지도
우수작 시상
자연계
실험 및 과학 탐구 보고서 쓰기, 1인 1프로젝트 1인1프로젝트 소논문,
(창의적 과학) 소논문 연구지도
우수작 시상

3학년
(2013)

자기소개서 쓰기(진학, 취업), 구술면접, 적성검사, 논술 연습3개년 작품 문집 제작
진로진학 필요성에 따라 분반

출처: 삼각산고등학교(2014). 삼각산고등학교 안내 자료집. p.5

삼각산고는 소통과 표현 역량 강화를 위해 3년 동안 매주 1시간씩 통합교과적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의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2년 동안 모든 학생이 매년
1인 1프로젝트 소논문을 작성하고, 학년말에 학습 성과물을 중심으로 학급 문집으로 제작
하고 발표하는 기회를 갖는 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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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1인 1프로젝트 연구
삼각산고는 개인별 혹은 협력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학습 능력을 배
양하기 위해 1인 1프로젝트 연구 및 발표대회를 운영한다. 1, 2학년의 모든 학생이 해마다
5월~11월 기간 동안 스스로 프로젝트를 계획, 탐구하여 소논문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
행된다. 2013년에 수행된 1인 1프로젝트의 주제를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20> 삼각산고등학교 학생들의 1인 1프로젝트 학습 주제 예시
학년

1인 1프로젝트 학습 주제

1학년

∙ 다문화 아이들의 글로벌 인재 교육
∙ 웹툰의 소비 형태와 현위치, 관련 산업에 미친 영향 조사
∙ 공공미술과 연대의식
∙ 천연항생제 프로폴리스
∙ 학생회를 통한 학교 내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삼각산고등학교 학생회를 중심으로

2학년

∙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제작
∙ 피해자로서의 한국, 가해자로서의 한국: 월남전 속에 녹아있는 편파적 역사관
∙ 심리학 관점에서 바라본 학습 동기부여의 실태
∙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방과 후 학교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 아스텍의 뿌리는 한민족?: 한민족 집단이주의 과정과 근거

출처32)

3) 평가 방식
삼각산고의 평가 운영 방향은 수행평가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평가함으로
써 소질, 적성, 능력 등을 최대한 계발한다는 것이다(삼각산고등학교, 2013: 28). 중간,
기말고사 형태의 정기고사를 통한 평가가 시행되지만, 정기고사 이외의 수행평가와 정기
고사의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합쳐서 각 교과별 학기말 총 배점의 35% 이상 되도록 한다
는 것이 구체적인 방침이다.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관찰법, 체
크리스트 작성법, 일화기록법, 논술 및 서술 평가법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토론,
발표, 조사 탐구 활동을 평가한다. 동시에 서술형･논술형 평가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들의
고등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삼각산고의 평가 운영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교과 수업 연계 탐구대회
32) 삼각산고 김정안 선생님 원고(6월2일 자 면담 자료)에서 가져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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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을 통해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학습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고
자 한다는 점이다. 삼각산고는 학생들의 호기심과 탐구심, 지적 성장과 자기표현의 기회
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교과 수업과 관련된 다양한 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함께 성장
하는 평화로운 역사교실’, ‘수학 탐구 발표 대회’, ‘수학 경시 대회’,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영어수업’, ‘과학의 달 행사’, ‘교내 지리 올림피아드’, ‘일본문화 퀴즈대회 및 일본어
경시 대회’, ‘작은 음악회’ 등이 그 사례다. 학생들은 여러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산출되는
수업 결과물을 발표하는 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배우고, 그 과정을 평가받고, 그 결과를
친구들과 공유하게 된다.
3학년 때까지 삼각산고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대학에 입학한 한 졸업생은 3
년간의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생각의 차이를 경험함으
로써 폭넓게 사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입 체제와의 간
극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최상덕 외, 2014: 65-66). 수능이나 내신 성적에는 프로젝트
학습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다만, 대학입학사정관제도에서는 자기소개
서와 포트폴리오 등을 통해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자신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4)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학습생태계
삼각산고는 학생들이 단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지필식 고사에서 고득점을 획득하도록
돕는 교육이 아니라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
러 가지 방식의 학습생태계를 고안하였다. 크게 학교 안 학습생태계와 학교 밖 학습생태
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삼각산고의 경우 학교 밖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연계보다는 학교
내의 교사와 학생들 간의 원활한 관계 구성을 통한 학습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이었다. 즉
그동안 관료적이며 단절적으로 운영되던 학교 조직을 학생들의 학습을 중심으로 재구조
화함으로써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가) 학교 안 교사들 간의 학습생태계
삼각산고는 2013년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성과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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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입시 성과를 거두어 진학지도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모범 사례로서 일반고등학교의 새 모델로 평가 받았다(한국일보
기사, 2013. 4. 5). 김정안 교사는 그 성공 요인 중 하나로 삼각산고의 상호존중과 협력의
문화를 꼽는다(김정안, 2014: 8). 모든 교사들이 3년 동안 존중, 합의, 협력을 토대로 학
교를 건강한 공부공동체로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삼각산고는 무엇보다 학교교육의 핵심은 수업이며, 수업이 바로 학교혁신을 실현하는
원동력이라고 보고, 수업혁신을 통한 소통과 참여의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그 구체
적인 방안 중 하나는 ‘동료성 기반의 수업 공개’이다. 교사들 간의 동료성을 바탕으로 지
속적인 수업 연구와 수업 공개를 실시함으로써 동료로부터 서로 배움으로써 수업을 개선
하는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모든 교사는 학기별로 2회 수업 공개를 실시
하며,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의 수업참여도 독려하였다. 수업 공개의 결과는 수업
연구회에서 상호 수업분석을 통해 창의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되었다.
또 다른 방안은 교사들의 ‘사례중심의 수업연구 발표회’이다. 교과 특성에 맞는 수업 사
례를 소개하고 모든 교사가 공유함으로써 교사들 간의 연구 분위기 풍토를 조성하였다.
예컨대 과학과 교사의 ‘토의 토론 디베이트’ 수업 , 체육 교사의 ‘협력학습’ 수업 등 구체적
인 수업 사례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교사들 간의 학습공동체를 구축해 가고
있다.

나) 학교 안 학생들 간의 학습생태계
삼각산고는 정규 수업 시간 이외에도 학생 자치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들 간의 학습생태
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자율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학습두레’운영이 그것이다. 두레는 최
소 3-4명의 학생이 모여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소모임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학습에 있어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찾아 채우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두레를 조직하고 운영하였다. 삼
각산고는 한 두레 당 1년 활동비로 3만원 ~ 10만원 정도의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함으로
써 학생들의 활동을 돕고자 하였다.
학습 내용은 두레원들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선정하고, 학습 계획도 자신들의 역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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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스스로 세운다. 각 두레 당 한 명의 멘토 교사를 두어 필요시 학생들을 지원한다.
삼각산고에서 운영되는 학습두레의 모습을 일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21> 삼각산고등학교 학생들의‘학습 두레’ 예시
두레 이름

학생수

활동 설명

멘토 교사

귀를 열어라

6

점심시간마다 EBS 영어듣기 문제집을 풀고 토의

이○○

자주자주

4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수능 점수 향상 및 자기 통제력 향상

조○○

착한경제두레

6

윤리적인 경제에 대해 탐구, 경제 관련 독서 및 토론

배○○

인간 적분하기

3

인터넷 강의와 병행하여 적분 공부

박○○

하울링

7

개인 연습 및 합주를 통해 밴드 실력 향상

김○○

출처: 삼각산고등학교(2013). 2013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p.103

학습 두레에 참여한 한 졸업생 장유진(2014: 66-67)에 따르면, 이 활동을 통해 얻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학습 두레 활동을 통해 얻은 생각들은 세 가지다. 첫째, 두레는 학생의 인간관계를 넓혀준다.
본인은 원래 친했던 친구들과, 전혀 모르던 친구들과, 전혀 모르던 후배들과 모두 두레를 해봤
다. 원래 사교성이 엄청 뛰어나지도 않았고 후배들과는 특히 크게 알 기회가 없었는데 같은 목적
을 가지고 만나서 친해진 관계들이 많다. 둘째,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 모두를 보장된 환경에서
할 수 있다. 사교육이 아니면 하고 싶어도 혼자서 친구와 뭉치고 활동하기 힘든데 두레를 통해서
지원비도 받으면서 학교라는 보장된 환경에서 멘토 교사의 도움까지 받으며 할 수 있다. 셋째,
책임감과 리더십, 실천력 등을 길러준다. 두레를 시작하는 것부터 두레를 하는 그 과정까지 모두
학생의 의지가 상당히 필요하다. 두레 활동을 하다 보면 학교가 자신을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알
고,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움직이면 되는구나!’라는 적극성을 가지게 된다.

학습 두레는 한 학년 한 학급 친구들로만 구성되지 않고, 여러 학년 간의 다양한 구성원
들과 함께 활동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며, 모두가 번갈아가며 두레
의 리더가 됨으로써 책임감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다) 학교 밖 지역사회와의 학습생태계
삼각산고는 학생들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해서 학교 밖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학습
생태계를 부분적으로 구축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하나는 테마형 체험학습의 운영
이다. 삼각산고는 학생들의 자율성, 책임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지역을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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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함으로써 그 지역의 문화를 익히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현장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
다. 다만, 학교 밖 체험학습을 운영함에 있어서 학급 단위를 기본으로 테마별로 운영하며,
통합교과형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었다.
삼각산고의 또 다른 하나의 학교 밖 학습생태계는 학생들의 진로진학과 관련하여 지역
사회의 전문가를 학교 안으로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인문사회예
술 분야와 과학 분야로 나누어 학생들이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진로 진학에 대해 실
제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수 있도록 했다.

마. 서울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이하 미림고)는 2010년에 개설된 한국형 마이스터고이다.
마이스터고는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문계 고등학교이다.
정부는 미래의 유망한 분야에서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하여 전문 기술인력 즉 영마이스
터(Young Meister)를 양성하기 위해 산업수요 맞춤형 전문계 고등학교로서 마이스터고
모델을 정착시켰다(국가고용전략회의, 2010: 89). 미림고는 뉴미디어콘텐츠, 즉 신문, 잡
지, TV, 인터넷 등 기존의 미디어가 IT 기술의 발전으로 분야에 특화된 마이스터고이다.
이 학교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나, 전국 단위로 학생 선발한다. 한 학년당 6학급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

1) 교육과정 운영
미림고는 마이스터고로서 일반고등학교에 비해 상당한 정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자
율권을 갖는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 204단위 중 보통 교과의 필수 이수단
위가 최소 72단위 이상이며, 전문 교과는 80단위 이상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교육과
학기술부, 2011b: 20-22). 이는 일반고등학교의 교과 이수 단위 중 116단위가 필수 이수
단위인 것에 비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
미한다. 2014년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미림고의 학교 교육과정의 틀을 학년별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구성 비율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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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2>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의 학교 교육과정의 틀
1학년

구분

2학년

3학년

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20

20

16

16

1

1

74

11

11

15

15

30

30

112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단위)

4

4

4

4

4

4

4

총 이수 단위

35

35

35

35

35

35

210

보통교과
(이수 단위)
전문교과
(이수 단위)

출처: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2014). 2014 학교교육계획. p.117

미림고의 학교 교육과정의 학기별 총 이수 단위는 35단위이며, 이중 보통교과와 전문교
과의 비율이 학년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학년에 올라감에 따라 보통교과의 비중은 줄
어들고 전문교과의 비중은 늘어난다. 1학년 때에는 보통교과 20단위, 전문교과 11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4단위로 구성함으로써 보통교과 학습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반면, 3학년
때에는 35단위 중 30단위를 전문교과 학습에 배당하는 특징을 보인다.

가) 보통교과 교육과정의 특징
미림고는 뉴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 특화된 직업계 고등학교이지만, 보통교과 학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다. 미림고의 보통 교과 편제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23>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의 보통교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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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별 이수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단위수)

기초

국어Ⅰ(4),
수학Ⅰ(6)
실용영어Ⅰ(6)

국어Ⅱ(4)
수학Ⅱ(4)
확률과 통계(4)
영어Ⅰ(8)

없음

36

탐구

사회(4)
한국사(6)

과학(6)

없음

16

예술･체육

스포츠문화(4)

운동과 건강생활(4)
디자인 일반(2)

생활･교양

일본어Ⅰ(6)
기술･가정(4)

교과 영역

없음

운동과 건강생활(2)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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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0

교과 영역
계
(단위수)

과목명별 이수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40
(한 학기당 20)

32
(한 학기당 16)

2
(한 학기당 1)

계
(단위수)
74

출처: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2014). 2014 학교교육계획. p.117

보통교과 학습은 주로 저학년에서 국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외국어 교
과와 체육 교과가 일부 다루어지는 형태를 보인다. 미림고의 교육과정 중 특이한 점은 보
통교과 학습이 종래의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전공 분야와 연계하여 재해석되고 표현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이다. 예컨대 국어 시간에 배운 문학 작품을 스스로 그 의미를 찾아보고, 이를 자신의 전
공 분야인 앱 디자인이나 영상 제작에 반영하여 표현하는 식이다.
보통의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만약 국어시간에 문학을 배운다고 하면, 수능에 나올 문제를
찍어준다던가, 아니면 문학을 읽고 시험 예상문제를 찍어주는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잖아요.
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2학년 때 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라면은 멋있다’라는
만화가 담긴 문학 작품이 있었어요. 그 문학 작품을 읽고 선생님과 함께 “영희는 어땠을까?”, “철
수는 어땠을까?” 하는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저희가 몰입을 하면 선생님이 “이제 너희가 한번
영희나 철수가 되어서 한번 해 보는 건 어때?”라고 자연스럽게 이끌고 가시면 앱이나 영상을 만
든다든가 아니면 라디오를 통해서 컨텐츠를 약간씩 새롭게 만들어요. 그 만화를 보고 저희가 재
해석해서 영상을 만들거나 만화를 만들거나 하는 걸 겪어보니까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전공
분야가 그냥 디자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림고 학생 2)

인문교과의 학습이 시험 준비를 위해 문제풀이식이나 암기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라, 자신의 생각과 말로 재해석해 보고 그 의미를 자신의 전공 분야의 작품으로 표현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지식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다른 친구와의 협동을 통한 협업능력 등의 핵심역량을 기르
고, 그것을 자신만의 작품으로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보통교과
와 전문교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점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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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교과 교육과정의 특징
미림고는 세 개의 전공학과로 구성된다. 인터랙티브미디어과, 뉴미디어디자인과, 뉴미
디어솔루션과가 이에 해당한다. 전공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학생들은 자
신의 전공에 따라 다양한 전문교과를 이수한다. 미림고의 전공학과에 따른 교육과정을 간
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4]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의 학과 및 전문교과 교육과정
출처: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2014). 2014 학교교육계획. p.18.

미림고의 전문교과 교육과정은 학과별로 차별화된 과목으로 구성된다. 각 전공 분야에
서 필요한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며,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취업 분야에 따라 적합한 과
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전문교과 수업은 교내의 교사만으로 모두
충당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미림고는 관련 분야의 산업체 전문가가 수업을 담당하는 경
우가 많았다. 전문교과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산업체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며,
관련 산업체 인사가 교육과정 편성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저희는 산업체 분석에 따라 새롭게 교육과정, 교과목을 편성하고, 교과서도 재편성합니다. 저
희가 마이스터고 선정이 되고 나서 산업체 인사들로 교육과정 편성위원을 구성했어요. 물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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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선생님들과 직업능력개발원과 같은 연구기관도 참여하지만, 이 외에도 산업체 관계자들의 요
구분석을 토대로 해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편성하고, 그에 따른 교과서를 개발합니다. (미림고
교사)
예를 들어 Java나 C언어 같은 것을 배운다고 하면, 솔루션과랑 인터렉티브 미디어과에서 배
우는 것이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예요. 솔루션과은 Java를 좀 더 많이 배워야겠다 정하면
그 부분의 비중을 좀 더 늘리고, C언어를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정해요. 기업의 변
화에 따라서 바로바로 커리큘럼이 유연하게 변화하는 거죠. (미림고 학생 1)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졸업과 함께 산업체에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졸
업 후 직업 세계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 산업체의 요구를 교육과정 개
발에 적극 반영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 결과 전문교과의 종류와 수는 해당 전문 분야의
기술 발달이나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한다.

2) 교수･학습 방법
미림고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여럿이서 함께 하는 팀 프로젝
트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과 학생의 개별 과제로 진
행되는 일반적 수업과는 거리가 멀다. 학생들끼리 협동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프로젝
트식 수업이 많고, 학생들은 그러한 과정의 결과물을 박람회나 포럼에서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의사소통능력, 협동능력이 길러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조정하는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창의력이 증진되어 가는 것으로
인식했다.
세 개의 학과 중에서 두 개 학과는 2학년 말에 있는 국제포럼을 준비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달려갑니다. 나머지 한 개 학과인 디자인과는 3학년 6월에 있는 디자인박람회에서 끊임없이 수
행평가와 팀워크랑 공동 작업을 진행하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과정평가를 계속 해가
는 거구요. 그 과정을 평가한다는 게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팀웍이나 협동학습을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지식의 주입 단계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이걸 배운 아이들
이 나가서 회사에서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까지 생각을 하니까, 연장선상이고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가치관이나 인성이나 성격까지도 교육을 하기 위해 고민을 하게 되더라구요. (미림고 교
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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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팀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진행돼요. 최근에 진행된 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서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였는데, 그 웹사이트를 만드는 과제에서 5~6명이 팀을 짜서 웹사이트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런 것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기획자를 맡고, 어떤 사람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또 다른 사람은 로그인이나 아웃하는 기술 개발하고, 디자인을 담당하는 식으로 각자
의 영역을 정해서 자신의 일을 하는 식으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섯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같이 협동하는 능력이나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하게 된다고 생
각해요. 솔직히 디자인이 안 되면 어떤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그게 멋져 보이지도 않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술인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저희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게 이런 미래에
필요한 역량들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미림고 학생 1)

팀프로젝트로 산출된 작품은 박람회나 포럼에서 발표되고, 이러한 기회는 곧 채용과도
연결된다. 발표회에는 산업체의 관련 인사들도 참여하여 학생들의 작품을 보고 듣고 학생
들과의 자연스러운 면담을 거쳐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채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미림고의 교수학습 활동 중 또 다른 특징은 멘토링 진로지도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사제결연 멘토링 진로지도’수업은 매주 한 학기에 매주 한 시간씩 총 12차시 수업으로 진
행되며, 전공교사와 진로교사가 코티칭의 형식으로 1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멘토의 역
할을 수행한다. 이 수업의 목적은 학생들의 취업과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표에 제시된 핵심역량을 주요 교육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림 Ⅳ-5]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멘토링 진로지도의 주요 내용
출처: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2014). 2014 학교교육계획.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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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멘토링 지도는 졸업 후 취업해서도 지속적인 진로지도로 이어진다. 즉 이 수업
을 통해 멘토가 된 교사는 담당한 학생이 졸업 이후 전공부야 진로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취업 이후의 고민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미
림고의 멘토링단은 한 학년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여러 학년의 학생들과 졸업생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학년간의 경계를 넘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

3) 평가 방법
미림고의 평가 방식은 수행평가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수업 방식이 프로젝트 수업이
나 협동학습으로 변화함에 따라 평가 또한 수업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성취 수준과
정의적 측면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특히 전문교과의 경우 지필고사의 비중을 줄
이는 대신 수행평가 비중이 80% 정도까지 이른다. 실제로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수시로 교사의 피드백을 받으며, 최종 산출물을 전
시하고 발표하는 기회가 평가의 장이 된다.
수업방법이 바뀌면 단순한 지필평가만으로 평가하기가 사실 어렵죠. 그 의미가 사실은 줄어
들게 되겠죠. 가정통신공학과, 이제 수행평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가 예전에는 30%정
도로 수행평가를 했다면 지금 전문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확 늘어서 50~80%까지 반영하고
있어요. 많게는 80%까지도 수행평가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니까 지필로 평가하는 건 20%밖에
안 되는거죠.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만 우리가 수업 중에 다양한 프로젝트라든
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낸다든가, 협력수업 이런 것들이 진행이 가능한 거죠. (미림고 교사 A)

보통교과 수업의 평가도 지필 평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기 평가와 수행 평가 등 평소
학습 활동 평가를 반영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교사들에 따르면 보통
교과 수업에도 거의 대부분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서로 협동하는 과정에서의 의
사소통능력이나 협동능력을 고려하고, 이 또한 최종 결과물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지필고사의 경우에도, 사고 능력 평가에 역점을 두고 정의적, 기능적
영역의 평가도 고려하며, 문항은 선다형 일반도에서 벗어나 고차원적인 사고력과 문제 해
결력, 탐구력, 창의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서술형･논술형 문항 출제를 기본 방향으로 하
고 있다(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2014: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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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학습생태계 구축
미림고는 선취업･후진학을 염두에 두고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학생들의 취업에 요구되
는 핵심역량을 위해 학교 밖의 다양한 기관과 학습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림고에서
구축하고 있는 학습생태계의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산학 교사를 통한 전문교육
미림고의 전문교과 교육과정은 유연하게 변화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의 환경에 대
응하기 위해 전문 분야의 수업은 학교 교사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산업체 전문가가 학
교로 와서 현장의 실무 중심 교육을 담당한다.
저는 IT 프로그램 쪽이거든요. 프로그램 쪽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스
마트폰은 있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애들이 다 앱을 개발할 정도예요. 전공 선생님들이 일단은 연
구를 참 많이 하시구요. 방학에도 멀티캠퍼스를 도입해서 방학에도 거의 쉬는 것보다 연습 많이
하시고. 그렇게 많이 노력해도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산학 교사를 임용을 해서 수업을 직접 가르
치시거든요. 산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1년에 저희 부서만 해도 20여분 이상이
선생님들이 충족해주지 못하는 그런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을 담당하시거든요. 그런 역량이 상
당히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미림고 교사 E)

예컨대 변화가 빠른 IT 프로그램의 경우 그 계통의 전문가인 산학 교사를 섭외하며 현
장, 실무 중심의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학생들의 직무 역량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 산업체 관계자와의 만남의 장 - CEO 특강 및 취업 박람회
미림고는 학생들이 취업을 돕기 위해 산업체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고 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매주 수요
일에 있는 리서치 데이(Research Day)에는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기업의 CEO 특
강을 개최하거나, 채용 설명회 및 취업 박람회를 열었다.
학생들과 기업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기업은 학생들 채용을 위해서 학
교에 오는 거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그래서 상호에 대해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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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되죠. 우리 학생들의 전공 수준은 어느 정도고 인성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직접 만
나봐야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하게 만남의 기회를 갖는 뭐 채용설명회도 하고, 또 CEO 특강도
있고, 취업박람회 같은 행사도 하고 다 학생들하고 기업하고 만나도록 하기 위해 하는 거거든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취업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거죠. (미림고 교사 B)

다) 전공 분야 현장 인턴십
미림고 학생들은 방학을 이용하여 전공 분야와 관련된 기업체에 가서 인턴십을 하기도
한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4주 정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학생이 해당 기업에 취업할
경우 경력으로도 인정된다. 다만, 인턴십은 학교 차원에서 정규 교육과정으로 계획되거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은 아니고, 학생이 개별적으로 관심있는 기업에 응시해서 현장
경험을 쌓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부서별로 다르긴 하지만, 제가 갔던 부서는 시즌마다 바쁘게 다루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저희
가 갔을 때 부서에서는 경쟁사와의 비교분석을 하는 일로 바빴어요. 테블릿 제품이 나오면 이에
대한 경쟁사가 많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는 경쟁사 제품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결론적으로 우
리 회사가 이게 부족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 학생 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했어
요. 너희들의 그 창의적인 생각으로 설명해 보라고 했어요. 4주 동안 고민해서 최종결과물은 ppt
로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미림고 학생 B)

라) 글로벌 현장학습 및 공동자격인증제 운영
미림고는 전체 학생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글로벌 현장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고,
외국과 공동자격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미림고는 전체 학생 중 12명의 학생에게 영국
의 Westminster Kingsway College(이하 WKC)에서 3개월 동안 관련 분야의 현장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은 학교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인솔교사와 함께 일정 기간
영국에서 해당 전문 분야의 수업에 참여한다. 이것은 영국 정부가 공인하는 BTEC Level
3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미림-WKC 공동자격인증제를
위한 교육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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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4> 미림-WKC 공동자격인증제 교육 로드맵
구분
(교육주체)
방과후학교
(WKC)

정규교과
(미림)

졸업

기간

교육모듈

시간

교육내용

장소

2014.2.10-2.21

Pre-Production Techniques for
the Creative Media Industries

45

사운드,사진,촬영

학교

45

영상제작,영상편집

학교

미디어 영어(이론)

45

미디어, IT산업 전반에
학교
걸친 다양한 소재의
영문

미디어 영어(실습)
Communication Skills for
Creative Media Production

30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2014.2.10-2.21

2014.3.3-7.25

2015.2

수료증 및 자격증 수여

학교
학교

출처: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2014). 2014 학교교육계획. p.105

세 개의 학과에서 각 20여명 정도의 학생이 WKC 공동자격인증제 과정에 참여하며,
WKC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경우 영국 교수에 의해 실기평가, 발표, 포트폴리오 등을 참
조한 종합평가를 받는다.

