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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우리나라의 교육은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하나는 PISA의 높은 성취도 결과
에 의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학생들의 낮은 행복도와 학업에 대한 낮은 흥미도 때문이다.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의 양면을 살펴보고 명(明)은 강조하고 암(暗)은 개선할 필요가 있
는데, 자유학기제는 바로 우리 교육의 어두운 부분을 개선하려는 과감한 시도를 하는 담
대한 정책이다.
자유학기제가 단기적인 정책으로 소멸되지 않고 교육 전반의 변화 계기를 마련하는 지속
적인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의 초기 방향을 명확히 하고 초기의 운
영 및 준비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가 자유학기제의 정착에 기여하고 우
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조금이나마 밝은 미래로 전환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설문과 면담에 응해준 교원과 학생, 학부모들
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외부 공동연구진과 바쁜
일과 속에서도 보고서를 잘 마무리한 원내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한다.
2014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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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서 자유학기제 정책의 이론적 모형을 정립하고 현장
의 자유학기제 운영 및 준비 실태를 파악하여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핵심적인 질문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자유학기제 정책의 이론적 모형은 무엇인지, 둘째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이나 수업･평
가･교육과정의 교육 활동 운영 등과 관련한 자유학기제 운영 및 준비 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유학기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방안은 무엇인지이다. 이러한 질문
에 답하기 위하여 교육 정책 및 국내･외 사례에 대한 문헌 분석, 연구학교와 희망･일반학
교에 대한 설문 조사 분석, 연구학교에 대한 사례 조사 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Ⅱ장에서는 미래 역량과 중학교 교육,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교육 정책에 관한 선행 문
헌들을 검토하여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중학교 교육과 미래 역량의 의미와
방향을 살펴보고 그에 비춰본 우리나라 중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역대 정부의
교육 중점 정책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체제에 주된 관심을 두었을 뿐 중학교는 고등학
교에 비해 잊혀진 존재였으며,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입 시험의 변화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 또한 학생의 행복과 같은 정서적 목표보다는 하드웨어적인 목표를 설정하거나 교
육 활동 영역 중 일부 영역에 국한된 정책 과제를 설정한 점으로 비춰 봤을 때 자유학기제
정책이 우리나라 교육 정책 지형상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장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정책 운영의 개념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자유학기제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유학기제 정책의 이념과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다. 자유학기제의 등장 원인을 교육적 요구, 사회적 요구, 정치적 요구, 세
계적 요구 네 가지로 기술하였다. 자유학기제가 내걸고 있는 정책 목표는 학생의 꿈과 끼
찾기, 미래 역량 함양, 학생 행복 추구이며, 이 목표에 내재되어 있는 정책 이념은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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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교육 실현, 삶과 배움을 연계하는 교육 실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사 평가권
등 단위학교 자율성 실현이다. 이러한 자유학기제 정책의 목표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도출한 운영 원리는 첫째, 교육과정 측면에서 체험과 참여를 위한 교육과정 연계 및 융합,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유연성이다. 둘째, 교수･학습 측면에서 학생 참여･활동 중심의
수업과 수업 방법의 다양화이며 셋째, 평가 측면에서는 지필식 총괄평가를 지양하며 과정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고, 평가 주체를 교사 중심에서 학생･학부모로 확대하여 학교 및 교
과 특성에 맞게 평가 결과를 학생･학부모에게 피드백한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지원 측
면에서는 심리적, 물리적으로 열린 학습 환경을 조성하며, 단위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역
량을 제고하고, 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앙과 지역 등의 유기적 연계를 구축한다. 이상
의 내용을 종합하여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을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Ⅳ장에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자유학기제 교육 활동 운영 실태, 자유학
기제의 지원 환경, 운영 결과, 그리고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연구학
교)와 비운영학교(희망･일반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 및 준비 실태를 분석하였다. 설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원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자유학기
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등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자유학기제 정책의 비
전과 목적의 타당성은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 정책 운영의 일관성과 지속성
에 대한 회의가 컸다. 둘째, 교육 활동의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자유학기제 운영 후 교수･
학습의 변화가 촉진되고 있으나 교사들은 평가에 대한 ‘업무적’ 부담과 ‘심리적’ 부담을 안
고 있다. 셋째, 학교 내･외의 지원 환경과 관련하여 체험 인프라 조성에 대한 중앙의 지원
과 학교의 체감도 간에 간극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체험처를 발굴하거나 외부의 인력풀을
활용하는 데 있어 학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는 지역 규모와 학교 규모별
로 편차를 보였다. 넷째, 학교 운영 결과 관련해서는 학생은 소질과 적성의 계발 정도가
높고 수업 만족도 등이 전반적으로 비운영학교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교사는 자율성은
신장되었다고 느끼고 있지만 높은 업무 부담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학부
모들은 세간의 우려와 달리 자녀 성적이 높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소질과 적성 계발을 하
고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결과에 대해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학기 운영은 1학년 2학기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자유학기의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한 높은 요구가 있었고, 자유학기제 정책의 핵심 목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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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이 불일치하였다.
Ⅴ장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사례 연구를 진행하여 자유학기
제 운영 전･후의 차이점과 자유학기제를 통한 긍정적 변화와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시사
점으로는 첫째, 자유학기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시험에 대한 부담 완화로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생기면서 ‘변화와 혁신의 발판’을 제공하였다. 둘째, 자유학기제에 대한 오
해와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자유학기를 ‘진로 체험 학기’로만 인식하는
것이었고, 일부는 자유학기제를 수업을 하지 않는 “노는 학기”로 오해하기도 하여 자유학
기제에 자녀의 학업을 보충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지닌 학부모도 있어 자유학기제의 핵심
과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였다. 셋째, 교사 업무 부담의 진원지는 체험처 발굴
에 대한 부담과 많은 학생들에 대한 서술식 평가 기입에 대한 부담으로서 이를 해결하는
지원책이 요구되었다. 넷째, 자유학기제 운영에 있어 인프라의 부족 문제 등이 있지만 인
프라가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보장하는 전유물이 아니라 교사의 적극적 태도와 의지로 지
역 환경을 연계시켜나가는 활동이 중요함을 밝혔다. 다섯째, 학교 교육에 내재된 고정관
념이 흔들리고 있다. 교육은 학교 ‘안’에서 하는 것만이 아닌 ‘밖’으로의 활동으로 확장되
고, ‘조용하고 정돈된’ 수업만이 아닌 ‘활기차고 역동적인’ 수업, 그리고 ‘교과서 충실히 다
루기식’ 교육이 아닌 ‘박제된 교과서 벗어나기’식 교육이 의미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
으로, 학교마다 나름의 자생적인 자유학기제 운영 모델이 생성되고 있었다. 학교의 여건
과 기존의 축적된 경험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매뉴얼’처럼 판에 박힌 방식
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처함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자유학기제의 적합한 프로
그램과 모델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개발 및 실천하고 있었다.
Ⅵ장에서는 설문 조사 분석, 사례 연구 분석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착 방안을 제시하
고 정책적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현재의 문제 현상, 문제 원인, 대안 제시,
사례로 4단계로 세분화하여 분석 결과에 터하여 정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자
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방안은 구성원 인식 개선, 교육 활동 운영 지원, 인적･물적 지원 환
경 구축의 측면으로 기술하였다. 우선 구성원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정책 신뢰 확
보를 위한 제도적･심리적 지원, 학교 수준에 따른 차별적 지원 전략 및 교육청의 정책 집
행 역량 강화, 학부모의 시험 중심 사고방식 전환 및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제시하였다.
둘째, 교육 활동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자유학기제와 전체 교육과정과의 연계 방안,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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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연계된 교육 체험 활동 내실화 방안,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프로젝트식 교사
연수 및 지속적 학습 기회 마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 인적･물적 지원 환
경 구축을 위해서는 인력풀 지원과 체험처 구축을 위한 정부-지역-학교 간의 유기적 연
계 시스템 마련, 학생 평가 결과 제공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교원 업무 경감 방안 마련,
정책의 연속성 담보를 위한 보통 교부금 방식의 일정 규모 예산 지원, ‘학교교육지원협의
회’ 설치에 대한 법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정착
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정착의 상(像)’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자유학기제가
중학교의 한 학기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전･후 학기와 그리고 타학교급과 연계되고 확
대되는 모습을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가 성공적 정착하여 교육의 전반적 변화
를 이끌어내려면 거시적 정책들과 문화가 함께 변화되어야 한다. 둘째, 자유학기제와 기
존 시･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목표한 바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
도록 연계하며 상생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셋째, 자유학기제는 교육 체제 전반의 변화
를 도모하기 때문에 교육부나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
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향후 자유학기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업의 변화를 초점으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수업 변화가 유지되는지, 유
지되거나 실패한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적 발전 방
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 조직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그리
고 전국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학교 내 학습공동체 형성 방안과 확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교육 정책 운영의 일관성와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교사, 학생, 학
부모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의 신뢰 구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주제어: 자유학기제, 정착, 중학교, 구성원의 이해와 태도, 교육 활동 운영, 지원 환경,
지역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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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문제
3. 연구 내용
4. 연구 방법

Ⅰ. 서 론

이 장에서는 왜 이 연구가 필요하며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힌다. 연구의 필
요성 및 목적과 함께 본 연구에서 중심으로 다루는 연구 내용을 기술하며, 연구 문제를
밝히기 위해 사용된 각종 연구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생 교육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학생의 행복과 미래 역량 중심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
큰 흐름이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학습 흥미 등 정의적이고 심적인 요소의 중요성
에 대한 국제적 연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학생들의 행복도는 그만큼 교육에 있어서 중
요한 목표가 되고 있으며,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학교를 변화시키고 지원을 하
여야 하는지에 관한 접근방법도 주목을 받고 있다(Shahar, 2007). 학생의 행복뿐만 아니
라 미래 역량 중심의 교육도 변화의 큰 흐름이다. OECD의 DeSeCo 프로젝트와 선진국의
역량 중심 교육과정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급변하는 현대사회가 학생들에게 요구하
는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최상덕 외, 2013a; Rychen & Salganik, 2005).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혁신할 것인지
에 대해,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학생의 행복과 역량 교육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
다. 과연 학생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역량을
학생들이 함양하고 있는가? 이러한 반성적 물음에서 출발하여, 학생들의 행복과 미래 역
량 중심의 변화를 강조하는 정책이 바로 자유학기제이다.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아킬레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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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의 낮은 행복도이다. PISA 연구 결과 우리나라는 학업성취도
면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와 행복도 등 정의
적 영역에 대한 지표에서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OECD, 2014). 특히, 다른 학
교급 보다 더 심각한 중학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해결 요구가 거세다. ‘중 2’로
대표되는 중학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도 이슈가 되고 있다(남궁지영 외, 2012; 황갑진, 2004). 학교 폭력 문제, 학습 무기력 문
제 등에 대해 교사들과 학부모는 입을 모아 변화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에 중학교가 있다. 또한 중학생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진로 의식이 낮다. 한 마디
로 ‘꿈’과 ‘목표 의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이지연, 2013a).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등장한 것이 자유학기제 정책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정책은 교육 분야에서 박근혜 정
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학기제를 “교육 전반을 변
화시키는 교육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으려 한다.”(동아일보, 2013.11.22.)고 선언할 정도
로 자유학기제를 통해 공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는 “시험
에 예속된 답습형 교육 체질을 창조형 체질로 전환하려는데 기본 취지”가 있으며,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을 위해 학생 주도 중심 학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교과 본연
에 충실한 학습경험 제공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곽병선, 2013: 3).
따라서 자유학기제를 통해 중학교 교육을 변화시키고 학교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실태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자유학기제가 학교를 변
화시키고 학생들이 행복하게 생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정책
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정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
해서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과 관계자들의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 기초가 된다
(현주 외, 2009). 그러므로 실태 분석에 근거하여 개선 방안을 논리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증거 기반 정책 집행의 기본이며, 이러한 연구는 정책의 실질적 개선과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정책의 초기 단계는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 짓는 시금석이 되는 시기이며 초
기에 이론적 토대를 세우고 정책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은 정책의 성공에 중요
한 요인이 된다(Tubin, 2009).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자유학기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채 안

4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된 지금의 시기는 정책의 운영 모형과 정착의 모습을 고찰하고, 정책의 운영 실태를 분석
하는데 적절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의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둔다. 특히, ‘초기의 정착’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전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정
착’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현상이나 학설 따위가 당연하게 사회에 받아들여짐.’
(http://krdic.naver.com)으로, 정책이 학교와 교육 현장에 문화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특
별한 이의 없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가 비록 ‘초기의 정착’
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자유학기제의 문화인지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정책이 단순한 일회성 실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례화되고 지속된 현상이 되었을
때 정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많은 교육 개혁 정책은 정착되지 못
하고,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처럼, 아니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지는 꽃처럼 사라지는 경우
가 많았다. 따라서 자유학기제란 정책이 임시로 도입되어 잠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마는
정책이 아니라, 학교의 틀 안에 내포(Embedding)되도록 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이
는 자유학기제의 시험을 없애고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으로 구분하는 외형적 구조 뿐만 아
니라,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이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인식되는 인식의 제도화까지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를 바라보는 인식과 학교의 교육 활동 측면,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환경적 측면을 연구 분석의 중요한 영역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한 배경적 검토와 더불어 단위 학교에서 운
영되는 실태와 자유학기제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요구에 대
한 면밀한 분석이 요청된다. 그리고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기관들의 지원책이 어떻
게 현장에 인식되고 있는지 그 간극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할 때 자유학
기제는 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영국과 미국 등을 위시한 많은 국가에서는 개혁 논의가 단위 학교 차원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대규모 개혁(Large Scale Reform)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Fullan, 2000;
정바울･황영동, 2011, 재인용). 자유학기제 역시 한두 학교의 변화가 아닌 전국을 대상으
로 한 대규모의 정책이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는 교육 개혁,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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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혁 정책 연구 사례 축적과 교육 정책 이론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지점을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잘 분석하여 제시하였는지는 의문이다. 현재까지 자유학기제와 관
련된 연구들이 조금씩 발표되고 있는데, 자유학기제 운영 이후 발표된 연구는 극히 소수
이다(지은림 외, 2014; 최상덕 외, 2014; 황규호 외, 2013).
선행 연구들은 자유학기제의 향후 운영에 시사점을 주고 있으나, 질적 사례 연구인 최
상덕 외(2014)를 제외하고는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한 연구
는 없다. 황규호 외(2013)나 지은림 외(2014)의 연구는 각각 교육과정과 평가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한 제한점이 있다. 발표된 대부분의 관계자 인식 조사 연구들은 실질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운영되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인식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선행 연구
들은 자유학기제의 목표를 진로 교육에 중점을 두거나 교실 수업 개선에 두는 등 자유학
기제의 목표가 서로 달라 자유학기제의 이념과 가치를 다시금 고민하며 정책 목표를 설정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 하에 본 연구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정책 모형을 개념적으로 제시함과 동
시에, 자유학기제의 준비 및 운영 실태를 설문 조사와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자유학
기제 정착을 위한 방안과 정착의 상(像)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우리나
라 교육 상황에서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
에 그 취지와 목적대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학기제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 우리나라 교육이 지니고 있는 병폐인 입시에 예속된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과
행복하지 못한 학교생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 교육 개혁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자유학기
제의 운영 실태와 개선점을 밝혀,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하고 궁극
적으로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이상과 같은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을 질문으로 기술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의 정책 모형은 어떠한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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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위한 준비 및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추구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자유
학기제의 이론적 토대를 세우고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자유학기
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자유학기제의 정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학
생의 꿈과 끼를 살려 학생의 행복한 생활을 목표로 하는 자유학기제 성공의 초석이 될 것
이다.

3. 연구 내용
가. 자유학기제 정책 운영 모형 제시
자유학기제의 정책 운영 모형이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정책 운영 모형은 자유학기제
등장의 배경과 자유학기제의 정책 이념과 목표를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구체적 운영 원리
를 제시하였다. 자유학기제가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모습은 자유학기제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여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내용은 자유학기
제 정책 운영의 기반이 되는 작업으로서,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를 정책 집행 초기
에 분명히 상정하는 것으로서 자유학기제 운영의 중요한 이론적･철학적 기반이 될 것이
다.

나. 자유학기제 운영･준비 실태와 요구 사항 분석
자유학기제 초기 운영의 현 상황의 문제점과 효과를 밝히고 정책 개선 및 집행에 관한
실태 및 요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와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1) 설문 조사 중심의 양적 분석
설문 조사는 크게 구성원 조사와 학교 차원 조사로 구분된다. 구성원 조사는 자유학기
제 운영학교(연구학교)와 비운영학교(희망학교,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구성원의 인식,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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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활동 실태, 지원 환경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성원은 교사, 학생, 학부
모로 규정하여 이들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도와 태도를 살펴봤다. 교육 활동 실태는
교수･학습, 평가,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분석하였으며, 지원 환경은 학교 내･외로 구분하
여 인적･물적 인프라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태조사와 함께 자유학기제에 대한 요
구도 함께 조사하여 정착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학교 차원의 조사는 체
험 활동을 위한 인력풀 및 체험처 활용 현황과 도움 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2) 사례 연구를 통한 면담 중심의 질적 분석
사례 연구는 연구학교가 어떠한 이유로 연구학교를 시작하였고, 연구학교 운영에 긍정
적 면과 부정적 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유학
기제 운영 이후 일반 학기로 전환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어떠한 연계 활동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구성원 인식, 교육 활동 실태, 지원 환경 간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
는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인프라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 운영이 잘 안 되는
학교나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자유학기제 운영이 잘되는 학교 등에 대한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설문 조사에서 밝혀내지 못하는 요소 간 연결고리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자
유학기제 비운영학교인 희망학교와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한 집중집단면담(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여 학교가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 어떠한 준비 상태이고, 어
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 방안 도출
자유학기제의 운영과 전면적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자유학기제
의 성공적 정착 방안을 제안하였다. 자유학기제 정책이 성공적으로 현장에 정착하도록 하
기 위해, 교육 주체의 이해와 태도 측면, 교육 활동의 실태 측면, 인적･물적 인프라의 지
원 환경 측면에서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방안은 세부적으로 문제 현상, 문제 원인, 이에
대한 대안 마련과 사례 제시로 정리하였다.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 설문 분석 결과와 학교
사례 연구 등에서 드러난 성과와 제한점에 근거하여 제시한 정착 방안은 정책의 확산과
성공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중학교 한 학기의 정착 모습과 넓은 범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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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학기･타학교급으로의 학기 확대와 내용 연계가 되는 자유학기제 정착의 상(像)을 제시
하여 향후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정착되어야 할지에 대한 안을 보여주었다.

4.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연구의 방향과 이론적 기초를 정립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크게 세 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중학교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미래 사회와 중학교 교육의 방
향에 대해 문헌 분석을 하였다. 두 번째, 역대 정부에서 실시한 중점 교육 정책 및 사업을
고찰하며 자유학기제 특징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진행된 자유학기제 관련 선
행 연구를 분석하며 본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나. 설문 조사
본 연구는 설문 조사를 통해 자유학기제에 대한 운영학교(연구학교1))와 비운영학교(희
망･일반학교2))의 준비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 및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1) 설문 도구 개발
설문 도구 개발을 위하여 우선 교육 주체, 교육 활동, 지원 환경, 학교 운영 결과, 요구
사항으로 이루어진 설문틀을 구안한 뒤, 이에 기반을 두어 구체적인 설문 문항을 개발하
였다. 1차로 개발된 설문 문항은 교육학 및 측정･평가 분야 전문가 5인을 통해 내용 타당
도를 검토 받았으며, 이후 수정･보완되었다.

1) 연구학교는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로서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실시에 앞서 자유학기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학교이다. 총
80개 연구학교 중 2013년에 42개교(3개년 연구학교 운영), 2014년에 38개교(2개년 연구학교 운영)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2) 희망학교와 일반학교는 설문 조사 시점에 자유학기제 비운영학교라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은 희망학교는 자유학기제 운영
지정을 받아 대부분(726개교) 2014년 2학기에 운영 예정으로 곧 시행할 학교이며, 일반학교는 연구학교와 희망학교가 아닌
일반 중학교로서 자유학기제 운영 지정을 받지 않은 학교이다.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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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조사
수정･보완된 설문도구 문항에 대한 사전조사가 2014년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
되었다. 사전조사는 연구학교, 희망학교, 일반학교 각 1개교, 총 3개교를 대상으로 진행
되었으며, 교사 28명, 학생 31명, 학부모 31명이 최종 응답하였다. 사전조사 과정에서 발
견된 애매한 표현이나 어려운 문항 등을 다시 수정･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3) 표집
자유학기제의 운영 및 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 운영학교(2013, 2014)
와 비운영학교(희망학교, 일반학교)를 약 40개교씩 균등하게 표집하였다. 연구학교를 기
준으로 유사한 지역, 남･여 학교 비율, 학교 규모를 갖고 있는 희망학교, 일반학교를 임의
표집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 Ⅰ-1>과 같다.
설문 대상 중 교사는 각 학교당 20명씩,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교원을 우선으로, 교장･
교감 중 한 명이상을 포함시켜 선정하였다. 학생의 경우에는 연구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
를 경험한 학생을 학교당 20명씩, 희망･일반학교의 경우에는 1, 2학년 학생 각 10명씩 총
20명을 선정하였다. 학부모 역시 연구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의 학부모를
우선으로 15명씩, 희망･일반학교의 경우 1, 2학년 학생의 학부모 중 15명을 선정하였다.