마)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위한 일･학습병행제 및 멘토링 시스템
미림고는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
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취업 후에도 진학하여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었다. 우선 미림고에서 인식하는 졸업생의 진로 경로는 다음과 같다.
<표 Ⅳ-25>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 경로
마이스터고
1학년

2학년

보통교과,
미디어기초

뉴미디어
콘텐츠기초단계
교육과정

마이스터
아카데미 과정

마이스터 취업 과정
3학년

기업체 현장 실수

협약산업체 취업

뉴미디어
마이스터 전공 분야 협력
콘텐츠심화단계
업체에 취업하여
교육과정
전공실무능력 배양

전공 심화 교육
한국형 일･학습병행제
주중-현장실무(학점인정)
주말-전문교육

출처: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2014). 2014 학교교육계획. p.105

미림고와 같은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일･학습 병행제가 제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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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어 있다. 이것은 졸업생들이 취업한 이후에도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주중
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무를 학점으로 인정해 주고, 주말에는 대학에서 전문교육을 함
으로써 핵심역량을 함양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미림고는 졸업생들의 일･학습병행제도를 통해 직장생활을 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교사 1인이 멘토가 되어 3명의 졸업
생(멘티)을 졸업 후 7년까지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졸업
생과 기업 관계자로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재학생들의 현장적응력을 높이
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고 있었다.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가. 국외 사례의 시사점
1) 외국의 21세기 핵심역량 교육 분석의 시사점
가) 호주 사례의 시사점
호주는 전체 6개의 주가 모두 국가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이제까지 국가 수
준의 교육과정이 없었고 주별 또 지역별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사용하여 왔다. 전국적으로
국가교육과정이 채택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디자인허브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의 주에서 각기 교육과정에 국가수준의 교육을 채택하는 경우 교사들은 학습생태계
디자인 허브를 통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호주는 국가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
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학습자 및 교사들을 위한 학습
지원 디지털 학습생태계가 잘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러한 학습지원 디
지털 학습생태계를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의 교수 수준을 높이고 국가 교육과정의 보급을
보편화하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나) 미국 사례의 시사점
미국 교육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핵심역량 교육 활동이 학습 내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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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교수법,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교사 지원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는 것이다. 교사의 성취를 높이기 위해 학습자원 및 전문가와의 연계, 동료 교사들과 네트
워크를 이루도록 디지털 환경을 통해 지원해 준다. 교사들에게 동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고, 디지털 환경을 지원해 주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이를 위한 생태계지원이 활발해 지고 있다. 교사들이 서로 소통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지원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미국의 교수법 중 특이한 것은 지역사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다보니 프로젝트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많은 것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이나 학습 동기 유발 많은 학습자원과의 연계 활용 등의 측면에
서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다) 뉴질랜드 사례의 시사점
뉴질랜드 교육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핵심역량 교육 활동이 자연스럽게
모든 학습 내용과 활동에 통합되어 운영된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21세기의 핵심역량이라
는 것은 새로울 것이 없는 기존의 학습 가치와 목표의 연장선인 것이다. 뉴질랜드 교육의
수준은 새로운 이민자를 제외한 학습자의 성취도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들의 당면한 교
육 문제는 새로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는 이민자들과 원주민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것이
다. 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이 만들어지고 특히 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지역사회
와의 연계가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되고 있다. 원주민의 경우 교육 부족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따라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취약계층에 머무르게 되는 악순환
의 고리에 속해 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 원주민들에게 교육의 가치를 심어주고 그래서
교육을 받을 동기 유발을 시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게 하는 정책
을 사용한다. 원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모여서 교육적 문화를 배우고 학습 기회를 접할 수
있게 음식과 이벤트를 제공하는 정책은 지역사회가 교육에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지역사회가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21세기 핵심역량을 키우는데 역할을 하게 하는 뉴질
랜드의 정책은 우리와는 다른 이유로 시작되었지만 지역사회가 교육에 참여하는 길을 열
어주고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이 지역과 연계하여 참여하는 것은
결국 사회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국의 학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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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라) 핀란드 사례의 시사점
핀란드에서는 교사가 전문직이고 개인별 학습을 운영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신뢰한다.
그런 이유에서 교사가 각자 수업 진행할 때 필요한 교사지원 생태계가 적극적으로 제공되
지 않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개정된 국가교육과정이 제공되는 내년부터는 교사들과 학생
들을 위한 생태계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교사들도 이제 많
은 수가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많아서 교사연
수에 자율성을 갖기 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교사들이 스스로 자기 연수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이 좀 더 많아져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찍 끝나도 지역사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학교와 지역사
회의 연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방과후 학원이나 사설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을 지
역 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대체할 수 있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로
문화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시설의 활용이 평생교육 차원으로만
국한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지역의 전문적인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교육과 연
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습생태계에 물리적 공간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핀란드 학교의 건
물이나, 교실의 설계, 가구가 학습을 유도하게 하는 어포던스(affordance) 기능을 활용하
고 있다. 인간의 활동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이의 활용은 중요한 시사점이다.
성취도가 높은 핀란드 교육이 가능한 것은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
이라고 한다. 지난 30년간 교육 정책이 정권 변화에 관계없이 비교적 일관되게 이루어져
왔다고 한다. 이러한 핀란드 교육의 보수적인 정책 운영으로 학생과 교사는 교육에 관한
한 예측가능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일관된 정책 때문에 교사들의 전문성에 관한
가치가 일관되게 생성되고 발전하게 된다. 예의바른 학생과 전문적인 교사에 대한 신뢰는
일관된 정책의 산물이다.

Ⅳ. 국내외 사례 분석

167

2) 국외 학교 사례의 시사점
가) 메트하이스쿨의 시사점
메트하이스쿨은 미국 공교육 정상화를 이끈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게다가 21세기 학교교육의 성공적인 모델로 미국 내에 있는 학교들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다른 나라의 학교들로까지 확대된 학교 모형이라는 점에서도 유심히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명시적으로 역량 함양을 학습목표로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메트하이스쿨은 다
섯 가지 역량을 학습목표로 추구하며, 역량의 구성요소와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참
고할 만하다. 둘째, 공교육에 인턴십 학습이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
이다. ‘한국형’ 미래 핵심역량 학교교육 모형을 설계 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인턴십
을 통한 교육혁신을 도모함이 어떠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셋
째, 어드바이저와 학생들로 구성된 어드바이저리 구조는 지역사회의 멘토 및 학부모와 함
께 학습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메트하이스쿨의 사례를 보면, 멘토는 학생과
함께 인턴십을 수행하며, 학부모는 학생이 학습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거나 학교의
자원으로 역할 한다. 우리나라에서 개인 맞춤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교사만이 아니
라, 학부모가 지역의 학습자원을 학교교육에 연결함에 있어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 하이테크놀로지하이스쿨의 시사점
메트하이스쿨과 마찬가지로, 하이테크놀로지하이스쿨은 지역사회의 전문가를 멘토로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또 다른 학교 사례이다. 하이테크놀로지하이스쿨은 우리나
라의 특수목적고에 해당하는 학교로, 수학, 과학, 기술 등의 교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
이는 학교이다. 이 사례는 성적이 우수한 특수목적고에서 멘토십을 진로 및 진학에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하이테크놀로지하이스쿨의 특징은 첫째, 학교 교육과정 상에 멘토십을 반영하여 4학년
1학기 동안 이수해야 하는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턴십을 필수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학교교육에 멘토십의 필수적인 적용이 일반적이지 않음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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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때 제한적 적용이나 절충적인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하이테크
놀로지하이스쿨 멘토십 프로그램에는 평가 루브릭(배점표)뿐만 아니라 멘토용 평가지 양
식 등이 존재한다. 이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멘토십 프로그램을 필수 또는 선택적으
로 운영할 경우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유용하다.

나. 국내 사례의 시사점
핵심역량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학습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내 학교 사례를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통해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및 범교과적 접근의 확대
먼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핵심역량 교육을 추구하는 학교는 공통적으로 학
생들의 요구와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고, 이를 고려하여 교과 교육과정
을 재구조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존의 학교 교육과정은 주로 분과적인 교과 단위로
설계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학교 사례에서는 교과 교육과정의 비중을 줄이고, 이
와 함께 프로젝트 학습이나 통합 교육과정을 병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보평초의

‘다빈치 프로젝트’, 신길중의 ‘학생 선택프로그램’, 태봉고의 ‘LTI 프로젝트’, 삼각산고의
‘교과통합형 프로젝트’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사례로부터 알 수 있는 점은 핵심역
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기존의 분과적인 교과 수업만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학
교 교육과정의 일정 비율을 여러 교과에 걸친 범교과적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 수업을 하
거나 학생 스스로 주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프로젝트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이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흥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고안될 필
요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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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방식: 공동의 작품을 함께 만들고 발표하는 협동식 수업의 확대
수업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핵심역량을 추구하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표현과 참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한다는 점이 공통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수업 시간 활용 방식은
참여형 수업이 많아지고, 여러 교과간의 통합형 수업이나 프로젝트 수업이 이루어짐에 따
라 여러 시간을 묶어서 운영하는 블록타임제가 활성화되었다. 짧게 분절화된 시간보다는
다소 긴 시간으로 진행되는 수업 중에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여러 가지 방식
으로 표현하고 발표하는 시간이 많았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여럿이 함께 하는 협동식 수
업이 강조되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학교 사례에서는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 중 혼자서 조용히 주어진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수업보다는 여럿이서 힘을 모아 문
제를 발견하고 협의하여 나름의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과정을 강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 간의 원활한 협력학습을 위한 조 편성의 문제, 무임승차의 문제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학교마다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침을 마련해 가면서 학생들 간
의 협력을 통한 참여형 수업을 실천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수업은 학생들에게 충분히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수업, 머릿속으로
받아들이기만 하기 보다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몸으로 표현하는 수업, 혼자서 조용히
하는 공부보다는 여럿이서 함께 고민하고 공동의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수업을 지향한다
는 점이다.

3) 평가 방식: 평가 영역과 평가 주체의 다각화
평가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학교에서는 공통적으로 과정 중심의 평
가 비중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즉 중간, 기말고사 형태의 결과 중심 평가의 비중을
가능한 축소하고, 그 대신 수업 시간 중에 학생들이 해 나가는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자 하였다. 보평초에서 1, 2학년은 중간, 기말고사 형태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점, 신길
중에서도 이러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수행평가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 삼각산고에서
수행평가와 서술형･논술형 평가가 각 교과별 총 배점의 35% 이상 되도록 하는 점 등이
그 구체적인 예다. 통합 교육과정 및 프로젝트 수업의 확대, 학생들의 참여 및 표현 기회
의 증가 등의 교육과정 및 수업의 변화와 맞물려 평가 방식 역시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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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평가가 이루어졌다. 특히 평가의 영역이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
라 협력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의 적극성이나 열정, 태도 등의 정의적 영역을 포함하고, 평
가의 주체 또한 교사만으로 행해지기 보다는 동료평가와 자기평가의 방식을 포함하는 방
식을 적극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학습생태계 구축: 학교의 맥락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을 통해 배움의 원천 확대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학습생태계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학교마다 다양한 형식과 내용
으로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보평초와 삼각산고의 경우에는 학교 밖 학습생태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기 보다는 필요하다면 외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되, 학교 안에
서의 학습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통합 교육과정이나 프로젝트 학습을 수
행하기 위해서는 교사들 간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학교 내의 동학년간,
동교과간 및 타교과간 교사연구회 형태의 협력적인 교사 문화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
였다. 또한 학생들 간의 학습생태계 일환으로 학생들의 학습 동아리를 활성화하기도 하였
다. 한편, 신길중이나 태봉고, 미림고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배움의 장소를 학교 밖으로 확
장함으로써 학교 밖 학습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학부모지원단을 적극 활용
하거나 교사들의 노력으로 지역사회 혹은 관련 기업체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생생하게 살
아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습생태계를 만들어 나갔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핵
심역량 교육을 위한 학습생태계는 학교급의 특성 및 학교가 처한 맥락에 따라 다양한 양
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학교 안에서는 학습의 역동성을 위해 학교 구성원
간의 협력적 문화 구축과 학교 밖의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배움의 원천을 확대
해 나가고자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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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미래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모색

1. 미래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학교교육의 혁신
2.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종합 방안

Ⅴ. 미래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모색

제 5장은 교장, 교사, 장학사, 교수 등 총 53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실시
한 델파이 조사의 결과이다. 미래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한 델파
이 조사의 결과를 학교교육의 혁신의 관점에서 정리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핵심역량 교육
을 위한 종합 방안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래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학교교육의 혁신
가.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21세기 학교의 형태와 역할
1) 21세기 학교의 형태
1차 델파이 조사에서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데 적합한 21세기 학교의 형태와 역할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먼저 21세기 학교의 형태에 대한 결과는 <표 Ⅴ-1>과 같이 정리
해 볼 수 있다. 21세기 학교의 형태를 크게 학교 안과 학교 밖으로 구성하고, 학교 안은
다시 교육내용 및 수업방식, 운영시스템으로 나눈다. 학교 밖은 지역사회와의 연계 관련
한 21세기 학교의 모습이다.

① 학생 중심의 접근 방식: 21세기 학교의 교육내용 및 수업방식은 학생을 중심으로 이
루어진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며, 프로젝트학습, 융합
형 학습 등을 진행한다.

②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접근 방식: 또한, 21세기 학교에서 다루는 교육내용과 수업
시간은 오감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함으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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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교 구성원들 간의 관계: 21세기 학교 운영시스템은 학교 구성원들 간의 관계와 학
교 규모 및 체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1세기 학교의 구성원들과의 관계는 보다 수평적이
고, 교육과 행정은 이원화된 형태이며, 교사들은 전문적인 학습공동체를 구축한 모습을
지향한다.

④ 학교 규모와 체제: 학교 규모는 소규모 학교군의 연합 형태, 스튜디오 형태의 작은
학교를 지향한다.

⑤ 지역사회와의 연계: 21세기 학교의 외적인 부분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 문제와 관련
하여, 21세기 학교는 지역교육네트워크의 허브이자 조정자로서의 모습을 지닌다. 21세기
학교는 학교 바깥의 다양한 학습 공간들의 유기적인 연계 체제로서의 모양새를 갖출 것이다.
<표 Ⅴ-1> 21세기 학교의 형태
대영역

학교 안

학교 밖

소영역

내용

교육내용 및
수업방식

① 학생 중심의 접근방식
- 학생의 적성과 역량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및 선택권 부여
- 학생 스스로 문제를 상정하고 답을 풀어가는 프로젝트 학습
- 여러 과목을 연계하여 학습하는 융합형 학습
- 발산적 사고를 강조하는 수업
②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접근 방식
- 텍스트 중심의 교과서를 벗어나 오감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 활용

① 학교 구성원들 간의 관계
- 수평적 관계 구조
- 교육과 행정의 이원화
-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2. 운영 시스템
② 학교 규모와 체제
- 작은 학교(Small School) 체제
- 소규모 학교군의 연합 형태
- 르네상스식 스튜디오 형태의 소규모 학교
3. 지역사회와의 ∙ 단위 지역사회 내 교육유관기관의 허브이자 조정자
연계
∙ 학교와 학교 밖의 다양한 학습 공간 간의 유기적 연계 제제

2) 21세기 학교의 역할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21세기 학교의 역할은 <표 Ⅴ-2>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21세기 학교는 학습 코디네이터 센터, 돌봄과 배움의 플랫폼,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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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21세기 학교의 역할
21세기 학교의 역할
∙ 학습 코디네이터 센터
∙ 돌봄과 배움의 플랫폼
∙ 중도탈락자들도 원하는 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
∙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스스로 배우는 존재’로 인식하여 학생을 개별적으로 돕고 이끄는
역할

나. 프로젝트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 인턴십을 통한 교육혁신
1차 델파이 조사에서 프로젝트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 인턴십 등을 중심으로 핵심역
량을 교육하려면 초･중･고 단계에서 각각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였다. 그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Ⅴ-3>과 같다.
<표 Ⅴ-3> 프로젝트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 인턴십 등을 통한 핵심역량 교육 방안
구분

프로젝트
학습

융합수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국가가 규정한 교과별 수업 ∙ 국가가 규정한 교과별 수업
시수와 이수 내용을 최소화하 시수와 이수 내용을 최소화
고, 나머지는 학교 자율에 맡 하고, 나머지는 학교 자율에
겨 프로젝트 학습을 구안할
맡겨 프로젝트 학습을 구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 교사 대상 프로젝트 학습법 ∙ 교사 대상 프로젝트 학습법
연수 실시
연수 실시

∙ 프로젝트 학습 시간을 일정
량 필수로 부과
∙ 교사 대상 프로젝트 학습법
연수 실시
∙ 학생 포트폴리오 평가
∙ 도전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 주제 중심의 시간표 구성
∙ 교과서 융합
∙ 담임교사의 역량 강화

∙ 심화학습을 위해 융합수업을
최소화
∙ STEAM형 융합수업

∙ 교사 간 협조 필수
∙ 통합교과 운영
∙ 자유학기제를 통한 융합수
업 시도

체험학습

∙ 학년별 테마형 체험학습 운영 ∙ 교과와 연계한 체험학습 전개 ∙ 교과만이 아니라 진로와 연
∙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 학생들의 관심사를 물어보
계될 수 있도록
박물관, 미술관 등을 견학시킴 고 관심사별로 아이들을 묶 ∙ 스스로 체험학습의 계획을
어서 체험현장에 방문
세워보도록 하고, 팀별로 현
장을 방문하도록
∙ 체험활동의 결과를 포트폴리
오, 발표회 등을 통해 객관화

인턴십

∙ 불필요
∙ 불필요
∙ 특성화고의 경우 필수, 일반
∙ 필요하다면,
∙ 필요하다면,
고의 경우 선택으로 운영
- 부모가 직장에서 하는 일을 - 봉사활동/진로활동 시간 ∙ 학생 스스로 인턴십할 수 있
는 장소를 물색하는 방식의
관찰
활용
운영(공공기관, 사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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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턴십

초등학교
- 봉사활동 시간/방학 활용
- 전문가 학교 방문 특강
- 간접체험을 할 수 있는 전
문기관(예: 키자니아) 활용

중학교
- 일주일 직업체험
- 공공기관에서
- 평가는 pass/fail

고등학교
∙ 평가는 pass/fail
∙ 멘토의 평가를 학교생활기록
부에 반영

1) 프로젝트학습 활성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국가가 규정한 교과별 수업 시수와 이수
내용을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학교 자율에 맡겨 자체적으로 프로젝트 학습을 구안할 수 있
도록 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한, 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찾아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
하고 중간/기말 평가 대신 프로젝트 학습 결과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단계에서도 국가가 규정한 교과별 수업 시수와
이수 내용을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학교 자율에 맡겨 자체적으로 프로젝트 학습을 구안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 팀 프로젝트를 한 학기에 1번 이상 실시하고 절
대평가를 도입하며 교사의 1:1 피드백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학습 시간을 일정량 필수로 부과
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또는 개인의 진로개척을 위한 프
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평가와 관련하여, 포트폴리
오를 만들도록 하고 반드시 발표하게 한다는 의견 역시 제안되었다. 초･중･고 공통으로
프로젝트 학습법에 대해 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2) 융합수업 시도 및 심화학습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초등학교는 교사가 거의 모든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융합수업
이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과서를 융합하고 담임교사의 역량을 강
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었고, 교과 중심보다는 주제 중심의 시간표를 구성하여 운영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단계에서는 교과 담임들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조 없이는 융합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변화의 일환으로, 자유학

178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Ⅱ)

기제를 통한 융합수업의 부분적 시도 방안이 제안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교과별 전문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융합
수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심화 개념 학습을 위해 융합수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합수업을 위한 교과서 개발, STEAM형 융합수
업 시도, 교사 간 협력시스템 구축 등의 의견 등도 제안되었다.

3) 체험학습자 주도성 확대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체험학습에서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개
진되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박물관, 미술관 등을 견학시
키고, 중학교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관심사를 물어봐서 관심사별로 아이들을 묶어서 체험
현장에 방문하며,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 스스로 체험학습의 계획을 세워보고 팀별로
현장을 방문하고 발표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한편 농･산촌학교 학생 체험학습
기관 선택의 한계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4) 인턴십 제한 및 절충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인턴십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
다. 다만,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시간이나 방학 기간을 활용해 인턴십을
부분적으로 적용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다. 부모 직장 체험, 전문가 학교 방문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직업에 대해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간접체험을 할 수 있는 키자니아33)와 같은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
자는 의견도 있었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중학교 단계의 인턴십에 대해서도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봉사활동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인턴십을
부분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또, 공공기관과 같이 인증된 배움
터이거나 일주일 정도 직업체험, 무급실습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평가에 반영한다
면 pass/fail 형태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33) www.kidzan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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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인턴
십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특성화고의 경우 인턴십을 필수로 운영하고,
일반고의 경우 선택으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에 인턴십
과정을 편성하여 수업일수로 인정하고 일정 시간 동안 직업 관련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
자는 의견에서부터 졸업이수학기로 인정하거나 방학을 이용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자는
의견, 주당 2일 이상 실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었다. 중학교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인턴십 체험을 평가에 반영한다면 pass/fail 형태로 반영해야한다
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 더 나아가 인턴십 현장에서 받은 평가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
하자는 의견,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학생평가규정을 개선하자고 하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또한, 인턴십 과정 운영을 위한 현장 확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기업을 포
함한 일반 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학생이 물색하고 학교에 요청하도록 하자는
의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 산업체 간 MOU 체결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 인턴십을
통해 해당 전문 분야의 멘토를 만나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
1) 수업 내용 및 시수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 강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프로젝트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 인턴십과 같은 유형의 수업
이 가능하려면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업 시수와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
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수업 내용 및 시수에 대한 국가의 필수 결정 비율과 학교의 자율
적 결정 비율을 묻는 질문에 ‘50:50’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그림 Ⅴ-1] 참조).
그 다음으로 60:40, 70:30, 80:20, 90:10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으며, 이는 수업 내용 및
시수에 대해 학교가 보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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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수업 내용 및 시수에 대한 국가 필수 대 학교 자율 결정 비율 선호도(%)

2) 프로젝트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한 학기 기준 34시간 확보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중･고 단계에서 프로젝트학습을 통해 핵심역량을 교육하려면 교
육과정을 유연화하거나 프로젝트 학습시간을 일정량 필수로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존교과와는 별도로 정규과정에 프로젝트학습 시수
를 어느 정도 확보해 주면 좋겠는지에 대한 질문에 중학교 단계와 고등학교 단계 모두에
서 ‘주당 2시간’을 프로젝트학습 시수로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그림 Ⅳ-2], [그림

Ⅳ-3] 참조). 이는 실제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전일제, 계절제 등 다양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며, 한 학기가 17주임을 감안할 때 한 학기 기준으로 34시간에 해당한다.

[그림 Ⅴ-2] 중학교 단계에서 프로젝트 학습
시수 선호도(%)

[그림 Ⅴ-3] 고등학교 단계에서 프로젝트 학습
시수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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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단계에서 프로젝트학습 시간으로 주당 2시간을 선택한 이유를 보면, 주당 1시간
은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고, 주당 3시간 이상은 다른 수업을 하는 데 침해가 심하거나
누수량이 커질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밖에도 프로젝트학습의 특성 상 블록타임으로 편
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월별로 6~8시간을 전일제로 운영하거나 하루의 오후시
간에 3~4시간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주당 2시간을 프로젝트학습 시수로 확보하자는 이유를 보면, 중학
교 단계와 비슷한 이유에서 프로젝트학습은 블록타임이 필수인데 주당 1시간을 할 경우에
는 격주로 하게 되어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대입 중심의 일반
고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현 체제에서는 주당 3단위 이상 편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가 기술되었다.

라. 초･중･고에서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방안
1) 초등학교에서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방안
가) 프로젝트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 강화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1순위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프
로젝트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 강화’가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한 방안이었다.

나) 핵심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
1순위에서 ‘핵심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이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한 방안이었고, 2
순위에서는 세 번째로 많이 응답한 방안이었다.

다) 초등교사의 핵심역량 교육 전문성 신장
1순위에서 ‘초등교사의 핵심역량 교육 전문성 신장’이 세 번째로 많이 응답한 방안이었
으며, 2순위에서는 가장 많이 응답한 방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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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애단계 특징을 고려한 핵심역량 교육목표 제시
1순위에서 ‘생애단계 특징을 고려한 핵심역량 교육목표 제시’는 네 번째로 많이 응답한
방안이었다.
<표 Ⅴ-4> 초등학교에서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방안 중요도 (%)
방안

1순위(%)

2순위(%)

프로젝트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 강화

28.30

30.19

초등교사의 핵심역량 교육 전문성 신장

22.64

41.51

생애단계 특징을 고려한 핵심역량 교육목표 제시

20.75

0.00

3.77

5.66

자유학기제 운영을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확대
핵심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
합계

24.53

22.64

100.00

100.00

2) 중학교에서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방안
가) 핵심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1순위의 경우 중학교에서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핵심
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이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나타났다.

나) 프로젝트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 및 과정 중심 평가 강화
1순위에서 ‘프로젝트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 및 과정 중심 평가 강화’는 두 번째로 많
이 응답한 방안이었고, 2순위에서는 가장 많이 응답한 방안이었다.

다)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와의 핵심역량 교육 연계
1순위에서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와의 핵심역량 교육 연계’는 세 번째로 많이 응답한 방
안이었으며, 2순위에서도 세 번째로 많이 응답한 방안이었다.

라) 자유학기와 타 학기 연계 또는 운영 학기 확대
1순위에서 ‘자유학기와 타 학기 연계 또는 운영 학기 확대’는 네 번째로 많이 응답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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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었으며, 2순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한 방안이었다.
<표 Ⅴ-5> 중학교에서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방안 중요도 (%)
방안
프로젝트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 및 과정 중심 평가 강화

1순위(%)

2순위(%)

32.08

33.96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와의 핵심역량 교육 연계

13.21

16.98

핵심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41.51

9.43

7.55

26.42

자유학기와 타 학기 연계 또는 운영 학기 확대
생애단계별 특징을 고려한 중학교의 핵심역량 교육목표 제시
합계

5.66

13.21

100.00

100.00

3) 고등학교에서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방안
가)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및 평가도구 개발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1순위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핵
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및 평가도구 개발’이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
는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한 방안이었다.

나) 교사의 프로젝트학습 및 융합수업 전문성 신장
1순위에서 ‘교사의 프로젝트학습 및 융합수업 전문성 신장’은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한 방
안이었으며, 2순위에서 가장 많이 응답한 방안이었다.

다) 프로젝트학습 모형 개발 및 실행
1순위에서 ‘교사의 프로젝트학습 및 융합수업 전문성 신장’ 역시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한
방안이었고, 2순위에서는 네 번째로 많이 응답한 방안이었다.

라) 학교특성에 따른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1순위에서 ‘학교특성에 따른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은 네 번째로 많이 응답한 방안이었
고, 2순위에서는 세 번째로 많이 응답한 방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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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6> 고등학교에서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방안 중요도 (%)
방안

1순위(%)

2순위(%)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및 평가도구 개발

47.17

24.53

프로젝트학습 모형 개발 및 실행

16.98

11.32

교사의 프로젝트학습 및 융합수업 전문성 신장

16.98

41.51

5.66

9.43

13.21

13.21

100.00

100.00

핵심역량 성취기준 도달 여부를 졸업 요건에 포함
학교특성에 따른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합계

4)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
가)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전형)에서 핵심역량 교육경험을 반영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1순위와 2순위 모두에서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대학입시제
도 개선 방안으로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전형)에서 핵심역량 교육경험을 반영’이 가
장 중요하게 나타났다.

나)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
1순위에서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은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한 방안이었으
며, 2순위에서 네 번째로 많이 응답한 방안이었다.

다) 대학별고사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핵심역량 측정
1순위에서 ‘대학별고사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핵심역량 측정’은 세 번째로 많이 응답
한 방안이었으나, 2순위에서도 세 번째로 많이 응답한 방안이었다.

라) 프로젝트 수업의 결과물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1순위에서 ‘프로젝트 수업의 결과물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은 네 번째
로 많이 응답한 방안이었으나, 2순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한 방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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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7>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 중요도 (%)
방안

1순위(%)

2순위(%)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전형)에서 핵심역량 교육경험을 반영

39.62

33.96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

33.96

9.43

대학별고사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핵심역량 측정

11.32

18.87

대학별 문제해결형 논술시험 실시

5.66

7.55

프로젝트 수업의 결과물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9.43

30.19

100.00

100.00

합계

마. 학교 차원에서 지역교육네트워크의 허브 역할 수행 방안
1차 델파이 조사에서의 개방형 질문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간 파트너십 형성 방안에
대한 의견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수렴하였다. 첫째, 학교는 박물관, 체육관, 동물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학
교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학습의 장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파트너십을 형성할 때 학교가 주도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주도권을 함께 공유하거나
오히려 지역사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가 지역교육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고 그 방안
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사회 체험(경험)학습의 연계’, ‘학교
에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업무를 맡은 전문인력 배치’, ‘지역사회가 학교에 도움을
주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인책 제공’, ‘지역사회에서의 학습 경험을 교육과정 이
수로 인정’, ‘교사가 교육내용을 기획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학생들과 연결’ 등이 상위 5
개의 중요한 방안으로 정리되었다.

1)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사회 체험(경험)학습의 연계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1순위의 경우 학교가 지역교육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사회 체험(경험)학습의 연계’가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나
타났고, 2순위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한 방안이었다. 이 방안에 대한 2차 델파이 조
사 결과에서의 세부실행방안으로 학교에서 교육과정운영 계획 수립 시 학교와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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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협의체 구성, 지역사회 체험을 통해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주제 선정 등이 제안되었다.

2) 지역사회가 학교에 도움을 주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인책 제공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1순위에서 ‘지역사회가 학교에 도움을 주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
극적인 유인책 제공’은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한 방안이었으며, 2순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응답한 방안이었다. 이 방안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의 세부실행방안으로 지역
사회기관이 학교에 교육기부 시 세금감면 혜택 제공, 지역사회자원 활용에 관한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 등이 제안되었다.

3) 학교에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업무를 맡은 전문인력 배치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1순위에서 ‘학교에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업무를 맡은 전
문인력 배치’가 세 번째로 많이 응답한 방안이었으며, 2순위에서는 네 번째로 많이 응답
한 방안이었다. 이 방안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의 세부실행방안으로 평생교육
전문가 양성 및 점진적 배치, 학교 경험이 많은 퇴직교사 활용, 현업 은퇴자 재교육 및 현
장 투입 등이 제안되었다.

4) 지역사회에서의 학습 경험을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1순위에서 ‘지역사회에서의 학습 경험을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
은 네 번째로 많이 응답한 방안이었으며, 2순위에서는 첫 번째로 많이 응답한 방안이었
다. 이 방안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의 세부실행방안으로 인증시스템을 구축하
고 이를 심의하는 총괄기구를 두되 미시적으로는 인증요소, 인증영역, 인증기준 등을 구
체적으로 구안하고 거시적으로는 인증절차, 인증심사원, 인증주체 및 인증기구 등을 구안
해야 한다는 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이수 시간의 일부로 대체하자는 의견, 학교
에서 할 수 없는 지역사회에서의 교육과 체험을 목록화, 해당 기관과의 MOU 체결, 지역
도서관과 청소년시설의 개방 등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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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8> 학교 차원에서 지역교육네트워크의 허브 역할 수행 방안 중요도 (%)
방안

1순위(%)

2순위(%)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사회 체험(경험)학습의 연계

43.40

28.30

학교에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업무를 맡은 전문인력 배치

16.98

15.09

지역사회가 학교에 도움을 주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인책 제공

18.87

18.87

지역사회에서의 학습 경험을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

13.21

30.19

7.55

7.55

100.00

100.00

교사가 교육내용을 기획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학생들과 연결
합계

2.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종합 방안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21세기 학교의 형태는 첫째, 교육내용 및 수업방식은 학생 중심
을 지향한다. 둘째,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접근방식을 취한다. 셋째, 학교 구성원들 간
의 관계는 보다 수평적이고, 교육과 행정은 이원화되어 있으며,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공
동체를 지향한다. 넷째, 작은 학교를 지향한다. 다섯째, 지역교육네트워크의 허브이자 조
정자로서의 모습을 추구한다. 21세기 학교는 학습코디네이터 센터이자 돌봄과 배움의 플
랫폼,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 핵심역량 교육을 위해 프로젝트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 인턴십
을 통한 운영혁신이 필요함을 보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프로젝트학습을 활성화하고, 융합
수업을 시도하면서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심화학습을 진행하며,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
생의 주도성을 확대하고, 인턴십은 제한적으로 적용하되 절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업 내용 및 시수에 대한 국가의 필수 결정 비율과
학교의 자율적 결정 비율로 ‘50:50’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
에서 기존교과와는 별도로 정규과정에 편성하는 프로젝트학습 시수로는 ‘주당 2시간’, 즉
한 학기 기준으로 34시간을 선호하였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
아가야 한다고 할 수 있다.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초등학교에서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프로젝트
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 강화, ② 핵심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 ③ 초등교사의 핵
심역량 교육 전문성 신장, ④ 생애단계 특징을 고려한 핵심역량 교육목표 제시 등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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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하였다. 중학교에서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핵심역량 중심으로 교
육과정 개편 및 운영, ② 프로젝트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 및 과정 중심 평가 강화, ③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와의 핵심역량 교육 연계, ④ 자유학기와 타 학기 연계 또는 운영
학기 확대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고등학교에서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및 평가도구 개발, ② 교사의 프로젝트학습 및 융합수업 전문
성 신장, ③ 프로젝트학습 모형 개발 및 실행, ④ 학교특성에 따른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으로 ①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전
형)에서 핵심역량 교육경험을 반영, ②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 ③ 대학별
고사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핵심역량 측정, ④ 프로젝트 수업의 결과물을 공정하게 평가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방안들을 정리하면 [그림Ⅴ-4]와 같다.

[그림 Ⅴ-4]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방안(종합 )

학교가 지역교육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학교 교육과정
과 지역사회 체험(경험)학습의 연계, ② 지역사회가 학교에 도움을 주도록 국가 차원에서

Ⅴ. 미래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모색

189

적극적인 유인책 제공, ③ 학교에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업무를 맡은 전문인력 배
치, ④ 지역사회에서의 학습 경험을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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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한국형’미래 핵심역량 학교교육
모형

1.‘한국형’미래 핵심역량 학교교육 모형의 개요
2.‘한국형’모형의 기본 틀(framework)
3.‘한국형’모형의 교육과정 운영
4. 다양한 학습생태계를 활용한 개인맞춤형 학습 제공

Ⅵ.‘한국형’미래 핵심역량 학교교육 모형

미래 핵심역량은 교육적으로 적절하게 설계된 학교교육 모형 속에서 함양될 수 있다는
데 착안하여, 국내외 사례분석,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전문가 포럼, 공동연구진 협의회
등을 통해 ‘한국형’미래 핵심역량 학교교육 모형을 구체화하였다.

1.‘한국형’미래 핵심역량 학교교육 모형의 개요
가.‘한국형’미래 핵심역량 교육의 의미
여기서 ‘한국형’ 미래 핵심역량 학교교육 모형이라 함은 세계적인 교육 혁신의 흐름에
부응하면서도 한국교육의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교육
개혁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외국의 정책이나 성공사례를 우리나라의 맥락이나 경험에 대
한 충분한 고려 없이 무리하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성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 세계화,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각 국이 당
면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교육의 혁신과 함께 미래 핵심역량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역량기반으로 개정하고 핵심역량을 교육하고 평가하
기 위해 수업 및 평가방법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급속한 저출산･고령
화, 사회경제적 양극화, 지식기반경제(또는 창조경제)로의 진입 등의 사회경제적 도전과
함께 청소년들의 낮은 행복감과 학습흥미도 등이 심각한 교육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
서 미래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학교교육 혁신이라는 글로벌 교육의 추세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사회가 당면한 사회경제적 도전과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
이 ‘한국형’미래 핵심역량 학교교육 모형을 정립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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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형’ 미래 핵심역량 학교교육 모형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요구되는 미래 핵심역량은 무엇인가가 정의되어야 하고, 이를 교육하기 위한 교
육의 목표와 실행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요구되는 미래 핵
심역량에 대해서는 1차 연도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식, 실행능력, 인성을 포함하
고, 실행능력은 사고력, 직무수행능력, 사회생활능력의 3가지 범주로 10가지 요소를 포함
한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 실행능력이 주로 지식의 활용을 통해 습득될 뿐만 아니라, 지식
과 실행능력의 습득 및 활용이 인성 함양(감성, 마음 훈련 포함)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다는 점에서 지식, 실행능력, 인성 함양 간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고자 한다.

나.‘한국형’미래 핵심역량 교육의 특징
또한 이러한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의 목표와 실행전략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
육의 장점과 문제점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장 좋은 방
법 중의 하나가 자신의 대표강점을 찾고 키우는 것처럼, 미래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해
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강점을 토대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우
리나라 교육의 강점은 세계적으로 부러워 할 정도로 높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국민의 교
육열, 교사의 학력 수준, 스마트교육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반
면에 우리나라 교육이 당면한 주요 문제점은 암기식 지식교육, 시험위주의 경쟁교육으로
인한 핵심역량 교육 소홀, 학생의 낮은 행복감과 학습흥미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형’ 미래 핵심역량 학교교육 모형은 다음 3가지를 특징으로 한다. 첫째, 한
국적 맥락이 반영되도록 미래 핵심역량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정립한다. 한국교육의 경험
을 살려 지식, 실행능력, 인성 함양 간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유기적 관계를 제시한
다. 특히 인성은 한국교육에서 매우 중시되는 개념으로 최근 심리학에서 강조되는 마음,
감성, 태도를 포괄한다. 둘째, 학습생태계 형성을 지향한다. 학습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한국교육의 장점인 세계적 수준의 학생 학업성취도, 국민의 높은 교육열, 교사의 높은 학
력 수준, 스마트교육 인프라 등을 활용한다. 셋째, 미래 핵심역량 교육과 행복교육을 통합
적으로 추구한다. 이를 통해 당면한 한국교육의 문제점인 암기식 지식교육, 시험위주의
경쟁교육, 학생의 낮은 행복감과 학습흥미도 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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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국형’미래 핵심역량 교육의 방향
1) 행복교육과 인성교육, 미래 핵심역량 교육의 연계 추진
최근 행복교육, 미래 핵심역량 교육이 강조되면서 이들 간의 관계는 물론 또 다른 사회
적 관심사인 인성교육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해 Authentic Happiness(진정한 행복)(2002)과 Flourish(플로리시)(2011)라는 저서
를 통해 세계적으로 행복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 마틴 셀리그만(Seligman, M)의 “행복” 연
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가 관심을 갖는 행복은 주관적이고 순간적 쾌락이 아
닌 삶을 활기차게 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지속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다. 셀리그만은

플로리시에서 진정한 행복을 웰빙(well-being)이라고 정의하고 웰빙을 구성하는 요소
와 함께 웰빙에 이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마틴 셀리그만, 2011). 그에 의하면, 웰
빙은 긍정적 정서, 참여, 관계, 의미, 성취라는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요소들은 행복이 주관적이고 순간적 쾌락이 아닌 지속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되기
위한 기준이자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저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들 요소 간에는
긍정적 정서의 함양은 적극적 참여로 이어지고, 참여를 통해 긍정적 관계가 형성되면 자
연스럽게 학습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그 결과 성취감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선순환적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웰빙의 요소를 갖추는 것은 행복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
을 함양하는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지속적인 행복인 웰빙의 요소들을 갖출 수 있
기 위해서는 능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능력은 미래 핵심역량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미래 핵심역량은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미래 사회의 급변하는 환경 속
에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 실행능력, 인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미래 핵심역량을 구성하는 지식(knowledge), 실행능력(skill), 인성
(character)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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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 미래 핵심역량의 구성 요소
출처: 최상덕 외(2013). p.177 재구성

그림에서 보듯이, 실행능력은 지식을 활용하여 사고하고(Thinking), 일을 수행
(Working)하며, 사회생활(Living in the World)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이며, 인성은 지식
과 실행능력의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고력 함양을 위해서는 창의성, 비
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그리고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서는 의사소통능력, ICT 활용능력, 협업능력을 또한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글로벌 시민의
식, 인생 및 진로 개척 능력,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또한 미래 사회에서 요
구되는 인성은 다양한 문화와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감능력, 그리고 새롭고 가치 있
는 것을 창출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 등과 같이 긍정적이며
능동적인 마음(감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인성교육은 ‘공감능력’, ‘도전정신’
등과 같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의 습관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웰빙의 요소들은 미래 핵심역량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미래 핵심역량의
배양을 통해 웰빙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즉, 미래 핵심역량 교육을 통해 학교에서 배양
하는 능력과 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Griffin, P. et al., 2011), 학생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행복교육, 인성교육, 미래 핵심역량 교육이 서로 연계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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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셀리그만에 의하면, 대표강점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강점으로 누구나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웰빙을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이 본인의 대표강점을 찾아 키우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특히 대표강점은
타고난 재능이라기보다는 실천함으로써 함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
다. 그가 말하는 강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갖는다. 첫째, 시간과 환경에 상관없이 계속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이다. 둘째,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으며, 우리가 갖추고 싶은 정신
상태이다. 셋째, 실천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미덕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세계 대부분의 문화권에 퍼져 있는 강점들을 지혜, 용기, 인간애, 정의감, 절
제력, 초월성이라는 6가지 범주로 24가지를 제시하였다. 지혜는 발달단계에 따라 호기심
부터 학구열, 판단력, 창의성, 사회성, 통찰력에 이르기까지 6가지로 구분된다. 그리고 용
기는 호연지기, 끈기, 진실성을, 인간애는 친절, 사랑을, 정의감은 시민정신, 공정성, 지
도력을, 절제력은 자기통제력, 신중함, 겸손을 각각 포함한다. 마지막 초월성은 공감, 감
사, 낙관성, 영성, 용서, 유머감각, 열정 7가지를 포함한다. 이러한 대표강점을 관련 검사
도구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찾는 과정 속에서 학생은 자신의 적성과 장점을 새롭게 발견
하고 키워갈 뿐만 아니라 인성 함양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 자신들의
대표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 학습이나 체험활동 기회를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학습의 흥미와 몰입을 경험할 수 있는 학습 기회 확대
학생들 스스로 원하는 프로젝트나 체험학습을 수행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고 성취감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다. 2014년도 1학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운영만족도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사전 조사에서 낮게 나타났던 ‘학습흥미와 몰입’ 영역이
사후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향상된 것은 행복교육은 물론 수업 개선과 관련해 의미
가 크다고 할 수 있다(최상덕 외, 2014b). 수업방법을 토의나 실험, 실습 위주의 학생참여
방식으로 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또는 프로젝트 학습 기회를 제공한 것이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 참여하게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공식’에 따르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도전할 만 할 정도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제
를 해결할 실력이 있을 때 몰입도가 높아진다(미하이 칙센트미하이, 2007). 따라서 청소
년들 자신이 하고 싶은 주제의 프로젝트 과제를 정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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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의 즐거움을 느끼고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의
행복도를 높이고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대표강점을 찾고 키우며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배양할
수 있다.

3) 교사의 자기효능감 제고를 통한 학생의 행복도 제고
OECD의 교사 대상 국제비교 연구인 1주기 TALIS 결과에 의하면, TALIS 조사에 참여
한 국가 중 우리나라 교사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가장 낮고 직무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갑성 외, 2011). 이 조사에서 교사의 자기효능감은 학급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때 교사들이 얼마나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나타낸다. 따라서 교사의 낮은 자
기효능감은 낮은 직무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원양성기관의
신입생 입학 성적이 대학입시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
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 개념을 만든 반두라(Bandura)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교사일수록 학생을
성공적으로 교육하고 가족의 지원을 받는 등 학생의 인지능력 발달에 도움이 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며, 권위적 통제보다 설득적 방법을 사용하고 학생의 내적 흥미와 학업적
자발성을 발달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갑성 외, 2011:41). 이는 우리나라의
많은 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주기 TALIS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에서는 자기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실과 지식
중심의 교수학습과 객관식 중심의 평가 체제에서 벗어나, 교과지도 시 학생의 자기 주도
적 학습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프로젝트 수업, 조사와 발표 중심 수업, 수업 시간 중
의 수행 평가 등 교수학습 방법 면에서의 혁신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김갑성 외, 2011).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결과에서 교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무엇보다 교사들에게 수업운영과 평가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한 데 기인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수업을 학생참여형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수업에 대해 자신
감이 생기고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교사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만족도
도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자기효능감 제고는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
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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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토론, 실험, 실습 등의 학생참여형 수업, 프로젝트 방식
의 학습,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형성평가 등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의 혁신이 요구
된다고 할 수 있다.

4)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파트너십 구축
자유학기제의 자율과정은 학생들이 학습하는 내용의 폭과 범위를 교과를 넘어 확대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자율과정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사에 기
반을 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거나 배우고 싶은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몰입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체험
활동은 가능하면 학생들에게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경험을 갖도록 운영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기관 간의 협업체제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은 학교의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양한 체험활
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업체제는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차원에서 지역
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다양한 허브기관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 체험활동을 위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학교가 체험활동과
관련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 지역 체험처를 확보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재구
성하고 수업 및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일만으로도 업무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체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파악하고 확보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에 익숙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험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파
악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매칭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의 인
적, 물적 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험활동을 위해 학교와 강사 또는 체험처를 연계해주
는 지역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요구된다.
둘째,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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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자 하는 체험활동에 대한 전문성에 따라 일부 체험활동은 학교 교사가 직접 기획하
고 운영할 수도 있지만, 일부 체험활동은 지역 기관들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기
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지역사회 기관이 학교의 일부 체
험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험활동에 관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학교와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시간 편제, 운영 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네트워크의 형성과 확대라는 맥락에서 지역사회를 학습생태계로 변화시켜가는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학습생태계란 “가정, 학교, 사회 등 다양한 교육 공급
자 간에 역동적이고 상호의존적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적 인프라에 의해 유지되
는 관계망”을 의미한다(최상덕 외, 2013). 학습생태계에서는 정규교육은 물론 비정규 교
육을 담당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on-line, off-line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활동의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히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비정규 교육기관들도 학습생태계
속에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new paradigm)의 교육을 촉진
할 수 있다.