<표 Ⅰ-1> 설문대상 표집 계획
설문 대상
연구학교
희망･일반
학교

표집학교 수(개교)
1차

42개교

2차

38개교

희망

40개교

일반

40개교

소 계(명)
총계(명)

교사(명)

학생(명)

학부모(명)

1,469

1,572

1,188

1,462

1,574

1,193

2,931

3,146

2,381

8,458

4) 본조사 실시 및 분석
설문 조사는 2014년 7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실시되었다. 설문 조사 결과 연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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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개교, 희망학교 39개교 일반학교 38개교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데이터 검토 작업
을 통해 연구학교 80개교(유효응답률 100%), 희망학교 35개교(유효응답률 87.5%), 일반
학교 36개교(유효응답률 90%)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그 결과 총 151개교에
서 응답한 교사 2,702명(유효응답률 92.18%), 학생 3,020명(95.99%), 학부모 2,203명
(유효응답률 92.52%)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회수된 설문지에 대한 코딩 및 분석은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리커르
트 5점 척도로 구성된 인식, 교육 활동, 지원 환경, 학교 운영 결과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
를 분석하기 위해 t 검증과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연구학교)와 비
운영학교(희망, 일반학교)의 차이와 함께 학교, 교사, 학생의 배경 변인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검정하였다. 요구 사항 문항은 빈도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다. 사례 연구
사례 연구를 위해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 중학교를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위 학교는 모두 2013년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했던 연구학교들로 서울, 경기･인천, 경상권
에서 각각 1개교씩 선정하였다. 인프라가 풍부한 서울지역,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읍･면
지역, 인프라가 서울보다는 부족하지만 읍･면지역보다는 인프라가 좋은 경기･인천지역의
시(市)에 위치한 학교로 기준을 설정하여 선정하였다. 세 학교 모두 교장과 교감 면담을
실시하였고, 교사는 부장교사와 일반교사를 모두 포함하여 3~4명을 면담했으며, 학부모
와 학생은 학교에서 3~4명을 추천받아 면담을 진행하였다. 대상별로 1~2시간의 면담이
이루어졌고,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으며, 그 결과는 전사하여 사례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Ⅰ-2> 사례 연구 진행
일시

학교

5/20, 28

학교 특성
소재지

학교규모

유형

○○중학교

경기･인천

중규모

공학

6/3

○○중학교

경상권

중규모

공학

7/10

○○중학교

서울

중규모

남중

면담 대상
∙ 교장
∙ 교감
∙ 교사 3~4명
∙ 학생 3~4명
∙ 학부모 3~4명

Ⅰ. 서 론

11

사례 연구의 목적은 2013년도에 시행했던 연구학교가 자유학기제의 준비-시행-추후
활동의 각 단계에서 어떠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 교육 활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
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는데 있었다. 또한 지역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체험처 등 인프라가
풍부한 서울 지역,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읍･면 지역, 인프라가 서울보다는 부족하지만
읍･면 지역보다는 좋은 경기･인천 지역의 시(市)에 위치한 학교들이 겪는 현실적인 애로
사항과 개선점을 종합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라. 집단집중면담(FGI)
자유학기제 희망학교와 일반학교 중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면담의
목적은 희망학교와 일반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 및 준비 상황을 파악하고 자유학기제에
대해 어느 정도나 이해하고 있으며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도움이 필
요한지 등을 파악하여 설문 결과 해석과 정책 방안에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사례 연구가
연구학교 중심이었다면 FGI는 희망학교와 일반학교 교원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10월
16일에 약 3시간가량 진행하였다. 면담대상자는 학교의 인프라 상황과 직위 등을 고려하
여 선정하였는데, 이는 지역 규모에 따라 학교의 어려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교원의 직위에 따라 자유학기제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표 Ⅰ-3> 집단집중면담 대상
소속

직위

지역규모

희망학교 A

교감

읍･면 지역

희망학교 B

담당부장

대도시

일반학교 C

교장

중소도시

일반학교 D

교사

대도시

일반학교 E

교사

중소도시

면담 내용
∙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와 태도
∙ 자유학기제 운영 및 준비 상황
∙ 자유학기제 운영 시 어려움과 지원 사항

마. 전문가 협의회 및 세미나
1) 전문가 협의회
연구의 진행을 위해 교육행정, 교육법, 교육과정, 교육평가 등 전문가와 지역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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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단체 담당자와 장학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의회를 총 5회 개최하였다. 설
문도구 개발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가 2차에 걸쳐 진행되었고,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체
험처 및 법적 지원 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가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 Ⅰ-4>와 같다.

2) 세미나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이라는 주제로, 자유학기제를 연구하는 4개 기관의
공동세미나가 9월에 개최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
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참여하여 본 연구의 중간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교육
부 및 시･도 교육청 관계자, 교사, 청소년 시설 관련 종사자 등의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Ⅰ-4> 전문가 협의회 및 세미나
일시

활동

4월 17일

전문가 협의회(1차)

∙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 및 분석틀 협의

주요 활동 내용

5월 16일

전문가 협의회(2차)

∙ 설문도구 협의
∙ 자유학기제 교육(체험)활동 지원 방안 협의

9월 5일

전문가 협의회(3차)

9월 25일

세미나

10월 8일

전문가 협의회(4차)

∙ 학교-지역사회 간 연계방안 협의

10월 17일

전문가 협의회(5차)

∙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 협의

∙ 자유학기제 4개 유관 기관 발표를 통한 정착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일정 및 연구 방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Ⅰ-5> 연구일정 및 방법
일정

절차

3월~
4월

중학교 자유학기제
관련 선행 연구

4월~
5월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 및 설문틀
구안

방법

내용

문헌연구

∙ 중학교 교육 실태에 대한 선행 연구
∙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한 선행 연구
∙ 정부별 정책 문헌 등의 수집 및 분석

전문가 협의회
(1차)

∙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 및 분석틀 협의

전문가 협의회
(2차)

∙ 설문도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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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절차

5월~
7월

자유학기제에 대한
구성원 인식 및
운영실태 파악

8월~
9월

자유학기제의
성공･저해
요인 및 요구 사항
파악

9월~
10월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도출

방법

내용

설문 조사
기획･실시

∙ 연구, 희망,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및 실태 파악

사례 연구
기획･실시

∙ 연구학교의 교원, 학생, 학부모 방문 면담 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분석

∙ 기술통계, 집단 간 차이 분석, 요구분석

사례 연구
결과 분석

∙ 인식, 교육 활동 운영, 학교 내･외 지원 환경의 실태 및
방안 도출

전문가 협의회
(3차)

∙ 인식, 교육 활동, 학교 내･외 지원환경 관련 지원 방안
협의

세미나

∙ 자유학기제 관련 4개 기관 발표를 통한 정착 방안 논의

전문가 협의회
(4차)

∙ 학교-지역사회 간 연계방안 협의

집단집중면담

∙ 희망, 일반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 및 준비 상황, 어려
움 면담 조사

전문가 협의회
(5차)

∙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 협의

콜로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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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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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정착 방안 탐색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
여 미래 역량과 중학교 교육의 의미와 방향을 탐색하고, 우리나라 중학교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중학교 교육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역대 정부의 중
점 교육 정책･사업을 분석하고,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종합･정리하여 자유
학기제 정책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1. 미래 역량과 중학교 교육
가. 미래 사회와 중학교 교육의 방향
1) 중학교 교육의 의미와 방향
중학교 기간(12세~15세)은 인간의 전생애 발달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
다. 이 시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인 청년기의 시작 단계로, 불안정과
불균형으로 인한 긴장과 혼란을 겪게 되는 과도기이면서 동시에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위한 도전과 기회의 시기가 된다(정옥분, 2000: 12-13). ‘제2의 탄생’, ‘질
풍노도의 시기(A Period of Storm and Stress)’라 불리는 이 시기 동안 아동은 생애 중
가장 큰 신체적 변화와 성적 성숙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Hall, 1904), 인지적 측면에서는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Stage)에 들어서면서 체계적, 과학적, 추상적 사고
능력이 발달됨에 따라 논리적 탐구와 학습이 가능해 진다(Inhelder & Piaget, 1958). 또
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덕성을 발달시키는 주요
시기이기도 하다(Laura, 20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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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의 불확실성 환경 속에서 청소년기의 혼란과 불안은 더욱 가
중되며, 그 속에서 다양한 발달 과업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에릭슨은
청년기에 안정적인 자아정체성의 확립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역할 혼란이 일어나 일탈
등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급격한 신체 변화와 성적 성숙으로 인한 자의
식 성장, 인지적 발달로 인한 자기 탐색 능력의 신장,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고민,
선택과 결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청년기의 자아정체성 확립은 주요한 정서적 발달 과업으
로서 어느 시기에서보다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서봉연, 1988; 정옥분, 2010:
430-431). 뿐만 아니라 청년기 특유의 자아중심성(Adolescent Egocentrism)이 강한 시
기로서, 이 시기에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키우는 일은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하다(현주 외, 2009: 33). 우리의 청소년 기간 동안 생활의 대부분
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학교의 교육과정 및 학교생활은 학생의 신체
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가 기초 역량을 개발하는 단계로서 의의를 가지고, 고등
학교가 대학 진학 및 직업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교육단계로서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뚜렷한 방향과 목적이 부각되지 않는다고 비판받는다(손민호, 2013:
107-108). 중학교 교육의 모호함에 대한 문제의식은 미국의 교육 개혁 역사 속에서도 잘
드러난다. 1970년대 이후부터 고등학교의 전 단계로서 성격이 짙었던 전기고등학교
(Junior High School) 대신 중학교 교육(Middle School)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
다. 이후 중학교 교육은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학교라는 개념 대신 유연한 시간표의
운영, 팀티칭, 학생 상담프로그램 확대 등 교육과정 상에서의 학생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
었다(양성관, 2006: 65-68). 그러나 “진흙탕 속의 중학교(Muddle in the Middle,
Bradley, 1998)”,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의 불모지(The Wasteland of Our Primary
and Secondary Landscape, Tucker & Codding, Bradley, 1998, 재인용)”, “교육의 입
양아(Education’s Stepchildren, Klingele & Siebers, 1980: 414)”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이 중학교 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어 왔다(Beane & Lipka, 2006).
더욱이 우리나라 학교 교육 현실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은 상대평가와 학
업 부담, 교과 중심 수업 운영, 엄격한 규율과 서열 관계 등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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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와 부담을 가져온다(엄선영･이강이, 2012; 유순화, 2008).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는 발달 단계 특성상 지적, 정서적, 신체적 변화가 큰 시기의 학생들에게 더 큰 변화
로 다가올 수 있어, 중학생의 학교 교육과정 적응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김대
현･김현주, 2003).
결국 중학교 교육은 입시와 학업 성적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의
교육적 특수성이 고려된 교육이 되어야 하며, 사회성 발달과 학력의 증진 두 목표를 어떻
게 조화롭게 이루어나갈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양성관, 2006: 71). 중학교 학생
의 발달 단계와 성장 과업에 부합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인지적 사고력을 확장하고 정
서적 정체성과 사회성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안정한 미래 사회에 대비한 역량을 기르고, 나아가 학생 개개인의 자아와 적성을 계발
하여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향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미래 역량과 교육의 변화
교육은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개인에게는 행복한 미래를 준비
하는 과정이며, 사회적으로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구성원을 기르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
한다. 오늘날 학교는 공교육이 실행되는 장으로, 학교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현재를 개
선하는 노력은 미래 사회 변화 전망에 그에 부합되는 인재 특성에 기반되어야 한다.
21세기 미래 사회 변화와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요한 사회 변화 추세
로 인구 구조의 변화, 과학 및 정보통신의 발달, 세계화와 개방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환
경 보전 등이 제시된다(박재윤 외, 2010; 이경상 외, 2012; 이혜영 외, 2007). 이러한 사
회적 변화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로운 인재상을 필요로 한다.
패러다임의 변화란 모든 학생의 동질성을 추구했던 산업 사회의 학교 모형에서 다양성,
분화를 특징으로 하는 탈산업화시대(Post Modern)의 학교 모형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
한다(이혜영, 2009: 105). OECD의 교육연구혁신센터(CERI)는 1997년부터 교육의 혁신
적 변화 방향을 탐색하고 미래지향적 사고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미래를 위한 학교 교육
(Schooling for Tomorrow)’ 연구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3). 이 연구에서 제시한 ‘미래 학

3) http://www.oecd.org/edu/ceri/schoolingfortomorrow-finalinternationalconferenc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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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교육 모형(OECD Schooling Scenario)’에 따르면, 학교는 현재 학교 모형이 유지되는
형태(State Quo), 학교가 재구조화되어 새롭게 강화되는 형태(Re-schooling), 탈학교 형
태(De-schooling)의 구분에 따라 6가지의 모습으로 예측된다(OECD, 2001: 78-97). 각
시나리오는 미래 학교 교육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교육전문가들은 실행가
능성 측면에서 관료주의가 견고해지거나 시장모델이 확장하는 모습으로 현재 학교 모형
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바람직한 미래의 학교 교육 방향으로 재구
조화를 통해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류방란, 2004). 이
혜영 외(2007)에서는 한국 초･중등교육 시나리오를 예측하였는데, 미래 사회의 변화 추세
에 비추어 볼 때 교육서비스의 다양화와 교육 체제의 유연화가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교육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한편, 21세기 지식기반사회, 글로벌 경쟁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지적 능
력 중심 교육에서 탈피하여 창의성, 인성,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등 미래 사회가 필요
로 하는 종합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류성창, 2012: 3). OECD는 미
래 사회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핵심 역량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후 핵심 역량은 미래 사회의 인재상에 대한 논의의 주요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
OECD의 DeSeCo 프로젝트(1997-2003)에서 정의된 역량(Competencies)은 단순한 지식
과 기술을 뛰어넘어, 맥락 속에서 주어지는 복잡한 요구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도구의 상호적 사용, 이질적인 집단과의 상호적 활동, 자율적인 활동의 3가지의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OECD, 2005: 4-5). 이러한 역량은 개인의 성공적인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학교 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지은림･주언희, 2012).
DeSeCo 프로젝트 이후 세계 많은 국가에서 핵심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 개선이나 핵심
역량을 지향하는 교육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캐나다,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국가 및 주 수준의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핵심 역량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과정 및 교육 개선이 이루어지
고 있다(이근호 외, 2012; Trilling & Fade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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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OECD에서 제시한 핵심 역량
역량 범주
도구의 상호적 사용
(Using Tools Interactively)
이질적인 집단과의 상호적 활동
(Interacting in Heterogeneous Groups)
자율적인 활동
(Acting Autonomously)

필요 역량
∙ 언어, 상징, 텍스트의 상호적 사용
∙ 지식과 정보의 상호적 사용
∙ 테크놀로지의 상호적 사용
∙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기
∙ 협력과 팀 활동
∙ 갈등의 관리와 해결
∙ 폭넓은 시각에서 활동
∙ 삶의 계획과 개인과제의 수립과 실행
∙ 권리, 이익, 한계 및 필요의 규명과 주장

출처: OECD(2005: 10-14).

최상덕 외(2013a: 165-166)에서는 21세기 핵심 역량으로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자기주도성, 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ICT활용능력, 협업･대인관
계능력, 글로벌 시민의식, 인생 및 진로개척능력,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인성 함양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핵심 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역량중심 교육과정 편성,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다양한 체험 및 참
여 기회 보장, 교육방법 측면에서 체험 학습･프로젝트수업･토론수업･협동학습 활성화, 역
량 관련 연구 및 연수 제공, 교육평가 측면에서는 전인적 평가 확대, 역량 평가 방법의 개
발 및 적용 등이 주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정규학습과 비정규학습의 연계를 강화
함으로써 학습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결국 창의성, 사고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인성 등 핵심 역량이 추구하는 방향
은 종전의 전통적 교과 중심의 지식 전달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지식을 바탕으로
한 실천 능력을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을 위해서는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자율적 수업 설
계 등이 필요하다(이근호 외, 2013: 135-137). 학교와 교실 단위의 자율적이고 유연한 교
육과정의 운영과 삶의 실제에 맞닿아 있는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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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행복과 교육의 방향
최근 전 세계적으로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잘 사는 삶(Well-being)에 대한 관심 증
대와 맥을 같이 하여 행복교육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행복교육 정책기조에 따라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
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그 대표적 정책으로, 행복한 중학교 학교생활
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찾는 교육을 지향한다.
행복교육이란 “행복에 대한 교육과 행복하게 하는 교육을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교육”을 의미한다(김미숙 외, 2013: 117). 즉, ‘행복한 삶, 잘 삶’이란 인간답게 사는 것과
자신의 타고난 잠재력을 실현하면서 사는 것 이라고 볼 때, 행복교육은 ‘학생들이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고 이를 영위하기 위한 능력, 가치관,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혜영 외, 2013: 25-26).
학생의 행복한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변화를 통해 학교생활에 있어 학
생들의 행복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교육의 목적이 기존의 ‘성과와 성공’에서 ‘행
복, 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최관경, 2007: 201). Seligman(2011)은 지속적인 행복을
위한 요소로는 긍정적 정서, 참여(몰입), 관계, 의미, 성취의 5가지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Seligman의 행복의 요소를 학교 교육에 적용시킴으로써 김가영(2013: 116)은 행
복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행복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기술을 익혀 적극적으로 자신
의 장점을 찾고 이를 활용하여 열정적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고, 자신의 잠재
능력을 계발하며,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긍정적인 인성을 계발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고 보았다.
학교 교육 속에서 학생의 행복교육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는데,
먼저 정서적･감정적 요소들로 Ainley(1995)는 학교생활 만족감, 고립감, 교사와의 관계,
성취에 대한 지각, 학생의 교육과정에 대한 흥미와 만족, 정체성, 자긍심, 자부심 등을 꼽
았다. 박삼철(2007)은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 학교생활의 불안정성, 학생들
이 인식하는 선생님의 돌봄 정도, 학생들의 교사 수업지도 만족도, 친근한 교우관계, 학교
에서의 학업 및 일반 성취,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 등을, 송경오(2011)는 자아긍정성,
수업의 즐거움, 긍정적 관계 형성 등을 주요한 요소들로 논의하였다. 한편, 이혜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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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의 연구에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의 조건을 제시하였는
데,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교육과정,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 확대, 평가체제 혁
신, 교사 전문성 및 근무환경 개선,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 및 환경 조성, 교육 활동 및 학
생 중심의 교육공동체 구성 등을 들었다.
이와 같이 학생의 행복교육이란 학교 교육의 특정 측면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
으며, 중학교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원, 학교환경 및 학교 운영체제의 전반적 변화를
통해 학생의 학습 및 교육과정 인식, 성취와 만족도, 자아개념 및 관계 형성 등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복교육으로의 학교 개선의 추진 과정은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포괄적
이고 총체적 학교개혁(Comprehensive School Reform) 접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중학교 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현행 중학
교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 수행을 통한 개선 방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선행 연구들 중에서 전국 단위의 초･중등교육 현황 및 실태 조
사･분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중학교 관련 데이터를 탐색, 수집하고 우리나라 중학교
의 실태 및 문제점을 정리, 분석하였다4).

1) 대입 준비에 초점이 맞추어진 교과 교육 활동
김정원 외(2002)는 2000년과 2001년 두 해에 걸쳐 진행된 48개 학교의 학교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교과 교육 활동, 교
과 외 교육 활동, 교육 지원 활동의 세 영역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중 중학교의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으로 입시위주 교육 활동 운영을 지적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들은 수업에 관하여 두 가지 목표를 상정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교육과정 상에 나타나는 교과의 본질적 목표이며 다른 하나는 입학시험 성적
의 향상으로, 교사들은 명목상 교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실제 수업 운영 시에는 입시
4) 종단연구 데이터를 활용한 학교 교육 실태 연구(남궁지영 외, 2012; 임현정 외, 2010), 학교 교육에 대한 구성원 인식 조사
연구(조석희 외, 2006; 이혜영 외, 2012, 2013), 학교평가 결과 등 문헌 분석 연구(김정원 외, 2002; 정미경 외, 2013) 등
연구의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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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를 목표에 두고 수업을 운영한다는 것이다(김정원 외, 2002: 104). 즉 교육과정 상의
목표와 교육 현장에서 구현되는 실제 교육목표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수업 현장
에서 실질적 교육의 목표는 결국 수업의 내용, 수업의 방법과 평가,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
계와 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입시가 목표가 되는 수업 현장에서는 교과서 중
심 교육과정 운영, 교사 전달 중심 교수･학습 운영, 서열화 평가 등 수업의 전 과정이 평
가와 점수에 좌우되는 문제점을 초래한다.

2) 획일화,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 방법
우리나라 중학교에서 수업은 중간･기말고사에 맞춘 진도 나가기, 문제풀이 등 서열화
평가에 맞추어진 수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서열화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수업은 교사의 수업 관찰을 통한 다양한 학생 평가가 수업으로 연결되는 것을 어렵게 한
다(김정원 외, 2002: 107-111).
교사들이 활용하는 수업 방법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과서 중심의 개념 설명을 매
일 또는 종종 사용한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협동학습, 토론탐구, 개별지
도 등은 보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현장학습 및 체험 학습을 하는가를 묻는
문항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석
희 외, 2006: 125-126). 중학교 조사 자료를 추이 분석한 종단연구 분석 결과에서도 우리
나라 중학교의 수업은 학습자 중심의 수업 방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교사 중심의 수업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현정 외, 2010: 230).
학생의 학교부적응을 진단한 이혜영 외(2012: 62-63)의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에게 학
교의 수업 방법의 다양성 및 적절성, 평가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수업 시간에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한다(3.1점/5점 만
점)’의 문항을 제외하고, 수업 참여의 기회, 강의 이외의 다양한 방법 활용, 학생 개별 능
력에 맞는 수업, 다양한 평가 방법의 활용, 시험 횟수의 적정성, 시험 준비 위주의 수업운
영 등의 질문에 모두 3점 이하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4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3) 수요와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 교과 외 교육 활동
중학교 교육은 교과 교육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교과 외 교육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 방과 후 활동, 선택과목,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을 고려하고 학생 주도적인 활동을 지향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명목상 편성되어 있으나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이유로는 학교 재정의 부족,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학생 통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특기･적성 교육, 동아리 활동
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렵고,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 등은 담당 교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문적 지도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었다(김정원 외, 2002: 112-130).
조석희 외(2006: 119)의 연구 결과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교과재량활동에서는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과목이 개설되며, 학교 선택 과목은 컴퓨터와 한문 교과가 대부분
이었다. 창의적 재량활동의 운영을 살펴보면 학교당 평균 5.5개로 전혀 운영하지 않는 학
교에서부터 13개를 운영하는 학교까지 편차가 컸다. 이처럼 학교 재량으로 개설할 수 있
는 교과목을 개설할 경우 주로 교사 수급과 교사 의견에 따르며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조사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혜영 외(2012: 59-60)의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의 교육 내용 필요성, 적합성, 다양성,
선택가능성, 실용성 등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나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과목이 있다(3.56점/5점 만점)’에 대해서만 다소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을 뿐, 그 외 문항에
서 3점미만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다
(1.97점/5점 만점)’는 질문에는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으며, 그 밖에도 다양한 교과 외 프
로그램이 제공되는지, 교육 내용이 장래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는지, 소질 및 특기 계발에
도움이 되는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모두 중학생의 반응은 2.8점
이하로 긍정적이지 않았다. 특히 학생들은 학습･성적에 대해,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학교 교육의 내용이 학생들의 개별적 흥미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하
게 제공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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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낮은 교과 흥미도와 학습 동기
학습 및 심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중학생의 학습 흥미도 및 학습 태도는 전반적으로 낮
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특히 국내 초･중･고등학교의 실태를 학교급별로 비교한 결과에서
중학교는 다른 학교급에 비해 교과 흥미도, 학습 동기 모두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단연구로 실시되는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의 1~3주기 종합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모두 국어 및 수학 교과 흥미도가 3점대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중학생들의 국어 및 수학 흥미도는 2.98~3.05점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남궁지영 외, 2012: 57-58).
이러한 결과는 학습 동기 측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중학교 학생들의 내재적･외재
적 학습 동기는 전반적으로 3점 이하로 낮은 수준이며, 2004년, 2007년, 2010년 사이에
학습 동기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재적 학습 동기
를 학교급 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 중
에서도 2010년 조사 결과에서 중학교의 학습 동기 수준이 평균 2.51점으로 가장 낮게 나
타나, 중학교 학생들의 내재적 학습 동기에 관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남
궁지영 외, 2012: 54). 학습에 대한 직접적 흥미나 동기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아개념과
관련된 실태 조사에서도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자기만족도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
지는 경향을 보이며(교육과학기술부, 2012.9.4.), 그 밖에 중학생의 학습 태도(끈기), 수
업태도 등도 보통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임현정 외, 2010: 112-123).
우리나라 중학생의 학습 동기와 흥미 문제는 국제 비교를 통해 보다 잘 드러난다.
PISA(2012)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학 학습 동기, 수학에 대한 자신감 및 인식 점수는
OECD 평균보다 낮았으며, 특히 여학생의 수학에 대한 동기와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OECD, 2013; 송미영 외, 2013). 또한, TIMSS 2011의 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수학,
과학 흥미도는 국제 평균(‘좋아함’의 응답이 수학 26%, 과학 35%)에 비해 1/3 수준(‘좋아
함’의 응답이 수학 8%, 과학 11%)에 불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수진 외, 2013).
국제 비교에서 상위권에 위치하는 학업성취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학습 동기와 학
습 흥미도는 입시 중심의 성과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학교 교육의 의미와 즐거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중학생들은 응답자의 과
반수(50.2%)가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며, 67.7%의 학생들이 공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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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이혜영 외, 2013). 우리나라 중학생들
의 대다수가 학교 교육의 의미를 배우는 즐거움과 같은 내적 동기보다는 시험 성적이라는
외적 성과에서 찾고 있음을 의미한다.

5) 낮은 행복지수와 핵심 역량 수준
자유학기제는 학생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스스로의 꿈과 끼를 찾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로 길러내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지향하고
있다. 즉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교육,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 배양의 두 가지는
자유학기제와 중학교 교육의 중요한 방향이므로, 이와 관련된 지표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2011년 OECD 회원국 간의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결과에 따르면, OECD 평균은
100점이며 한국은 66점으로 다른 회원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OECD,
2011). 지난 3년간의 행복지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64.3점(2010년)→ 65.1점(2011년)→
65.9(2012년)점으로 미미하게 증가하였으나 거의 60점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2).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의 수준 역시 중학교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김기헌 외(2010)의 연구에서는 핵심 역량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비
교 조사인 PISA(2006)와 ICCS(2009)의 자료를 활용하여 OECD에서 정의한 핵심 역량의
세 가지 영역, 즉 지적 도구 활용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자율적 행동 영역에 대한
청소년 핵심 역량을 국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지적 도구 활용 영
역에서는 비교 대상 국가들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상호작용
지표에 있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비교대상 36개국 중 35위, OECD 국가 22개국 중에
서는 22위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율적 행동역량 영역에서는 우
리나라 청소년들은 28개 비교대상국 중 16위를 차지했다(김기헌 외, 2010: 92, 96). 결국
한국의 청소년들은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 중 지적 부분을 제외한 영역들에서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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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여건
중학교 교육여건을 학교, 교원, 학생 현황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3년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 수는 총 3,173개이며 학급 수는 56,843개, 교원 수는 112,690명, 전체 학생 수는
1,804,189명이다. 전체 학교 중 사립학교는 20.3%를 차지하며 남녀공학 학교의 비율은
75.8%이고, 여교원의 비율은 67.5%, 여학생 비율은 32.3%에 이른다(교육부･한국교육개
발원, 2013a). 중학교의 학생 수는 사회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속적으로 감
소되고 있으나, 학급 수 및 학교 수는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학급 수 및
학교 수 증감은 지역에 따라 편차를 보이는데 읍･면 지역과 도서벽지 지역에서는 감소하
고 도시 지역에서는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중학교 교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980
년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기간제 교원의 수도 급증하여 중학교 전체 교원 중
14.3%를 차지하고 있다. 중학교 여교사 비율, 교사의 평균연령, 석사 이상의 교사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3a).
교사들의 업무 여건과 관련하여 주당수업 시수, 수업 외 업무시간 등 교수･학습 여건은
그다지 좋다고 볼 수 없다. 교사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17시간 이상의 수업과 10시간 이상
의 수업 외 업무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습을 실시하는데 가장 큰 장
애 요인으로는 학생들의 의욕 저조(21.3%), 행정업무 부담(21.0%), 학급 내 학생들의 능
력 수준 차이(20.7%)의 순으로 응답하였다(조석희 외, 2006).
학교의 교육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31.7명, 교원 1인
당 학생 수는 16.0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국제 비교에 따르면 여전히
OECD 평균(23.3명, 13.3명)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3b)
학생 한 명당 교수･학습과 관련된 공간 면적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 중
학교의 물리적인 여건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임현정 외, 2010).
전반적으로 중학교 교육에서 투입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교육여건 요인들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다만 아직까지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은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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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학교 교육 개선을 위한 시사점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의 개선을 통해 학생의 행복교육과 미래사회 역량 배양을 추
구한다. 여기에서는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행복교육과 미래 역량 교육의 방향을 탐색하
고 우리나라 중학교의 교육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
인 공교육 개선, 즉 중학교 교육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중학교 교육은 생애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로서 해당 학령기 학생들의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 특성을 반영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적 성취를 이루는 교육
이 되어야 한다. 또한 미래 교육의 방향은 미래 사회 인재로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산업 사회의 획일화되고 경직된 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다양성을 가
진 학교 교육의 모습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하여야 한다. 나아가 입시 위주의 성취를 목적
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교육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총체적 학교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선행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 본 우리나라 중학교의 교육의 실제는 추구하는
방향과는 다른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중학교의 교육여건은 점진적으
로 개선되고 있는 상태이나, 교육이 실현되는 과정인 교육 활동에 있어서는 교과, 교과 외
활동과 학습･심리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드러냈다. 중학교 교육 활동은 입시와
시험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교과서 중심의 교사 전달 수업, 서열화 평가를 위한 수업,
학생의 흥미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
은 학습 흥미와 동기가 저하되고, 학교 교육의 의미를 배움의 즐거움이 아닌 시험 성적에
서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험 위주의 교육 활동으로 인하여 성취도 수준은 높으
나 학생의 행복지수는 낮고 미래 사회를 대비한 역량 개발도 인지적 영역을 제외하고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중학교 교육은 입시 위주의 경직
된 교육 활동으로 인하여 행복과도 연계되지 못하고 미래 사회를 대비한 역량 개발도 충
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중학교 교육이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행복한 교육을 지향하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중학교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
교 교육의 목표를 성과가 아닌 행복의 가치에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점인 입시 성과 중심의 교육목적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행복한 현재와 미래를 추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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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시에 치중하지 않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평가 제도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래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인재상을 반영하고 중학교 학
생의 발달 단계와 특성을 고려하여 중학교 교육의 방향을 재탐색할 필요가 있다. 급격하
고 불안정한 사회 환경에 적응하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보다 분
명한 인재상과 교육적 지향점이 확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적성과 진로 탐색의 교육 활동 기회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겠다. 셋째, 중학교의
수업은 교수자 중심의 지식 전달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참여･활동형 교육으로 변화되어
야 한다. 넷째, 학생의 흥미와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교육과정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습 동기와 흥미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생활과 동떨어지
지 않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이상의 개선 방향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제
도와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핵심 역량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와 연구 지원, 참여･활동
형 수업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의 개선, 학생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과 지원 등 미래를 위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학
교 교육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역대 정부의 중점 교육 정책 및 사업에 비춰본 자유학기제 특징
박근혜 정부에서 자유학기제를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이전의
많은 정부에서도 핵심 정책과 사업을 내걸고 추진하였다. 기존에 추진되었던 초･중등 교
육 정책들이 어떠한 것이 있었고, 정책의 대상과 목표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자
유학기제의 특징을 밝히는 데에도 필요한 작업이다. 이에 정부별 핵심 교육 정책 및 사업
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특히 5.31교육 개혁안 이후 교육 정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왔
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의 자유학기제까지 그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각 정부별 핵심 정책 및 사업의 선정은 주요 교육 개혁과 정책을 검토한 선행 연구를 토대
로 초･중등 관련 교육 정책에 국한하여 각 5개씩의 정책 및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정책의
대상 학교급, 정책 목표, 교육 활동 관련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김영삼 정부는 ‘도덕성과 전문성의 조화를 통한 새로운 한국인상 구현’이라는 비
전을 제시하며 5.31 교육 개혁안을 추진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열린교육’ 정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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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인성과 창의성 함양이라는 목표 하에 교실 문호를 개방하고 수업의 혁신을 시도
하였다. 학교급은 초･중･고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초등학교에서 보다 활발히 진행되
었다. 학교생활기록부제는 학습자의 개성 존중이라는 목표를 두고 학생 생활과 교육 활동
내용을 기록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며, 수학능력시험은 고교교육정상화를 위해 기존의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새로운 대입 전형을 만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중심책
임운영제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 측면과 민주화 측면에서 단위학교책임경영제와 맞물려
제도화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이라는 비전하에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한
5.31 교육 개혁의 흐름을 계승･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이종태, 1998).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걸 맞춰 ICT 활용 교육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정보화를 목
표로 수업 측면에서 초･중･고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러나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화
기기 보급의 하드웨어적 측면으로 진행되어, 애초의 교실 현장에서 정보화 기기를 활용한
수업 변화라는 목표 달성엔 못 미쳤다. 학습자중심의 수업 변화를 위한 수준별 이동수업
과 평가 방식의 개선을 위한 수행평가 도입은 수업과 평가의 단면적 부분과 관련되어 있
다. 특히, 수준별 이동수업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존의 획일화된
수업 방식에 대한 불만과 학생들 간의 능력과 수준, 흥미를 고려할 필요성이 큰 것이 추진
배경이었다(신인철 외, 2013).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은 기회 균등 측면에서 중학교 학교
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학교 체제 다양화는 자율학교, 자립형사립학교 시범 운영 등
다양한 학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고등학교의 체제 개편 작업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전 국민의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 개혁과 지식 문화 강국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였다. 방과후학교 정책은 사교육비 경감이
라는 목표 하에 초･중･고 전체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교육격
차 해소와 복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교원평가제도는 하드
웨어 측면이 강한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정보공개와 투명화 차원에서, 교원평가제도
는 교사의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실시되었다. 한편, 전문 상담 교사제는 학생들의 상담망
구축을 위해 학교에 전문 상담 교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이들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진로지도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인재대국 실현이라는 기치 하에 자율화와 경쟁과 효율성 측면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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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며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많은 교육 정책을 시도하였다.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통해 고등학교에서의 다양한 자율형 고등학교 운영이라는 목표에 맞춰 자율형 사립고등
학교의 일반화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운영을 확대하여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시도하였다. 고등학교의 학교 유형 다양화 측면에서 중등 직업교육 활성화도 실시되었는
데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의 개편, 특성화고는 취업률 제고 등을 통
해 우수 현장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입학사정관제는 초･중등 교육의 다양화를
대학 입학 정책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학생의 잠재력 위주 선발이라는 목표 하에 다양
한 학생 선발과 고교-대학 연계의 강화를 시도하였다. 교과교실제는 교실의 물리적 환경
을 변화시켜 수업 방식의 변화를 달성하고자 하였는데 학교의 물리적 시설은 좋아졌으나
탄력적 교육과정의 운영과 수업 방식의 변화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 사교육비 절
감을 위해서 EBS와 수능과의 연계,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등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교육격차 해소 부분과도 맞물려 있는데 단기간에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급속한 추
진과 조기 성과를 요구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학교폭력예방대책은 학생들의 학교 폭력과
그로 인한 자살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위기학생관리(Wee 프로젝트)와 함께 학생
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추진되었다(김정원 외, 2012).
지금까지 기술한 역대 정부별 초･중등 교육 중점 정책 및 사업을 대상 학교급, 목표,
교육 활동 영역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Ⅱ-2>와 같다.
<표 Ⅱ-2> 역대 정부별 초･중등 교육 중점 정책 및 사업
정부

김영삼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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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정책

대상
(학교급)

목표

교육 활동
영역

열린교육

초･중･고

학습자 인성 창의성 함양

수업

학교생활기록부제

초･중･고

학습자의 개성 존중

평가

학교운영위원회

초･중･고

학교 운영 자율성

학교 운영

수능 도입

고

고교교육 정상화

평가

학교장 중심 책임 운영제

초･중･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

학교 운영

중학교 의무교육

중

기회 균등

재정

학교 체제 다양화

고

다양한 교육 제공

학교체제

정보화교육ICT활용

초･중･고

지식정보화 인재 양성

수업

수행평가

초･중･고

고급 사고력 함양

평가

수준별이동수업

중･고

학습자 중심수업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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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중점 정책

대상
(학교급)

목표

교육 활동
영역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초･중･고

정보 공개 투명화

평가

방과후학교

초･중･고

사교육비 경감

수업

전문상담교사제(상담망구축)

초･중･고

청소년 문제 해결

생활지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초･중･고

교육 격차 해소

학교 운영

교원평가제도

초･중･고

교원 전문성

평가

고교다양화 300

고

고교 다양성

학교체제

입학사정관제

고

학생 잠재력 위주 선발

평가

EBS와 수능연계통한 사교육비절감

중･고

사교육 절감

평가

학교폭력예방대책

초･중･고

안전한 학교생활

생활지도

교과교실제

중･고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수업,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중학교

학생 행복

교육과정,
수업, 평가

출처: 김정원 외(2012)와 최상덕 외(2012: 265-269)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함.

이상의 각 정부별 중점 교육 정책과 사업에 대한 고찰을 통해 도출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대상 학교급과 관련하여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입시제도와 관련된
것은 많으나, 중학교 학교급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없다. 굳이 중학교 대상 정책을 찾자
면 김대중 정부에서 실시한 중학교 의무교육 정책이 있으나, 이는 교육 기회균등에 목표
를 두고 실시한 것으로서 중학교의 교육 활동 변화와는 거리가 있다. 기존의 중등교육을
대상으로 시행한 정책은 중학교도 포함되나 중학교는 고등학교 교육 변화에 비해 주목을
덜 받은 것이 사실이다. 반면, 고등학교급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상당히 많은데 고교 체제
개편과 관련된 김대중 정부의 학교 체제 다양화,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평가 체
제 개선과 관련된 수능 도입, 입학사정관제가 있다. 이외에도 매 정부마다 내신 중심 대입
제도 개선 등 대학전형 개선과 관련된 정책은 빈번히 시행되어, 교육 정책이 고등학교 중
심으로 많이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학생 행복 등 학생의 정서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목적으로 한 정책은 드물
다. 상당수 정책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강하였고 학생의 행복이나 진로 교육 등을 명시
적으로 내건 정책은 별로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실시한 전문상담교사제나 이명박 정부에
서 마련한 학교폭력예방대책 등이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과 폭력 문제 극복을 통해 학생들
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정책의 하나이나, 전문상담교사제 역시 상담 교사를 확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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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측면으로 흘렀다. 하드웨어 측면의 변화를 강조한 정책은 많은데 김영삼 정부에서
실시한 학교생활기록부제와 학교운영위원회, 노무현 정부에서 운영한 교육행정정보시스
템 교원평가제도 등이 그 예이다. 심지어 소프트웨어적인 교육 활동의 변화를 목표로 한
정책도 이후 시설이나 제도 개선 측면으로 흐른 경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ICT 활용 정보
화 교육과 교과교실제가 그러한 특징을 나타내었다. ICT 활용 교육은 정보화 시대에 걸맞
게 교수･학습 측면에서 컴퓨터 등 정보화 기기를 사용하여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목적
으로 하였지만 결국 교실의 기자재 선진화에 머물고 교수･학습 개선에는 못 미쳤다. 교과
교실제 역시 교실의 수업 환경을 통해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과 교실 수업 개선을 시도하
였지만 전국의 학교 시설은 좋아졌으나 교수･학습 개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미흡했
고, 시설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결과를 낳았다. 열린 교육도 수업 개선을 목표로 하였
지만 교실 문과 벽을 없애는 등의 시설 환경 개선으로 잘못 오해되고 시행된 면도 있다.
셋째, 지필 시험의 폐해가 문제라고 하면서도 시험 폐지를 시도한 정책은 없었으며, 교
육과정의 자율성과 수업 및 평가의 개선을 통합적으로 아우른 정책은 많지 않다. 김영삼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한 열린교육 정책은 다분히 수업 개선을 시도한 정책이었을 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과 평가의 전면적 변화를 함께 포괄한 정책이 되지는 못했
다.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한 창의경영학교 운영은 창의･인성 교육 기본 방안과 맞닿아 있
어 창의적 체험 활동 도입 등의 교육과정 변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포괄하고 있지
만, 정부가 강조한 사교육 절감이나 학력 향상 중점 등으로 조급한 성과 위주의 목표가
설정되어 운영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실시한 수준별 이동수업은 수업
측면에, 수행평가는 평가 측면에 국한되어 진행되었다. 또한 수능 도입이나 입학사정관제
는 교육 활동 영역 중 평가 부분의 변화를 추진하였으나, 대학 입시의 전형을 바꾸었을
뿐 교육과정의 변화나 수업 개선에 초점을 두지는 않았다. 자유학기제는 대학 입시 제도
를 정점으로 한 지필 시험 위주 교육 체질 변화(곽병선, 2013: 8)를 위해, 비록 중학교의
한 학기이지만 중간･기말 고사를 폐지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기존의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교육 정책은 중등학교급을 대상으로 한 정책
이 많았으나 중학교는 고등학교에 비해 잊혀진 존재(Dinham & Rowe, 2008)나 사각지대
로 불릴 정도로 관심을 갖지 못했다. 기존 정책들은 다분히 학생의 행복과 같은 정서적인
목표보다는, 하드웨어적인 목표를 설정하거나 교육 활동 영역 중 평가 등 일부 영역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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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된 정책 과제를 설정하였다.
이에 비해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을 핵심 대상으로 하여 중학교 학교급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있으며, 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 스스로 꿈과 끼를 찾는 것이 어
떠한 시설이나 환경의 물리적인 개선보다 핵심적인 목표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점수와 순위 위주
의 시험이라는 판단 하에 ‘시험에 발목 잡히기’(Test-lock)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중간･기
말 고사의 고부담 시험을 폐지하고 학생의 희망과 선택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학생 참여형･활동형 수업 운영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이 있
는 자유학기제는 학교 현장에 전면적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기폭제(곽병선, 2013: 5)로
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3. 자유학기제 관련 선행 연구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들은 정책 초기이니만큼 많지는 않다. 지금까지 발표된 자유학기
제 관련 연구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및 사례 조사 연구(최상덕
외, 2014; 최상덕 외, 2013b; 홍후조 외, 2013)이다. 최상덕 외(2014)의 연구는 2013년
연구학교 전체를 면담 조사 등의 질적 연구를 통해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자유
학기제 실시 후 변화된 점과 문제점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면담 조사 중심의 연
구이기 때문에 전체의 실태를 양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제한점은 있다. 최상덕 외(2013b)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교육전문가, 교사, 교장, 학부모
단체, 중학생 총 32명에 대한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별도로 중학생
31명을 대상으로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자유학기제는 직업 체험 중심의 진로･
직업 교육인 협의의 진로 교육보다는 인성, 사회성, 사고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을 함
양하는 광의의 진로 교육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자유학기제 논의
초기에 자유학기제의 방향을 잡는데 기여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대단위 설문 조사가 아닌
포커스그룹에 대한 설문 조사와 면담을 근거로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홍후조 외(2013)의 연구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연구자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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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묻는 설문 조사를 수행한 결과, 자유학기제 도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이었으나
실시 준비와 여건이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인프라 부족
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자유학기제의 단계적･점진적 시행을 위한 종합 계획이 마
련되어야 함을 밝혔다.
둘째, 자유학기제를 대비한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진로 교육 등의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김은정, 2013; 이지연, 2013c; 정광순, 2013; 지은림 외, 2014; 황규호 외, 2013)이
다. 정광순(2013)은 자유학기제를 대비하여 역량 중심의 교과 통합 수업 설계 방안을 제
시하였다. PISA에서 강조한 역량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출한 핵심 역량(이광우
외, 2009)를 바탕으로 자유학기제에서의 수업의 형태와 방법을 바꿔야 함을 주장하였다.
대안으로서 성취 기준 중심의 교과서 축약형 수업과 교과와 역량 통합 수업을 제시하였
다. 김은정(2013)은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교과, 특히 기술･가정 과목에서 진로 교육을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정교과와 진로 교육’을 검색한 총 240편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가정 교과 영역에서 진로와 관련한 연구가 부족하였고 핵심 성취
기준과 함께 교과 통합 진로 교육의 모형 제시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지연(2013c)도
교과 통합 진로 교육을 중심으로 자유학기제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진로 교육 관
점에 치우쳐 자유학기제를 제시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정광순(2013)과 이지연(2013c)의
연구는 교과 통합적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김은정(2013)은 특정 교과 입장에서 자유
학기제에 대비한 교과와 수업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황규호 외(2013)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중심으로, 지은림 외(2014)는 평가 운영을 중심으로 연구학교의 실태
를 분석하고 관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김기헌,
2013; 김진숙, 2013; 김현철, 2013b; 박삼철, 2013; 이기봉, 2013; 이지연, 2013b)이다.
김진숙(2013), 김현철(2013b), 이기봉(2013)은 아일랜드 전환학년제(TY)를 중심으로 하
여 자유학기제를 비교하였다. 김진숙(2013)은 전환학년제와 자유학기제의 공통점으로 진
로 교육의 강화, 시험부담의 최소화 등을 밝히고 있다. 김현철(2013b)과 이기봉(2013)은
전환학년제의 성공 요인으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학교 전체의 참여, 코디네이터의 중
요성,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제시하여 자유학기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
측하고 성공 사례를 통한 인식의 변화 등 시사점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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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철(2013)은 호주의 연방 정부 수준에서 전학교적 접근(Whole School Approach)
으로 개발하는 연구 프로젝트인 IBPP(Innovation and Best Practice Project)를 중심으
로 자유학기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 수업 운영 상황의
변화 고려, 학교의 협력 수업 교사팀 구성, 학교 간 협력 체제 구축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
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최한 제2회 진로 교육 국제 포럼(2013b)에서는 아일
랜드, 영국, 덴마크의 사례 발표를 통해 자유학기제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였다(한국직
업능력개발원, 2013b). 이 포럼에서 이지연(2013b)은 국제적 사례와의 비교 분석 내용을
제시하며 자유학기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외국 사례와 비교한 연구들은 주로 아일
랜드의 전환학년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외에 영국, 덴마크, 호주 등의 사례와
비교하며 자유학기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려 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등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연구학교가 운
영된 지 한 학기 밖에 안 된 시기적 한계와 더불어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면밀한 탐구에
대한 관심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최상덕 외(2014)를 제외한 두 편의 자유학기제
관련 인식 조사 연구는 연구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운영되기 전에 실시된 것이고, 다른
개선 방안 연구도 포괄적인 학교의 교육 활동 실태와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한 것이 아닌
일부 영역 중심의 방안을 도출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교육부의 시범 운
영 계획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의 목표를 진로 교육 관점
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연구가 많고, 교수･학습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기술하는 연구는
적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배경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자유학기제 정책의 단면이 아닌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과 교육 활동 운영 실태, 지원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제
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Ⅱ.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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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개념적으로 분석을 시도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자유학기제 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제시된 정책
의 목표와 이에 내재되어 있는 이념적 가치를 분석한다. 또한 자유학기제 정책의 목표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운영 원리를 도출함으로써 자유학기제 정책 운영 모형
을 수립해보고자 한다.