2.‘한국형’모형의 기본 틀(framework)
‘한국형’ 학교교육 모형은 학생 개개인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역량을 갖
춘 인재로 성장함으로써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실
현하기 위한 미래 인재의 상, 학교교육의 기본원리, 학교교육의 목표, 혁신 방안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가. 창의성, 사회성, 인성을 겸비한 창의･협력･공감적 인재상
1차 연도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미래 핵심역량 교육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창의
성, 사회성, 인성을 겸비한 창의･협력･공감적 인재라고 할 수 있다(최상덕 외, 2013). 미
래 사회에서 학생들이 진정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
의성, 사회성, 인성을 균형 있게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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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 21세기 인재상

창의성은 블룸의 교육목표분류체계를 계승한 신교육목표분류체계에서 최상의 교육목
표로 제시될 뿐만 아니라 미래 핵심역량 중 사고력 영역의 대표적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지식기반사회, 창조경제 등의 미래 사회 논의를 통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교육적으로 강조되는 창의성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창조적 잠재력을 최대한
으로 발현시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학교시절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 함양해야 할 역량이
라고 할 수 있다. 창의성은 자신의 재능과 대표강점을 키우고 관심 갖는 일에 몰입함으로
써 함양할 수 있다.
협력은 개인 간, 문화 간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며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
는 능력으로 미래 핵심역량 중 직무수행 영역의 대표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될수록 개인 간, 분야 간 협업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만큼
어려서부터 사회성을 키우고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
다. 특히 협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상대를
존중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감은 다른 사람과 자연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미래 핵심역량 중 사회생활능력뿐만 아니라 인성의 토대가 된다. 공감능력은 창의성과 협
업능력을 촉진하는 감성적 원천이 되며, 동서양 공통으로 인성 또는 도덕성의 기초로 인
식해 왔다. 특히 미래 사회를 ‘공감의 시대’라고도 하듯이, 글로벌 사회가 될수록 다양한
문화와 삶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요청되기 때문에 공감능력의 함양이 갈수록 중
요해지게 된다.

Ⅵ.‘한국형’미래 핵심역량 학교교육 모형

201

나. 미래 핵심역량 교육의 5가지 원리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협력･공감적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파트너십, 개인맞춤
형, 집단창의성, 접속, 통합의 5가지를 기본 원리로 한다.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그림 Ⅵ-3] 미래 핵심역량 교육의 5가지 원리

첫째, 학교가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미래 핵심역량의 교육을 설계하고 운
영한다. 파트너십이란 본래 각기 다른 목적과 임무를 가진 주체들 간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반자적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최상덕, 2014a). 따라서 학교와 지역의 다양한 기관 간에 파트너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목적과 임무를 가진 독립적이고 수평적인 관계임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생의 장점과 관심사를 존중하는 개인맞춤형 교육을 지향한다. 창의성, 협업능
력, 공감능력 등의 미래 핵심역량은 표준화된 교육을 통해서는 함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행복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셀리그만에 의하면,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각자의 대표강점을 찾고 키우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 또한 성과를 만
들기 위해서는 장점에 집중해야만 하고 단점을 보완해서는 성과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한
다. 또 한편에서 칙센트미하이는 학생들이 진정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관심사에 따라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관심사를 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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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할 때 계속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커지고 창의성이 발현되기
때문이다.
셋째, 학생들 간의 협력을 통해 집단 창의성이 발현되도록 한다. 지식정보화로 인해
시･공간의 거리가 좁혀지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개인 창의성을 넘어 집단 창의성의 중요
성이 커진다. 지식의 양이 폭증하고 글로벌화 될수록 개인의 창의성만으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미래 사회에서 학
생들이 자신의 삶을 책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다
양한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창의적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요청된다.
넷째, 학생들의 삶과 연결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생들이 학습활동을 통해 실
제 생활에서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이슈를 다루고, 지역 사회 및 넓은 세계 속의 풍부한
자원들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에서 관심이 되거나 당면
한 과제를 학습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와 접속하고 사회의 풍부한 자원을 학습에 활
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한다. 그리하여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실행능력을 키우고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섯째, 융합적 사고력을 키울 있는 교과 통합적 접근을 하도록 한다. 사회의 복잡성이
증대되고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핵심 요인이 학문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학문 간 소통
이 이뤄지지 않던 시기에는 분화된 학문의 성과들이 연결되지 않았으나 산업화가 고도화
되고 혁신 기술이 성숙기에 들어선 탈산업사회에서는 타 분야 학문의 성과들이 서로 융합
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있다. 학제 간 연구와 오픈 이노베이션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과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프로젝트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 등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다. 교육목표
핵심역량이 글로벌 표준으로서 강제되기 보다는 개개인의 장점을 강화시켜 삶을 행복
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 체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교육 원리
를 적용해 이루고자 하는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교육과 사회가 연결된 학습을 통해 이
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자, 다양성을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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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려하고 공감하며 인성 함양(마음 수련)에 열심인 사람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최근에 심리학에서 마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마
음과 태도로 세상을 보는가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을 통해 외
부환경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고 유연하게 생각하는 힘을 키워 주는 것이 필요
하다. 그리하여 모든 상황에서 다양한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상
력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자신에게 가장 맞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힘을 키우게 해야 한다.
동시에 공감능력이 풍부하면서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 정신력이
강한 학습자를 길러내야 한다.

1) 학생 중심의 수업을 위한 혁신
미래 핵심역량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이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교사는 학생의 참
여를 적극 촉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학생이 학교수업의 적극 참여를 통해 미래 핵심역량
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중심의 교육내용 및 수업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토론, 실험･실습, 프로젝트 학습이 실제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수업에 정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생 참여방식의 수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과 간 경계를 넘나드는 통
합형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이 장려되어야 한다. 수업방법 또한 정답을 찾도록 하는 방
식 보다는 다양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탐구하도록 하는 방식이 강조되어야 하며, 평가는
이러한 수업을 통해 형성하고자 하는 역량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교수학습은 앞에 제시한 목표를 학생들이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
학습 방법은 학생들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이
라고 할 수 있다.

2) 프로젝트 학습의 활성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계획을 세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식의 습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습득한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히 중, 고등
학교에서는 주당 2시간 정도 프로젝트학습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 활성화하도록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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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프로젝트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수업에서 정해진 답을 찾기 보다는 다양한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해결책을 탐색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방법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
다. 나아가 프로젝트학습을 통해 교과 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형 학습이 적극 장려되어
야 한다.

3) 학교-가정-사회의 연계를 통한 교육
학생의 장점과 관심사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
역사회와 학생의 가정이 가능한 한 모든 방식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학부모는 아이
에게 최초이자 가장 중요한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 상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의를 자녀만이 아니라 자녀의 친구들 모두를 위
해 쏟을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신길중의 자유학기제 학부모지원
단은 이러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여러 전문기관들 또한 학교교육의 파
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폭넓은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

4) 학생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조력자로서의 교사
교사의 중요한 역할은 학생들 안에 내재해 있는 재능을 끌어내는 일이다. 즉,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만의 열정과 학습 방식을 찾도록 격
려하며 그 여정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Littky, 2004). 학생들에
게 정답을 던져주기보다 문제를 풀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학생들에
게 읽어야 할 도서목록을 제시하기보다 학생들 스스로 자기가 흥미 있는 분야에서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하도록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의 변화는 교사의 역할을 축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학생들과 보다 인격적 관계를 형성함으로
써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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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형’모형의 교육과정 운영
가. 초등학교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3학년 기준으로 대략 주당 30시
간 수업을 하는데 그 중 교과수업이 27시간 정도, 창의적 체험활동이 3시간 정도를 차지
한다.34) 보평초의 경우 이를 교과학습과 프로젝트학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 시간표를 운영하고 있다(앞에서 ‘<표 Ⅳ-5> 보평초등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시
간표’ 참조).
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교과는 블록수업을 하되, 주지교과는 오전에 하고, 예능교과는
오후에 하며, 주 1일은 프로젝트수업을 한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학생을 중심
에 둔 수업 운영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추구하는 인재상, 교육원
리, 교육목표. 수업 혁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경우는 현 상태에
서도 수업시수를 크게 조정하지 않고도 학교 자율로 지식교육과 미래 핵심역량 교육을 균
형 있게 할 수 있다.

나. 중학교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현재 중학교는 대략 주당 33시간 수업으로 교과수업이
30시간 정도이고 창의적 체험활동이 3시간 정도이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경우, 대체
로 교과수업과 자율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앞에서 ‘[그림Ⅲ
-2]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운영 모형’ 참조).
이 모형 또한 기본적으로 오전에 주지교과 수업, 오후에 자율과정을 특징으로 하고 있
다. 이러한 모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오전의 일부 교과시간을 조정해야 하고, 최소한 해
당 교과는 ‘핵심성취기준’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형에서 기
준으로 한 교과의 시수조정 폭이 현 교육과정 운영규정에서 허용한 20%선을 기준으로 하

34)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년군제로 제시되어 있어, 초등학교의 경우 2개 학년, 중학교과 고등학교는 3개 학년을 기준
으로 교과별 최소 수업 시수가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단위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각 학년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비율 및 구성의 형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국가 교육과정
에 제시된 수업 시수를 1년 34주를 기준으로 학년별 주당 수업 시수로 환산하여 제시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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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뿐만 아니라, ‘핵심성취기준’이 향후 모든 학기에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유학
기제 연구학교 모형을 중학교 자유학기 뿐만 아니라 일반학기의 모형으로도 확산하는 것
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15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모든
과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학습내용을 적정화하고,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
에 흥미를 느끼고 학교생활에서 행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
의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교육부, 2014). 이 경우 일부 수업 시간의 결손 우려 부분은 최
근 주목받는 거꾸로 수업(flipped classroom) 모형과 같이 온라인 학습을 활용한 예･복습
을 실행하여 수업의 질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다양
한 참여형 수업방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험 대신 형성평가, 수행평가 등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자율과정의 예로 든 4가지 중점 모형 중에서 특히 자유학기제의 특징을 잘 보여주
는 학생 선택프로그램은 가능하면 프로젝트학습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반
학기에서는 주당 2시간 정도를 프로젝트학습 시간으로 확보해 자유학기제의 선택프로그
램처럼 학생들의 관심사를 적극 반영해 운영할 수 있다.

다. 고등학교
1) 일반 고등학교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현재 일반 고등학교는 대략 주당 34시간 수업으로 교과
수업이 30시간(필수 20시간 + 학교자율 10시간) 정도이고 창의적 체험활동이 4시간 정도
이다.
<표 Ⅵ-1> 일반 고등학교 주간 시간표
요일
시간

월

화

1

목

금

30시간 기본교과 중

2
3
4

20시간 필수교과

5
6
7

수

10시간 학교자율 선택교과
창체

창체

창체

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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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등학교에서는 10시간의 학교자율 선택교과시간을 학생들의 진로 및 진학과 연
계해 학생들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운영한다면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더구나 2015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강화하고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
성･ 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심화된 학습과 학생 진로를 고려한 개인별 교육과정 운영
이 가능하도록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으로 구분하여 개발”할 계획이므로 학생들의 선택이
적극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특성화고, 특수 목적고 및 자율형 고등학교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현재 특성화고, 특수 목적고는 주당 34시간 수업으로
대략 교과수업 30시간(필수 12시간 + 학교자율(전문교과/심화과목 등) 18시간 이상)과 창
의적 체험활동 4시간으로 구성된다.
<표 Ⅵ-2> 특성화고, 특수 목적고 주간 시간표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2

30시간 기본교과 중
필수교과 12시간

3
4
5

학교자율 선택교과 18시간 이상

6
7

창체

창체

창체

창체

여기서는 18시간의 학교자율 선택교과시간을 학생들의 진로 및 진학과 연계해 학생들
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운영한다면 이미 학교자율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이 전체
시간의 50%이상도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특히 2015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과목선
택권을 강화하고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할 계획이므로 학생들의
선택이 적극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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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양한 학습생태계를 활용한 개인맞춤형 학습 제공
학교가 미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해 학습허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생태계를 활용한 개인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
한 학습생태계는 물론 다음 그림과 같은 학습생태계적 접근이 필요하다(앞에서 ‘[그림 Ⅱ
-5] 미래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학습생태계 모형Ⅰ’ 참조).

[그림 Ⅵ-4] 미래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학습생태계 모형 Ⅰ

그림에서 보듯이 학교와 학습생태계의 관계는 학교 내, 학교와 지역사회 간, 학교와 국
가네트워크 간, 학교와 글로벌 네트워크 간의 다층적 연계가 가능하다. 이들 관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자체가 하나의 학습공동체로 변화해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관심사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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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프로젝트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협의회, 교사연구공
동체, 학생동아리, 학부모지원단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학습공동체로 발전해 나가
야 한다.
둘째, 학교와 지역사회 간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 학습공동체로서의 학교가 학습허
브기관으로서 학교 밖의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형성해
야 한다.
셋째, 학교와 국가 네트워크 간 연계를 확대한다. 디지털교과서 등과 같이 국가 차원에
서 미래 핵심역량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에 부응하도록 한다.
넷째, 학교와 글로벌 네트워크 간 연계를 확대한다. 위키피디아, 칸아카데미 등과 같은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학습 관련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적극 활용
해 학생들 개인의 장점과 관심사를 살린 학습을 촉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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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10대 정책 과제

1.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
2. 프로젝트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을 위한 평가방법 개발
3. 중･고교의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4. 자유학기제의 모든 중학교 확대 및 타 학기 연계 확산
5. 중･고･대학 연계를 위한 2016, 2018, 2021년 3단계 전략
6. 미래 핵심역량을 반영하는 대학입학전형의 확대
7. 교사의 자기효능감 제고를 위한 교사연구공동체 지원
8. 학습허브기관으로서의 학교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 형성
9. 다양한 학습생태계 형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10. 개인의 장점을 발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습생태계 지원

Ⅶ. 10대 정책 과제

10대 정책 과제는 문헌분석, 초중고교 역량 수준 조사 및 자유학기제 운영만족도 조사
결과, 국내･외 학교방문 및 면담조사 등의 자료분석을 토대로 하여,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전문가 포럼, 공동연구진 협의회 등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10대 정책 과제를 수업혁신, 학교급간 연계, 학습생태계 형성 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Ⅶ-1> 10대 정책 과제
구분

10대 정책 과제

수업혁신

①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
② 프로젝트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을 위한 평가방법 개발
③ 중･고교의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학교급간 연계

④ 자유학기제의 모든 중학교 확대 및 타 학기 연계 확산
⑤ 중･고･대학 연계를 위한 2016, 2018, 2021년 3단계 전략
⑥ 미래 핵심역량을 반영하는 대학입학전형의 확대

학습생태계 형성

⑦
⑧
⑨
⑩

교사의 자기효능감 제고를 위한 교사연구공동체 지원
학습허브기관으로서의 학교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 형성
다양한 학습생태계 형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개인의 장점을 발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습생태계 지원

1.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
가. 필요성 및 근거
델파이조사 결과, 교육전문가들은 미래의 국가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의 비중을 균
등하게(50:50)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피력하였다. 그 다음으로 60:40, 70:30,
80:20, 90:10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으며, 이는 수업 내용 및 시수에 대해 학교가 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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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국가 교육과정의 결정
권이 어느 정도 축소되고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확대가 불가
피하며, 국가와 단위 학교 교육과정 권한 배분의 조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나. 내용 및 추진전략35)
미래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계에서 국가와 단위 학교 수준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가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이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가 교육과정
위주로 진행되어온 우리나라에서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의 결정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의 역할과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 단위 학교 교육과정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논거와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결정권에 대한 국가와 단위 학교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과거의
수직적 거버넌스 체계에서 수평적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국가주
도형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한계를 벗어나고 단위 학교의 특성과 자율성을 고려한 국가단위 학교 교육과정 구성의 협력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행위 주체들 간의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한 관계의 형성이라는 거버넌스의 본래 의미와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단위 학교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공조를 위해
국가가 지역, 단위 학교를 거버넌스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권한과 자율성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자율화는 6차 교육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이후 7차, 2007 개정, 그리고 2009년 6월 교육부의‘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자율성 범위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과정 자
율화가 마땅히 추구되어야 할 당위적 방향으로서 형식상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실
질적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이 확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으나, 자율성의 성격이 ‘제한된’ 자율성, ‘강요된’ 자율성,

‘통제된’ 자율성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다(김재춘, 2011; 민용성, 2008; 정영근‧이근호,

35) 이 부분은 전북대 박휴용 교수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발전시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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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홍원표, 2011). 따라서 이러한 제한된 자율성을 허용적 자율성으로, 강요된 자율성
을 자발적 자율성으로 전환하여 교육과정의 다양성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
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자율성의 범위와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위학교의 교육
과정 자율성을 부여한 대표적인 예로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
점’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수업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현재는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의 자율성을 부여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점차 그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때 허용된 자율성이 입시 준비의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오히려 국, 영, 수 중심의 획일적
인 교육과정이라는 모순된 효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입시 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율성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경우 유형에 따라 자율성의 정도를 차등 분배하고 있다. 앞서 국내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등학교의 유형별 필수이수단위를 서로 다르게 배분한 것이다. 정부는
자율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고등학교는 필수이수단위인 116단위를 100% 모두 이수하
도록 하고, 자율학교로 지정된 일반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116단위의 약 62%
인 72단위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116단위의 50%인 58단위를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자율성의 차별화는 일종의 ‘특혜성’ 자율을 허용해 주는 것으로
비판되기도 한다(김재춘, 2011: 59-60). 따라서 향후 2015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학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과정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자율성의 범위와 폭에
있어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단위 학교 간의 균형 잡힌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이 실천될 단위 학교의 독특
한 지역적, 사회문화적, 인적자원의 조건을 고려하여 단위 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구성과 수업의 모형이 구상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래의 교수학습의 모형으로 대부분의 전
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는 프로젝트 학습, 융합학습, 체험학습, 인턴십 기회의 확대 등은 국
가 수준의 보편적 모델을 제시하기 보다는 지역별, 단위학교별 특성에 맞게 다원적이고
융통성 있는 모델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수업의 유형을 단위 학교별로 조직하는 방법은 아래 표와 같이 수업의 구성
요인들의 다양한 결합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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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2> 단위 학교 수준의 다양한 수업 유형
다양한 결합 방식

수업 모형
융합수업
프로젝트 학습
체험학습
인턴십

주당 시수

시간 활용

학생 구성

교사 역할

2~4

블록타임제
분기/학기 단위
주중/주말 집중

개별 학습
모둠 학습
집단 학습

개별티칭
팀티칭
조력자/멘토

표에서 보듯이, 프로젝트 학습, 융합학습, 체험학습, 인턴십 등의 수업 운영은 단위 학
교 수준에서 주당 시수, 시간 활용, 학생 구성, 교사 역할 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수업유형의 다양성과 융통성이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교육과정 체제에서 국가-단위 학교 간의 균형 잡힌 교육과정 체제로의 성공
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조건 마련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 그
러한 조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가가 교육과정 수행의 파트너인 지역과 학교에 대해
얼마나 다양한 형태와 역할을 허용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조율해 갈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충분한 준비와 경험 없이 시행되었던 지방자치제가 아직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것을 교훈삼아 국가와 지역, 학교 간의 교육과정 권한 이행과정은 단계적
이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국가와 학교의 교육과정 권한을 50:50의 비
율로 맞추고자 한다면, 그러한 과정이 시간(연차적)과 내용(영역별)의 측면에서 다음 표와
같이 단계적으로 이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Ⅶ-3> 교육과정 자율성의 단계적 확대 과정(예 )
국가–단위 학교교육과정 권한 배분
핵심과정-자율과정

1기

2기

80:20

→

70:30 →

3기
60:40

4기
→ 50:50

교육과정 편성권

국가 주도형 → 지역 주도형 → 단위 학교 주도형

교육과정 영역

지식 영역 → 수행능력 영역 → 인성 영역

자유학기제 확대

한 학기 → 전 학년 → 복수 학년

표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권한의 이행에 있어서 핵심 변수는 바로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역량의 성숙도가 될 것이다. 즉, 단위 학교가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을 성
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여건의 마련과 더불어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조정 및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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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갖추는 일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항은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운영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
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초･중등 교육과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 고시인 ｢초･중등학교 교육과
정｣으로 정하고 있다. 만약,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려한다
면, 교육과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개정하여 시･도교육감과 단위학교에게 부여하는 교육과
정 자율권의 범위와 수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이라고
부르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된 입법 취지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자율권을 부여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관련 인력의 양성 및 배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에 교육과정의 기획･조정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사범대학 및 교원대학, 교육대학
원에 가칭 ‘교육과정전문가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2. 프로젝트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을 위한 평가방법 개발
가. 필요성 및 근거
델파이 조사에서 학교 급별로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방안을 질문한 결과, 중학교에
서 ‘프로젝트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 및 과정 중심 평가 강화’를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하
였고, 고등학교에서는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및 평가도구 개발’을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중･고교에 걸쳐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프로젝트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수업방법에 적합한 평
가방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나. 내용 및 추진전략
미래 핵심역량 교육 방법으로 제안된 프로젝트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을 평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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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법의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의 교육적 특성
에 부합하면서도 도입하고자 하는 수업방법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평가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에 적합한 수업과 평가방법
을 국내 학교사례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서로 나누고 공감하며, 협력할 수 있는 마음, 즉 인성적인 역량
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그에 적합
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협동학습을 통한 나눔과 배려의 학습 경험을 확대
하기 위해 모둠수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석차 제공에 의한 배타
적인 경쟁심을 조장하는 평가는 지양되어야 한다.
앞의 학교사례에서 보듯이, 보평초는 미래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해 여러 유
형의 프로젝트 학습을 계속 발전시키고 그에 적합한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다빈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다양한 프로젝트는 교과 활동과 연계한 체험학습, 독서와
연계한 프로젝트 학습, 문화 예술 활동을 심화한 아뜰리에 학습, 자유탐구 학습활동 등으
로 이루어져 있다. 평가 방법 또한 교육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느냐에 중점을 두어
학생들의 창의력과 정의적 영역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
타낸다. 첫째, 학습 과정 중심의 평가를 위해 학습의 실제 진행 상황에서 평가가 이루어지
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학생 개인의 포트폴리오로 작성하여 변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둘째, 인지적 영역 이외에 창의성 및 정의적･심정적 영역의 평가를 확대
실시하기 위해 학생의 흥미, 태도, 행동발달상황 등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
였다. 셋째, 성장형 평가체제를 100% 서술형 평가로 하며, 1-2학년은 중간, 기말 평가를
하지 않는다.
중학교 또한 자유학기제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이나 사고력,
대인관계능력 등을 키우기 위해 융합수업, 프로젝트학습, 체험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가방식의 변화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중학교 평가방법의 장해요인은 선다형
및 단답형 문제 등 객관식 위주의 평가방식이 대부분이고, 하나의 잣대로 성적 위주의 학
생평가가 이루어지며, 대체로 인지적 역량 위주의 지필 평가가 실시되고 과정 평가가 결
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술형 평가 등 수행평가를 강화하고 인지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정의적인 영역을 포괄하는 다면적인 평가방법을 도입하되, 학습목표 도달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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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평가 하는 준거참조평가나 얼마나 ‘성장’하였는가에 관심을 두고 평가하는 성장참조
평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인 신길중은 미래 핵심역량 교육을
위해 평가를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참여식 수업과 연계하여 주어진 학습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기준으로 학생들의 발달 정도를 서술형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
다. 자유학기 동안 평가를 형성평가와 프로젝트평가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특히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평가는 자기평가와 동료평가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그 평가
항목에는 지식뿐만 아니라 태도･흥미 등의 정의적 영역도 중요한 사항으로 포함하였다.
신길중의 사례는 수업을 통해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방법, 평가방법의 혁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수업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수행평가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를 발표회,
전시회 등과 연결하고 진로･진학의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수업과 평가, 진로･진학 간의 긴
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삼각산고와 미림고의 사례에서 보듯이, 교사의 평가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프로젝트 학습, 융합수업, 체험활동, 인턴십 등을 진로 및 진학과 연계해 적극
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삼각산고는 학교 수업의 과정을 중시하는 수행
평가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수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탐구한 결과물들을 평가하는 교
과별 프로젝트 발표대회 등을 개최하여 수시 및 입학사정관 전형 자료로 활용도 하고, 수
학능력시험에 필요한 학생들의 사고력을 길러주기도 한다. 수행평가를 통해 프로젝트 발
표대회, 전시회 개최, 학교 밖의 대회 참가가 연계되는 일련의 메커니즘이 만들어지면서
수업과 평가, 진로진학 간의 긴밀성을 높이게 된 것이다. 또한 미림고에서 이루어지는 수
업 및 평가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팀프로젝트 활동이 활발하고 수행평가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수업 방식이 대부분 팀 프로젝트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평가 또
한 수업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성취 수준과 정의적 측면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
어진다. 특히 전문교과의 경우 지필고사의 비중을 줄여 수행평가 비중이 80%에 이를 정
도이다. 실제로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수시
로 교사의 피드백을 받으며, 최종 산출물을 전시하고 발표하는 기회가 평가의 장이 됨에
따라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 협동능력, 창의력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채용과 연결되
기도 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제1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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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다음 각
호의 자료에는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그에 따른 교육부령인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에 관한 규칙｣, 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규정 등에는 학생평가의 목적과 용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
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프로젝트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학생평가에 도입하기 위
해서는 ｢초･중등교육법｣에 초･중･고교의 교육목적과 학생평가의 목적, 평가의 대상 행위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학교의 교육목적이 나눔과 배려, 협동
등에 있고, 평가목적이 학생의 학습을 장려하고 안내하며 스스로의 학습평가능력 신장에
있으며, 평가의 대상 행위가 학생의 학업뿐만 아니라 생활과 행동 등을 포괄한다면, 프로
젝트학습과 융합수업, 체험학습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방법 등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중･고교의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가. 필요성 및 근거
보평초, 신길중, 삼각산고, 미림고, 태봉고의 학교사례에서 보듯이, 미래 핵심역량 교
육을 위해서는 프로젝트 학습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교육 현장에서도 점차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델파이 조사에서도 학교급별로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방안을 질문한 결과, 초등학교에서 ‘프로젝트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 강
화’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중학교에서는‘프로젝트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 및 과정 중
심 평가 강화’를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하였다. 고등학교 역시 ‘교사의 프로젝트학습 및 융
합수업 전문성 신장’ 을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핵심역량 교육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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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차 연도 연구의 일환
으로 실시한 델파이조사에서도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방법으로 ‘체험학습･프로젝트
수업･토론식 수업･협동학습 활성화’가 1순위였다.
다만 우리나라 교육환경에서 어떻게 프로젝트 수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는 해결해
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학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업에서 정
해진 답을 찾기 보다는 다양한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해결책을 탐색하는 과정이
중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과 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형 학습이 장려되어야 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환경 속에서 프로젝트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내용 및 추진 전략
우리나라 교육환경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교과수업에서 교과연계 프로젝트 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자율적 연
구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2004년 발족한 경기도프로젝트학습연구회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매년 교사대상 프로젝트설계 연수와 학생대상 프로젝트학습
경연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단위로 현장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프로젝트수업연구회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교과연계 프로젝트 수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여 교육과정 재구성이 활발
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유학기제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둘째, 프로젝트학습을 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에서 기존교과와는 별도로 정규과
정에 프로젝트학습 시수를 ‘주당 2시간’확보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현재도 학
교자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프로젝트학습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
지 않아도 가능하다. 반면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이 교과지식 중심으로 구성되
고, 교과 간 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프로젝트학습이 기존 교과를 통해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수업을 장려함과 동시에, 교과와
별도로 프로젝트학습 시간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 시간에는 교육과정의 제한이나 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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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담 없이 학생이 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관심사와 진로를 창의적이고 지속적으
로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당 2시간을 가장 많이 선택한 이유는
프로젝트학습은 블록타임이 필수이기 때문에 주당 1시간은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고, 주
당 3시간 이상은 다른 교과시수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
다.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가 아닌 일반학기에 주당 2시간 프로젝트학습 시간을 확보해
학생이 선택한 주제를 중심으로 운영할 경우 자유학기와 일반학기를 연계해 주는 데도 기
여할 수 있다.
셋째, 초, 중, 고교의 교육단계별 특성과 현실을 반영해 프로젝트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델파이 조사에서 프로젝트학습을 중심으로 핵심역량을
교육하려면 초･중･고 교육이 각각 어떻게 혁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를 정리하면 아래 <표 Ⅶ-4>과 같다.
<표 Ⅶ-4> 프로젝트학습을 통한 핵심역량 교육 방안
구분