1. 자유학기제 정책의 등장 배경
자유학기제 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해당 정책이 어떠한 배경 하에서 등장하
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책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떠한 맥락
하에서 정책이 수립되었는지에 따라 정책이 의도하는 바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
다. 자유학기제 정책의 추동 요인은 정치적, 사회적, 교육적 요구와 환경 분석을 통해 발
견할 수 있다.

가. 과도한 경쟁과 입시교육 대안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자유학기제 정책은 종래의 과도한 입시 위주 학교 교육 현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도입되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적되어 온 과도한 경쟁과 입시
교육으로 인한 교육적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과도한 입시교육으로 인해 학생의
내적 동기 결여는 교육계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에는 모든 학교단계
에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낮고, 교과에 대한 흥미와 미래 진로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대안적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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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제 정책은 한국의 교육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었다. 자
유학기제를 통해 입시위주의 교육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학교 내･외 프로그램들을 통합하고 연계함으
로서 학교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적인 경험의 현장학습을 강화함으로써 진로 교육
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중학생 행복에 대한 교육적 관심 필요
오랫동안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전환기 과정 정도로만 인식되어온 중학교 과정에 대
해 학생지도의 어려움이 제기되면서 중학생의 행복을 고민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자유학
기제 정책이 제기되었다. 중학교에서 장래희망 ‘없다’의 비율이 초등학교에 비해 급증하여
고등학교까지 지속된다는 한국고용정보원(2008)조사에 따르면, 장래희망 ‘없음’의 응답률
이 초등 11.2%, 중학교 34.4%, 고등학교 32.3%로 나타났다. 장래희망을 결정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과 계기가 부족하기 때문이
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확산과 고교
평준화의 일부 붕괴는 중학생들이 입시위주의 경쟁체제에 내몰려 암기식과 주입식 교육
에 시달리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중학생의 현 진단에 기반하여 우리
나라 중학생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키우고 교사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배움의 즐거
움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방향으로 학교정책 방향이 전환되어
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학생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 행복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주입식 보다는 참여형 수업이, 경쟁적 관계보다는 협력적
관계가, 그리고 배움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책이 요구되었고, 이는 자유
학기제 정책을 추동하는 요인이 되었다. 자유학기 동안에는 학생들이 고부담의 서열식 시
험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취감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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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로 연계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적 요구
현재 학교 시스템에서는 교육의 내용이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계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
업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지난 시기 진로 연계 교육과정에 대한 접근을 조금씩 시도해왔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결
집된 전략으로 자유학기제가 등장하였다. 특히, 진로 연계 교육과정에 대한 필요성은 외
국 학교사례 등이 소개되면서 더욱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학생의 중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유럽 국가에서는 자기주도
적인 진로･직업 체험 활동을 강화하는 교육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대
표적인 예가 아일랜드 전환학년제인데, 중등교육과정 중 주니어과정(중학교 3학년)을 마
치고 시니어과정(고등학교, 2년)에 들어가기 전에 희망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운영된다.
전환학년제에는 표준화된 강의계획서 없이 자유로운 체험 활동을 포함한 ‘활동중심’의 교
육과정을 운영한다. 수업은 학생의 능력과 학생 요구, 그리고 학교 요건에 따라 다양한 방
식으로 이루어진다. 평가 또한 수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개인 포트폴리오 등을
활용한다. 덴마크 또한 기초학교를 졸업하고 김나지움이나 직업학교로 진학하기 전 거쳐
갈 수 있는 1년 과정의 애프터 스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숙학교에서 운영하며
전체 학생의 약 30% 정도가 자율적으로 희망하고 참석한다. 교육과정은 각 학교마다 다
양하게 운영되는데, 주로 직접적인 직업 체험보다는 음악이나 미술, 체육 등을 활용한 감
성교육과 단체 활동을 통해 진로역량을 강화한다. 스웨덴에서는 현장연계 중심 진로 체험
학습을 강조하여 기초학교 8, 9학년(한국 중학교 2~3학년)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직업
체험 기간을 실시한다. 이때 학교 수업대신 현장 체험을 실시하는데, 사회과학, 경영, 공
업, 건설, 호텔 등의 교육과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15주 이상의 현장교육이수를 이수하
여 진로연계학습을 받게 된다. 직업연계 교육과정에 대한 이러한 외국 사례는 국내에서
진로･직업연계 교육과정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고, 이는 자유학
기제 등장의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 대선공약이라는 정치적 영향력과 자유학기제 정책선도자
자유학기제 등장에는 정치적 흐름(Kingdon, 2003)도 상당 부분 작용하였다. 박근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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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2012년 대선 당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 실현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는데, 이
중 자유학기제 정책은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따라서 집권 이후 자유학기제 정책은 정책추
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집권여당은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교육 복지 확
충,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의 3대 교육 정책을 발표하게 되고, 이 중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의 일환으로서 자유학기제 정책을 채택하였다.
정책 공약에 뒤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140대 국정과제로 자유학기제 정책이
제시되었다. 최종 보고서에는 공약집에 있던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이란 말 대신
에 “한 학기 동안 지필 시험 없이 다양한 체험 학습 과정과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하고, 단
위학교의 운영 자율성 대폭 확대”하겠다고만 밝혔다(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109). 이는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진로 교육을 협소하게 인식하고
직업 체험 중점 학기라는 혼란을 경계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자유학기제의 목
표 및 정책 방안이 수업 방법 개선 및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 전반의 변화가 중시
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최상덕 외, 2014). 이처럼 자유학기제는 대선공약과
자유학기제 핵심에 대한 논의 과정을 거쳐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며 자유학기
제는 정치적 큰 흐름 속에 놓이게 되었다.
이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자유학기제 정책은 Kingdon(2003)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
책선도자들에 의해서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된다. 행복교육추진단에서부터 유사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던 대통령인수위원회 교육위원들이 자유학기제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이를
정책화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선도가들의 영향력 덕분으로
자유학기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다. 자유학기제 관
련하여 정책공약과 국정 과제에 제시된 구체적 내용은 <표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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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정책공약과 국정 과제 제안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2012)>
∙ 청소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 학교에서 한 개 학기 동안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 자유학기제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중학교생활 기록부에는 학생의
꿈과 끼와 관련된 활동 내역을 기록
- 자유학기제에는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시험 위주의 강의식 교육 대신 토론, 실습 등 다양한
체험 활동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진행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2013)>
∙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토론･실습･체험 중심의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제도를 개선
* 자유학기제: 한 학기 동안 지필 시험 없이 다양한 체험 학습 과정과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하고, 단위학교의 운영
자율성 대폭 확대
출처: 새누리당(2012).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 109).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마. 미래지향적 역량을 강조하는 세계적 교육 개혁 흐름의 영향
대외적으로 자유학기제 등장은 세계적인 교육 개혁의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
다. 특히, 21세기 이후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식에 대한 수용과 암기보다 핵심 역량 중심 교육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청소
년에게 새로운 국제환경에 필요한 역량중심의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21세기로의 여정이 시작되면서 사회 변화와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는 창의
성, 문제해결력, 고등사고능력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학교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수업에서 핵심 역량들
을 반영하기 위해 교과체험 중심의 활동 수업으로의 변화와 탐구학습의 강화 등 학교 교
육과정에 있어 다양한 스펙트럼이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97년부터 OECD는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통해 생애에 걸쳐 청소년과 성인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분석
하고 이를 강조한다. 핵심 역량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세 가지 영역으
로 범주화하였고,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이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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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확대하기 시작한다(정광순, 2013). 정광순(2013)의 고찰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2007 국가 교육과정 개정(New Zealand Ministry of Education, 2007)에, 프랑스는 7개
의 역량을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하였고(French Ministry of Education, 2010), 싱가
포르(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 2006), 태국(Taiwan Ministry of Education,
2006)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호주 그리고 대만, 독일, 프랑스, 미국도 일부 주 수준
의 교육과정에서 역량의 중요성을 언급하거나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는 자발성, 창의성, 다양한 기술력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에
부합하는 학교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역량 중심의 세계적인 교육 개혁 흐름에 영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상덕 외(2011: 23)의 글에서 이러한 의도는 분명하게 제시된
바 있는데, “21세기 들어 개인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이 요구되는 것은 창조적 아이디
어가 개인의 행복은 물론이고 국가의 부와 경쟁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과학기
술의 변화가 빠를수록 이러한 변화추세가 가속화 될 전망이므로 모방형 경제에서 창조형
경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학생들에게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키워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자유학기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자면, [그림 Ⅲ-1]과 같이 자유학기제 정책 등장에는 사회
적 요구, 교육적 요구, 그리고 대외적인 환경적 영향과 정치적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
다. 즉, 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 정책 등장에 사회적 요인으로는 과도한 경쟁과 입시교육
에 대한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 중학생 행복에 대한 관심과 진로연계 교육과
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교육계의 요구,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이라는 정치
적 배경,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 역량을 강조하는 세계적 교육 개혁의 흐름이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1] 자유학기제 등장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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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학기제 정책 목표와 이념
가. 자유학기제 정책 목표
자유학기제 정책 목표는 교육부의 여러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1) 스
스로 꿈과 끼를 찾고, 2) 미래지향적 역량을 함양하며, 3) 행복한 학교생활 영위에 그 목
표를 두고 있다. 교육부(2013.5.28.)에 따르면, 자유학기제는 공교육 정상화를 이끌어 갈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 인성, 자기 주도 학습능력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시범운
영 계획안’에서 정책의 추진 목적을 <표 III-2>와 같이 제시한다.
<표 Ⅲ-2>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유학기제 정책목표
<자유학기제 정책 추진 목적>
∙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고민･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지속적인
자기성찰 및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식과 경쟁 중심 교육을 자기주도 창의학습 및 미래지향적 역량(창의성, 인성, 사회성 등)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교육부
∙ 공교육 변화 및 신뢰회복을 통해 학생이 행복한 학교생활 제공
출처: 교육부(2013.5.28.).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안’.

자유학기제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1) 학생의 꿈과 끼 찾기
자유학기제 정책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린다는 것이다. 2013년
3월 교육부의 ‘국정과제 실천계획’에서는 자유학기제를 ‘과도한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학
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학기’로 정의함으로써 자
유학기제의 정책목표가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는데 있음을 강조한다. 교육부는 연이어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안(2013.5.28.)’을 발표하였는데, 입시위주의 경쟁으로 암기
식, 주입식 교육에 매몰되어 있고 학습 흥미와 행복지수가 낮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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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고민의 시간과 계기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기 위한 다양
한 기존 프로그램들을 자유학기제를 통해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데, 자유학기제를 통해 통합연계-체계화를 통해 이를 실현시키겠다는 의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자유학기
제 운영 모형으로 진로 탐색 중점모형, 학생 선택 프로그램 중점모형, 동아리 활동 중점모
형, 예술･체육중점 모형을 제안한다.
<표 Ⅲ-3> 학생의 꿈과 끼를 추구하는 자유학기제 정책 목표
<자유학기제 도입의 필요성>
∙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 전반을 변화시킬 전기’로 활용할 필요
∙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기 위한 다양한 기존 프로그램들을 자유학기제를 통해 통합･연계･체계화 할 필요
∙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그동안 시간, 인적, 물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추진해 온 진로 교육을 확산･강화할 필요
출처: 교육부(2013.5.28.).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안’.

이러한 정책 목표는 2012년 10월에 발표된 새누리당 정책 공약집 내용 중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의 일환으로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기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2013년 1월 17일과 3월 27일 제 45차 인재개발
정책포럼에서 자유학기제 정책의 이러한 목표를 재확인한다. 이 포럼에서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은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 생생한 진로 체험과 튼튼한 진로 교육 인
프라 강화로서 진로 탐색 학기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유학기제
정책은 종래의 ‘제도 중심’의 교육 개혁 접근에서 ‘학생 중심’으로의 교육목표 전환이라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2) 미래지향적 역량 함양
자유학기제 정책은 학생의 미래지향적 역량 함양을 두 번째 정책목표로 삼는다. 교육부
는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안’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지식과 경쟁 중심 교육을 자기주도
창의학습 및 미래지향적 역량(창의성, 인성, 사회성 등)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정책 목표는 미래지향적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세계적인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는 지금 인구 구조의 변화, 과학 및 정보통신의 발달, 세계화

48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와 개방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환경 보전 등의 급변을 맞고 있으며, 이는 교육 패러다임
의 변화와 새로운 인재상을 요구한다. 즉, 사회를 이끌어갈 구성원을 기르는 중추적인 역
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교육에게 미래 사회 변화 전망에 부합되는 교육 운영을 통해 핵
심 역량을 지닌 인재를 양성시켜야 하는 임무가 강조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를 OECD의 DeSeCo 프로젝트(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2005
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 글로벌 경쟁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지적 능력중심 교육에서 탈피하여 창의성, 인성,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등 필수적인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함을 시사한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전부터 학생의 미래지향적 역량으로서 창의성, 문제해결력, 고
등사고력 등을 강조하여 2009년에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도입, 2012
년 스포츠클럽 활동을 국가교육과정에 편입, 진로 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
여왔다. 그러나 입시위주 경쟁으로 암기식과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성공적인 사례
로 발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 수준을 우리나라
맥락에서 조사한 결과, 지적 도구 활용 영역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사회적 상호작
용 지표는 최하위, 자율적 행동역량 지표 역시 하위권에 처져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우
리나라 학교 교육이 학생들의 미래지향적 역량 함양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
었다. 또한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가 기초역량을 개발하는 단계로서 의의를 가지고, 고
등학교가 대학 진학 및 직업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교육단계로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
진 반면, 중학교는 뚜렷한 방향과 목적이 부각되지 않음으로써 중학교 단계의 미래지향적
역량함양이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자유학기제 정책을 통해
세계적으로 달성하고자하는 미래지향적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학생 행복 추구
자유학기제 정책의 세 번째 목표는 학생 행복 추구에 있다.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계획안’에서는 공교육 변화 및 신뢰회복을 통해 학생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자유학기제 정책을 도입하고자 함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이미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 109)에서 “교육 본질에 충
실한 교육과정, 인성 교육 중심의 수업과 개인 맞춤형 진로 교육을 통해 입시위주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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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으로 전환”으로 교육 정책의 방향을
규정하고 있어 자유학기제 정책이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전략임을 확
인할 수 있다.
학생 행복을 강조하는 자유학기제 정책의 목표는 학교폭력과 따돌림으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지키고, 학교에서 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세계적인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행복을 경험한 학생들이 훨씬 교우관계와 학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이는
곧 좋은 학교에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음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학생의 웰빙은 교
육적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학생 개인의 행복은 개인적인 차원의 일로 여겨졌
지만, 이제는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이 행복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목적이 성과중심에서 행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학생들의 삶의 질이나 행복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볼 때, 한국 학생들
의 행복지수가 월등하게 낮은 점은 심각한 교육문제로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행복한
학교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박근혜 정부는 행복교
육을 교육 정책의 기조로 삼고, 특히 자유학기제 정책을 통해 학생 개개인이 학교생활에
서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나. 자유학기제 정책 이념
위에서 살펴본 자유학기제 정책의 목표들은 이들이 추구하고자하는 이념적 가치를 내
재하고 있다. 자유학기제 정책이 추구하는 이념적 가치는 교육부가 정의한 자유학기제 개
념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준다. 첫째,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수업 운영을 토론과 실습 중심
으로 추진하면서 학생 참여를 강화하고자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가
치를 담고 있다. 또한 학생에게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삶의 터전과 배움을 연계하고자 하는 가치를 추구한다. 끝으로
자유학기제 정책은 이러한 정책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의 자율성 실현을 주요한 이념적 가치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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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자유학기제의 개념
∙ 자유학기제의 개념
: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
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출처: 교육부(2013.5.28.).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안’.

1)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현
자유학기제 정책의 이념적 가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실현을 추구한다. 즉, 우리나라의
지나친 경쟁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함
으로써 진정한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학기제는 최근 학습
자가 중심이 된 환경을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념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이념
에서는 학습의 주안점은 학습자에게 지식과 가치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
습자가 주도적으로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도록 돕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지식수용
자, 수동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방식에서 전환하여 자기학습의 주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교사는 지식전달자, 통제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학습의 안내자, 조력
자가 된다.

[그림 Ⅲ-2]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의 이념적 지향

전통적인 교육에서 교사의 주된 역할은 지식의 전달에 있었다. 수업의 주도권도 교사에
게 있기 때문에 교사가 직접 수업을 계획하고, 내용을 선정하여 조직하며, 학생을 평가한
다. 학습과정에서 교사의 지시와 감독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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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학습자 중심의 교육에서는 근본적으로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를 중시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원리를 강조한다. 학습내용과 방식은 학
습자의 요구와 사회적 요구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의 관심
과 내적인 동기 등이 반영된다. 학습과정은 제 삼자의 전문적인 의견이나, 이론, 선입관,
가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진정한 관심 영역과 일치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자유학기제 정책에서의 학습자 중심이라는 정책이념은 점수시험의 배제와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운영이라는 두 가지 전략으로 실현된다. 자유학기제 실시 동안에는 시험이
없기 때문에 교사들은 일률적인 평가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의 의미 있는 학습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학생 또한 점수시험이 없기 때
문에 자신들의 흥미와 관심에 부응하는 학습내용에 더욱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
를 받게 된다. 자유학기제에서 교사들은 교과 지식 전달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체험 활
동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만나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훨씬 애정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사는 시험에서 벗어나 열정적이고 인간적으로 학생들을 대함으로써 학생과
교사와의 친밀감도 높아질 수 있다. 다른 한편, 자유학기제에서는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수업운영을 유도한다. 학생의 체험 중심과 다양한 활동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유학
기제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신감이 회복되고, 다양한 사고력 등이 향상될 수 있다. 모둠활동, 프로젝트 활동,
토론을 통한 문제해결 등 활동적인 교수법은 학생들의 학습참여를 더욱 조장할 수 있다.

2) 삶과 배움을 연계하는 교육 실현
자유학기제 정책이 추구하는 또 다른 이념은 삶과 배움을 연계하는 교육실현에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교과 교육과정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사고와 기준을 요구해왔다. 객관식 선다형 평가방식은 다양한 해결책보다 한 개의 정답을
요구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저해한다. 교과 영역의 정규수업은 지나치게 단순
지식의 전달로 흘러 토론과 실험, 실습 및 체험과 참여를 통한 실천 중심의 체험형･탐구
형 학습이 매우 취약했던 것이다(홍후조, 2008). 그러나 미래의 교육체제는 삶과 학습,
노동과 여가 등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넘어서 문제를 스스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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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미래 교육체제에서는 삶과 배움을 연계할 수 있는 교육
이 필요하다. 강영혜(2009)는 미래사회가 기존 지식의 암기나 단순 반복보다는 스스로 독
창적인 지식을 창조하는 것이 중시되므로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끊임없이 지식을 재구성
하고, 학습은 모방적인 행동이 아니라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삶과
배움을 연계하는 교육의 강조는 창의성 교육의 시작인 것이다. 삶과 배움을 연계하는 교
육 구현은 교육체제의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학교 교육만으로는 요구되는 지식, 기능을
충당하기 어렵다. 교과뿐만 아니라 교과 외 활동 영역의 본래 기능인 자율적이고 다양한
실천교육이 요구된다.

[그림 Ⅲ-3]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삶의 현장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이념

자유학기제 정책을 통해 삶과 배움의 연계는 학교 안과 밖의 체험 활동 위주의 수업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체험 활동 위주의 수업을 통해 진로에 대한 탐색과 방향 설정, 봉사
정신과 책임 증가 등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실험･실습과 같은 체험중심의 프로그램들에 참여함으로써 학습에 흥미를 가질 뿐만 아니
라 친구와 교사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협동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친구들
과의 다양한 모둠활동은 교우관계 증진을 가져오며, 교사와의 체험 활동은 교사와의 친밀
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학교 밖의 야외활동이나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직업 체험
활동을 통해서도 사회성 발달뿐만 아니라 인성 함양, 그리고 진로 의식이 강화될 수 있다.
학생들은 지역사회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3) 단위학교 자율성 실현
자유학기제 정책의 또 다른 정책이념은 단위학교 자율성 실현에 있다. 교육부
(2013.5.29: 1)에서는 자유학기제를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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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자유학기제 정책이 추구하는 주요 이념이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특히 교육과정
의 자율성 실현에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각 학교는 자율과정 운영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학생, 교사 및 학교의 요구에 중점을 살리면서 각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강좌들을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학교학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림 Ⅲ-4]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단위학교 자율성을 강조하는 이념적 지향

단위학교 자율경영이라는 정책의 이념은 교육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던 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하여 재정, 인사상의 권한을 단위학교에 위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위학교 자율경영
의 이념 하에서는 단위학교가 교육과정과 재정운영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
고, 단위학교에 의해 자율 경영한 후 그 결과까지도 학교가 책임지게 된다. 단위학교의 상
황에 부합하는 학교 운영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학생중심의 교육운영이 적시에 가능하고,
의사결정에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책임
감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교장이나 교사들 또한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위치
에 놓이기 때문에 교육전문가로서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 정책에서 추구하는 ‘자율’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하다. 예컨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a: 30-31)에 따르면, “자유학기제가 지향하
는 자유를 학습 환경으로 부터의 자유로 규정하고, 이러한 학습 환경으로서 학업스트레
스, 학습공급자 중심 교수･학습방법, 주요 교과목 중심 교육 내용, 교과서와 교실 중심 교
육환경, 시험 중심 평가, 그리고 교사중심인력...” 등으로 상당히 폭넓은 자율성을 의미하
고 있어 단순히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만을 다루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
재 진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정책의 집행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자유학기제 정책의 자율
성 실현은 학교 전반으로 확대되기 보다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자유학기제 정책의 운영 원리 및 모형

54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자유학기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2013년부터의 교육부 정책문서와 자유학기제 연
구물들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자유학기제 정책의 운영 원리와 모형을 수립하였다.
자유학기제 정책의 운영모형에는 자유학기제 정책이 추구하는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원리를 도출하고 이를 모형화하였다. 자유학기제 정책의 운영원리는 주
로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안(2013.5.28.)’에 잘 드러나 있는데, 이 계획안에
서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변화를 자유학기제 정책 추진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1) 진
로 탐색 기회 제공, 2)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강화, 3)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 그리고
4) 유연한 교육과정의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방안들을 강조한다.
<표 Ⅲ-5>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정책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정책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 학생의 체계적인 진로 탐색 기회 확대
∙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오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강화
∙ 학생의 참여와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방법 다양화
∙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는 평가방법 마련
출처: 교육부(2013.5.28.).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안’.

교육부의 같은 계획안에는 자유학기제 정책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특징을 보다 더
잘 드러내기 위해 전체 체계도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자유학기제의 핵심이 학
교 교육과정의 개선에 있고, 특히 교수･학습방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그리고 평가방
법의 변화를 강조한다.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수행한 ‘2013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 연구 종합보고서(최상
덕 외, 2014)’에서는 자유학기제 정책 운영에 있어 중점 원리가 교육과정, 수업 방법 및
평가, 행정적 지원의 변화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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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자유학기제 운영의 성공요인
<2013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 연구 종합보고서에 나타난 자유학기제 운영의 성공요인>
∙ 교육과정 영역
: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한 자율성, 연구, 도전, 실험을 권장하는 학교분위기, 교원간 활발한 협의, 교원의
열정과 역량, 관리자의 전폭적 신뢰와 지원
∙ 수업 방법 및 평가영역
: 자율적 교사협의회 운영, 다양한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시도, 학생들의 긍정적 변화, 교원 연수 및 인
력 풀 확보, 행정지원
∙ 자율과정 운영 영역
: 학교 맞춤형 자율과정 편성운영, 학생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교사의 적극적 참여, 교육과정 연계, 학부
모 지원, 자원인프라 활용, 외부 인력활용, 학교 네트워크 활용, 행재정적 지원
∙ 전반적 학교 운영
: 학교 맞춤형 자율과정 편성 운영,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교사의 적극적 참여, 교육과정 연계, 학
부모 지원, 자원인프라 활용, 외부 인력활용, 학교네트워크 활용, 행재정적 지원
출처: 최상덕 외(2014: 57-71). 2013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연구 종합 보고서.

이외에 아일랜드 연계학년제와 한국 자유학기제 정책을 비교한 김진숙(2013)의 연구에
서도 자유학기제 정책 운영의 특징을 교육과정과 평가에 있어 새로운 교육적 시도에 있음
을 강조한다. 따라서 교육부의 계획안 및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물들을 토대로 자유학기제
정책의 운영원리가 요구되는 네 가지 측면을 교육과정, 수업, 평가, 교육행정지원으로 도
출할 수 있었다.

가. 운영원리
1) 교육과정
가) 체험･참여를 위한 교육과정 연계 및 융합
자유학기제 정책은 교육과정의 운영원리로서 체험･참여를 위한 교육과정 연계 및 통합
을 강조한다. 이러한 정책의 원리는 삶과 배움의 연계 실현과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자유학기제 교육 정책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원리이다. 자유학기제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개별적인 학습경험을 각기 분절된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
라 다양한 학습경험들을 조화롭게 통합해 나가도록 한다. 즉, 독서와 수학, 과학의 학습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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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들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여러 교과로 통합되는 융합교육과정이 요청된다. 독서
를 하면서 과학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각 교과마다 학습내용은 방대하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활동은 통합되어 조직화되며, 이 주제에 여러 교과가
포함될 수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안’에서는 자유학기제에서의
융합･연계 교육과정 운영 모형 예시를 제시하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융합･
연계 교육과정이 모형이 개발되어 보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림 Ⅲ-5] 융합연계 교수･학습 모형
출처: 교육부(2013.5.28.: 67).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안’.

또한 자유학기제 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체험과 참여를 위한 교육과정은 단순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나열이 아니라 프로그램들 간의 연계성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연계성은 교
과연계를 넘어서서 예체능, 동아리 활동까지 연계되어 할 것을 강조한다. 즉, 단순한 물리
적･병렬적 통합을 넘어 학교 교육과정의 창의성 교육 확산을 위한 매개공간이 될 수 있도
록 교과 과정 간에 연계 및 통합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체험 활동이 필요한
교과시간의 경우, 해당 교과시간과 체험 활동 시간의 일부를 병합하여 교과의 내용을 통
합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이 학습내용의 연계성을 지닌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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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상덕 외(2014)의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 연구보고서에서 언급된 바 있는데, 자
유학기에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현행 교육과정에서 제공하는 ‘창의적 체험 활동’,
‘진로와 직업’,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등의 성격이 유사하므로, 이들을 연계시켜 교육과
정 편제와 시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때, 체험･참여활동이 학교 밖 활동
이라는 사고의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학교 안의 체험 활동 프로그램도 실험과 실습,
그리고 토론 등 다양한 체험중심의 실천 활동이 가능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험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
자유학기제 정책은 교육과정의 또 다른 운영원리로서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강조한다. 이는 단위학교의 자율성 실현이라는 자유학기제 정책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원리이다. 특히, 자유학기제에서는 학교의 자율적 특색이 발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활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 활동 본연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자율적 편성 및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부(2013.5.28.)에서도 이를 감
안하여 자유학기제 정책 하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유연한 편성과 운영을 위해 현행 수업
시수 증감 비율을 확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
다. 이와 함께 교육부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안’에서는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의 장애요인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는데, 유연한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교사의 자율권과 재량권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사에게 수업 운영의 자
율권과 재량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양한 체험 활동이 교과 수업과 연계되고,
다양한 학습내용이 통합되는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은 불가능하다.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재량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정적 측면에서 학교장뿐만 아니라 관리주체인 행
정기관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에서는 체험 활동 편성 및 운
영을 위한 각종 지침을 내려 보낼 텐데, 이는 교사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다양
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상의 자유학기제 정책의 교육과정 운영
원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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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정책의 교육과정 운영원리>
∙ 체험･참여를 위한 교육과정 연계 및 통합
∙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2) 수업
가) 학생 참여･활동 중심의 수업
자유학기제 정책은 수업의 운영원리로서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의 수업운영을 강조한
다. 이러한 정책원리는 학습자 중심 교육이라는 자유학기제 정책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조
건이 된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를 중시하고 학습자의 자기주
도적인 학습활동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안’에서는 학
생의 희망과 선호에 따른 다양한 동아리 개설 및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의 흥미와 관심사
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선택형 프로그램 개발 제공하며 예체능 교육을 다양화하는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선택형 프로그램 개발의 경우, 학교별 동아리에서 중장기에 걸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관심 분야와 선호 프로그램, 만족도 등을 주기
적으로 조사하고 피드백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생이 참여하는
전략만으로는 부족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
가 있다. 학생이 수동적으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차원을 넘어서
서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학부모,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평가하
여 능동적 학습주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현철(2013b)의 연구에 따르면, 아일
랜드의 전환학기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학생주도형으로의 수업전환이 가능
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학습자 주도형 수업에서는 학습의 전 과정을 스스로 결정
하고 실행하게 된다. 즉, 학습자가 일련의 학습의 과정(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활동, 평
가 등)에서의 경험을 스스로 선택하고, 다양한 학습방식의 필요도 스스로 선택하여 활용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단지 지켜보는 역할이 아니라 학습자를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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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 방법의 다양화
자유학기제는 수업의 또 다른 운영원리로서 수업 방법의 다양화를 강조한다. 학습자 중
심 교육 정책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수업 방법의 다양화는 중요한 원리이다. 교육부
(2013.5.28.)에서는 수업 방법의 다양화를 학생의 참여와 활동을 조장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전환할 것임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교과별 특성에 맞는 참여, 활동 중심의 교육을 강
화할 것을 주문한다. 예를 들어 국어, 영어, 수학 중심 교과목은 주입식, 암기식 수업 방
식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토론, 문제해결, 의사소통 등의 방식을 활성화한다. 사회, 역사,
과학 교과목은 실험과 실습을 강화하여 개인 및 조별 프로젝트 학습을 강조한다. 이외에
도 블록 타임제, 코티칭, 코러닝 등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방법 도입의 중
요성을 언급한다. 학습자 중심의 학습 실현은 획일적인 학습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학습
할 내용 자체보다 그 내용을 학습해 가는 방법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무한대에 가까운 학습내용을 획득하기 보다는 어떻게 그 내용을 획득할 것인가를 배우는
과정(탐구과정, 발견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
업 방법의 다양화는 단순히 교사주도의 전달 중심, 설명 중심, 강의 중심 수업 방식을 넘
어서서 학생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발견학습, 문제해결 학습과 탐구 학습, 토의 수
업, 협동학습, 그리고 개별화 수업, 체험 등의 다양한 수업전략들을 교과 수업에 반영하는
변화를 의미한다. 이상의 자유학기제 정책의 수업 운영원리는 다음과 같다.

<자유학기제 정책의 수업 운영원리>
∙ 학생 참여･활동 중심의 수업
∙ 수업 방법의 다양화

3) 평가
가) 지필 시험의 지양
자유학기제 정책은 평가의 운영원리로서 지필 시험을 지양하고 대안적인 평가방식을
강조한다. 특정기간에 집중하여 실시하는 중간 및 기말고사 등 지필 시험을 실시하지 않
는 대신 형성평가, 자기성찰 평가 등을 통해 학생의 기초적인 학습 성취 수준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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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 확인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
에 서술식으로 기재한다(교육부, 2013.5.28.). 학습자 중심의 수업 과정에서 형성평가,
수행평가, 그리고 자기성찰 평가는 널리 활용되고 있다. 지필 시험 이외의 대안적인 평가
방법을 통하여 교사는 학생의 지식을 평가할 뿐 아니라 잘못된 개념을 수정할 기회를 가
질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의 학습특성에 비추어 체크리스트나 포트폴리오 등 적절한 평가
방법을 취사선택한다.
그런데 자유학기제 정책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정책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장
기적으로는 단순히 지필 시험을 지양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습자 중심의 평가로 이어질 필
요가 있다. 학습자 중심의 평가에서는 학습자가 무엇을 학습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해나가는 접근이므로 평가에서도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파악한 후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자 중심의 평가방식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의 학습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학교별 성취수준 확인방법 및 기준 마련
자유학기제 정책에서 평가의 또 다른 운영원리는 학생의 성취수준을 확인하는 방법과
기준을 학교별 실정에 맞게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위학교의 자율성 실
현과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정책의 이념 실현으로 볼 수 있다.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학생의 구체적인 학습 성취 수준을 확인하는 방법과 기준을
학교별 실정에 맞게 마련한 후 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공지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 성취 수준 확인결과를 보고하는 방식도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서술식으로 기재하되, 구체적인 기재방식은 학교별로 특성
에 맞는 방식을 마련토록 한다.
이상의 자유학기제 평가의 운영 원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유학기제 정책의 평가 운영원리>
∙ 지필 시험의 지양
∙ 학교별 성취수준 확인방법 및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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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행정지원
가) 심리적, 물리적 “열린” 학습 환경 조성
자유학기제 정책은 교육행정지원을 위한 운영원리로서 심리적, 물리적으로 열린 학습
환경 조성을 요구한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자유학기제 정책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열린 학습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즉, 학습
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구성하는 과정을 지지할 수 있는 심리적이고 물리적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열린 학습 환경이란 안전하고 잘 정돈되어 있으며, 학습자
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심리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심리적 환
경으로는 우선 사랑을 느끼고 아동이 존중받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여야 한다. 물
리적으로 열린 학습 환경은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시설, 공간, 각종 교육매체를 손쉽게 활
용할 수 있는 여건을 의미한다. 이 속에서 학습자는 심리적 안정감을 찾게 되고 자연스럽
게 자신의 학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 열린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새로운 시도
가 비판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자신이 수집한 증거에 기반하여 추론하고, 이를 당
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도전감을 키울 수 있다. 학생들은 동료들의 생각을 사려 깊게 청취
하고, 신중하게 고려하게 된다.

나) 단위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제고
자유학기제 정책의 교육행정지원을 위한 운영원리로서 단위학교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재구성이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교사가 교과간의 경계를 넘어서서 문제 중심적, 주제 중심적으로 학
습내용과 방법을 재조직화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서경혜(2006)는 교육과정 재구성이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교육상황에 적절하게 재구성하는 활동이므로 교육과정의 전달과 개
발의 역량이 요구된다고 언급한다. 김경자(2003) 또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이 교사의
전문적 능력의 일부분이므로 지속적이고 공통적으로 교사에게 요구될 뿐만 아니라 현재
도 발휘되고 있는 능력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재구성 실천을 위해서는
교사의 자발적 의지, 반성적 실천, 협력을 통한 교사 학습, 학생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가치관의 역량이 요구된다. 즉, 교사는 자발적 의지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시작하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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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재구성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반성과 실천의 반복적 순환을 통하여 교
육과정 재구성의 수준을 계속 높여가야 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재구성에 필요한 전문 지
식은 동료 교사들과의 협력적 학습을 통하여 배워나가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교사는 교
육과정 재구성을 통하여 교육과정 인식과 실천 수준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면서 교육과정
에 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교사로 성장하게 된다. 또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계속 실천하면서 교사들은 교육과정
의 내용 선정에 있어서도 주어진 내용이 아닌 교사 스스로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생성하여 현장에 적합한 교육 내용을 창출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또한 교사들은 교육
과정 문서 이해력이 발전하게 되고 이러한 문서 이해력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구성 능력과
실천 적용 능력을 갖추게 된다. 결국 교육과정 재구성 실천을 통하여 교사는 교육과정 전
문가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다) 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앙･지역, 정부･민간자원과의 유기적 연계
자유학기제의 운영원리로서 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앙･지역, 정부･민간자원과의
유기적인 연계 또한 강조된다. 자유학기제가 2016년에는 중학교 전체로 확대되기 때문에
협업체제 구축은 필수적 사항이다. 자유학기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학생들의 폭넓은
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는 일이므로 이는 학교 내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다양한 경험을 전제로 한다. 현재 범부처 차원에서 학교와 사회의 연계를 위한 폭넓은 협
업체제 구축이 추진되고 있긴 하다. 현재 구축되고 있는 협업체제 중 하나는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차원으로 이어지는 정부기관의 네트워크이다. 그러나 정
부기관의 네트워크를 넘어서서 지역사회 자원에까지 확대되는 협업체제 구축이 필요하
다. 즉, 학생 체험 활동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제공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학부모나 지역사회
인사를 통해 지역의 민간자원이 체험처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이를 가능하기 위
해서는 지역 민간 자원들이 적극적으로 교육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일단, 학부모나 지역인사들에게 학교활동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이
들이 학교활동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민간이 보유한 물적, 인적자원이 정부의 자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야한다. 교육 기부는 단순히 물품 지원이 아닌 오히려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적자산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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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육 기부를 실행한 민간자원에게는 특별한 인증마크 등을 부여
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네트워크 구축은 양적인 확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자원을 공유하는 차원의 협
업체제 수준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진로 체험 활동이 직장체험 중심으로만 가지 않고, 교
과와 연계되거나 봉사활동 등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아일랜드나
핀란드와 같이 지역사회 연계 기반이 잘 구축된 국가에서 체험 활동은 학생들의 교과에
대한 학습 동기 형성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키우는 직업의식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유기적인 연계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상대적으로 지역사회기
반이 약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지역사회 자원이 학교활동과 의미 있
는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자원들을 연계하는 코디네이터들의 역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자유학기제 정책의 교육행정지원 운영원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유학기제 정책의 교육행정지원 운영원리>
∙ 심리적, 물리적 “열린” 학습 환경 조성
∙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제고
∙ 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앙, 지역/정부, 민간자원과의 유기적 연계

나. 운영모형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그림 Ⅲ-6]과 같이 자유학기제 정책 운영을 위한 개념적 모
형을 구상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 정책은 ‘학생의 꿈과 끼 찾기’, ‘미래지향적 역량 함양’,
‘학생행복추구’를 정책의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
현’, ‘삶과 배움의 연계’, 그리고 ‘단위학교 자율성 실현’이라는 정책이념에 기반하여 교육
과정, 수업, 평가, 그리고 교육행정지원의 측면에서 각각의 운영원리를 포함한다. 교육과
정의 측면에서 자유학기제 정책은 ‘체험과 참여를 위한 교육 과정 연계 및 융합’과 ‘교육과
정 편성 및 운영에 있어 유연성’ 원리에 기반하여 작동한다. 수업의 측면에서는 ‘학생 참
여, 활동 중심의 수업’과 ‘수업 방법의 다양화’의 원리에 따라 자유학기제 정책이 실현된
다. 또한 평가의 측면에서자유학기제 정책은 ‘지필 시험을 지양’하고 ‘학교별 성취수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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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방법과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된다. 이는 교육행정의 측면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데
그 핵심원리로는 ‘심리적, 물리적으로 열린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교사가 교육과
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며, ‘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앙과 지역, 또는
정부와 민간자원과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

[그림 Ⅲ-6] 자유학기제 정책 운영 모형

Ⅲ. 자유학기제 정책의 개념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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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학교 구성원의 자유학
기제에 대한 인식과 자유학기제 운영 및 준비 실태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학교유
형(연구학교, 희망･일반학교)에 따라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구
체적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를 밝혀 자유학기제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제
시하고자 한다.

1. 설문 조사 틀 및 조사 절차
가. 설문 조사 틀: 자유학기제 운영 및 준비 실태
학교의 변화는 다양한 요인들 간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다. 학교
변화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교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인적요인(교
장, 교사, 학생, 학부모), 정책적･제도적 요인(개혁안, 교육제도 등), 물적･재정적 요인(학
교 시설 및 설비, 예산 등), 지역사회 및 환경적 요인(학교 문화, 지역사회 여건, 학교구
특성 등) 등과 같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유길한, 2010; Leithwood, Jantzi, &
Mascall, 2002; Trenkamp, 2007). 즉 진정한 개선을 위해서는 교수･학습의 변화, 학교
조직 내부 특성의 변화, 학교를 둘러싼 외부 이해관계자의 역학관계 변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Elmore, 1990; 서용희･주철안, 2007).
과거 많은 연구들에서는 학교 성과의 향상을 위해 어떠한 자원이 얼마나 있거나 또는
없을 때 효과적인 성과가 나타나는지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의 관점은 자
원의 유무가 아니라 자원이 교육 주체 즉 교사나 학생이 교육 활동의 실제에서 어떻게 활
용하거나 하지 않을 때 성과가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즉 수업의 특성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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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행위에 의존하고 있다(Cohen et al., 2003). 특히 학교 혁신에 관한 최근 연구들
은 학교 행위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요소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호작용을 거쳐 일어나는
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김정현, 2011b; 이기명･천세영, 2011; 정바울･황영동, 2011;
Holcomb, 2007; Smith,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hen et al.(2003: 124)의 연구에서 강조한 요소를 토대로, 교육
주체, 콘텐츠, 그리고 지원 환경을 교육의 실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본다. 세 가지 요
소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준비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교육 주체(교사, 학
생, 학부모)의 정책 이해와 태도를 중심으로 자유학기제의 핵심내용과 관련된 콘텐츠(교
수･학습, 평가,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가 학교 교육 환경(학교 내･외 인적･물적 인프라
등) 속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를 토대로
세 가지 요소의 의미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를 변화시키는 힘은 교육의 주체인 구성원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에 달려있다(Fullan, 2001: 115; 김효정, 2011: 366). 즉 교사의 지식과 기술, 행동, 학생
의 경험과 지식, 수업태도 등 구성원이 어떠한 지식, 행동,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교육
실제를 결정짓게 된다(Cohen, et al., 2003). 또한, 최근 학교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교
육 참여와 성과에 대한 역할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신상명, 2004). 자유학기제
의 경우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이 주요한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Lim,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 주체(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
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지식과 경험)와 태도(긍정적 태도 및 자율적･협력
적 노력)를 조사하고자 한다.
둘째, 학교를 변화시키는 중심변인은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설명된다(최준열, 2000: 250; Conley, 1993; Poster, 1999). 자유학기제의 핵심내용은
교육과정의 재구성, 학생 참여･활동형 교수･학습 방법, 중간･기말고사 시험을 비실시하는
평가 체제의 변화에 있다. 설문 조사의 주요 변인의 하나로 콘텐츠(교수･학습, 평가, 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의 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셋째, 지원 환경적 요인 역시 학교 교육의 변화를 촉진 또는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학교 구성원은 사회의 구성원이며, 학교는 이를 둘러싼 다양한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는
다. 자유학기제의 경우 역시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의 지원이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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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요청된다. 이에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운영과 학교 교육 개선의 주요 변인으로 환
경적 요인(학교 내적 요인, 학교 외적 요인)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자
유학기제 운영 및 준비 실태를 분석하는 틀은 다음 [그림 Ⅳ-1]과 같다.

[그림 Ⅳ-1] 자유학기제 운영 및 준비 실태 분석 틀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실태조사 설문 영역은 교육 주체, 교육 활동, 지원 환경의 세 가
지로 구분하고, 이와 함께 교육 활동의 성과, 정책 전반의 요구 사항을 함께 조사한다. 설
문지의 전체적인 설문 틀은 다음의 <표 Ⅳ-1>과 같다.
우선 실태 조사에 대한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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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설문 조사 틀
영역

조사 항목

조사 대상
교사

학생

학부모

○

○

○

○

○

○

○

-

-

교수･학습 운영 실태

○

○

-

평가 운영 실태

○

○

-

프로그램 운영 실태

○

○

-

교육과정 운영 실태

○

○

-

○

○

-

○

○

-

○

○

-

관계, 즐거움, 자신감, 꿈, 만족도 등

○

○

○

적합한 학기, 기대･우려 사항, 촉진･저해 요인 등

○

○

○

목적과 취지
이해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긍정적 태도

교육 주체

필요성 인식
태도

자율적 노력
협력적 노력
정책 신뢰

교육 활동

인적자원

학교 내부
지원 환경
학교 외부

물적자원
지역사회
국가

학교 운영 결과
요구 사항

인적자원
물적자원
홍보, 연수 등의 지원

첫째, 교육 주체에 대한 질문은 교육 주체의 이해와 태도로 구분하였다. ‘이해’ 영역에
서는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취지,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학생 평가에 대해 교육 주체
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교육 주체의 인식 수준은 연구학교5)와 희망･일
반학교6)의 차이를 분석하고 연구학교 간의 차이 또한 분석한다. 또한 ‘태도’ 영역에서는
5) 연구학교는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로서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실시에 앞서 자유학기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학교이다. 총
80개 연구학교 중 2013년에 42개교(3개년 연구학교 운영), 2014년에 38개교(2개년 연구학교 운영)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6) 희망학교와 일반학교는 설문 조사 시점에 자유학기제 비운영학교라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은 희망학교는 자유학기제 운영
지정을 받아 대부분(726개교) 2014년 2학기에 운영 예정으로 곧 시행할 학교이며, 일반학교는 연구학교와 희망학교가 아닌
일반 중학교로서 자유학기제 운영 지정을 받지 않은 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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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필요성 인식, 정책에 대한 신뢰, 자율적인 노력, 협력적인 노
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이를 통해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따른
교육 활동 실태를 비교하여 자유학기제 정책에서 교육 주체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자 한다.
둘째, 교육 활동 영역에서는 교수･학습 운영 실태, 평가 운영 실태, 프로그램 운영 실
태, 교육과정 운영 실태에 대해 조사한다. 교육 활동 실태 수준에 대해서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와 비운영학교의 차이를 분석하며, 실태분석과 함께 학교별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설
문을 실시한다. 성과 관련 설문은 향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학교별 수준에 따른 차이
분석 시 학교 분류 준거 중 하나의 자료로 활용한다.
셋째, 지원 환경 영역은 학교 내부의 지원 현황과 학교 외부의 지원 현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학교 외부는 다시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연구학교, 희망･일반학교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운영 준비 실태를 파악하여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환경 구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나. 설문 조사 절차
1) 조사 틀 구안과 문항 개발
본 연구가 설정하고 있는 실태조사 틀에 기초하여 기존 관련 설문도구들을 검토한 뒤,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도구 개발 1차 완료 후, 교육학 및 측정･평가 분야 전
문가 5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토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2) 사전조사 실시
2차적으로 확정된 문항에 대해 본 연구의 대상인 세 유형의 중학교(연구학교, 희망학
교, 일반학교)를 선정하여 사전 예비조사(2014년 5월 28일～6월 5일)를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는 총 3개교에서 교사 28명, 학생 31명, 학부모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표 <Ⅳ
-2> 참조). 응답자 검토 결과, 애매한 표현이나 어려운 문항 등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설
문지를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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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사전 조사 대상
구분

학교수

교사

학생

학부모

총계

연구학교

1개교

8명

11명

11명

30명

희망학교

1개교

10명

10명

10명

30명

일반학교

1개교

10명

10명

10명

30명

계

3개교

28명

31명

31명

90명

3) 본 조사 실시 및 분석
최종 확정된 문항에 대한 본 조사는 7월 1일～7월 18일에 시행되었다. 설문 조사 결과
연구학교 80개교(응답률 100%), 희망학교 39개교(응답률 97.5%), 일반학교 38개교(95%)
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희망학교 중 4개교는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학교로 확인
되어 최종 표집에서 제외되었으며, 일반학교 중 2개교는 표집대상이 아니었던 3학년 학
생, 3학년 자녀의 학부모가 응답함으로써 모두 결측 처리되어 역시 최종 표집에서 제외되
었다. 그리하여 최종 분석 대상은 연구학교 80개교(유효응답률 100%), 희망학교 35개교
(유효응답률 87.5%), 일반학교 36개교(유효응답률 90%)로 확정되었으며, 총 151개교에서
교사 2,702명(유효응답률 92.18%), 학생 3,020명(95.99%), 학부모 2,203명(유효응답률
92.52%)이 응답한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에 대한 코딩 및 설문결과 분석은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하였
다(<표 Ⅳ-3> 참조). 리커르트 5점 척도로 구성된 인식, 교육 활동, 지원 환경, 학교 운영
결과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 검증과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구
사항의 경우 우선순위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Ⅳ-3> 설문 조사 일정 및 절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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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비고

5/28～6/5

사전 예비조사 실시

연구학교, 희망학교, 일반학교
에서 표집

6/6～6/12

사전 예비조사 결과 분석 및 설문 문항 수정･보완

･

7/1～7/18

본조사 실시

･

7/20～8/30

코딩 및 설문결과 분석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2. 설문 조사 내용 및 조사 대상
가. 설문 조사 내용
1) 구성원용
조사 영역에 따른 하위 영역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은 <표 Ⅳ-4>과 같다.
설문지는 교사용, 학생용, 학부모용으로 제작되었으며, 각각에 대해 연구학교용과 희망･
일반학교용으로 구분하여 6종을 개발하였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요구 사항 및 인구통계
학적 변인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리커르트 척도로 제작 하였다. 설문 문항 중 희망･일반
학교에서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은 제외하였다.