프로젝트
학습

초등학교

중학교

∙ 국가가 규정한 교과별 수업 ∙ 국가가 규정한 교과별 수업
시수와 이수 내용을 최소화
시수와 이수 내용을 최소화
하고, 나머지는 학교 자율에 하고, 나머지는 학교 자율에
맡겨 프로젝트 학습을 구안
맡겨 프로젝트 학습을 구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 교사 대상 프로젝트 학습법 ∙ 교사 대상 프로젝트 학습법
연수 실시
연수 실시

고등학교
∙ 프로젝트 학습 시간을 일정
량 필수로 부과
∙ 교사 대상 프로젝트 학습법
연수 실시
∙ 학생 포트폴리오 평가
∙ 도전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표에서 보듯이, 초, 중, 고교 모두 공통으로 국가가 규정한 교과별 수업 시수와 이수 내
용을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학교 자율에 맡겨 자체적으로 프로젝트 학습을 구안할 수 있도
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찾아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중간/기말 평가 대신 프로젝트 학습 결과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중학교에
서는 가능하면 팀 프로젝트를 한 학기에 1번 이상 실시하고 절대평가를 도입하여 교사의
피드백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주제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또는 개인의 관심사나 진로개척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와 관련
해서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발표하게 해 가능하면 진로선택이나 진학에 활용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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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프로젝트학습을 위해 주당 2시간을 편성할 경우, 한 학기가 17주로 총 34시간이
확보되는 것으로, 실제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주당 2시간 블록타임, 격주 3~4시간의
반일제, 월별 6~8시간의 전일제, 계절별 2~3일 집중제 등 다양할 수 있다. 프로젝트 수
업은 일주일에 2시간씩 블록타임으로 할 수도 있지만, 1일 또는 2일 캠프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인터뷰 결과 KAIST에서는 특허 개발과 기업가정신 함양을 목적으
로 하는 기업영재교육 프로그램(IP CEO 교육)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말에 1박 2일
프로젝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모여서 팀의 집단 지성이 발현될
때까지 적어도 약 10여 시간은 걸린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은 크게 세 파트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첫 부분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신 문제
들을 설명하면 학생들이 팀별로 제시된 문제들을 놓고 토론하면서 프로젝트 과제를 선정
한다. 다음 단계는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해 자료를 찾는 과정에
서 해당 분야의 과거 특허와 사업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지게 되고, 팀별로 친구들과 머리
를 짜내서 새로운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 의논한 후 발표할 PT자료를 만든다. 마지막
으로 팀별로 PT자료를 발표하고 학생들 스스로 상호평가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프로젝
트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콘텐츠 교육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 병행
된다. 즉, 캠프가 끝나고 다음 캠프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주로 미래
학, 역사입문(산업발달사), 트리지(창의적 사고방법)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36)

4. 자유학기제의 모든 중학교 확대 및 타 학기 연계 확산
가. 필요성 및 근거
앞의 자유학기제 성과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미래 핵심역량
을 배양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중학교 학생들이 한 학기 후에
오히려 미래 핵심역량 수준이 하락한 데 비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학생들의 경우 매우
유의미한 상승을 보여줘 중학교 단계의 미래 핵심역량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36) KAIST 기업영재교육프로그램은 2014.9.30. 이민화 교수와 이루어진 인터뷰를 분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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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다. 한편 미래 핵심역량에 대한 초･중･고 학생들의 자기 인식 조사 분석 결과, 일
반 중학생의 핵심역량 수준이 전반적으로 초등학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요청된다. 정부가 2013년에 자유학기제를 2016년부터 모든 중학
교로 전면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추진 속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지
만, 현재는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전면 확대를 정부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할 계획을 발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처음으로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대구시와 광주시, 강원도 교육청 등에서
자유학기제를 모든 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시교육청 교육감은 최근 언론 인
터뷰를 통해 자유학기제를 한 학기가 아닌 1년 동안 실시하는 자유학년제로 확대할 계획
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모든 중학교로의 확대를 넘어 타 학기로의 확산
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내용 및 추진전략
학생참여형 수업으로의 변화와 다양한 체험활동의 제공은 학생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자유학기제가 모든 중학교로
확대되고, 타 학기로도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자유학기제를 모든 중학교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경
험을 통해 성공요인과 저해(개선)요인을 분석해 체계적인 추진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
다(최상덕 외, 2014a). 수업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교사의 의욕과 열정’이 관건이
며, 교사 간 소통과 협력, 교사의 자율성 확대, 학생중심 수업, 교사의 전문성 발휘 또한
중요하다. 특히 교사의 열의에 의한 학생참여수업이 학생들의 높은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내고 교사 또한 자기효능감을 경험할 수 있을 될 때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학
교현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율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도 역
시 ‘교사의 헌신적 노력과 적극적 참여’가 관건이며, 이어 학생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의 물적･인적자원 활용,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교과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다. 특히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고 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며, 일회성 프로그램 보
다는 타 학기 또는 타 학년까지도 연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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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유학기제가 모든 중학교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기 및 중장기 과제
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최상덕 외, 2014a).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
를 준비하는 단기(2014~15)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학부모, 학생이 자유학기제
의 목적과 비전을 명확히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누구
도 자유학기제를 학생들이 1학기 동안 수업은 안하고 진로체험이나 하면서 노는 제도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신장이 자유학기제
의 성공적 정착에 있어서 관건이므로 교사 대상 연수는 물론 학교/지역 단위의 교사연구
회를 활성화하며, 담당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적극 개발,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체험 인프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예산 확보는 물론 지속적 수업 개선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이 이
루어져야 한다. 또한 제주도와 같이 조기에 모든 중학교가 연구학교 또는 희망학교가 됨
으로써 자유학기제 참여 학생의 고교진학 시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
만, 여타 지역은 전면 확대까지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이후 성공적 정착을 위한 중장기(2016~ ) 주요 과제
로는 1) 자유학기제에 맞는 대학입시제도 개혁, 2)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지원체제 구축,
3) 학력 위주의 사회적 분위기 개선 캠페인, 4) 체험중심 수업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
축, 5) 지필고사를 대체할 대안적 평가방식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자유학기제 정
책이 차기 정부로까지 지속되기 위해 담보되어야 할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도 교육계 일부에 존재하는 자유학기제 정책의 지속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장
기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타 학기로까지 확산되기 위해서는 자유학기
이후의 일반학기에 적용될 수 있는 연계모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우선 자
유학기제 직후 학기의 경우 오후의 자율과정을 일주일에 2~3일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
는 자유학기와 일반학기의 중간 수준의 모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자유학기만큼은 아
니더라도 일정 과목의 교육과정 시수를 조정하고 기존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필고사도 한 학기에 1회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는 수행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기존의 창체활동을 자유학기의 자율과정처럼 운영할 경우 내실화를 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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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창체활동과 자유학기제 자율과정의 중요한 차이는 기존의
창체가 불규칙하게 운영되고 체계적인 실행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반면
에 자유학기제의 자율과정은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면서 규칙성 있게 운영되고 계획, 실행
평가, 실행의 발표, 평가 반성을 통한 체계적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 어느 과
목의 시수를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학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중간, 기말고사를 보지 않은
점이다. 시험을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전환”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자유학기제에서 시험을 제외시키지 않고,
서술형으로 가져가는 대신 ABC등급으로 여전히 가져갔다면, 아무리 자유학기제가 좋았
어도 실패했을 것”이라는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의 인터뷰는 되새겨 볼 만하다. 이러한 맥
락에서 중간, 기말고사 방식의 시험을 최소화하고 대신에 수행평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의 성공 요인을 잘 분석해 연계모형을 만든다면 타 학기, 타 학년으로의
확산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신길중의 경우 2013년 1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2학년 학생들 가운데 일부가 경
기도중소기업청의 도움으로 한국나노기술원, 중소기업 등에 진로 체험을 다녀오고, 일부
는 자유학기 동안의 동아리활동을 2학년에도 연계해서 지속하도록 하였다. 또한 2학년 학
생들에게 금요일마다 아침자습시간에 일정 직업에 대해 시청을 하도록 해 자유학기제의
경험이 이어지도록 하였다.
자유학기제를 중학교의 전체 학년 및 초등학교, 고등학교로까지 확산시키려한다면, 그
에 관한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정 학기에 한해서 교육과정을 조
정하여 운영하고, 학생 평가에 관한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을 넘어서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편성･운영에 반영하고, 학생평가의 전반에 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을 전면 개정하고,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반영하여야 한
다. 현재 추진되는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개편 시안은 “중학교 1학기를 자유학기
로 운영한다”는 등 피상적인 내용은 제시하였으나, 자유학기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학생참여형 수업으로의 변화와 다양한 체험활동의 제공이 가능한 교육과정 및 방법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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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반영하는 데에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이를 반
영하고, 앞에서 제시한 학생평가 방법 개선과 연계 및 병행 추진한다면, 정부가 교체되거
나 장관･교육감 등이 변경되어도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확산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다음 [그림Ⅶ-1]
과 같이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후 총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교육과정 해설서 개정안에서는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된 상세한 해
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중학교
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⑴ 편제
㈎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단, 자유학기에는 자유학기 활동을
추가로 편성한다.
① ~ ② 변동 없음
⑵ 시간 배당 기준
구분

교
과
(군)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
창의적 체험활동
총 수업시간 수

1~3학년
442
510
374
646
272
272
340
204
306
3,366

① ~ ③ 변동 없음
④ 자유학기 활동은 170시간 내외로 편성･운영한다.
다.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중점
(10) 학교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유학기’
를 운영할 수 있다.
(가) 학교는 자유학기 기간 동안 지역 및 학교, 학생들의 실태를 고려하여 자유학기제 취지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편성･운영한다.
(나) 자유학기 기간 중에는 해당 학기에 배당된 교과 시간의 일부를 다양한 탐구 및 체험 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학교는 여건에 따라 자유학기를 타학기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유학기 활동의 시간은 교
과군별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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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 급별 공통 사항
나. 평가 활동
(⑴ ~ ⑵ 생략)
⑶ 중학교 자유학기에는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며, 학교별로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그림 Ⅶ-1] 자유학기제 운영 지침안

5. 중･고･대학 연계를 위한 2016, 2018, 2021년 3단계 전략
가. 필요성 및 근거
초･중･고교 학생들의 핵심역량 수준 및 실태 분석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초등학생의
핵심역량 수준에 비해 중학생은 오히려 다소 떨어졌다가 고등학생은 초등학생 수준 가까
이 회복하거나 약간 웃도는 ‘V’자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자기주도
적 학습능력’의 경우 초등학생은 5점 만점에 3.49점인데 비해, 중학생은 3.36점으로 떨어
졌다가, 고등학생은 3.48점으로 다소 상승하였다. 이는 핵심역량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초･중･고교 간의 교육 시스템이 일관되지 못하고 특히 중학교 교육이 심각한 문
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 또한 중학교에 비해 덜하지만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 때 핵심역량을 키우
기 위한 교육의 혁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나. 내용 및 추진전략
우리나라 교육이 핵심역량 교육에 있어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부에서
2014년 9월에 발표한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이 문서는 “핵심역량의 함양이 국가교육과정 개정의 중요한 방향임을 총론에
명시”하고 교과 교육과정에도 반영할 것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교육부, 2014). 이러
한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가 학교 현장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핵심역량 교육을 중학교
와 고등학교에서 보다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3단계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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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계로 2016년에 자유학기제가 모든 중학교로 확대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
록 할뿐만 아니라, 향후 자유학기제가 중학교의 타 학기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
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학기제가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수업 개선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자유학기제가 향후 핵심역량 교육을 활성화하는 지렛대 역할
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학기는 물론 타학기에서도 협력학습, 토론,
프로젝트학습, 체험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과정중심 평가를 확대하고, 학습 내용을
적정화하며 학교단위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단계로 2016년에 중학교 1학년생으로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이 3학년이 되
는 2018년까지는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고입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
하여 중학교 때의 자유학기제 활동 경험이 고등학교 진학에 긍정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
면, 자유학기제를 통한 중학교 혁신의 흐름이 해당 1학기만이 아닌 다른 학기로 확산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1학년 동안은 고등학교에 적응하
면서 보다 자유롭게 진로와 진학에 대해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09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공통 교육과정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3학
년까지로 줄이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선택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 본래의 취지를 살리
는 데 기여할 것이다. 즉, 교과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수업시간에 교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관심사를 찾고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2주 정도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인턴십을 경험하면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계로 2016년에 중학교 1학년이던 학생이 고교를 거쳐 대학입학시험을 치르게
되는 2021년까지는 대입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사회적 합의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고교 생활을 하는 동안 진로와 진학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대입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학생부 종
합전형을 내실화 해 고등학교 동안 학습하고 경험한 과정 자체가 평가되고 그 결과가 대
입전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대학 또한
해당 분야에 열정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대학과 전공분야의 특성을 살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중･고등학교 교육과 대학교육
이 연계되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고 미래 핵심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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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하도록 한다면, 그들이 대학 4학년이 될 2025년에는 취업을 앞두고 별도로 핵심역량
을 키우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려면 1차 연도 연구
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가칭 ‘2025미래인재양성위원회’또는 ‘국가 미래교육위원회’를 독
립기구로 설치하여 2021년 대입제도 개선안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
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산하에 ‘국가 교육과정･평가 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일정한 주기
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고입 및 대입에 활용할 수 있는 내신평가 기준 및 방법을 제정하
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덕난, 2013). 이는 정부의 교체와 무관하게 장기적 관점
에서 교육을 혁신하고, 교육과정과 입시를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현 정부가 추진하는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에 의한 새로운 대입제도가
2021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므로 이와 연계해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6. 미래 핵심역량을 반영하는 대학입학전형의 확대
가. 필요성 및 근거
델파이 조사 결과,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으로 ‘학생부종합
전형(입학사정관전형)에서 핵심역량 교육경험을 반영’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과 ‘대학별고사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핵심역량
측정’이 각각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이 응답하였다. 한편, 최근에 학부모와 교사의 공모에
의한 입학사정관 전형의 스펙 조작 사건은 학생부종합전형의 질 관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증폭시켰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내실화와 함께 미래 핵심역량을 반영할 수
있는 대학입학전형의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나. 내용 및 추진전략
대학입시제도가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입학전형은 단순히
대학이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방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학입시제도 전형요
소 중 하나인 내신 성적을 산출할 때 수행평가의 실질 반영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수행평
가의 내용에 프로젝트 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

230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Ⅱ)

다. 이를 통해 다양한 수업에 대한 학생의 관심과 참여도가 더 높아질 수 있고, 다양한 수
업에 대한 교사의 갈망과 열의도 높아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등교육과정에서 거친 체험학습과 프로젝트 학습의 기록, 결과물, 교사의
피드백 등을 모아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들에 대한 간
략한 소개 글을 작성하도록 해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에 역량 중심 교육활동
과 수업에서 보여준 학생의 노력, 잠재력, 창의성, 성과물 등이 전형 핵심 요소로서 반영
되도록 함으로써, 인지적 역량은 물론 정의적 역량도 평가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프로젝트 학습, 융합수업의 결과물, 체험학습 보고서 등)를 제출한 서류심
사 통과자는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문제해결 과정, 문제해결 사례
및 의미 등을 서술형 혹은 PT형식으로 발표하고 평가받는다. 또한 자기소개서와 생활기
록부에 기반을 둔 면접을 강화하여, 중등교육 과정에서 경험한 학습의 질을 평가한다.
학교에서 시행되는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형성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
정한 지역 내에서 프로젝트 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의 내용, 방법, 평가 방식에 대해 공
동으로 협의하고, 평가 방식 및 기준 마련과 적용에 다른 학교의 교사들, 전문 인력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의 교육청, 교대, 사대 등의 협력을 통한 평가위원회 구성과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입 시기에 즈음하여 포트폴리오 등이 조작되지 못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입시에서의 프로젝트 평가는 삶과 밀접한 문제를 찾아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며, 그러한 일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 실행, 평가, 반성하는 과
정이 문제를 제시해야 하며, 개별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협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
(평가시 4인 모둠으로 구성하여 팀 능력을 발휘하도록 평가 문항 제시)도 고려할 수 있다.
대학입시제도가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입학전형은 단순히
대학이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방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학입학전형이 고교
교육과정 내용과 운영, 교사의 역할, 사교육의 내용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고교교육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지난 5년여 동안 국고를 지원하며 추진했던 ‘입학사정
관제 운영 지원사업’이 2014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도 대학의 입학전형이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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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 정부 들어 대입제도간소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대학입학전형이 대폭 간소화 되었
다. 특히 전형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 많은 혼란을 주었던 수시전형이 다음 표와 같이
크게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실기로 구분되었다.
<표 Ⅶ-5>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 수시전형의 인원변화
전형구분

전형유형

수시

2015학년도

학생부교과

116,110명

(30.6%)

145,926명

(38.5%)

학생부종합

46,932명

(12.4%)

58,879명

(15.5%)

논술위주

17,737명

(4.8%)

15,095명

(4.0%)

실기위주

9,551명

(2.5%)

17,413명

(4.6%)

기타(재외국민)
계

2014학년도

60,890명

(16.0%)

6,039명

(1.6%)

251,220명

(66.2%)

243,352명

(64.2%)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4). 2015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에 따른 대입정보 안내. p. 21.