<표 Ⅳ-4> 설문 조사 문항 내용
대
영
역

하위
영역

교사용
문항번호

학생용

문항내용

문항번호

학부모용

문항내용

문항번호

문항내용

1 자유학기제 취지･목적

1 자유학기제 취지･목적

1 자유학기제 취지･목적

2 교육과정의 변화

2 교육과정의 변화

2 교육과정의 변화

3 교수･학습의 변화

3 교수･학습의 변화

3 교수･학습의 변화

4 학생 평가의 변화

4 학생 평가의 변화

4 학생 평가의 변화

5 취지에 맞는 수업준비

5 자유학기제 정보검색

5 자유학기제 정보검색

이해

6 교과내용 재구성 노력

교
육
주
체

Ⅰ 7 동료 교사와 협력

Ⅰ 6 친구들과 협력

8 교과별 동료교사 협의
태도

-

Ⅰ

6 학부모 지원단등 참여

-

9 긍정적 영향

7 긍정적 영향

7 긍정적 영향

10 필요성 인식

8 필요성 인식

8 필요성 인식

11 비전과 목적의 타당성

-

-

12 운영 과정의 일관성

-

-

13 운영의 향후 지속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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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영
역

하위
영역

교사용
문항번호

교수
학습
교 평가
육
활
프로
동
그램

Ⅱ

교육
과정

학교
내부

문항내용

학생용
문항번호

Ⅳ

학
교
운 학교
영 생활
결
과

76

문항번호

문항내용

1 학생 참여형 수업

-

2 융합 연계수업 진행

2 융합 연계수업 진행

-

3 과정 중심 평가 진행

3 과정 중심 평가 진행

-

4 학생특성에 맞는 평가

-

5 원하는 프로그램 참여

5 원하는 프로그램 참여

-

6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6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

7 교육과정 재구성

7 교육과정 재구성

-

8 교과, 교과외 활동

8 교과, 교과외 활동

-

4 학생특성에 맞는 평가

Ⅱ

1 보조･행정 인력 적절

-

-

2 구성원 업무 배분

-

-

3 학교장 인프라 발굴

-

-

4 학교장 협력적 풍토

-

-

6 예산 지원 적절

1 학교 시설(공간) 적합
Ⅳ

7 지역사회 인력풀 구축
지
학 역
교
외
부
국
가

문항내용

1 학생 참여형 수업

5 학교 시설(공간) 적합
지
원
환
경

학부모용

-

-

-

-

-

8 우수 외부강사 확보

2 우수 외부강사 확보

-

9 체험처 다양성

3 체험처 다양성

-

10 체험처 질

4 체험처 질

-

-

-

12 홍보 적절성

5 홍보 적절성

-

1 교사-학생 관계

1 교사-학생 관계

1 부모-자녀 관계

2 교사 간 소통 원활

2 학생 간 관계

2 자녀의 친구 간 관계

3 수업의 즐거움

3 수업의 즐거움

3 자녀 수업의 즐거움

11 연수 제공 적절성

Ⅲ 4 교사 자율성 발휘

Ⅲ 4 학생의 강점(끼) 계발 Ⅱ 4 자녀의 강점(끼) 계발

5 교사전문성 신장

5 학생의 자신감

5 자녀의 자신감

6 교직에 대한 보람

6 꿈(진로) 인식

6 자녀의 꿈(진로) 인식

7 전반적인 만족도

7 전반적인 만족도

7 학교 교육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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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영
역

하위
영역

교사용
문항번호

학생용

문항내용

문항번호

2.1 자유학기제 적합 학기

2.1 자유학기제 적합 학기

2.1 자유학기제 적합 학기

2.2 적합 학기 선택 이유

2.2 적합 학기 선택 이유

2.2 적합 학기 선택 이유

3 받고 싶은 연수 종류

-

4 타학기･학년 연계방안

-

3 타학기･학년 연계방안

3 기대사항

4 기대사항
-

Ⅴ 4 우려사항

Ⅲ

5 우려사항

6.2 우려사항(교사)

-

7.1 인식 촉진요인

-

6.1 인식 촉진요인

7.2 교육 활동 촉진요인

-

6.2 교육 활동 촉진요인

7.3 지원 환경 촉진요인

-

6.3 지원 환경 촉진요인

8.1 인식 장애요인

-

7.1 인식 장애요인

8.2 교육 활동 장애요인

-

7.2 교육 활동 장애요인

8.3 지원 환경 장애요인

-

7.3 지원 환경 장애요인

1 소재 지역

-

-

1 소재 지역

-

총 문항 수

문항내용

1 자유학기제 기본 방향

Ⅴ 6.1 우려사항(학생)

Ⅵ

문항번호

1 자유학기제 기본 방향

5.2 기대사항(교사)

학교

배
경 개인

문항내용

1 자유학기제 기본 방향

5.1 기대사항(학생)
요
정착
구
방안
사
요구
항

학부모용

-

1 자녀와의 관계

2 성별

2 성별

2 자녀의 성별

-

3 학년

3 자녀의 학년

-

4 성적

4 자녀의 성적

Ⅵ

-

-

Ⅳ

5 사교육비

3 담당직위

-

-

4 교직경력

-

-

5 담당교과

-

-

6 자유학기제 담당 여부

-

-

7 현재 담임 여부

-

-

연구학교 55 문항
희망･일반학교 49 문항

연구학교 39 문항
희망･일반학교 35 문항

연구학교 30문항
희망･일반학교 3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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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용
학교용 설문지는 개인 차원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응답해야 할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학교 조직 차원에서 인적･물적 인프라의 지원 및 활용 실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제
작하였다. 학교용 설문지는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지 않은 희망･일반학교에서는 응답이 어
려워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80개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교 별 자유학기제 주무교사
1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첫째, 외부 ‘인력’의 활용 정도에 대한 문항은 외부 인력의 활용 여부와 이에 대한 섭외
의 어려움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특강 강사, 예체능 강사, 학부모 자원 봉사자, 대학
생 멘토 등을 자유학기제 운영 시 활용하는지 여부를 질문하였고, 이들을 섭외하는데 얼
마나 어려웠는지를 질문하였다.
둘째, 외부 ‘기관’의 활용 정도에 대한 조사 문항은 자유학기제를 위해 MOU를 맺고 있
거나 활용하고 있는 외부 기관(체험처)의 총 개수와 구체적인 활용 양상에 대한 것이다.
학교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외부 기관을 학교별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가 직접 기입하고
각 기관에 대한 MOU 체결 여부, 공공기관 여부, 지역 사회 여부의 선다형 보기를 선택하
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기관을 어떠한 경로로 활용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활용하였으며
도움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도 함께 선다형 보기를 제공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학교용
설문지의 구체적 내용은 <표 Ⅳ-5>와 같다.
<표 Ⅳ-5> 학교용 설문지 틀
영역

문항번호

문항 내용
활용 여부

외부 ‘인력’
활용 정도

외부 ‘기관’
활용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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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섭외 어려움 정도

2

외부기관(체험처) 활용 수
MOU 체결 여부
공공기관 여부
지역사회 기관 여부
활용 경로
활용 횟수
도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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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특강(진로 포함) 강사
∙ 예체능 강사
∙ 학생 선택 프로그램 강사
∙ 동아리 강사
∙ 학부모 자원 봉사자
∙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멘토

∙ MOU를 맺은 기관은 필수 기입하여, 최대
15개 기관의 명칭을 적은 뒤 각각의 현황을
조사

나. 설문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특성 분석과 이와 유사한 지리적, 환경적 여건에 있
는 일반학교와 희망학교를 비교하였다. 따라서 2013년 지정된 42개 연구학교와 2014년
지정된 38개 연구학교 총 80개교가 연구학교 대상 집단이다. 또한 연구학교와 희망･일반
학교의 비교를 위해 연구학교 인근의 학교를 중심으로 희망학교 총 731개교 중 40개교를
표집하고, 일반학교 총 2,448개교 중 40개교를 표집하였다. 학교 선정은 연구학교와 지
리적, 환경적 여건이 유사한 학교들을 임의 표집하였으며, 학교 선정 시 지역(시･군 기
준), 남･여학교 비율, 학교 규모(소규모 여부) 등을 고려하여 표집하였다. 설문 조사 대상
의 선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Ⅳ-6>과 같다.
<표 Ⅳ-6> 설문 조사 대상 선정 기준
설문 대상
연구학교
(2013, 2014)

희망학교
및
일반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 교장, 교감 중 한 명 이상을 포 ∙ 2013년, 2014년에 자유학 ∙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
함하여 총 20명
기제를 실시한 학년의 한
의 학부모 15명
(단,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교원 반 중 출석번호 1～20번
을 우선적으로 포함)
학생
∙ 교장, 교감 중 한 명 이상을 포 ∙ 1학년에서 1반 중
함하여 총 20명
출석번호 1～10번 학생
∙ 2학년에서 1반 중
출석번호 1～10번 학생

∙ 1,2학년 학생의 학부모 15명

1) 설문 대상 학교 7)
설문 대상 중 응답한 학교는 2013년 연구학교 42개교, 2014년 연구학교 38개교, 희망
학교 35개교, 일반학교 36개교로 총 151개교이다. 설문 대상 학교를 지역 규모, 설립유
형, 학교 유형, 학교 규모, 학급당 학생 수, 자유학기제 이외의 연구학교 경험 여부, 자유
학기제 중점모형으로 구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중 자유학기제 이외의 연구학교 경험
여부와 자유학기제 중점모형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점모형은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설문대상 학교의 특성에 따른 분포는 <표 Ⅳ-7>과 같다.

7) 학교 특성에 따른 분석을 위한 학교 정보는 연구학교의 경우 학교용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희망･일반학교의 경우 학교알리
미 사이트에 공시된 내용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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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설문대상 학교 분포
(단위: 개교, %)

구분

연구학교
2013

대도시
21(26.3)
지
8(10.0)
역 중소도시
규 읍･면 지역 13(16.3)
모
계
42(52.5)

전체

2014

계

희망

일반

계

16(20.0)

37(46.3)

16(22.5)

16(22.5)

32(45.1)

69(45.7)

5(6.3)

13(16.3)

9(12.7)

7(9.9)

16(22.5)

29(19.2)

17(21.3)

30(37.5)

10(14.1)

13(18.3)

23(32.4)

53(35.1)

38(47.5)

80(100.0)

35(49.3)

36(50.7)

71(100.0)

151(100.0)

설
립
유
형

국공립

39(48.8)

36(45.0)

75(93.8)

33(46.5)

30(42.3)

63(88.7)

138(91.4)

사립

3(3.8)

2(2.5)

5(6.3)

2(2.8)

6(8.5)

8(11.3)

13(8.6)

계

42(52.5)

38(47.5)

80(100.0)

35(49.3)

36(50.7)

71(100.0)

151(100.0)

학
교
유
형

남중

7(8.8)

6(7.5)

13(16.3)

3(4.2)

7(9.9)

10(14.1)

23(15.2)

여중

4(5.0)

3(3.8)

7(8.8)

4(5.6)

5(7.0)

9(12.7)

16(10.6)

공학

31(38.8)

29(36.3)

60(75.0)

28(39.4)

24(33.8)

52(73.2)

112(74.2)

계

42(52.5)

38(47.5)

80(100.0)

35(49.3)

36(50.7)

71(100.0)

151(100.0)

학
교
규
모

대규모

10(12.5)

14(17.5)

24(30.0)

9(12.7)

13(18.3)

22(31.0)

46(30.5)

중규모

21(26.3)

14(17.5)

35(43.8)

17(23.9)

13(18.3)

30(42.3)

65(43.0)

소규모

11(13.8)

10(12.5)

21(26.3)

9(12.7)

10(14.1)

19(26.8)

40(26.5)

계

42(52.5)

38(47.5)

80(100.0)

35(49.3)

36(50.7)

71(100.0)

151(100.0)

5(6.3)

1(1.3)

6(7.5)

5(7.0)

5(7.0)

10(14.1)

16(10.6)

18(22.5)

17(21.3)

35(43.8)

13(18.3)

11(15.5)

24(33.8)

59(39.1)

19(23.8)

20(25.0)

39(48.8)

17(23.9)

20(28.2)

37(52.1)

76(50.3)

42(52.5)

38(47.5)

80(100.0)

35(49.3)

36(50.7)

71(100.0)

151(100.0)

학 20명 미만
급
20명~
당 30명 미만
학
생 30명 이상
수
계
다 경험 없음
른
연
경험 있음
구
학
계
교

19(23.8)

21(26.3)

40(50.0)

-

-

-

40(50.0)

23(28.8)

17(21.3)

40(50.0)

-

-

-

40(50.0)

42(52.5)

38(47.5)

80(100.0)

-

-

-

80(100.0)

진로 탐색

27(23.7)

14(12.3)

41(36.0)

-

-

-

41(36.0)

학생 선택
프로그램

18(15.8)

18(15.8)

36(31.6)

-

-

-

36(31.6)

8(7.0)

9(7.9)

17(14.9)

-

-

-

17(14.9)

8(7.0)

7(6.1)

15(13.2)

-

-

-

15(13.2)

1(0.9)

4(3.5)

5(4.4)

-

-

-

5(4.4)

62(54.4)

52(45.6)

114(100.0)

-

-

-

114(100.0)

중 동아리활동
점
예술･체육
모
특별히
형
중점 두는
모형 없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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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대상 교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2013, 2014)와 희망학교･일반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를 대상으
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 교원을 성별, 직위, 경력, 담당 과목8),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 담임여부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표 Ⅳ-8> 설문대상 교원 분포
(단위: 개교, %)

구분
교
사
성
별

연구학교
2013

2014

희망⋅일반학교
계

희망

일반

계

전체

남교사

237(16.8) 215(15.3)

452(32.1)

202(16.7) 201(16.7)

403(33.4)

855(32.7)

여교사

489(34.8) 466(33.1)

955(67.9)

393(32.6) 411(34.1)

804(66.6)

1,759(67.3)

계

726(51.6) 681(48.4) 1,407(100.0) 595(49.3) 612(50.7) 1,207(100.0) 2,614(100.0)

교 교장･교감 48(3.4)
28(2.0)
76(5.4)
28(2.3)
30(2.5)
58(4.8)
134(5.1)
사
교사
673(48.0) 652(46.5) 1,325(94.6) 565(47.0) 580(48.2) 1,145(95.2) 2,470(94.9)
직
계
721(51.5) 680(48.5) 1,401(100.0) 593(49.3) 610(50.7) 1,203(100.0) 2,604(100.0)
위

교
사
경
력

5년 미만

133(9.5)

5～10년9)

177(12.6)

101(7.2)

95(6.8)

196(14.0)

82(6.8)

87(7.2)

169(14.1)

365(14.0)

10～15년

92(6.6)

108(7.7)

200(14.3)

74(6.2)

75(6.2)

149(12.4)

349(13.4)

15～20년

65(4.6)

54(3.9)

119(8.5)

31(2.6)

60(5.0)

91(7.6)

210(8.1)

540(45.0)

1,116(42.9)

20년 이상 333(23.8) 243(17.3)
계

310(22.1)

576(41.1)

117(9.7)

135(11.2)

287(23.9) 253(21.1)

252(21.0)

562(21.6)

724(51.7) 677(48.3) 1,401(100.0) 591(49.2) 610(50.8) 1,201(100.0) 2,602(100.0)

교
사
과
목

주요교과 282(20.5) 261(19.0)

543(39.4)

232(19.7) 267(22.7)

499(42.4)

1,042(40.8)

그외교과 426(30.9) 408(29.6)

834(60.6)

351(29.8) 327(27.8)

678(57.6)

1,512(59.2)

자
유
학
기
제

경험있음 542(38.7) 563(40.2) 1,105(78.9)

149(12.4)

경험없음

444(36.9) 565(47.0) 1,009(83.9)

담
임
여
부

계

계

708(51.4) 669(48.6) 1,377(100.0) 583(49.5) 594(50.5) 1,177(100.0) 2,554(100.0)

181(12.9)

114(8.1)

295(21.1)

45(3.7)

194(16.1)

1,299(49.9)
1,304(50.1)

723(51.6) 677(48.4) 1,400(100.0) 593(49.3) 610(50.7) 1,203(100.0) 2,603(100.0)

담임

384(27.4) 404(28.9)

788(56.3)

327(27.2) 331(27.6)

658(54.8)

1,446(55.6)

비담임

339(24.2) 273(19.5)

612(43.7)

264(22.0) 279(23.2)

543(45.2)

1,155(44.4)

계

723(51.6) 677(48.4) 1,400(100.0) 591(49.2) 610(50.8) 1,201(100.0) 2,601(100.0)

8) 담당 과목은 주요교과와 그 외교과로 분류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주요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교과로 한정하였다.
9) 5년 이상～10년 미만을 의미하며 이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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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 대상 학생
자유학기제 연구학교(2013, 2014)와 희망･일반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
시하였다. 설문 대상 학생을 학생이 속한 지역, 성별, 학년, 성적에 따라 구분한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표 Ⅳ-9> 설문대상 학생 분포
(단위: 개교, %)

구분

연구학교
2013

2014

희망⋅일반학교
계

희망

일반

계

전체

남학생 374(23.5) 383(24.0) 757(47.5)
312(22.5) 323(23.3) 635(45.7)
1,392(46.7)
학생
여학생 461(28.9) 375(23.5) 836(52.5) 388(27.9) 366(26.3) 754(54.3)
1,590(53.3)
성별
합계 835(52.4) 758(47.6) 1,593(100.0) 700(50.4) 689(49.6) 1,389(100.0) 2,982(100.0)
1학년

57(3.6)

학생 2학년 766(48.0)
학년 3학년 14(0.9)

학생
성적

187(11.7)

244(15.3)

446(32.1)

360(25.9)

806(58.0)

1,050(35.2)

571(35.8)

1,337(83.8)

255(18.3)

329(23.7)

584(42.0)

1,921(64.4)

0(0.0)

14(0.9)

0(0.0)

0(0.0)

0(0.0)

14(0.5)

합계

837(52.5)

758(47.5) 1,595(100.0) 701(50.4)

689(49.6) 1,390(100.0) 2,985(100.0)

상

220(13.8)

237(14.9)

중

485(30.5) 425(26.7)

하
합계

129(8.1)

94(5.9)

457(28.7)

165(11.9)

228(16.4)

393(28.3)

850(28.5)

910(57.2)

414(29.8)

376(27.1)

790(56.9)

1,700(57.1)

223(14.0)

120(8.6)

85(6.1)

205(14.8)

428(14.4)

834(52.5) 756(47.5) 1,590(100.0) 699(50.4) 689(49.6) 1,388(100.0) 2,978(100.0)

4) 설문 대상 학부모
자유학기제 연구학교(2013, 2014)와 희망학교･일반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
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 학부모를 자녀와의 관계, 자녀 성별, 자녀 학년, 자녀 성적,
사교육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Ⅳ-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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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설문대상 학부모 분포
(단위: 개교, %)

구분
부
자녀
와의
관계

모
기타

2014

계

희망

일반

계

79(6.6)

68(5.7)

147(12.3)

55(5.5)

49(4.9)

104(10.4)

251(11.4)

879(88.0)

1,908(87.0)

527(44.1) 502(42.0) 1,029(86.2)

6(0.6)

16(1.6)

34(1.6)

489(48.9)

999(100.0)

2,193(100.0)

남

278(23.3) 252(21.1)

530(44.4)

188(18.9)

216(21.7)

404(40.6)

934(42.6)

여

342(28.6) 323(27.0)

665(55.6)

321(32.2)

271(27.2)

592(59.4)

1,257(57.4)

509(51.1)

487(48.9)

996(100.0)

2,191(100.0)

합계

13(1.1)

5(0.4)

18(1.5)

445(44.5) 434(43.4)
10(1.0)

620(51.9) 575(48.1) 1,195(100.0)
132(11.1)

183(15.3)

370(37.2) 265(26.7)

635(63.9)

818(37.4)

556(46.6) 441(37.0)

997(83.6)

138(13.9)

221(22.2)

359(36.1)

1,356(62.0)

13(1.1)

0(0.0)

0(0.0)

0(0.0)

13(0.6)

620(52.0) 573(48.0) 1,193(100.0) 508(51.1)

486(48.9)

994(100.0)

2,187(100.0)

상

216(18.1) 232(19.5)

448(37.6)

171(17.2)

205(20.6)

376(37.9)

824(37.7)

중

339(28.5) 286(24.0)

625(52.5)

280(28.2) 242(24.4)

522(52.6)

1,147(52.5)

95(9.6)

213(9.8)

993(100.0)

2,184(100.0)

2학년
3학년
합계

자녀
성적

전체

2013

510(51.1)

1학년
자녀
학년

희망⋅일반학교

619(51.8) 575(48.2) 1,194(100.0)

합계
자녀
성별

연구학교

하
합계

51(4.3)
13(1.1)

63(5.3)

0(0.0)

55(4.6)

118(9.9)

53(5.3)

42(4.2)

618(51.9) 573(48.1) 1,191(100.0) 504(50.8) 489(49.2)

10만원
142(12.0)
미만

102(8.7)

244(20.7)

119(12.1)

74(7.5)

193(19.6)

437(20.2)

10～
199(16.9) 213(18.1)
30만원

412(34.9)

158(16.0)

142(14.4)

300(30.5)

712(32.9)

339(28.8)

158(16.0)

176(17.9)

334(33.9)

673(31.1)

120(10.2)

38(3.9)

62(6.3)

100(10.2)

220(10.2)

64(5.4)

29(2.9)

29(2.9)

58(5.9)

122(5.6)

985(100.0)

2,164(100.0)

30～
162(13.7) 177(15.0)
사교
50만원
육비
50～
68(5.8)
52(4.4)
70만원
70만원
이상
합계

41(3.5)

23(2.0)

612(51.9) 567(48.1) 1,179(100.0) 502(51.0) 483(49.0)

3. 주요 분석 결과
가. 구성원의 인식(이해와 태도)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을 구성원의 이해와 태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구성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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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는 인지적 측면의 내용으로서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취지, 자유학기제에서 추구하는 교
육과정, 교수･학습, 평가의 특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구성원
의 태도는 정의적 측면의 내용으로서 자율적 노력, 협력적 노력, 긍정적 태도, 필요성 인
식, 정책 신뢰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자율적 노력은 구성원 스스로 자유학기제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협력적 노력은 동료 교사나 친구들과 함께 협의하며 노력하고 있
는지에 대한 문항이다. 긍정적 태도는 자유학기제가 학교 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생각하는지, 필요성 인식은 자유학기제가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필요하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며, 정책 신뢰는 자유학기제 비전의 타당성, 운영
과정의 일관성, 향후 지속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문항이다.

1) 학교유형별 분석
자유학기제의 인식에 대해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학교(연구학교)와 미실시한 학교(희망
학교, 일반학교)로 구분하고, 연구학교를 2013년 연구학교와 2014년 연구학교로, 자유학
기제 미실시 학교를 희망학교와 일반학교로 세분하여 비교한 결과는 <표 Ⅳ-11>과 같다.

<표 Ⅳ-11>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단위: 점, 표준편차)

전체학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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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교

희망⋅일반학교

연구
학교

희망
일반

t

2013

2014

t

희망

일반

t

목적과
취지

4.08
(0.85)

3.56
(1.00)

25.06***

4.07
(0.88)

4.09
(0.81)

-0.94

3.74
(0.93)

3.39
(1.03)

10.74***

교육과정

3.94
(0.88)

3.41
(1.00)

25.07***

3.91
(0.91)

3.96
(0.84)

-1.92

3.59
(0.95)

3.22
(1.02)

11.26***

이
3.93
교수･학습
해
(0.88)

3.34
(1.00)

27.85***

3.90
(0.92)

3.97
(0.83)

-2.63**

3.54
(0.95)

3.15
(1.01)

12.01***

평가

3.82
(0.92)

3.29
(1.01)

24.21***

3.79
(0.96)

3.85
(0.88)

-2.24*

3.50
(0.97)

3.08
(1.01)

12.63***

소계

3.94
(0.78)

3.40
(0.90)

28.66***

3.92
(0.81)

3.97
(0.73)

-2.21*

3.59
3.21
(0.84) (0.9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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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학교
구분

태
도

연구학교

희망⋅일반학교

연구
학교

희망
일반

t

2013

2014

t

희망

일반

t

자율적
노력

3.51
(1.09)

3.09
(1.06)

17.42***

3.51
(1.12)

3.52
(1.06)

-0.27

3.24
(1.06)

2.94
(1.04)

8.85***

협력적
노력

3.85
(0.98)

3.44
(1.00)

18.61***

3.83
(1.02)

3.89
(0.93)

-2.03*

3.60
(0.95)

3.28
(1.02)

9.91***

긍정적
태도

3.74
(0.99)

3.49
(1.02)

10.66***

3.75
(1.01)

3.72
(0.97)

0.74

3.63
3.35
(0.98) (1.04)

8.28***

필요성
인식

3.86
(0.96)

3.60
(1.01)

11.63***

3.86
(0.98)

3.86
(0.94)

0.06

3.74
(0.97)

3.45
(1.04)

8.83***

정책신뢰

3.58
(0.85)

3.15
(0.88)

12.67***

3.64
(0.84)

3.51
(0.85)

3.06**

3.41
2.91
(0.84) (0.85)

10.48***

소계

3.71
(0.78)

3.37
(0.82)

18.63***

3.70
(0.82)

3.71
(0.74)

-0.63

3.51
3.23
(0.78) (0.84)

10.71***

3.80
(0.72)

3.37
(0.78)

25.79***

3.79
(0.75)

3.82
(0.67)

-1.31

3.54
3.20
(0.74) (0.78)

13.46***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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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2]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이해와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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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실시학교(연구학교)와 미실시 학교(희망학교, 일반학교)를 비교한 결과, 자
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은 총점으로 볼 때 연구학교(3.80점)가 희망학교(3.54점), 일반학교
(3.2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도 이해와 태도의 모든 영역에서 연구학교가
희망･일반학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구학교 내에서
는 2014년 연구학교가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2013년 연구학교보다 0.1
점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두 학교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희망
학교와 일반학교의 경우에는 희망학교(3.54점)가 일반학교(3.20점)보다 총점 및 전체 영
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하위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해’ 영역에서 연구학교와 희망･일반학
교 모두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았고, ‘평가’에 대한 이해가 가장 낮았다. ‘태
도’ 영역에서는 연구학교와 희망･일반학교 모두 자유학기제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가장
높았다. 또한 연구학교의 경우 ‘정책 신뢰’(3.58점), 희망･일반학교의 경우 ‘자율적 노
력’(3.09점)과 ‘정책 신뢰’(3.15점) 부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정책 신뢰 영역은 일반학교에서 2점대로 낮아질 정도로 교사들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으로서 세부적으로 유심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세부 문항별 추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비전과 목적의 타당성은 연구학교는 4.01점,
희망학교는 3.67점, 일반학교는 3.23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다. 그러나 운영과정의 일관
성은 연구학교는 3.46점, 희망학교는 3.37점, 일반학교는 2.84점으로 떨어진다. 또한, 자
유학기제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연구학교는
3.27점, 희망학교는 3.19점, 일반학교는 2.65점으로 인식과 태도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
를 보였다. 이처럼 교사들은 자유학기제의 지속성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
으며, 특히 일반학교에서는 정책 지속성에 매우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책 신뢰의
세부 문항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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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태도 영역의 정책 신뢰 세부문항 분석
(단위: 점, 표준편차)

전체학교
문항내용

연구학교

희망⋅일반학교

연구학교

희망
일반

t

2013

2014

t

희망

일반

t

자유학기제
비전과
목적의
타당성

4.01
(0.85)

3.45
(0.96)

15.91***

4.03
(0.84)

3.99
(0.85)

0.90

3.67
(0.89)

3.23
(0.98)

8.10***

자유학기제
운영과정의
일관성

3.46
(0.97)

3.10
(0.94)

9.64***

3.53
(0.96)

3.38
(0.97)

2.91**

3.37
(0.90)

2.84
(0.90)

10.35***

자유학기제
운영 향후
지속성

3.27
(1.06)

2.92
(1.04)

8.66***

3.38
(1.05)

3.16
(1.06)

3.87***

3.19
(1.06)

2.65
(0.96)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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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경 변인별 분석
가) 학교 배경 변인별 분석
연구학교와 희망･일반학교 구성원들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을 학교 소재지, 학교 규
모 등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 규모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연
구학교의 경우 대규모 학교가 평균 3.83으로 가장 높았으며, 희망･일반학교의 경우에는
소규모 학교의 평균이 3.46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학교 소재지별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결과표는 <부록표 1> 참조).

나) 응답자 배경 변인별 분석
응답자 배경 변인별 분석 결과를 교사, 학생, 학부모 순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저 교사는 성별, 직위,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 담임여부, 경력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에 따른 비교 결과 연구학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희망･일
반학교에서 남교사가 평균 3.56점으로 여교사 3.3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위에 따른 분
석 결과에서는 연구학교와 희망･일반학교 모두 관리자(교장, 교감)의 점수가 높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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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경험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는 자유학기제 경험이 있는 교사의 점수가 높
게 나타났다.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는 희망･일반학교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자
유학기제를 경험한 교사들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도뿐만 아니라 태도 면에서도 긍정
적 면으로 나타나 자유학기제 경험 이후 자유학기제를 더 긍정적인 자세로 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담임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도 연구, 희망･일반학교 모두에서 비담
임 교사가 담임교사보다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성별, 학년, 성적에 따른 자유학기제의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과
성적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년에 따른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의 분
석 결과 1학년이 2학년보다 높았으며, 성적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는 연구학교의 경우 성
적이 ‘상’과 ‘중’인 학생이 ‘하’인 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희망･일반학
교에서는 인식 전체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부모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을 자녀의 학년, 성적, 사교육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자녀 성적과 자녀 사교육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자녀의 성적에 따라
분석한 결과, 연구학교의 경우 자녀 성적이 ‘상’과 ‘중’인 학부모의 인식 총점이 ‘하’인 학
부모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고 희망･일반학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
다. 이는 학생들의 분석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자녀의 사교육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연
구학교의 경우 ‘사교육비 70만원 이상’ 집단 학부모의 점수가 평균 3.89점으로 가장 높았
던 것에 반해, 희망･일반학교는 ‘사교육비 70만원 이상’ 집단 학부모의 점수가 제일 낮은
축에 속해 연구학교와 상반된 결과를 낳았다. 이는 연구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 경험을
통해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학부모가 오히려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도뿐만 아니라
긍정적 태도도 형성된 결과로 해석된다(결과표는 <부록표 2> 참조).
전체학교를 중심으로 응답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차이를 각각 비교하였다. 전
체적인 인식 총점을 비교해 보았을 때, 교사는 3.85점, 학생은 3.65점, 학부모는 3.37점
으로 교사의 인식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자유학기제가 학교 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긍정적 태도’와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필요하다’는 필요
성 인식 부분은 학생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는 곧, 자유학기제를 교사나 학부모보다 학
생들이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결과표는 <부록표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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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 활동 운영 실태
교육 활동 운영 실태는 자유학기제에서 추구하는 교육 활동이 학교에서 얼마나 실천되
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행동적 측면에 관한 내용이다. 자유학기제의 대표적 교육 활동 영
역인 교수･학습 운영, 평가 운영,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운영의 소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교수･학습 운영 영역은 학생 참여형 수업, 교사들의 융합･연계 수업 진
행의 실천 정도를 묻는 문항이며 평가 운영 영역에서는 과정 중심의 평가, 개별 학생에
맞는 기록의 실천 정도를 확인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영역에서는 학생이 희망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는 핵심성취 기준
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과 자율과정 혹은 교과 외 활동의 운영 정도를 확인하였다.

1) 학교 유형별 분석
학교 교육 활동 운영 실태에 대해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학교(연구학교)와 미실시한 학
교(희망학교, 일반학교)를 세분화하여 비교한 결과는 <표 Ⅳ-13>과 같다.
<표 Ⅳ-13> 교육 활동 운영 실태
(단위: 점, 표준편차)

전체학교

연구학교

희망⋅일반학교

구분

연구
학교

희망
일반

t

2013

2014

t

희망

일반

t

교수･학습
운영 실태

3.90
(0.75)

3.18
(0.86)

33.62***

3.87
(0.78)

3.93
(0.71)

-2.35*

3.26
(0.83)

3.11
(0.88)

4.47***

평가
운영 실태

3.97
(0.74)

3.71
(0.74)

13.03***

3.95
3.99
(0.78) (0.69)

-1.32

3.77
(0.72)

3.66
(0.76)

3.62***

프로그램
운영 실태

3.94
(0.84)

3.80
(0.85)

6.38***

3.92
3.96
(0.88) (0.80)

-1.34

3.84
(0.82)

3.75
(0.88)

2.56*

교육과정
운영 실태

3.86
(0.81)

3.63
(0.81)

10.33***

3.86
3.85
(0.83) (0.79)

0.40

3.72
(0.78)

3.55
(0.84)

5.23***

계

3.92
(0.67)

3.58
(0.66)

19.06***

3.90
3.93
(0.70) (0.63)

-1.31

3.64
(0.64)

3.52
(0.67)

4.9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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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교의 전반적 교육 활동 운영이 잘 실천되고 있는 것(3.92점)에 비해, 희망･일반
학교는 연구학교에 비해서는 교육 활동의 실천 정도가 낮았다(3.58점). 자유학기제 실시
학교(연구학교)와 미실시한 학교(희망학교, 일반학교)를 영역별로 비교한 결과, 연구학교
의 경우 ‘평가 영역의 운영’ 정도가 평균 3.9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수･학습 운
영 실태 등 다른 영역도 고르게 높았다. 희망･일반학교의 경우는 다른 영역에 비해 ‘교수･
학습 운영 실태’가 가장 낮게 나타나(3.18점) 학생 참여형 수업과 교사 간의 융합･연계 수
업 운영이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희망학교와 일반학교의 경우에는 모든 영역에서
희망학교의 점수가 일반학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 교육 활동의 전반적 부분
이 희망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잘 실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Ⅳ-3] 교육 활동 운영 실태

연구학교와 희망･일반학교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교수･학습 운영 실태’
로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연구학교(3.90점)와 미실시한 희망･일반학교(3.18점) 사이의
격차가 0.72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났다. ‘교수･학습 운영 실태’는 연구
학교와 희망･일반학교 간에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항목이며, 희망･일반학교에서는 가장
실천이 잘 안되는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통해 자유학기제에서 지향하
는 교수･학습 방법인 토론과 실험･실습의 참여형 수업과 융합･연계 수업의 실천 정도가
연구학교에서 두드러짐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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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변인별 분석
가) 학교 배경 변인별 분석
연구학교와 희망･일반학교의 교육 활동 운영 실태를 학교 배경 변인별로 분석한 결과
연구학교에서만 학교 배경 변인에 따른 교육 활동 운영 실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 연구학교 소재지별로 살펴보았을 때, 대도시가 평균 3.97점으로 읍･면 지역
(3.87점)이나 중소도시(3.85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
는 소규모 학교(3.84점)가 대규모나 중규모 학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결과표는 <부록표
3> 참조).

나) 응답자 배경 변인별 분석
교사들의 교육 활동 실태를 배경 변인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위에 따른 분
석 결과 연구학교, 희망･일반학교 모두에서 관리자의 점수(4.29점, 3.84점)가 교사(4.01
점, 3.52점)의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에 따른 분
석 결과, 연구학교와 희망･일반학교 모두에서 자유학기제 경험이 있는 교사(4.06점, 3.65
점)가 자유학기제 경험이 없는 교사(3.91점, 3.51점)보다 교육 활동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높았다. 앞에서 분석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와 태도와 마찬가지로 교육 활동
운영 영역에서도 자유학기제 경험을 가진 교사가 참여형 수업, 학생의 개별적 평가, 교육
과정 재구성 등을 잘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구학교뿐만 아니라 희망･
일반학교에서도 자유학기제 경험 교사가 높은 점수를 보여,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학교에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 경험 교사가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바람
직한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잘 실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학생은 연구학교나 희망･일반학교 모두 1학년이 2학년에 비해 교육 활동 운영 실태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연구학교는 성별과 성적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
다. 반면, 희망･일반학교는 성적이 ‘상’인 학생이 ‘하’인 학생에 비해 교육 활동 실태를 높
게 평가하였으며 남학생의 점수가 여학생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결
과표는 <부록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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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학교를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이 수업, 평가, 프로그램, 교육과정의 운영 정도를 어
떻게 평가하고 있는 지를 비교 분석하였다.10) 학생 참여형 수업과 교사들의 융합･연계 수
업 운영을 교사보다 학생이 잘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지만, 다른 영역인 평가, 프
로그램,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학생이 평가한 점수가 낮았다. 즉, 교사에 비해 학생은
개별적 특성에 맞는 평가나 학생의 희망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교사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결과표는 <부록표 9> 참조).

다. 학교 내･외의 지원환경
자유학기제를 위한 학교 내･외의 지원 정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영역은 학교
내부와 외부의 인적･물적 지원, 연수, 홍보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내부의 인적 지
원은 수업이나 행정 보조 인력의 적절성, 구성원 업무의 효과적 분담이며 외부의 인적 지
원은 지역사회 인력풀 구축 정도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 강사 확보 적절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의 물적 지원은 학교 시설의 적합성을 질문하였으며, 외부
의 물적 지원은 예산 지원, 체험처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의 인적 지원 문항과 예산 지원 등 일부 문항은 희망･일반학교에 적합하지 않
아 설문에서 제외하였다.

1) 학교 유형별 분석
자유학기제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이나 교육 활동 운영 영역에 비해 학교 내･외의 지원
영역은 전반적으로 3.5점에 못 미치는 보통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부
정적 인식인 2점대를 보이는 항목이 여럿 있었는데 연구학교는 수업 보조 인력･행정 인력
지원의 적절성(2.73점)이었으며, 희망･일반학교에서는 지역사회 인력풀 구축의 적절성
(2.91점)과 우수한 외부강사 확보의 용이성(2.98점)이었다.
연구학교는 우수 강사 확보의 용이성(3.11점), 구성원의 업무 배분(3.14점)도 보통 이하
수준이었으며, 학생 체험 활동을 위한 체험처의 다양성(3.23점), 체험처의 교육 프로그램
질적 수준(3.43점)도 높지 않았다. 희망･일반학교의 경우에도 학교장의 지원을 제외한 대
부분 항목이 3점대 초반 점수를 보였는데, 인적 지원의 부족뿐만 아니라 체험처의 다양
10) 학부모는 교육 활동 운영 실태에 대한 설문 문항이 없었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만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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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3.08점)과 체험처 프로로그램의 질적 수준(3.18점)도 낮은 점수를 보여 학교가 어려움
을 겪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확인되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외부의 연수 지
원과 홍보도 보통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연구학교와 희망･일반학교 간에 가장 격차
가 큰 항목은 외부 인력풀 구축 정도와 홍보의 적절성 부분이었다. 향후 전면 확대를 준비
하기 위해 희망･일반학교에 외부 인력풀의 지원과 다양한 체험처 확보, 연수,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를 위한 학교 내･외의 지원 정도에 대해,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학교(연구학
교)와 미실시한 학교(희망학교, 일반학교)로 세분하여 비교한 결과는 <표Ⅳ-14>와 같다.
<표 Ⅳ-14> 자유학기제를 위한 학교 내･외의 지원
(단위: 점, 표준편차)

구분
보조
인력
구성원
업무배분
인프라
학교장 발굴노력
리더십 협력적
풍토조성
내부
학교시설
물적
내부
인적

외부
인적

인력풀
우수강사
섭외
예산
체험처
다양성

외부 체험처 질
물적
연수 지원
홍보
계

전체학교
연구학교 희망⋅일반
2.73
･
(1.08)
3.14
･
(0.97)
3.69
3.57
(0.95) (0.93)
3.82
3.67
(0.93) (0.95)
3.43
･
(1.03)
3.43
2.91
(1.04) (0.92)
3.11
2.98
(0.97) (0.93)
3.39
･
(0.96)
3.23
3.08
(1.09) (1.03)
3.43
3.18
(0.97) (0.97)
3.30
3.05
(0.90) (0.93)

t

2013
2.79
･
(1.07)
3.26
･
(0.93)
3.76
3.34***
(0.94)
3.89
4.13***
(0.95)
3.49
･
(1.04)
3.41
15.30***
(1.04)
3.10
3.45***
(0.98)
3.46
･
(0.95)
3.19
5.33***
(1.12)
3.39
9.88***
(0.98)
3.33
7.08***
(0.93)

연구학교
2014
2.66
(1.09)
3.01
(1.00)
3.62
(0.95)
3.75
(0.91)
3.35
(1.01)
3.44
(1.03)
3.11
(0.96)
3.32
(0.97)
3.27
(1.06)
3.48
(0.94)
3.28
(0.88)

희망⋅일반학교
일반
t

t

희망

2.42*

･

･

･

5.08***

･

･

･

3.74
(0.89)
3.78
(0.91)

3.41
(0.93)
3.57
(0.98)

･

･

3.08
(0.91)
3.13
(0.90)

2.74
(0.91)
2.83
(0.94)

･

･

2.87**
2.91**
3.79***
-0.62
-0.20
2.84**

6.43***
3.93***
･
6.61***
5.78***
･

3.21
(0.99)
3.29
-2.75**
(0.93)
3.27
0.97
(0.89)

2.94
(1.06)
3.07
(0.98)
2.85
(0.92)

5.76***

-2.21*

6.76***

8.16***

3.65
(0.93)

3.15
3.68
19.33***
(1.00)
(0.95)

3.61
(0.92)

2.02*

3.42
(0.93)

2.89
(1.01)

13.95***

3.48
(0.79)

3.22
3.48
12.11***
(0.82)
(0.80)

3.47
(0.78)

0.39

3.38
(0.78)

3.06
(0.84)

10.2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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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자유학기제를 위한 학교 내･외의 지원

2) 배경 변인별 분석
가) 학교 배경 변인별 분석
학교 내･외의 지원 정도를 학교 소재지별로 분석한 결과, 연구학교와 희망･일반학교 모
두 대도시가(평균 3.52점, 3.26점) 가장 높아서 대도시에 자유학기제를 위한 인력풀 지원
과 체험처 지원이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에 비해 잘 이뤄짐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나지 않았으며, 학교 규모별로도 통
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결과표는 <부록표 5> 참조).

나) 응답자 배경 변인별 분석
구체적으로 응답자 배경 변인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교원의 경우, 직위에 따른 분석
결과 연구학교와 희망･일반학교 모두에서 관리자의 점수(3.59점, 3.44점)가 교사의 점수
(3.23점, 3.12점)보다 높았다. 담임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는 연구학교와 희망･일반학교
모두 비담임 교사의 점수(3.34점, 3.21점)가 담임교사(3.18점, 3.08점)보다 높았다. 또한
자유학기제 경험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희망･일반학교에서 자유학기제 경험이 있는 교사
의 점수(3.33점)가 그렇지 않은 교사(평균 3.10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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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제 경험을 통해 학교 내･외의 지원 환경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
해볼 수 있다.
학생의 경우 1학년이 2학년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는 연구학교만 유의미하
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연구학교와 희망･일반학교 학생 모두 남학생이 여학
생 보다 높았으며, 성적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결과표는 <부록표
6> 참조).
전체학교를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이 수업, 평가, 프로그램, 교육과정의 운영 정도를 어
떻게 평가하고 있는 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학생 참여형 수업과 교사들의 융합･연계 수업
의 실천 정도에 대해 교사보다 학생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지만, 다른 영역인 평가,
프로그램,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학생이 평가한 점수가 낮았다. 즉, 교사에 비해 학생
은 개별적 특성에 맞는 평가나 학생의 희망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는 교사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사와 학생에게 공통으로 질문한
문항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체험처의 다양성과 체험처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홍보 모두
교사보다 학생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결과표는 <부록표 9> 참조).