이 중 논술과 적성고사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전형요소로 여겨지면서, 정책적으로 논술
축소와 적성고사 폐지가 권장되었다. 그 결과 2015학년도에 논술은 수도권의 29개 대학
에서 진행하며, 선발인원에서만 보면 4.8%에서 4.0%로 확연하게 줄었을 뿐 아니라 2016
학년도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학생부교과전형은 2014학년도에 비해
약 8%가 늘어 2015학년도에는 38.5%가 되었다. 이는 경기도와 충청도권에서 진행하던
적성고사+학생부교과+수능최저적용 형태가 적성고사를 제외하고 남은 학생부교과+수능
최저적용 형태로 전환되면서 학생부교과전형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해 학생
부종합전형은 위 표에서는 2014학년도 12.4%에서 2015학년도에 15.5%로 약 3%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수도권 대학에서는 전체 정원의 25%~75%를 학
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으므로 상위권 학생들이 체감하는 증가율은 더욱 높다.
2016학년도에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성적결과 위주의 전형은 소수점으로 성적등급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학생이 알
고 싶은 것이 아니라 1점이라도 더 얻기 위해 수많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게 만든다. 또한
변별을 주고자 제시한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 학생들로하여금 고액의 사교육을 받도록 부
추긴다. 기존의 성적위주 입학전형에서는 학생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고, 어떤 노력들
을 해 왔는가는 관심이 없고, 점수 결과만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학교생활기록부는
1년에 1번 보는 시험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점수보다는 학생의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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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자료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의 주요 자료로 삼
아 학생이 학교에서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충분히 읽어내어 평가
한다면, 대학입학전형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핵심역량 교육에 크게 기
여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의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할뿐
만 아니라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의
역량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다음 건국대학교의 KU자기추천전형(1박2일 합숙면접 등)은 많은 시사점
을 준다고 할 수 있다37). 2015학년도 건국대 KU자기추천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고교생
활에 충실하면서 진로탐색을 통해 자신의 관심영역을 발현하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도입
되었다. 이 전형은 입학사정관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와 함께 서류평
가를 하고, 면접 등을 통해 지원자 서류의 진위여부 및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학생이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학교에서 성실히 수행하였는가
를 기준으로 최종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국내 고등학교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로서 교
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해당 전공에 관심과 소질이 있어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
는 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면접평가 100%로 진행된다. 1단계 서류평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
소개서로 전공수학역량과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인원의 3배수를 면접대상
자로 선발한다. 단, 모집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2배수로 선발한다. 2단계 면접평가에서
는 개별면접과 발표면접을 15분 동안 진행한다. ‘개별면접’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
탕으로 진행되며, ‘발표면접’은 계열별로 제공된 지문을 사전에 20분간 읽은 후,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고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사범대학의 경우, 1박2일 합숙면접
(개별면접, 발표면접, 집단면접)을 통해 교원의 잠재력을 평가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관심영역과 노력,
성취, 인성 등 교과와 비교과 관련 다양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생의 출결과
진로희망사항, 관심있게 활동한 임원활동이나 동아리활동, 진로를 탐색한 진로활동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성취정도가 나타나 있고, 각 교과
담당교사가 학생의 수업태도, 수행평가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학년 담임이 학생
37) 이 부분은 건국대의 김경숙 입학전형전문교수가 작성한 것을 일부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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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학교생활기록부이다. 자기소개
서 또한 자신의 강점을 찾아 강조할 수 있는 자료이지만, 중요한 점은 자기소개서는 단독
으로 평가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와 함께 연관하여 평가된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KU자기추천전형은 고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학생의 교과성적 성취
정도, 관심있는 교과영역, 학교프로그램 참여정도, 교내 활동에서의 역할과 기여 등이 모
두 지원자의 학교생활 충실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이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
항이다.
이러한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생활
기록부에 스펙조작 기록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대
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과 교사대상 연수활동
만 있고, 그 내용의 타당성과 신뢰로운 기재절차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학교생활
기록부에 어떤 내용이 어떤 절차를 통해 기록되는가를 점검하고 보완하여 학생들의 생활
이 부풀리거나 빠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되도록 고교의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진행하는 활동을 전교생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그 결과
인 수상내용과 대상자를 공개하는 것이다. 학생들도 모르는 사이에 대회가 열리고, 수상
자가 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과별 모임에서 수행평가 내용과 방법, 중간과
기말고사 범위와 난이도 등과 함께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지를 결
정하고 교과별 모임에서 교과별 수상내역과 동아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검토해야 한
다. 셋째, 학년별 학년부장은 학기말과 학년말에 시기별로 기록되어야 할 내용을 검토해
야 한다. 특히, 출결이나 창의적체험활동, 교과목과 이수단위확인, 독서활동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학교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학교의 정
책과 급식 뿐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절차를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검토해야 한
다. 다섯째, 학부모 아카데미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사의 말’로 쓰여져야 하는 공식
적 자료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절차
를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검증절차가 고교마다 마련된다면, 학부모들도 섣불리 학교생활기록
부를 조작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교사 또한 학생들에 대한 기록을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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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것이다.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한 선발인원이 많아짐에 따라 서류검증절차를
보완하고 세밀화 해야 한다.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는 ‘다수자에 의한 다단계 평가’를 통해 검증되고 있다. 여러 명이 여러 단
계에서 지원자의 서류와 역량을 검토하고 평가하면, 한 평가자의 평가가 지원자의 최종합
격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된다. 서류평가 사전에 제척･회피와 지원 자격을 검토하고, 본
서류 평가 이후 평가자 간 평가결과의 차이가 날 경우 서류재평가를 진행한다. 서류평가
자의 요청에 의해 실사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1단계 발표를 한다. 면접을
진행하면서 면접실사를 요청할 경우, 검증단이 구성되어 요청내용을 실사하고 그 내용은
면접재심심의위원회에 심의된다. 이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최종 사정위원회에서 검토
하여 결정한다. 다수 다단계 평가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Ⅶ-2] 학생부종합전형의 다수 다단계 평가

또한 서류평가 시스템에서 고교의 정보와 동교지원자의 자료를 함께 열람하여 학교생
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과장되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모든 학생
부종합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의 유사도검증을 실시한다. 한국교육대학협의
회 ｢지원서류 유사도 검증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사도 최댓값 5%(의심수준) 이상의 경우
소명서 제출 및 실사를 할 수 있으며, 만약 표절, 대필 및 허위 사실 기재가 발견된 경우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유사도검색 결과 적용에서 중요한 것은 선
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선후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내용의 진위여부와 선후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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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게 확인하기 위해 여러 층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림 Ⅶ-3] 제출서류의 유사도 검증 처리절차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보다 중요한 가치로 다루어져야 할 것은 평가내용의 타당성과 평
가자의 신뢰성이다. 평가할 내용을 평가하고 있는가를 전형설계 단계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에서 디자인되어야 한다. 고교교육과정 내에서 익힐 수 있는 내용과 방법 등이 평가
의 대상과 방법이어야 한다. 고교교육과정에 없는,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내용과 방
법은 사교육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 평가내용과 방법이 타당하다면, 입학사정관이 해당
자료를 잘 읽고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고교교육과정과
대학의 특성을 이해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잘 읽어낼 수 있는 입학사정관이 평가를 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은 입학사정관
의 신분안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7. 교사의 자기효능감 제고를 위한 교사연구공동체 지원
가. 필요성 및 근거
델파이 조사결과, 학교에서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핵심역량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성을 신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핵심역량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재구성에서부터 수업방법 및 평가방법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교육 혁신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만의 노력으로는 어렵고 학교 교사들 간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성공요인을 분석한 결과, ‘교사의 열의와 적극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상덕 외, 2014). 즉,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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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사의 열의와 적극적 참여를 불러일으키고 필요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교사일수록 학생을 성공적으로 교육하고 가족
의 지원을 받는 등 학생의 인지능력 발달에 도움이 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며, 권위적
통제보다 설득적 방법을 사용하고 학생의 내적 흥미와 학업적 자발성을 발달시키는데 영
향을 미친다(김갑성 외, 2011:41). 따라서 학생의 미래 핵심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자
기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OECD가 2009년에 실시한 교사
대상 국제비교 조사연구(TALIS)의 결과에 의하면, 조사에 참여한 국가 중 우리나라 교사
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가장 낮고 직무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갑성
외, 2011).

나. 내용 및 추진전략
우리나라 교사의 학력수준이 세계적으로 높음에도 자기효능감이 OECD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은 교사 스스로 전문가로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교사들이 전문가로서 자율성을 발휘하
면서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신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
사들이 자율적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실제 수업을 통해
수업방법을 개선해 갈 수 있는 교사연구공동체를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교사의 자
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과 지식 중심의 교수학습과 객관식 중심의 평가 체제에
서 벗어나, 프로젝트 수업, 조사와 발표 중심 수업, 수업 시간 중의 수행 평가 등 교수학
습 방법 면에서의 혁신을 경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김갑성 외, 2011). 이와 같이 미래
핵심역량 교육을 위해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교사연구공동체를 확산하기 위한 전략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교사연구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공모를 통
해 선정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의 경우,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을 학교 현장에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등 현장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30개 교사연구회를 선정해 연
구회당 400~600만원씩을 지원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4). 약 7개월간의 활동이었지
만, 연구회들이 자율적 운영을 통해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창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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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들을 개발함으로써 교사들의 자유학기제 관련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참여 교사들은 연구회 내에서의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속 학교에서도 동료
교사들에게 연구 결과물을 공유함으로써 학교 교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유학기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2차 연도에는 100개
의 교사연구회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학교 단위별로 교사연구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시간적, 재정적 배려와 지
원을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관심사와 진로를 고려한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서는 학생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공유할 수 있는 단위 학교의 자율적 역량을 높
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사연구회는 교사 간 소통과 공유가 활발해지
고 협력적 문화를 형성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능동적 참여를 높임으
로써 교사들의 집단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 개개인
들의 자발적인 참여 동기를 존중하면서도 교사들 간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신
장시키고 교사로서의 자기효능감을 높여가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
요하다.
셋째, 교사연구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
다. 외국사례에서 보듯이, 호주에서는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교사들의 전문성
을 신장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디자인 허브’를 구축해 고품질의 교사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디자인 허브는 학교들과 교육에 관심이 있는 연구기관, 다양
한 지역 파트너, 비영리기관, 기업 등이 참여해 각 기관의 특성을 살려 학생들의 21세기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우리나라도 미래 핵심역량을 교육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기관들이 협력해 무엇보다 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을 구축해 연결할 필요가 있다.

8. 학습허브기관으로서의 학교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 형성
가. 필요성 및 근거
델파이 조사 결과, 미래 핵심역량의 교육을 위해서는 21세기 학교의 형태가 밖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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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연계되고, 안으로는 교육내용과 수업방식이 학생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프로
젝트학습, 융합형 학습 등을 촉진하고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갖
추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또한 21세기 학교의 역할로 학습코디네이터 센터, 돌봄
과 배움의 플랫폼, 중도탈락자들도 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
습능력을 키워주는 개인맞춤형 교육기관 등을 제안하였다. 이는 학교가 학생들의 미래 핵
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습허브기관으로서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해서 학생 누구나
행복하고 자신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평생학습자’가 되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OECD 미래학교의 6가지 시나리
오 중에 학교 재구조화 모델로 제시된 2가지가 ‘사회적 구심으로서의 학교’와 ‘학습을 위
한 중점기관으로서의 학교’이다. 즉 학교가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허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나. 내용 및 추진전략
학교가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교 스스로 학습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가 지역의 주요 허브기관으로서 학교 밖 지역사회와 연계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예를 들면, 호주의 21세기 핵심역량 교육과정은 학교와 사회의 재접속
(Reconnecting)을 목적으로 공동개발, 개인맞춤형, 접속, 통합의 4가지 원리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이는 미래 핵심역량의 함양이 학교와 지역기관들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
으로,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열정과 능력, 경험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며, 실생활과 관련
된 이슈를 중심으로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고, 교과목 간의 벽을 넘어 주제중심으
로 맥락적 통합을 시도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4가지 원리는 학교내 학습공동체를 형성할
때는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형성할 때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학교와 사회의 연결’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식 교육은 학교가 사회와 단절된
상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은 학교와 사회의
연계를 통해 배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가 미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해 학습허
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그림과 같은 생태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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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4] 미래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학습생태계 모형 Ⅱ

이러한 생태계적 접근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로는 그림에서 보듯이 미래 핵심역량 교육을 위해서 학교 자체가 하나의 학습
공동체로 변화해야 한다. 국내외 학교 사례들에서 보았듯이, 학생 개개인의 관심사를 중
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사협의회, 교사연구공동체, 학생동아리,
학부모지원단 등이 각자 학습공동체로 활성화되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야하기
때문이다.
둘째 단계로는 학습공동체로서의 학교가 학습허브기관으로서 학교 밖 지역사회와 파트
너십을 형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 간에 ‘선순환적’
파트너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최상덕,
2014a). 첫째, 서로가 협력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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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동의 목표는 서로의 요구를 반영
하되 가능하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로 제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동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적 실행이 수반되어야 한다. 실행 계획을 함께 협의하고 실
행 또한 협력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협력적 실행을 통해 공동 목표가 달성될 뿐만 아니
라 상호 신뢰 또는 사회적 자본을 확대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성과는 공유되고 확
산되어야 한다. 성과가 일부에 의해 독점될 때는 파트너 관계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과의 공유를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성과의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파트너십이 역동성을 갖
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선순환적 파트너십 관계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Ⅶ-5] 선순환적 파트너십 모델
출처: 최상덕(2014a). p.59.

그림에서 보듯이, 선순환적 파트너십 모델은 공동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실행하며, 실행의 결과인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한 단계
발전된 공동 목표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진다는 데 특징이 있다.
학교 자체가 하나의 학습공동체로 변화하고, 학교가 학습허브기관으로서 학교 밖 지역
사회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
체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에 ①학교-지역
사회 연계･협력 담당자를 배치하고, ②학교와 지역사회기관(아동･청소년 전문가 및 문화･
예술･과학인, 아동･청소년시설, 문화･예술･과학기관, 관공서 등)이 서로 연계･협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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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다양한 인력 및 시설풀을 구축하고, ③연계･협력 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
스템을 구축 또는 연동시키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단위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간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협의조정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예술강사 파견이나 토요문화학
교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나 청소년 체험활동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다음 <표 Ⅶ-6>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해
당 활동에 관한 책무성과 예산지원의 근거는 제시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자원과 학교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규정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표 Ⅶ-6>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지역사회 지원체계 관련 법안 내용
구분

법안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8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
(지역사회와의 지원체계 구축)
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조
(관계기관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인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진
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교육부, 특별시･광
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
에 따라야 한다.

출처: 문화예술교육진원법(법률 제11312호), 청소년활동진흥법(법률 제12329호)

또한 다음 표와 같이 2013년 김세연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교육법안｣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연계협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표 Ⅶ-7> ｢진로교육법｣ 제정안 진로교육 협력체계 법안
구분

법안 내용

제19조
(진로체험기관 정보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기관(이하 “진로체
험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진로체험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협력 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출처: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진로교육법안｣(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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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양한 학습생태계 형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가. 필요성 및 근거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과거 산업사회에서 형성된 획일적･표준화된 교육방
식이 선택적･맞춤형 교육방식으로 전환되어 ‘각자 또는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이 요구
되고 있다. 정보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을 공개 및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단지성을 활
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학습사회’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서 새로운 학
습자의 역량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수학습 지원체제로써 교육내용, 교육
방법, 평가 등을 체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 혁신 도구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그동안 스마트교육추진 정책에 따라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보급이 추진되어 왔으
나, 최근 막대한 투자 예산에 비해 학교에서의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
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미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본연의 디지털교과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교수학습 모델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내용 및 추진전략38)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은 교과지식을 단순히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융
합적 사고와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히 대처하고 윤리적으로 판단하며 새로운 가치
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러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융합 교수･학
습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 이에 교수･학습의 매체인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
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량 중심의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교과서 운영 플랫폼
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8) 이 부분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장상현 박사가 쓴 글을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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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플랫폼(Platform)이란 특정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접근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
는 유･무형의 구조물을 말한다. 지하철이나 철도역에서 화물이나 승객이 열차에 타고 내리
는 승강장은 교통 플랫폼이며, 자동차 및 전자제품의 제조방법을 표준화하는 것은 제조 플
랫폼이다(이응용, 2010). 또한, Apple과 Google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iOS와 Android 뿐
만 아니라 앱을 거래하고 공유하는 App Store 및 Google play 역시 모바일 플랫폼(Mobile
Platform)으로 볼 수 있다(신영길 외, 2011).

2011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스마
트교육추진전략’의 주요 과제로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보급이 포함되었다(교육과학기술
부, 2011a). 2014년 163개교(초등학교 81, 중학교 82)의 연구학교에서 초등 3~4학년, 중
학교 1학년 사회와 과학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지원청에 추
가로 요청한 572개교를 포함하면 총 735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사용 중에 있다.
디지털교과서는 다음 [그림 Ⅶ-6]과 같이, 서책형 교과서의 내용에 참고서, 문제집, 용
어사전 등의 학습자료와 동영상, 애니메이션, 하이퍼링크 등의 멀티미디어 기능, 에듀넷,
사이버가정학습, EBS 등의 학습자료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필기, 노트 등의 기능, 협력
과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와 SNS 기능까지 통합된 All-In-One 교과서이다.

[그림 Ⅶ-6] 디지털교과서 개념도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1a).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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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과서는 단순히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다는 기술적 우수성의 측면보다는 학습
자 개개인의 적성과 수준에 맞는 교육을 가능하게 하며,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의 상호적 소통을 통한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학생이 학습에 주도적
으로 참여하며, 교사는 테크놀로지의 도움으로 개별학생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피드백과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학습 촉진 활동(facilitating)을 위한 우수한
자원과 도구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실제 디지털교과서는 다음 <표 Ⅶ-8>와 같이 2009개정 교육과정 기반 교과학습 자료
를 255,000건 이상 연계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에듀넷 및 유관 부처, 기관의 우수한 학습
자원을 연계해 교수학습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주제별 학습자료를 교육과정에 맞추어 활
용할 수 있도록 담고 있다.
<표 Ⅶ-8> 에듀넷 교수학습자료 연계 서비스 현황(2013년 6월 기준 )
분류
교과학습자료

콘텐츠
건수

주요 내용
초･중학교의 수준별 맞춤형 학습 콘텐츠 제공
※ 국･영･수･사･과의 주요과목 기본/보충/심화 학습자료 제공

6,543차시

맞춤문제지

선생님이 제작한 단원별 시험문제 및 해설 서비스 제공
※ 온라인 시험문제 문항
※ 시험지

방과후학습 자료

학교 및 방과 후 생활을 위한 학습 콘텐츠 제공
※ 환경/해양, 양성평등, 성교육, 진로교육, 한국문화 등

566건

수능 동영상

수능대비 유명강사의 동영상 강의 서비스
※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 서비스

478건

238,073건
9,420건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3). p.147.

특히, 디지털교과서를 통한 개별화된 학습진단 시스템이 도입･활용될 경우, 시스템적
으로 출제⇒평가⇒분석⇒지도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학교 교육에서도 개별화된 맞춤학습
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장수정, 2008). 따라서 디지털교과서는 미래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맞춤학습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
다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스마트교육환경이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에 있
어서 제 특성을 발휘하게 지원한다면, 다양한 학습생태계 형성 및 미래 핵심역량 교육에

Ⅶ. 10대 정책 과제

245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주도형 교육과정을 채
택하고 있고, 동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에 따라 학교의 (국･검･인정)교과서 사용
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가 유기적으로 발전하는 것에는 제약이 따른
다. 특히 디지털교과서는 학생과 교사, 다른 학생 간의 상호작용, 학교에서 학습한 것과
가정 및 사회에서 학습한 것 간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 교과서가 진화･발전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하에서 스스로 진화하고 재구성되는 교과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현행 법령하에
서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를 사용하는 가운데 디지털교과서의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제도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한 새로운 학습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39)과 같은 새로운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디지털교과서가 기존
교과서 버전의 디지털화에서 멈추지 않고, 완전한 교수학습 플랫폼으로서 학생들의 교수
학습의 전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10. 개인의 장점을 발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습생태계 지원
가. 필요성 및 근거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학교가 사회와 분리된 상태로는 교육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가 힘들
어진다. 다시 말해 학교가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미
래 핵심역량과 학생들 개개인의 장점을 키워줄 수 없다. 따라서 학교와 사회가 연결되도
록 함으로써 학교를 둘러싼 학습생태계의 다양성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장점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학습생
태계의 형성이 요청된다.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호작용과 다양성이다. 학교 내,

39) 기존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 달리, 수업 전에 학생들이 교사가 제공한 학습자료로 미리 학습을 하고, 학교 수업시간에는 토론
식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의 교수학습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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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간, 학교와 지역사회 간 상호작용과 융합이 요구되는 중요한 이유도 사회의 변화의
속도 때문이다. 즉, 학교와 산업계와 연구소가 빠른 변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습
생태계를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살아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나. 내용 및 추진전략40)
산업 혁명과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학습생태계는 획일화되고 평가하기 편리한 효율적
인 시스템으로 변하였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사회가 자연생태계와 마찬가지로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의도됐던 통일적 교육시스템 내에 복잡성이 증
가하고 있다. 학습생태계의 복잡성이 증대되는 첫 번째 원인으로 정보기술(IT)의 혁신이
시스템의 복잡성을 증대시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SNS)와 검색 기능
은 시스템 간의 정보 연결을 긴밀하게 해줌으로써 어느 한 곳의 정보가 순식간에 전체 시
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복잡성은 산업 사회의 급속한 변화를 만들어낸다. 학
습생태계의 복잡성을 증대시키는 두 번째 원인은 학문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르네상
스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학문이 분화되고 최근까지 학문 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분화
된 학문의 성과들이 연결되지 않았으나 산업화가 고도화되고 혁신 기술이 성숙기에 들어
선 이후부터는 타 분야 학문의 성과들이 서로 융합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있다. 학
제 간 연구와 오픈 이노베이션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학습생태계의 복잡성이나 외부 환경의 변화는 인간의 통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학습생
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은 학습생태계의 다
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생태계에서 다양성이란 학습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장점이 잘 발현되도록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성과 동기가 다양한 개인들의 다양성
에 상응되는 학습생태계의 다양성은 보다 많은 개인들을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의 총 역량 역시 증대될 것이다.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Harvard Business Review 편집진이 필수 논문 10선에
포함한 ‘자신을 경영하라 (Managing Oneself)’라는 논문에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
점에 집중해야만 하고 단점을 보완해서는 성과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개

40) 이 부분은 이화여대 원용진 교수(생태학)의 글을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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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을 발현시킬 수 있는 학습생태계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학습생태계를 활용해 미래 핵심역량 및 개인의 장점을 키울 수 있도록
학습생태계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외 새롭게 등장하는 학습생태계의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학습생태계의 지원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외 새롭게 등장하는 학습생태계는 각 분야 전문가와 전문 기관이 학생들에게 정규
학교 교육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과 적극 연계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 사례들은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여 교육 이후 학생들의 관심이 지속되도록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
면, 국내의 대표적 사례로는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41),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과학
영재 창의연구 활동 R&E 프로그램42), 한국과학창의재단의 STEAM 체험탐구 활동과 대
학생교육기부 활동43), 경암 바이오유스 캠프44), 삼성미술관 Leeum45) 등이 있다. 또한
41) 이화여대 자연사 박물관에는 4학기제로 운영되는 자연사교실 교육프로그램, 상설전시와 특별 전시회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여름과 가을 학기에 특강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디스커버리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자연사교실 교육
프로그램은 유치부(7세)부터 초등 6학년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험을 통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다양한 분야를 학생
들이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자연사교실의 강사는 석사 이상의 해당 분야 전문가이며 박물관의 교육연
구원과 함께 학년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은 박물관의 상설전시와 특별
전시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기획 학예사가 직접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디스커버리 교육
프로그램은 체험 활동, 강의, 실험과 놀이가 조합된 탐구 활동 프로그램으로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서 시도하기 힘든 활동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도 진행하고 있다.
42) R&E (Research and Education) 프로그램은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 정보, 통합과학 등 7분야에 대해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과학영재 학생들이 대학교 연구실과 연계하여 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연구과제에 참여하며 실질적인 연구
체험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영재의 창의성과 탐구력 향상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과학 인재를 양성하
고자 한다.
43)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은 학생들의 수학 및 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함양하는 융합인재 교육을 의미한다. 기존의 교육이 지식과 개념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배우
는 것과 달리 STEAM 교육은 지식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실생활에서의
문제해결력을 기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STEAM 교육은 S, T, E, A, M 중 2개의 교과요소를 포함하고 과학기술에 관
한 이해와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과학적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학생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상황제시를 하고,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도록 창의적 설계를 통해 문제 해결의 성공 경험을 하는 것이 포
함해야 한다. 이 활동은 대학생의 교육기부 활동과 연계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학생뿐 아니라 교육기부를 하는 대
학생의 역량도 강화할 수 있다.
44) 경암 바이오유스 캠프는 생명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명 과학자들이 최근 연구 성과나 발전방향
에 대해 발표하는 캠프이다. 이 캠프는 과학영재 육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무료로 열리고 있다. 2014년에는 약 200여
병의 고등학생이 참여하였고 노벨상 수상자인 아론 치카노버 박사의 특별 강연이 있었다.
45) 삼성미술관 리움Leeum은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학교연계 프로
그램, 기획 전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전시연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가족 프로그램은 어린이들
이 미술 감상을 통해 얻은 색다른 아이디어를 자신만의 예술작품으로 표현하는 체험 활동이다. 그리고 학교 연계 프로그램
은 학생들이 워크북을 이용하여 전시를 관람한다. 상설 전시의 워크북은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이용 가능하며
미술관을 보다 능동적으로 관람하고 느낄 수 있게 한다. 전시연계 프로그램은 기획되는 전시에 따라 체험을 제공하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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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대표적 사례로는 시민 과학(Citizen science)46), SEED (Schlumberger
Excellence in Education Development)47), 몬테리만 해양연구소(Monterey Bay
Aquarium Research Institute, MBARI)48), 영국 자연사 박물관(Natural history
museum49)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전문가가 학생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사례들은 참가자들 사이
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민간의 경우 자율적 참여가 늘어나는 경향이며, 재정적 지원
을 하는 재단은 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심사과정을 통해 선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
나 특히 국내의 경우, 전문가의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기는 경우가 많고 교육이 산발적으
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기관의 재능 기부 정도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들이 학교와 연계를 가지고 지속적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 강연회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46) 시민 과학 Citizen science란 인터넷이 가진 장점을 이용하여 학생들과 일반인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활동을
돕는 것이다.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유롭게 대량의 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과학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우주, 기후 변화, 자연, 생물학 등의 분야가 있고 각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실과 바로 연결되도
록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다. 언제 어디에서든 자신이 원한다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여러 연구에
참여할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 연구 자료를 분석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연구를 돕고, 이 과정에서 과학 원리를 이해하거나
과학 연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https://www.zooniverse.org/projects)
47) SEED는 미국 에너지 기업인 슐룸베르거 Schlumberger 에서 일하는 사람들 및 회원으로 가입한 교사, 자원자, 학생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 교육 프로그램이다. SEED 프로그램은 10세에서 18세 학생들이 과학
과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체험하면서 배우도록 장려한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관련 주제의 프로젝트를 자원봉사자
와 함께 수행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planetSEED라는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웹사이트나 휴대폰 앱을 이용하여 관심 분야의 전문가에게 직접 과학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
48) 몬테리만 해양연구소 (MBARI) 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사설 해양연구소로 해양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포함
한 다양한 해양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뿐만 아니라 해양에 대한 이해와 지식 함양을 위하여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소는 해양연구에 관심이 있는 교사, 대학원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인턴쉽 프로그램과 최근 연구
자료를 통해 가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EARTH,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하는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해양
연구와 관련한 비디오를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어서 교사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
다. 그리고 1년에 한번 연구소를 개방하는 오픈하우스라는 행사를 통해 해양연구를 대중에게 알리고 방문객이 다양한 연구
체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9) 영국 자연사박물관은 온라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모든 관련 활동
자료는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과 후의 연계 학습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하여 학생들이 박
물관 방문을 통해 얻은 경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학습내용과도 연계하여 응용할 수 있다.

Ⅶ. 10대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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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moting Core Competency Education and Building
Innovative Learning Ecosystems for Fostering Talent for
the Future(II)
1. Research outline
▣ Purpose of the research
Many countries are innovating their education system in order to provide more
effective core competency education to their future talents, and OECD has
decided that indicator for measuring students' cooperative problem solving
competency will be added from PISA 2015. Previous studies regarding core
competency in Korea have largely focused on introducing foreign country's core
competency education policies or program and suggested variou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to apply. However, although these previous studies have
their importance in terms of introducing various foreign cases, not many studies
fully investigated and defined the specific needs for competency education based
on Korea's context, nor succeeded in providing practical policy implication that
reflects Korea's educational and social contents. This research is the second year
study from its 3-year research project. With results found from its first year
study, this study aims to suggest Korean model of core competency education
which reflects both international trends and Korea's unique context at the same
time. Also, the study concludes by suggesting 10 policy tasks for future core
competenc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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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Method
This study established its research plan based on findings from its first year
research. For analysis, this study evaluated various document resources from
both offline and online, and the study employed statistical analysis by using
empirical data such as 'school education condition and level data' from KEDI’s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 and 'satisfaction on middle school free-semester
program' at KEDI's Free-semester program center. Also, researchers from this
study visited or conducted interviews from various domestic and overseas schools
in order to draw qualitative implications. Moreover, this study concretize the
Korean model of future core competency education and suggested ten policy tasks
through delphi-analysis and organizing professional forums.

▣ Theoretical background
The term 'future talent' used in this study implies to those who enter the labor
market around the year of 2025 in Korea. During that time, Korea will be facing
number of critical challenges such as 'aged society'. In near future, Korea will be
facing difficult situation where the country needs to maintain and promote
innovative economy despite rapid decline in its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
this sense, to nurture future talents that can lead the future economy is indeed
very important. This study defined core competency needed for future talents as
knowledge, skills and character and analyzed concepts and meanings of learning
ecosystem. Based from such findings, the study categorized learning ecosystem
model for future core competency education into two conceptions which are
'spatial' and 'content-based'. As for spatial ecosystem, it includes 'school' and
'outside school', and as for content ecosystem, it includes '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In upcoming years, Korea needs to transform itself from a 'catching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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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to a 'first-moving' country, and in order to overcome severe mismatch
between supply and demand from education and labor market, Korea's talent
development model needs significant improvement. And with this sense, it is in
timely manner to raise importance of core competency education in Korea in
order to prepare for foreseeable challenges ahead. Moreover, Korean students
need to experience happiness in their school life, and in order to achieve this,
school education needs transformation.
This study suggested directions for change in Korean schools and defined
characteristics of 21st century school education based from 6 scenarios and 4
models of future school suggested by OECD. Followings are suggested direction
for future Korean schools. First, school education should be a ground for lifelong
learning. Second, school education needs to provide core competency required for
future society. Third, personalized learning needs to be realized. Fourth, a
learning ecosystem that enables students to find and develop their interest and
talents needs to be established.

2. Major research results
▣ Core competency level of Korea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general, it was found that middle school students' level of competency was
found to be lower than that of primary school students', and high school students
had higher level of competency than middle school students, which in overall,
formed a 'V' shape when measuring pupil's competency level in respect to their
age. Such result implies that there may be a critical flaw in core competency
development function at middle school education. Also, according to analysis that
measured correlation between competency an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it
was confirmed that education needs to change in a way where it can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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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vancy between subjects and competency level.

▣ Core competency education's condition and performance through Freesemester program in middle school
In order to assess the impact of recent implementation of Free semester
program in middle school, a survey data which measured program satisfaction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analysis, average score of variables that
measured student competency such as career exploration and future-orientation
such as creativity and cooperation was increased by 0.24, 0.19 respectively in
free school program pilot schools, but there has been decrease in result in
non-pilot schools (0.07, 0.09 respectively). Similar results were found from
'Report on Free semester program pilot schools in 2013'. Also, results from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improvement on curriculum, teaching method,
career exploration activity, assessment method during the free semester period
exercised positive influence on students level of competency.

▣ Condition of Korea's learning ecosystem development
In order to analyze the level of learning ecosystem development in Korea,
following domains have been categorized which are; school-based and local
community-based, formal education and informal education. For school-based
formal education, 2009 Future education curriculum and Free Semester program
and career experiential activity which will be implemented nationwide from 2016
were analyzed. As for school-based informal education, youth group activity and
after-school programs were analyzed. Also, as for local community-based formal
education, art and culture education dispatch project, sports instructor dispatch
project and etc were analyzed, and as for local community based informal
education, various educational activities excluding private tutoring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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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d.

▣ Case analysis for core competency education and learning ecosystem
establishment
This study analyzed both local and overseas cases for comparing core
competency education and learning ecosystem establishment. For overseas case,
countries that reflect 21st century core competency into their national curriculum
were analyzed such as Australia, USA, New Zealand and Finland. As for overseas
school case, schools that pursue on developing competency development as their
objective were analyzed; such as Met High School and High Technology High
School in USA. As for case schools from Korea, Bopyeong elementary school,
Shingil middle school, Taebong high school, Samgaksan high school, Mirim Girls’
Information Science high school were selected, and each school's curriculum,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assessment method, and learning ecosystem
framework were investigated.

▣ Seeking measures for core competency education and establishment of
learning ecosystem
Delphi technique was used to draw measurement for developing core
competency education and learning ecosystem.
First, 21st century schools need aim for realizing personalized learning
approach with active utilization of new media. Also, the 21st century schools
should be human scale in their size and need to have horizontal relationship
among school members. Moreover, schools need to improve on their professional
identity by separating the function of education and administration. Also, schools
need to build strong network with their local community and each school should
serve as a 'hub' for local education network. Moreover, 21st century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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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function in multi level, such as learning coordinator center, platform for
caring and learning and as a lifelong learning institution.
Second, 21st century schools need to vitalize project-based learning and
introduce interdisciplinary teaching. Also, schools need to increase students'
autonomy when providing experimental learning environment. Moreover,
internship programs need to be operated flexibly by considering available
circumstances of each schools.
Third, the optimal level of power distribution for deciding contents and number
of classes need to be 50:50 between the government and schools, and 2 hour per
week project-based learning programs are suggested to be implemented in middle
and high schools, aside from existing subjects.
Fourth, in order to develop core competency, curriculum in primary school level
needs to be reformed which focus on project-based learning, interdisciplinary
class and experimental learning. In middle school, it is important to implement
consistent and effective curriculum design which can link student's core
competency development from primary and high school levels altogether, since
the level of core competency was found to be much lower in middle schools. Also,
the free semester program needs to have effective ties with other semester, or
the government and school managers may consider to extend the total duration
of free semester programs. In high schools, teacher's professionalism on
project-based learning and interdisplinary classes needs to be enhanced and more
concrete model for project-based learning needs to be developed and practiced.
Also, it is necessary to reflect students' educational experience on core
competency development in university application criteria,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need to consider students' core competency level when making
admission decisions.
Fifth, schools need to function as hub for local education network. In order to
achieve this, school curriculum and available local field experience may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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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er tie. Also, schools may accept students' educational experience from the
local community as a part of formal curriculum.

3. Policy implication
▣ Korean model of future core competency education
Korean model of future core competency education aims to reflect international
global trend on core competency education but reflects educational and social
context of Korea at the same time. The aim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model
of school educ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the model defines and
investigates on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factors of future core competency in
the context of Korean education. Second, the model aims to create learningecosystem. Third, the model aims to establish integrative framework that can
combine future core competency education and happy education.
The directions of Korean model of school education are firstly, to link happy
education, character building education and future core competency education
altogether. Second, to expand opportunity that can increase students' interest
and immersion in learning. Third, students' level of happiness should be
improved through increasing teachers' self efficacy. Fourth, to establish
partnership between local community and schools in order to create more
experiential learning opportunities for students.
The basic framework of Korean model of school education is to nurture
creative-cooperative-empathic talents. In order to achieve this, the model has
set five basic principals which are partnership, personalization, collective
creativity, social relativity and subject integrative approach.
The educational objective of Korean model of school education is first, to
provide innovation for student centered teaching, second to vitaliz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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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third, to link school-family-community, fourth, to enhance teachers'
role on developing students' potential.
As for curriculum operation, primary schools need to apply various teaching
and assessment method for developing core competency educ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national curriculum. In middle schools, the operational model of
Free semester program needs to be implemented as well as to expand to other
semesters. Lastly, as for high schools, mandatory subject hours needs to be
reduced. But on the other hand, school's discretion for providing optional
subjects should be increased, in order to provide more diverse curriculum that
reflects students' career interests.
Lastly, through applying various learning ecosystem, personalized learning
should be vitalized. In order to achieve this, schools firstly need to develop
themselves as learning community. Also, strong partnership that ties school and
local community needs to be created. Moreover, effective network between school
and government as well as with global context needs to be established.

▣ 10 policy tasks
This study has suggested 10 policy tasks as below, which include teaching
innovation, linkage between school levels, and development of learning
ecosystem.
Category

10 policy tasks

Teaching innovation

① To increase autonomy on school management and curriculum design
② To develop assessment method for project-based learning,
interdiscplinary class and experiential learning
③ To vitalize project-based teaching in middle and high schools.

④ To expand implementation on Free semester program to all middle
schools nationwide and to link them to other semesters
Linking various school ⑤ 3-stage strategy for linking secondary (middle and high school) and
levels
higher education (Year 2016, 2019, 2022)
⑥ To expand college entrance selection that reflects future core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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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10 policy tasks

To establish learning
ecosystem

⑦ To support teacher research community in order to enhance teacher's
self efficacy
⑧ To establish partnership between school and local community as hub
for learning institution
⑨ To create online platform for establishing various learning ecosystem
⑩ To support various learning ecosystem that can enhance individual's
strength

❑ keyword: Fostering Talent for the Future, Core Competency, Learning
Ecosystems, Happy Education, Teaching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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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 관련 선행연구
저자

제목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기관

1. ‘핵심 성취기준’을 “학교급별 교육 목표와 각
교과(목)에서 추구하는 교과 교육의 목표를 달
성하는 데 보다 중요하고 필수적인 교육 내용
을 다루는 성취기준”으로 개념화하였다.
2. 핵심 성취기준 개발(선정)의 원리로서 ‘교육
문헌 분석
목표에의 부합성’, ‘교육 내용의 중요성’, ‘교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박순경
연구진 및
육 내용의 연계성’, ‘교수･학습 활동의 실행가
따른 초･중학교 핵심
능성’이라는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외(2013)
전문가 협의회
성취기준 개발 연구: 총론
3. 핵심 성취기준의 활용 방안: 중학교의 자유학
워크숍
기제 시범 실시 및 향후 확대에 대비하여 중학
교 교사들과의 협력 연구를 통해 교과별 핵심
성취기준 중심의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과 학
생 참여형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를 위한 예
시적 방안을 개발하였다.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주요국의 교
육과정 동향 탐색
문헌 연구
독일 함부르크 주와 캐나다 앨버타 주의 역량 중
소경희 주요국의 핵심역량 중심 인터넷 사이트의
심 교육과정 개혁 동향과 교육과정 구조 분석
외 교육과정 운영 실태 조사
활용
교육부
독일 함부르크 주와 캐나다 앨버타 주의 역량 중
(2013b)
연구
해외 사례 조사
심 교육과정 운영 실태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전문가 협의회
독일 함부르크 주와 캐나다 앨버타 주의 역량중
심 교육과정 운영 실태 조사가 주는 시사점 탐색
1. 교육과정 총론 재구조화 방안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구성의 방
침’에서 핵심역량 도입의 배경 및 필요성 언급
-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다음에 ‘핵심역량의
계발(가칭)’항을 신설하여 개인적, 사회적,
지적역량의 범주별로 핵심역량의 대표요소
및 그 의미를 제시하고, 핵심역량과 교육과
미래 핵심역량 계발을
문헌연구
정 제요소들 간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개
위한 교과 교육과정 탐색: 전문가협의회
이근호
념도를 개발해서 제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델파이조사
2. 교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외(2013)
교육평가 연계를
해외출장면담 및
- 교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에서 교과 중점
중심으로
학교방문
계발 역량 및 설정 근거, 교과 목표와 중점
계발 역량의 관계 제시, 총론의 공통역량과
교과 중점 계발 역량의 관계 제시
- 내용과 기준에서는 핵심역량에 근거한 성취
목표 및 성취기준을 정련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교수･학습방법과 평가
방법 안내 및 예시

부 록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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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의 기본 설
계방안
문헌분석
전문가협의회 - 인간상과 교육목표에 관련된 핵심역량을 구
체화하여 제시
및
- 국가 교육과정의 영역을 교과와 범교과 핵심
미래 사회 대비 핵심역량 관계전문가심층
이근호
역량의 두 축으로 구성하고 교과 영역은 지
함양을 위한 국가
면담
적 역량을 중심으로, 범교과 핵심역량은 인
외(2012)
교육과정 구상
델파이조사
성 역량과 사회적 역량을 중심으로 구성
설문조사
- 총론의 공통역량을 교과 수준에서 재해석
워크숍 및
- 국가 수준에서 제시된 핵심역량을 학교 수준
정책포럼 개최
에서 다양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충
분한 여지가 주어져야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김경훈 증진을 위한 창의적 문제
문헌조사
외(2012) 해결력 기반의 정보 교육 전문가협의회
정책 방향 탐색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 ‘핵심 역량’에 대해 “특정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의 체계”라고 정의하였다.
- 정보과학 교과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들이 일정 시수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통 교과로 신설해야 함
- 전공 교사의 역량을 강화해야
- 특수 목적 고등학교인 정보 과학 고등학교를
한국
설립하여 IT 인재 육성
- 현재 상업･정보계열을 상업 계열과 정보 계 교육
열로 분리하여, 정보 전문계열 고등학교에서 과정
IT분야의 초급 전문 직업인 양성해야 함
평가원
- 대학 교양 과정과 IT 관련 학과에서 정보 활
용 교육해야 함
- IT 분야의 생애 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마
스터플랜 필요
- ‘정보교육진흥법(가칭)’ 입안 및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IT 전략위원회와 정보과학 교육위
원회 신설해야 함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제언
- 문서 상 국가 교육과정의 총론과 교과 교육
과정에 핵심역량의 개발을 공식적으로 반영
할 필요가 있음
외국의 역량기반
문헌조사
- 국가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을 제시하되, 그
교육과정 현장적용 사례
교육과정
홍원표
것의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 방법을 찾는 과
연구: 호주와 뉴질랜드, 담당자와의 면담
정에는 지역이나 단위학교의 자율성 존중해
외(2010)
캐나다, 영국의 사례를 현지 학교 방문
야함
중심으로
교사 면담
- 역량 기반 교육과정과 기존의 교과 교육과정
이 반드시 대립하는 것은 아니며, 양자를 연
계시키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이 가능함
- 역량 기반 교육과정은 수업이나 평가에 상당
한 변화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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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정 사회과의 초등학교 3~6학년 교육
과정을 개인과 공동체, 인권과 사회정의 등 모두
창의적 문제해결력
8가지 이슈 영역으로 재구조화하였으며, 이들 이
신종호
증진을 위한 사회과 국내외 교육과정
서울
슈 영역 가운데 '사이버 모독죄'와 '차별과 편견'
외(2009) 교육과정의 재구성 방안
사례 분석
대학교
단원을 서울 소재 두 곳의 교실에 적용해 보았는
연구
데,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신장에 도움
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외국 실과
증진을 위한
최유현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사례
외(2009)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분석
방안 연구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문서 체제에서의 재구
조화 방안과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대 영역 충남
별 재구조화 방안, 교사수준에서는 '핵심역량 기 대학교
반 수업 전략' 등을 구안

1. 핵심역량을 “다양한 현상이나 문제를 효율적
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
(혹은 사회인)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
의 총체”라고 정의하였다.
2. 핵심역량 기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 학교교육을 통해 어떤 인간을 기를 것이며
문헌연구
그러한 인간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나 자질이
델파이조사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비전을 설정할 필요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이광우
전문가협의회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을 무엇으로 할 것인
외(2009)
원고용역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함
세미나
-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과 간 및 교과 내 교
협동연구
육내용의 통합･연계 구성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
- 학습내용을 적정화하고 심화 학습을 강화할
필요
- 핵심역량을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다양
한 교수･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1. 13개의 역량과 역량정의 그리고 총 48개의 역
량요소규명
1) 창의력 : 다양성과 독창성 등의 인지적 능력
과 고등정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2)
문제해결력 : 문제를 파악하고 접근 및 활용 숙명
미래의
문헌분석
조대연
평생학습사회에서
전문가협의회
가능한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상황을 고려 여자
외(2008)
요구하는 핵심 역량 연구 델파이조사
한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해결방안을 대학교
실제에 맞게 실행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능력
3) 의사소통능력 : 타인의 의견을 정확히 수용
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지식과 의견을 타인
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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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문헌분석
평생학습사회에서
전문가협의회
요구하는 핵심 역량 연구 델파이조사

연구결과
4) 정보처리능력 :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
하고 탐색･분석･평가하여 자신의 것으로 내
면화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으며 자
신의 정보와 지식을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
5) 대인관계능력 : 기존의 인간관계를 안정적으
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 공유하는 공
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역할
을 조정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등 양적･
질적 측면에서 인간관계를 점진적으로 성장
및 확대할 수 있는 능력
6) 자기관리능력 : 일상적 삶에서 접하는 다양
한 경험의 반성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확인
하고 비전을 구축하며 이를 실현하는데 필
요한 건강 및 재산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계
획, 실행, 평가 그리고 조정하는 능력
7) 시민의식 : 사회의 성장과 비전을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자율성 및 권리를 적극
적으로 행사하는 동시에 사회공익 및 생태
환경의 유지를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사횢
거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
8) 국제감각 : 사회에 공존하고 있는 다양한 집
단의 생활양식과 문화적 가치를 평등정신에
기초하여 이해하고 존중하며 외국어 습득을
통해 지역적 수준을 넘어 국제문제 및 쟁점
을 인식하고 해결가능성을 국제적 수준에서
이해하려는 능력
9) 직업능력개발력 : 생산활동의 수행에 적합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춤으로써 경쟁적인 노
동시장에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고용상태
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
10) 자기주도학습력 : 학습요구를 파악하고 학
습목표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을 실
행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
이 주도권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
11) 기초생활문해력 : 읽기, 쓰기, 계산하기 등
사회생활과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능력
12) 미디어정보문해력 : 각종 첨단 미디어를 통
해 제공되는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수용, 조
직,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의 특성을 이
해하고 미디어를 다룰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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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예술감수성 : 문화예술품이나 일상적 생활
에 내재되어 있는 미적 요소를 인식하고 느
낄 수 있는 능력
2. 초･중등교육에서 핵심역량의 교육과정적 함양
방안
- 사회적 유용성과 개인적 발달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핵심역량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미래의
문헌분석
형성을 통해 추출되어야
조대연
평생학습사회에서
전문가협의회 -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및 교과 간 역할 정립
외(2008)
요구하는 핵심 역량 연구 델파이조사
이 필요
- 학년군별 또는 학교급별로 어떤 핵심역량을
기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
- 교육과정 체제가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일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개선되어야
- 학교 밖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
용할 수 있어야

미래 사회의
임언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외(2008)
핵심 역량 연구

1.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
- ‘직업기초능력’을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요구되
는 지식, 기술, 태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 의사소통, 대인관계능력, 정보･기술･자원활
용능력, 문제해결력, 맥락과 환경에 대한 이
해력, 자기관리능력(6개)
문헌검토
2. 직업기초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방안 제안:
전문가협의회
- 기존의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 체제를 그대로
델파이조사
유지하면서 주어진 틈새시간 또는 교과 통합
적 방식으로 직업기초능력을 강조
- 초･중･고등학교에서 직업기초능력을 육성하
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전환
- 교원 교육 강화
- 교육과정 개발 및 자료 개발 보급 지원
- 법적･제도적 지원
- 연구개발 지원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문헌조사
이광우 교육과정 비전연구(Ⅱ):
설문조사
외(2008)
핵심역량 영역별
델파이조사
하위요소 설정을
전문가협의회
중심으로

미래 사회 한국인의 핵심 역량 : 창의력, 문제해
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기관리능력, 기초학습능력, 시민의식,
범지구적 소양, 진로개발능력(이상 10개)

부 록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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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제목

연구방법

연구결과

1. 미래사회의 진단: 과학･기술의 진전, 네트워
크사회, 세계화의 심화, 다원주의의 강화, 탈
산업사회, 신자유주의의 득세, 친환경사회,
평생학습사회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2.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문헌분석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 한 사회의 경쟁력을 지속하고 구성원들의 바
델파이조사
윤현진
교육과정 비전 연구(Ⅰ):
람직한 삶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지식, 기
외(2007)
설문조사
핵심역량 준거와 영역
술, 태도, 경험 등을 포함한 내･외적 능력의
온라인의견조사
설정을 중심으로
총체라 정의하였다.
-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문제
해결능력, 다문화이해능력, 갈등조정능력,
시민의식, 삶의 향유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상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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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부록 2]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 관련 선행연구
저자

제목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기관

1.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이 추구할 주요 가
치덕목･인성역량으로 존중, 배려, 책임, 참여
와 협동, 공감과 수용, 대화와 소통 능력, 문
제와 갈등 해결 능력 그리고 정의(이상 8개)
설정
2. 교과 수업 차원의 지원 방안
- 인성교육 친화적 교과서 개발
문헌 연구,
- 교과별 인성교육 교수･학습 방법 및 자료의
전문가 협의회,
개발 및 보급
수업 관찰,
- 교과별 인성교육 평가 방법의 개발 및 보급
면담,
- 가정･지역사회와 연계된 교과별 활동 연계
교과 교육에서의
지원
인성교육 실태
- 교과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지원 예
설문 조사,
산의 확대
세미나
- 인성 함양을 위한 교과 수업 환경 구축
3. 교원 역량 강화 방안
- 교과 인성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학교장 연수
- 교과 인성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교사 연수
내실화
-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 간 공동 연구 및 협의
회 지원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1. 개별 교사 전문성 측면:
- 역량 기반 교육에서는 교사의 역할 변화가
요청된다.
- 교사가 학생들에게 핵심역량의 모델이 되어
야 한다.
- 교사 스스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평생학
습 능력 등을 비롯하여 핵심역량을 갖추어
문헌 연구
학습자의 핵심역량
야 한다.
참여관찰 및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 및
- 교사역할의 다면화가 요청된다.
최승현
사례연구
교사교육 방안 연구:
- 연구자로서의 교사가 필요하다.
외(2011)
심층 면담
2. 교사공동체의 학습 문화 및 파트너십 형성
중학교 국어, 수학,
전문가 협의회
측면: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 개최
- 동료와 협력하고 함께 활동하는 측면이 강
조된다.
- 현장 주도 실천지(實踐知) 위주의 전문성개
발 기회가 증가해야 한다.
- 교사들의 지식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 미래의 교실에는 다양한 전문가가 투입되어
야 한다.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양정실
외(2013)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구현 방안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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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제목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기관

- 지역공동체 및 다른 전문가 집단과의 파트
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 교사지원 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3. 리더십 지원 및 개발 측면:
- 학교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 학교수준의 교사지도자를 적극 양성하고 활
용한다.
4. 예비교사 교육 및 선발 측면
문헌 연구
- 단기적으로는 구체적인 지식, 기술, 태도 등
학습자의 핵심역량
참여관찰 및
의 성공적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해야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 및
최승현
- 중장기적으로는 초･중등교원임용시험 등 교
사례연구
교사교육 방안 연구:
외(2011)
심층 면담
사선발 시험에서 내용교수지식(PCK)을 수
중학교 국어, 수학,
전문가 협의회
행평가 할 필요가 있다.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 개최 5. 교사교육 정책 측면
- 교사들의 교육적 자율성과 전문적 주도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 교사의 수업연구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행
정업무를 줄여주어야 한다.
- 교과목 간 연계 강화 및 핵심역량 기반 교육
과정 구현을 위해 복수자격증 제도를 고려
해볼 수 있다.
-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수를 줄여나가야 한다.
1.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추진된 정부별(문
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교수･학습 방법 개혁 분석
2. 교수･학습 분야에 대한 미래 한국 교육 개혁
의 방향과 전략 제시
-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하여 수업기법의 도입 및 학습자 참여형
김재웅
한국의 교수-학습
정책 동향 분석
교수･학습 방법 개발 및 보급 제안
외(2010) 방법의 개혁 성찰과 전망
설문조사
-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학습공동체 형성
강조
- 교육격차에 따른 교육 형평성 제고 정책의
실시
-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수업 컨설팅의
활성화
-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교육
체제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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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부록 3]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평가 방안 관련 선행연구
저자

제목

김희경 창의인성교육의 실현을
위한 평가방법 개선
외
(2013)
종합방안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기관

설문조사
심층면담
학교방문
문헌분석
해외사례분석

1. 우리나라 현행 수행평가의 문제점 및 실태를
분석한 결과, 수행평가의 본질적인 의미와 목
적을 살리지 못하고, 결과(산출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학교현장에서
는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학부모 민
원 때문에 창의적 수행평가가 위축되고 있다
는 점, 교사들의 수행평가 과제 제작, 채점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는 점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2. 이러한 분석결과에 터하여 수행평가를 내실
화하고 수시평가를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경쟁을 유발하는 상대적 서열 중심의 평가결
과표가 아닌 학습 지향적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핵심역량 신장을 위한 평가문항 개발의 실제
협력적 문제해결 활동 평가표(집단 평가용)
협력 수준 평가표(집단 평가용)
참여 수준 평가표(개인 평가용)
협력적 문제해결의 과정 및 결과 채점기준(집단
평가용)
한국
교육
21c 미래사회 핵심역량
과정
김동영
문헌조사,
신장을 위한 평가문항
초등학교 과학과 협력적 문제해결력 평가 문항
전문가 협의회,
평가원
외
자료집 : 초등학교
예시
(2013)
워크숍
과학과
21c 미래사회 핵심역량
김동영 신장을 위한 평가문항
문헌조사,
외
자료집 : 초등학교
전문가 협의회,
(2013) 과학･중학교 사회를
워크숍
중심으로

김동영 21c 미래사회 핵심역량
문헌조사,
중학교 사회과 협력적 문제해결력 평가 문항
외
신장을 위한 평가문항 전문가 협의회,
예시
(2013) 자료집 : 중학교 사회과
워크숍
정책 방향 및 과제
1. 질적 평가의 공식 내신평가화 : 교사의 질적
역량 중심
평가 전문성의 제고, 업무 재구조를 통한 교
대입제도 개선을
사의 평가환경 개선, 교육과정의 학업 난도와
한국
류성창 미래역량 중심 교육을
위한 기초
양의 적정화, 질적 평가의 중요성과 현실성에
교육
(2012) 위한 교육평가 개선방안 연구(2012)의
대한 학생 및 학부모 설득, 수능시험의 과목
개발원
내용에 기반 하여 수 축소와 기초능력 난이도 수준으로 조정,
작성되었음
내신 평가에 있어서 단순 양적평가의 점진적
축소 및 폐지, 질적 평가의 내용과 공적 기준
확립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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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제목

연구방법

역량 중심
2.
대입제도 개선을
류성창 미래역량 중심 교육을
위한 기초
(2012) 위한 교육평가 개선방안 연구(2012)의
내용에 기반 하여 3.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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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교육평가와 교수학습의 내용이 될 미래역량
내용 수립 : 정의의 명료화, 개수의 적정화,
위계구조 구성, 맥락의 반영, 보편성 확보,
직업과의 연계, 인지 및 비인지 역량 간의 균형
교육공학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평가 도구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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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부록 4] 국제 교육전문가 질문 예시
1. Do you have key competencies(or 21C skills) listed in the national curriculum
or common core? How is it defined?
2. If yes, how is the national curriculum with key competencies(or 21C skills)
implemented at the school level curriculum (or school level practical
curriculum)? Are key competencies(or 21C skills) presented in the independent
subject? Or merged into existing subjects such as English, Math, social
science, science? If the national curriculum with key competencies(or 21C
skills) is not implemented in the national curriculum, why not? Any plan in
the future to include 21C skills in the national curriculum?
How are key competencies(or 21C skills) taught in the class? Instructional
methods are different from the instruction of conventional curriculum? PBL or
other student centered instructional methods are more often practiced? Or not
much different?
How the instruction using the national curriculum with key competencies(or
21C skills) is assessed? How those skills are measured? Assessment such as
portfolio, teacher’s observation is heavily used? ACTS has developed tools for
such assessment recently. How can you implement it in your class? Any issues
involved in trying new assessment methods?
How do you provide rich educational environment such as the learning
ecosystem to learn the national curriculum with key competencies (21C skills)?
Any supporting environment? Physically, virtually, ?
Please share any references, case schools, documentations to show the new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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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교사･학생 면담 주제 및 질문 예시
1. 교사 면담 주제 및 질문 예시
주제

질문예시
1. 귀하가 생각하시는 핵심역량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2. 자유학기 동안 핵심역량 교육을 위해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
니까?

3. 자유학기 동안 핵심역량 교육을 위해서 수업방법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자유학기제,
4. 자유학기 동안 핵심역량 교육을 위해서 평가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핵심역량 교육 및
5. 핵심역량 교육을 위해 학교 교육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
학습생태계 구축
각하십니까?
관련
6.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를 양성하거나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학습생태계 구
축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학생 면담 주제 및 질문 예시
주제

질문예시
1. 창의성, 협동능력, 자기주도성, 공감능력, 책임감 등을 키우는 데 자유학기제가 도움
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2. 자유학기 동안 이러한 능력들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학교의 수업 사
례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유학기제,
3. 이러한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의 수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핵심역량 교육 및
4. 학교 수업에서 이러한 능력을 키우는 것을 가로막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학습생태계 구축
5. 자유학기 동안 이러한 능력들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학교 밖 체험사
관련
례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6. 이러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학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자율과정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나요?
7. 이러한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어떻게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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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메트하이스쿨에서 추구하는 다섯 가지 역량의 구성 요소
1. 경험적 사고력의 구성 요소
하위요소

세부 내용

∙ 질문을 던지고 가정을 세운다.
아이디어를 검증할 전략
∙ 정보 수집을 위해 창조적인 계획을 세운다.
세우기
∙ 대조 표본과 견본, 연구 방법을 정한다.

연구

∙ 관찰, 측정, 자료 수집을 세심하게 한다.
∙ 문서 자료, 대담, 비디오, 인터넷 같은 매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 원인과 결과를 이해한다.
∙ 자료의 출처가 확실한지 평가해본다.

논리

∙ 자료와 정보를 분석한다.
∙ 귀납법과 연역법으로 논리를 따져본다.
∙ 결론에 이르는 논리적 과정을 설명해본다.

출처: 엘리엇 레빈(저)･서울시대안교육센터(역)(2009). p.170 재구성.

2. 수리적 사고력의 구성 요소: 계산, 대수, 기하, 표, 그래프, 통계, 추정, 수적 감각
(출처: 엘리엇 레빈(저)･서울시대안교육센터(역)(2009), p. 164).
3. 의사소통능력 구성 요소
하위요소

듣기

말하기

쓰기

세부 내용
∙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의 의견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한다.
∙ 효과적으로 인터뷰를 한다.
∙ 구두 지시에 따를 줄 안다.
∙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
∙ 다양한 사람과 생산적인 대화를 한다.
∙ 다양한 사람 앞에서 효과적으로 구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 말로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 견해를 주장할 줄 안다.
∙ 말로 지시를 한다.
∙ 주제에 어울리는 어휘와 어법을 구사한다.
∙ 다양한 독자를 대상으로 글을 쓴다.
∙ (설득하는 글, 과학적인 글, 문학적인 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글을 쓴다.
∙ 올바른 문법과 철자, 구두점을 쓴다.
∙ 명확하고 정확하게 생각을 표현한다.
∙ 글을 읽거나 말을 듣는 동안 메모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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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소

세부 내용

쓰기

∙ 피드백을 받으면 글을 다시 고쳐 쓸 때 반영한다.
∙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글을 쓴다.

읽기

∙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이해한다.
∙ 텍스트를 요약하고 발췌한다.
∙ 서면 지시를 따를 줄 안다.
∙ (도표, 차트 같은) 시각 정보를 이해한다.
∙ 제2외국어와 그 언어권의 문화를 공부한다.

외국어
컴퓨터와 멀티미디어

창의적 표현

∙ 컴퓨터 다루는 방법을 익힌다.
∙ 문서 작성 프로그램과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 전화기와 팩스, 전자메일, 인터넷을 능숙하게 다룬다.
∙ 예술과 음악, 춤 혹은 연극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 프리젠테이션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시각 정보를 활용한다.

출처: 엘리엇 레빈(저)･서울시대안교육센터(역)(2009). pp.158~159 재구성.

4. 사회적 사고력 구성 요소
하위요소

세부 내용
∙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역사적이고 개인적인 정보를 찾아본다.
∙ 정보를 이해할 때 어떤 상황이나 문제의 맥락 안에서 파악한다.

역사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해
시민의식

협동

∙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애쓴다.
∙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개인적 관점에서 문화를 분석해본다.
∙ 도시, 학교, 어드바이저리 공동체에 참여한다.
∙ 참여한 공동체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 공동체에 해가 되거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삼간다.
∙ 전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조하여 효과적으로 일한다.
∙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들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출처: 엘리엇 레빈(저)･서울시대안교육센터(역)(2009). p.163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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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기관리 능력 구성 요소
하위요소
존중

세부 내용
∙ 스스로는 물론 타인도 존중하고, 사물도 소중히 여긴다.

책임감

∙ 맡은 바를 완수하고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지도력

∙ 조직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조직 활동을 계획하고 긴밀히 협조한다.

구성력

∙ 과제와 프로젝트에 대해 계획을 세운다.
∙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 자료와 과제를 잘 정리한다.

육신의 건강
인내
자기 인식

∙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 건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이해한다.
∙ 힘든 일을 겪더라도 과제와 목표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일지와 자기평가 보고서를 통해 학습과정을 되돌아본다.
∙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고 표현할 줄 안다.
∙ 개인적 관심사와 목표에 대해 분명히 말한다.

출처: 엘리엇 레빈(저)･서울시대안교육센터(역)(2009). p.174 재구성.

부 록

289

[부록 7] 하이테크놀로지하이스쿨 교육과정50)
과목

학점(credits)

생물

6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5

엔지니어링 디자인 입문

5*

영어 1

5

세계사

5

외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또는 라틴어)

5

건강/체육

4

수학 (기하학, 대수학 2/삼각함수)

5

리서치/데이터 분석

2
2학년(Sophomore Classes)

컴퓨터 통합 생산

5*

엔지니어링 원리

5*

물리학

6

영어 2

5

미국 역사 1

5

외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또는 라틴어)

5

건강/체육

4

수학 (대수학 2/삼각함수, 미적분학 사전학습)

5

리서치 실습/지도(Guidance)

3
3학년(Junior Classes)

화학/AP(대학교 진학 전 선수 과목) 화학

6

영어 3

5

미국 역사 2

5

외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또는 라틴어)

5

건강/체육

4

연설법(Effective Speech)

3+

수학 (미적분학 사전학습, AP 미적분학 BC)
기술 선택:

5/6

ⅰ. 컴퓨터 과학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10*

ⅱ. 토목 공학 & 건축학

10*

ⅲ. 디지털 응용

10*
4학년(Senior Classes)

AP 생물, AP 화학, 또는 AP 물리학

50) 출처: http://www.hths.mcvsd.org/pages/curriculum / 마지막 접속일자: 2014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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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목

학점(credits)

영어 4
수학 (AP 미적분학 AB/BC, 다변수 미적분학)

5
5/6

멘토십

5

세계 현안 (선택과목)

5

환경 과학 (선택과목)

5

외국어 (선택 과목) (프랑스어, 스페인어, 또는 라틴어)

5#

건강/체육

3College+

AP 통계학 (선택과목)

5

엔지니어링 디자인 & 개발

5*

+ 브룩데일 커뮤니티 칼리지(Brookdale Community College)에서 발급한 성적표에 기재된다.
* 학생은 로체스터공과대학교(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를 통해 대학 학점을 이수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 학생은 조지안코트대학교(Georgian Court University)를 통해 대학 학점을 이수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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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하이테크놀로지하이스쿨 멘토십: 평가지 양식(멘토용)
학생 이름

날짜
자질 기준

나쁨

보통

좋음

우수

신뢰성
목적의식
협력
자기주도성
공헌
동기 부여
시간 엄수
새로운 아이디어 수용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능력
질문: 학생의 경험이 어떤 점에서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지?
답변:
질문: 고용주의 입장에서 학생의 가장 큰 장점 3가지는 무엇인지?
답변1:
답변2:
답변3:
질문: 학생이 어떤 점에서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질문: 학생의 참여가 당신과 당신의 조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답변:
질문: 학생은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답변:
질문: 멘토십 프로젝트 개선을 위해 제안한다면?
답변:
질문: 다음 번 멘토십 프로젝트에 멘토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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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서명:

지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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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___ / 아니오____

[부록 9] 하이테크놀로지하이스쿨 멘토십: 자기평가지 양식(학생용)
내용:
1.

멘토십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 학생 스스로의 목표.

2.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는지?

3.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는지, 달성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
엇인지, 달성하지 못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4.

멘토십 경험을 통해 어떤 이득이 있었는지, 멘토십 경험의 부정적인 측
면은 어떠했는지?

5.

어떠한 기술/절차를 배울 수 있었는지?

6.

어떠한 자질을 계발할 수 있었는지 혹은 어떠한 자질이 있음을 발견했
는지? (예: 독립심, 자제력, 자발성, 자비심, 인내와 이해 등)

7.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사람에
대해 논하시오.

8.

4학년 멘토십 프로젝트에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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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하이테크놀로지하이스쿨 멘토십: 프리젠테이션 평가지 양식

5

= 우수

4

= 매우 좋음

3

= 좋음

2

= 보통

1

= 나쁨
구분

1. 시간 사용이 효과적인지(너무 길거나 너무 짧지는 않은지)
2. 발표는 전문적인 모양새였는지
3. 발표 형식은 사전안내에 잘 따르고 있는지
4. 발표 내용 지식의 깊이는 어떠한지
5. 멘토십 기간 동안 사용된 기술/과학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있는지
6. 발표할 때 기술의 사용이 효과적이고 적절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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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록 11] 1차 델파이 조사지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1차 델파이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Ⅱ)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델파이 조사는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21세기 학교” 교육 모형을 제안하고자 실시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정책 수립 및 실천과 관련된 학계, 학교 현장에 계신 교
사 등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델파이 조사는 총 3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며, 이번 1차 조사에서는 여러분의 의견
을 개방형 질문을 통해 수렴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모든 문항에 자유롭게 기술하되, 관
심 및 전문 영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은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4년 9월
한국교육개발원
작성하신 조사지는 늦어도 9월 10일(수)까지 회송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의문사항
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연구 책임자 : 최상덕(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소장)
choisangduk@kedi.re.kr / 02-3460-0646
담 당 자 : 김경은(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연구조원)
iamaini@kedi.re.kr / 02-3460-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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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연구에서는 2025년을 전후해 사회에 진출할 인재들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함양
시키는 미래형 학교를 “21세기 학교”라 합니다.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21세기 핵심
역량은 지식뿐만 아니라 실행능력, 인성을 포함하며,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등은 실행능력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최상덕 외, 2013, p.176).
[그림1]을 참고하여,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데 적합한 “21세기 학교”의 형태와 역할은
현재의 학교에 비해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은 2013년 1차 연도 연구에서 도출한 핵심역량 개념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
입니다.

[그림 1] 21세기 핵심역량 개념도
출처: 최상덕 외(2013).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I). p.177.

형 태

역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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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적으로 핵심역량 교육을 위해 프로젝트 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 인턴십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 인턴십 등을 통하
여 핵심역량을 교육하려면 초･중･고 단계별로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 교육과정운영,
교수･학습방법, 평가 중 관련 방안을 간략하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프로젝트
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

인턴십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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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에
기반을 둔 학습생태계의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습생태계는 “가정, 학교,
사회 등 다양한 교육 주체 간에 형성되는 역동적이고 상호의존적 관계를 통해 사회에
서 요구되는 지식, 실행능력,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네트워크(최상덕 외, 2013,
p.25)”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생태계의 형성은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 간의 학습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촉진하며, 학교와 지역사회(학교 외 모든 영역 포함)의 연계를
확대합니다. [그림 2]를 참고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
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2] 학습생태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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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역량 교육을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에서 각 단계별로 학생의 발
달단계 또는 학교급의 특성을 고려해 각각 중점을 두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학교 구분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중점 사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 최근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진단한 핵심역량 수준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때의 역량 수준에 비해 중학교 때의 역량 수준이 낮고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 때 다시 회복하는 듯한 ‘V’자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
니다. 4번 문항에서 언급한 초･중･고등학교의 특성이 반영되면서 핵심역량 교육이 초
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걸쳐 이어짐으로써 역량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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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2차 델파이 조사지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2차 델파이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Ⅱ)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델파이 조사는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21세기 학교” 교육 모형을 제안하고자 실시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정책 수립 및 실천과 관련된 학계, 학교 현장에 계신 교
사 등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응답을 바탕으로 구조화된 문항이 제시됩니다. 질문
을 잘 읽고 숫자를 선택하여 주시거나, 의견을 기술하게 될 시에는 간단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은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4년 9월
한국교육개발원

작성하신 조사지는 9월 22일(월)까지 회송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의문사항이나 건
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연구 책임자 : 최상덕(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소장)
choisangduk@kedi.re.kr / 02-3460-0646
담 당 자 : 김경은(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연구조원)
iamaini@kedi.re.kr / 02-3460-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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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조사 결과 프로젝트 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 인턴십과 같은 유형의 수업이 가능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수업 시수와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
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학교의 수업 시수 및 내용을 대부분 국가 수준
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수업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업 시
수와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의 비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선
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괄호에 ◯ 표시)
(수업 내용 및 시수에 대한) 국가의 필수 결정 비율 : 학교의 자율적 결정 비율

① 90:10 (

) ② 80:20 (

) ③ 70:30 (

) ④ 60:40 (

) ⑤ 50:50 (

)

2. 1차 조사 결과 중･고 단계에서 프로젝트 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유연화하거
나 프로젝트 학습시간을 일정량 필수로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분이
주셨습니다. 정규과정에 기존교과와는 별도로 어느 정도의 시수를 확보해 주면 좋겠는
지에 대해 아래 표에서 각각 선택하고, 선택이유를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학
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학교의 상황에 따라 전일제, 계절제 등 다양할 수
있음)
중학교
선

택

① 주당 1시간

② 주당 2시간

③ 주당 3시간

④ 주당 4시간

⑤ 주당 5시간 이상

④ 주당 4시간

⑤ 주당 5시간 이상

선택이유
고등학교
선

택

① 주당 1시간

② 주당 2시간

③ 주당 3시간

선택이유
※참고로 한 학기는 17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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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 조사 결과 프로젝트 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
오 등과 같은 수행평가 또는 형성평가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현
대학입시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학습, 융합수
업, 체험학습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과 그 내용을 간략히 기
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1가지만)
방안:

내용:

4. 1차 조사 결과 학교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적 자원을 활용하거나 지역사회에 기여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학습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
견이 있었습니다. 아래 1차 조사에서 제시된 방안들 중에서 학교가 교육네트워크의 허
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방안 1가지를 선택하고 1)선택
이유와 2)실행방안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이 없
는 경우 추가방안을 직접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지역사회에서의 학습 경험을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
지역사회가 학교에 도움을 주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인책 제공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사회 체험(경험)학습의 연계
학부모가 지역의 학습자원을 학교교육에 연결하는 역할 지원
교사가 교육내용을 기획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학생들과 연결
학교에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업무를 맡을 전문인력 배치
학교시설(도서관, 체육관) 및 교육프로그램(학부모특강 등)의 지역사회 개방

방안: (번호선택 또는 추가)
1)선택이유:
2)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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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난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초･중･고 단계 중 상대적으로 낮은 역량수준을 보인 중학교
에서 핵심역량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다음과 같이 제안되었습니다.
<중학교의 핵심역량 교육 개선방안>
분류

개선방안
자유학기제와 타 학기 연계 지원

자유학기제 정착 및 확산

자유학기제 운영학기 확대
중학생 대상 진로탐색(직업체험) 확대

초･중･고 역량교육 연계

핵심역량 교육과정을 나선형으로 구성하여 학교급 간 연계
생애단계별 특징을 고려한 학교급별 핵심역량 교육목표 제시
핵심역량 교육을 유연하게 교육과정과 연계

교육과정 및 평가 개선

수행평가, 형성평가의 적극 활용
프로젝트 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 강화
학급당 학생수, 교사1인당 학생수 축소

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상담기능 및 진로지도 강화
자기주도학습 지원 환경 구축

위의 표를 참고하여,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에서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개선방
안과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1가
지만)
구

분

개선방안
[예]교사양성 과정에서 핵심역량 교육 학점 이수

내용

초등학교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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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3차 델파이 조사지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3차 델파이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Ⅱ)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델파이 조사는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21세기 학교” 교육 모형을 제안하고자 실시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정책 수립 및 실천과 관련된 학계, 학교 현장에 계신 교
사 등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 3차 조사에서는 2차 조사 응답을 바탕으로 구조화된 문항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방안 2가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의
견은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4년 9월
한국교육개발원

작성하신 조사지는 9월 28일(일)까지 회송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의문사항이나 건
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연구 책임자 : 최상덕(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소장)
choisangduk@kedi.re.kr / 02-3460-0646
담 당 자 : 김경은(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연구조원)
iamaini@kedi.re.kr / 02-3460-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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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델파이 조사결과, 초등학교에서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하신 방
안들 중 상위 5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방안 2가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① 프로젝트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 강화
② 초등교사의 핵심역량 교육 전문성 신장
③ 생애단계 특징을 고려한 핵심역량 교육목표 제시
④ 자유학기제 운영을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확대
⑤ 핵심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

2. 1차 델파이 조사결과, 중학교에서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하신 방안
들 중 상위 5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방
안 2가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① 프로젝트 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 및 과정 중심 평가 강화
②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와의 핵심역량 교육 연계
③ 핵심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④ 자유학기와 타 학기 연계 또는 운영 학기 확대
⑤ 생애단계별 특징을 고려한 중학교의 핵심역량 교육목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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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델파이 조사결과, 고등학교에서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하신 방
안들 중 상위 5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방안 2가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①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및 평가도구 개발
② 프로젝트학습 모형 개발 및 실행
③ 교사의 프로젝트학습 및 융합수업 전문성 신장
④ 핵심역량 성취기준 도달 여부를 졸업 요건에 포함
⑤ 학교특성에 따른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4. 2차 델파이 조사결과, 프로젝트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학
입시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신 것들 중 상위 5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방안 2가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순위

2순위

①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전형)에서 핵심역량 교육경험을 반영
②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
③ 대학별고사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핵심역량 측정
④ 대학별 문제해결형 논술시험 실시
⑤ 프로젝트 수업의 결과물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지역평가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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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차 델파이 조사결과, 학교가 지역교육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
요하다고 제안하신 방안들 중 상위 5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중 가장 중
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방안 2가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①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사회 체험(경험)학습의 연계
② 학교에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업무를 맡은 전문인력 배치
③ 지역사회가 학교에 도움을 주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인책 제공
④ 지역사회에서의 학습 경험을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
⑤ 교사가 교육내용을 기획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학생들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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