라. 학교 운영 결과
교사, 학생, 학부모의 학교생활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는데 교사, 학생, 학부모에 맞게
내용 구성을 달리 하였다. 교사의 경우 학생-교사의 관계와 교사 간 관계를 질문하였으며
수업의 즐거움, 수업 및 평가 시 자율성과 전문성 신장, 그리고 교사로서의 보람을 질문하
였다. 학생의 경우 교사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를 질문하였으며 수업의 즐거움, 적성
과 소질의 계발이나 꿈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는 자녀의 부모
와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친구 관계, 자녀의 적성과 소질의 개발과 진로 의식 등을 조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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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유형별 분석 11)
가) 학교 유형별 분석: 교사 응답 결과
학교 운영 결과의 유형별 분석을 위해 우선 교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학교의
경우 교사 간에 소통의 원활한 정도를 묻는 ‘교사 간 관계’와 수업과 평가 시 자율성을 발
휘하는 정도를 묻는 ‘교사 자율성’ 문항에서 희망학교나 일반학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높았다.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해 교사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교사들 간에 소통이
원활해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업의 즐거움’과 ‘교사로서의 보람’, ‘학교생활만
족도’ 문항에서는 희망학교나 일반학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는 기존
교과 수업 방법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율과정에서 새롭게 운영되는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수업의 즐거움이나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영역에 비해 특이한 점은, 2013년 연구학교의 점수가 2014년 연구학교의 점수보
다 대부분의 세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초기 연구학교
교사들보다 이후 연구학교의 교사들이 자유학기제로 인한 긍정적 결과를 덜 얻고 있는 것
으로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 추후 조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희망
학교와 일반학교는 모든 세부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11) 구성원별 설문 문항이 달라 학교 유형별 종합 점수는 산출하지 않고 교사, 학생, 학부모의 결과를 각각 분석하여 학교 유형
별로 비교하였으며, 학생의 경우에는 학년별 표집 인원의 차이와 학년 효과의 차이(최상덕 외, 2013b)를 고려하여 학년별로
세부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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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 학교 운영 결과(교사)
(단위: 점, 표준편차)

구분

전체

연구학교

희망⋅일반학교

연구학교

희망⋅일반

t

2013

2014

t

희망

일반

t

학생-교
사 관계

3.80
(0.85)

3.80
(0.83)

0.15

3.86
(0.82)

3.73
(0.88)

2.85**

3.81
(0.78)

3.79
(0.87)

0.44

교사 간
관계

3.88
(0.89)

3.81
(0.84)

2.19*

3.97
(0.84)

3.80
(0.92)

3.68***

3.84
(0.82)

3.78
(0.87)

1.37

수업의
즐거움

3.58
(0.92)

3.81
(0.78)

-7.00***

3.69
(0.88)

3.46
(0.95)

4.73***

3.80
(0.79)

3.81
(0.78)

-0.23

교사
자율성

3.96
(0.81)

3.85
(0.80)

3.60***

3.99
(0.80)

3.93
(0.81)

1.33

3.89
(0.76)

3.81
(0.83)

1.81

교사
전문성

3.83
(0.87)

3.84
(0.73)

-0.16

3.91
(0.84)

3.74
(0.89)

3.80***

3.84
(0.71)

3.83
(0.74)

0.13

교사 보람

3.72
(0.90)

3.80
(0.86)

-2.25*

3.80
(0.89)

3.64
(0.90)

3.29**

3.76
(0.86)

3.84
(0.86)

-1.56

학교생활
만족도

3.60
(0.96)

3.76
(0.87)

-4.56***

3.71
(0.93)

3.48
(0.97)

4.58***

3.76
(0.87)

3.77
(0.87)

-0.33

계

3.77
(0.73)

3.81
(0.65)

-1.49

3.85
(0.71)

3.69
(0.73)

4.27***

3.81
(0.63)

3.80
(0.66)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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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학교 유형별 분석: 학생 응답 결과
학생들은 ‘학교 수업이 즐겁다’는 문항에서 연구학교가 희망학교나 일반학교에 비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한편, 학생과 교사의 관계, 학생 간 관계 문항, 자신감은 연
구학교에 비해 희망학교나 일반학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Ⅳ-16> 학교 운영 결과(학생 전체)
(단위: 점, 표준편차)

구분

전체

연구학교

희망⋅일반학교

연구학교

희망⋅일반

t

2013

2014

t

희망

일반

t

학생교사 관계

3.77
(0.97)

3.86
(0.96)

-2.49*

3.70
(1.01)

3.85
(0.92)

-3.12**

3.87
(0.93)

3.85
(0.99)

0.52

친구 간
관계

4.22
(0.78)

4.30
(0.76)

-2.75**

4.20
(0.80)

4.25
(0.76)

-1.48

4.30
(0.75)

4.30
(0.77)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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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연구학교

희망⋅일반학교

연구학교

희망⋅일반

t

2013

2014

t

희망

일반

t

수업의
즐거움

3.80
(0.95)

3.65
(0.94)

4.49***

3.79
(0.98)

3.81
(0.91)

-0.36

3.63
(0.94)

3.66
(0.95)

-0.72

소질과
적성 계발

3.76
(0.93)

3.50
(0.97)

7.24***

3.72
(0.99)

3.79
(0.87)

-1.58

3.56
(0.94)

3.45
(1.00)

2.11*

자신감

3.91
(0.91)

3.98
(0.88)

-2.15*

3.87
(0.96)

3.96
(0.85)

-2.10*

3.99
(0.86)

3.98
(0.90)

0.25

꿈 인식

3.90
(0.98)

3.88
(1.01)

0.37

3.83
(1.03)

3.96
(0.93)

-2.69**

3.91
(1.00)

3.86
(1.02)

0.92

학교생활
만족도

3.97
(0.86)

3.95
(0.91)

0.62

3.93
(0.91)

4.01
(0.80)

-2.00*

3.97
(0.88)

3.93
(0.93)

0.85

계

3.90
(0.70)

3.87
(0.67)

1.18

3.86
(0.73)

3.95
(0.66)

-2.53*

3.89
(0.65)

3.86
(0.69)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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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학생의 학교 운영 결과에 대한 점수를 분석하는 데 있어 학년별 표집 인원의
차이에 따른 상쇄 효과와 선행 조사 결과(최상덕 외, 2013b) 학년에 따른 영향이 반영될
수 있어 학생의 학년을 1학년과 2학년으로 구분하여 추가 분석하였다.
먼저, <표 Ⅳ-17>과 같이 2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
과, ‘수업의 즐거움’, ‘소질과 적성계발’, ‘꿈 인식’, ‘학교생활 만족도’ 영역에서 연구학교
학생들의 평균이 희망학교와 일반학교 학생들의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
다. 희망･일반학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온 항목은 하나도 없었다. 항목
별로 살펴보면, ‘수업의 즐거움’은 연구학교 평균 3.78점, 희망학교 평균 3.44점, 일반학
교 평균 3.50점으로 연구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 계발’, ‘꿈 인
식’, ‘학교생활 만족도’의 경우에도 연구학교-희망학교-일반학교의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네 가지 영역과 종합적인 합계에서 연구학교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높아 학생들은 여러 면에서 희망･일반학교의 학생들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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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7> 학교 운영 결과(2학년 학생)
(단위: 점, 표준편차)

구분

전체

연구학교

희망⋅일반학교

연구학교

희망⋅일반

t

2013

2014

t

희망

일반

t

학생교사 관계

3.75
(0.97)

3.72
(1.01)

0.75

3.68
(1.01)

3.85
(0.91)

-3.04**

3.71
(0.96)

3.72
(1.05)

-0.15

친구 간
관계

4.21
(0.78)

4.27
(0.75)

-1.62

4.19
(0.80)

4.22
(0.77)

-0.71

4.27
(0.73)

4.26
(0.76)

0.20

수업의
즐거움

3.78
(0.95)

3.47
(0.96)

6.49***

3.79
(0.98)

3.77
(0.90)

0.26

3.44
(0.96)

3.50
(0.95)

-0.76

소질과
적성 계발

3.72
(0.94)

3.33
(1.00)

8.32***

3.71
(0.99)

3.74
(0.87)

-0.60

3.37
(0.95)

3.29
(1.03)

0.96

자신감

3.89
(0.92)

3.89
(0.89)

-0.06

3.86
(0.96)

3.93
(0.86)

-1.41

3.90
(0.83)

3.88
(0.94)

0.28

꿈 인식

3.86
(0.99)

3.72
(1.05)

2.67**

3.84
(1.02)

3.88
(0.95)

-0.90

3.80
(1.04)

3.66
(1.06)

1.65

학교생활
만족도

3.95
(0.86)

3.83
(0.93)

2.78**

3.92
(0.90)

3.99
(0.80)

-1.56

3.85
(0.91)

3.80
(0.95)

0.64

계

3.88
(0.70)

3.75
(0.68)

3.90***

3.86
(0.72)

3.91
(0.66)

-1.50

3.76
(0.63)

3.73
(0.71)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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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수업의 즐거움’, ‘학생의 소질과 적성 계
발’ 문항에서 연구학교 학생의 점수가 희망학교 및 일반학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수업의 즐거움’의 경우 연구학교 평균 3.93점, 희망학교 평균 3.74점, 일반학교
평균 3.82점으로 연구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소질과 적성계발’의 경우 연구학교
3.92점, 희망학교 3.66점, 일반학교 3.59점으로 연구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다른 항
목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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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8> 학교 운영 결과(1학년 학생)
(단위: 점, 표준편차)

구분

전체

연구학교

희망⋅일반학교

연구학교

희망⋅일반

t

2013

2014

t

희망

일반

t

학생-교사
관계

3.85
(0.93)

3.96
(0.91)

-1.66

3.77
(0.93)

3.88
(0.93)

-0.76

3.97
(0.90)

3.96
(0.92)

0.20

친구 간
관계

4.32
(0.71)

4.33
(0.76)

-0.12

4.27
(0.70)

4.34
(0.72)

-0.65

4.31
(0.76)

4.35
(0.77)

-0.77

수업의
즐거움

3.93
(0.91)

3.78
(0.91)

2.36*

3.91
(0.98)

3.94
(0.90)

-0.22

3.74
(0.91)

3.82
(0.92)

-1.12

소질과
적성 계발

3.92
(0.88)

3.62
(0.94)

4.46***

3.82
(0.99)

3.95
(0.84)

-0.93

3.66
(0.92)

3.59
(0.97)

1.03

자신감

4.04
(0.85)

4.05
(0.86)

-0.22

3.96
(0.91)

4.06
(0.83)

-0.73

4.03
(0.87)

4.07
(0.85)

-0.63

꿈 인식

4.12
(0.85)

4.00
(0.96)

1.83

3.91
(0.94)

4.19
(0.81)

-2.17*

3.96
(0.97)

4.05
(0.94)

-1.30

학교생활
만족도

4.05
(0.83)

4.03
(0.88)

0.32

3.95
(0.86)

4.09
(0.82)

-1.11

4.03
(0.86)

4.04
(0.90)

-0.24

계

4.03
(0.65)

3.97
(0.64)

1.41

3.94
(0.70)

4.06
(0.64)

-1.21

3.96
(0.65)

3.98
(0.64)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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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과 1학년 학생의 분석 결과를 되짚어 볼 때,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은 공통적
으로 ‘수업의 즐거움’과 ‘소질과 적성 계발’ 면에서 경험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긍정적 인
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학교 유형별 분석: 학부모 응답 결과
학부모의 학교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학교의 경우 자녀가 본인의 소질과 적성에
대해 생각하고 진로에 대한 인식을 하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희망학교나 일반학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 역시 자유학기제가 강조하고 있는 학생의
꿈과 끼를 인식하고 발견해나가는 부분에서 높은 긍정적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학
교생활 만족도’ 문항에서는 희망학교나 일반학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
타났고, 이외의 다른 문항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100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표 Ⅳ-19> 학교 운영 결과(학부모)
(단위: 점, 표준편차)

구분

전체

연구학교

희망⋅일반학교

연구학교

희망⋅일반

t

2013

2014

t

희망

일반

t

자녀-부
모 관계

3.90
(0.87)

3.97
(0.83)

-1.83

3.90
(0.87)

3.91
(0.88)

-0.05

4.00
(0.81)

3.95
(0.84)

0.98

친구 간
관계

4.16
(0.70)

4.19
(0.67)

-1.24

4.17
(0.69)

4.15
(0.71)

0.46

4.21
(0.67)

4.18
(0.67)

0.62

학교생활
즐거움

4.02
(0.79)

3.99
(0.76)

0.86

4.02
(0.79)

4.03
(0.79)

-0.15

3.99
(0.78)

3.99
(0.74)

0.00

소질과
적성 계발

3.73
(0.86)

3.57
(0.84)

4.22***

3.69
(0.89)

3.77
(0.83)

-1.58

3.62
(0.84)

3.53
(0.84)

1.73

자녀
자신감

3.95
(0.86)

4.01
(0.79)

-1.78

3.96
(0.87)

3.93
(0.84)

0.60

3.98
(0.80)

4.04
(0.77)

-1.21

자녀의 꿈

3.77
(0.87)

3.65
(0.86)

3.28**

3.74
(0.89)

3.80
(0.84)

-1.16

3.67
(0.86)

3.62
(0.86)

1.00

학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

3.50
(1.01)

3.62
(0.78)

-2.92**

3.45
(1.05)

3.57
(0.95)

-2.10*

3.64
(0.76)

3.59
(0.80)

1.06

계

3.86
(0.66)

3.86
(0.57)

0.17

3.85
(0.66)

3.88
(0.65)

-0.83

3.87
(0.58)

3.84
(0.57)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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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경 변인별 분석
가) 학교 배경 변인별 분석
학교 운영 결과에 대해 학교 소재지별로 분석한 결과 대도시가 가장 높긴 하였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학교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역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결과표는 <부록표 7> 참조).

나) 응답자 배경 변인별 분석
교사의 직위에 따른 분석에서는 연구학교 경우 관리자(교장, 교감)의 점수가 평균 4.18
점으로 교사의 점수(3.75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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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는 연구학교, 희망･일반학교 모두 자유학기제 경험이 있는 교사의 점수가 경험이
없는 교사의 점수보다 높았다. 한편 담임여부에 따른 분석에서는 연구학교의 비담임 교사
의 점수(3.83점)가 담임교사의 점수(3.7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생은 학년, 성별, 성적에 따른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년에 따른
분석 결과 연구학교와 희망･일반학교 모두 1학년이 2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
게 나타났다. 성적에 따른 분석 결과 성적 ‘상’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학부모의 경우 자녀 성적에 따른 분석 결과, 연구학교와 희망･일반학교 학생 모두 성적
‘상’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성적이 ‘하’인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자녀 사교
육비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는 연구학교에서 사교육비 ‘70만원 이상’ 지출하는 학부모의
평균이 4.1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집단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결과표는 <부록표
8> 참조).
전체학교를 중심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간 질문이 동일한 수업의 즐거움과 학교생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학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학교생활의 즐거움이 가장 높았으며,
교사는 본인 수업의 즐거움이 가장 낮았다. 반면 학교생활 만족도는 학생이 가장 높았고,
학부모가 가장 낮았다(결과표는 <부록표 9> 참조).

마. 요구 사항 결과
자유학기제 정책의 핵심, 적합한 학기, 연수 수요, 타학기와의 연계, 자유학기제에 대
한 기대와 우려 사항, 자유학기제에 대한 촉진과 저해요인에 대해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체험처 활용과 관련하여 학교용 설문지를 통해
분석하였다. 항목별 요구 사항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유학기제 정책의 핵심
교원, 학생, 학부모가 생각하는 자유학기제 정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분
석 결과는 다음 <표 Ⅳ-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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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0> 자유학기제 정책의 핵심
전체학교
전체

순위

교사

문항 내용

빈도
(%)

1

진로 교육
활성화

2

학생

문항 내용

빈도
(%)

2,347
(31.1)

학교
교육방법
전반의 변화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2,059
(27.3)

3

학교
교육방법
전반의 변화

4

5

학부모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1,099
(41.6)

평가 방법의
변화

903
(31.0)

진로 교육
활성화

716
(35.9)

진로 교육
활성화

803
(30.4)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895
(30.8)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574
(28.7)

1,831
(24.3)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590
(22.3)

진로 교육
활성화

828
(28.5)

학교
교육방법
전반의 변화

466
(23.3)

평가 방법의
변화

1,256
(16.6)

평가 방법의
변화

123
(4.7)

학교
교육방법
전반의 변화

266
(9.1)

평가 방법의
변화

230
(11.5)

기타

55
(0.7)

기타

27
(1.0)

기타

17
(0.6)

기타

11
(0.6)

7,548
(100.0)

계

2,642
(100.0)

계

2,909
(100.0)

계

1,997
(100.0)

계

전체 구성원의 모든 응답을 종합해 볼 때, 구성원들은 자유학기제 정책의 핵심을 ‘진로
교육 활성화’(31.1%)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27.3%), ‘학
교 교육방법 전반의 변화’(24.3%)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교사의 응답만을 분석한 경우
에는 자유학기제의 핵심이 ‘학교 교육방법 전반의 변화’(41.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진로 교육 활성화’(30.4%),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22.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평가 방법의 변화’(3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학부모의 경우에는 ‘진로
교육 활성화’(35.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구성원 간의 차이를 보였다.
자유학기제 정책의 핵심에 대해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연구학교와 실시하지 않은 희망･일
반학교 구성원의 응답을 비교하였다. 1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연구학교와 희망･일반학교의
학생에 응답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연구학교 학생들은 1순위가 ‘진로 교육 활성화’(31.7%)
이고, 3순위가 ‘평가 방법의 변화’(28.4%)인데 비해, 희망･일반학교 학생들은 1순위가 ‘평가
방법의 변화’(34.1%)이고, 3순위가 ‘진로 교육 활성화’(24.8%)로 반대의 응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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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유학기제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기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기에 대해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Ⅳ-21>과 같다.

<표 Ⅳ-21> 자유학기제에 적합한 학기
전체학교
전체

순위

교사

학생

학부모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1

1학년 2학기

2,741
(35.7)

1학년 2학기

1,203
(45.2)

1학년 2학기

798
(27.4)

1학년 2학기

740
(35.2)

2

2학년 1학기

1,401
(18.3)

2학년 1학기

457
(17.2)

2학년 2학기

721
(24.8)

1학년 1학기

553
(26.3)

3

1학년 1학기

1,347
(17.6)

1학년 1학기

396
(14.9)

2학년 1학기

496
(17.1)

2학년 1학기

448
(21.3)

4

2학년 2학기

1,327
(17.3)

2학년 2학기

367
(13.8)

1학년 1학기

398
(13.7)

2학년 2학기

239
(11.4)

5

3학년 2학기

510
(6.7)

3학년 2학기

182
(6.8)

3학년 2학기

254
(8.7)

3학년 2학기

74
(3.5)

6

3학년 1학기

342
(4.5)

3학년 1학기

54
(2.0)

3학년 1학기

242
(8.3)

3학년 1학기

46
(2.2)

7,668
(100.0)

계

2,659
(100.0)

계

2,909
(100.0)

계

2,100
(100.0)

계

전체적으로 볼 때 자유학기제에 적합한 학기는 ‘1학년 2학기’라는 응답이 35.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학년 1학기’가 많았다. 구성원별로 살펴보면 1순위 응답으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동일하게 ‘1학년 2학기’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2순위
응답 결과에 있어서는 교사의 경우 ‘2학년 1학기’, 학생의 경우 ‘2학년 2학기’, 학부모의
경우 ‘1학년 1학기’로 구성원에 따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학기에 대한 응답 결과가 다르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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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적합 학기 선택 이유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22> 적합한 학기 선택 이유
전체학교
전체

순위

문항 내용

1

2

교사
빈도
(%)

문항 내용

학생
빈도
(%)

문항 내용

학부모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학생들의 진로
학생들의 진로
학생들의 진로
학생들의 진로
3,892
1,289
1,572
1,031
탐색 시기로
탐색 시기로
탐색 시기로
탐색 시기로
(49.0)
(48.0)
(52.5)
(47.8)
적정해서
적정해서
적정해서
적정해서
학생들의
중학교생활
적응에
적합해서

2,946
(37.6)

학생들의
중학교생활
적응에
적합해서

1,025
(38.2)

학생들의
중학교생활
적응에
적합해서

1,030
(34.4)

학생들의
중학교생활
적응에
적합해서

891
(41.3)

3

학생들의 고입
학생들의 고입
학생들의 고입
학생들의 고입
1,973
562
862
549
시험에 대한
시험에 대한
시험에 대한
시험에 대한
(25.2)
(20.9)
(28.8)
(25.5)
부담이 적어서
부담이 적어서
부담이 적어서
부담이 적어서

4

학생들의 학습
학생들의 학습
1,610
습관 형성에
습관 형성에
(20.6)
적합해서
적합해서

457
(17.0)

학생들의 학습
습관 형성에
적합해서

634
(21.2)

학생들의 학습
습관 형성에
적합해서

519
(24.1)

5

교사들의 준비
시간이
필요해서

455
(5.8)

교사들의 준비
시간이
필요해서

228
(8.5)

교사들의 준비
시간이
필요해서

150
(5.0)

교사들의 준비
시간이
필요해서

77
(3.6)

6

기타

169
(2.2)

기타

42
(1.6)

기타

96
(3.2)

기타

31
(1.4)

7,832

사례수

2,684

사례수

2,992

사례수

2,156

사례수
주: 최대 2개까지 응답

자유학기제로 적합하다고 선정한 학기에 대한 선정 이유를 조사한 결과 교사, 학생, 학
부모 모두 학생들의 ‘진로 탐색 시기로 가장 적절해서’라는 응답이 49.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이 중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37.6%), ‘학생들에 대한
고입 부담이 적기 때문’(25.2%), ‘학생들의 학습 습관 형성에 적합해서’(20.6%), ‘교사의
준비 시간이 필요해서’(5.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기 선정의 이유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동일한 순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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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학기제를 위해 활성화 되어야 할 연수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기 위해 활성화되어야 할 연수가 무엇인지에 대해 교원을 대상으
로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Ⅳ-23>과 같다.

<표 Ⅳ-23> 자유학기제를 위해 활성화 되어야 하는 연수
전체 교사

순위

문항 번호

빈도(%)

1

다양한 자율활동 프로그램 운영

1,487(55.4)

2

학생 참여형 교수･학습방법 개선

1,357(50.6)

3

교육과정 자율화 역량 개발

582(21.7)

4

성취수준에 따른 평가방법 개선

497(18.5)

5

기타

30(1.1)
사례수

2,682

주: 최대 2개까지 응답

분석 결과 ‘다양한 자율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수의 요구가 전체의 55.4%로 가
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생 참여형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의 요구가
50.6%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과정 자율화 역량 개발’은 21.7%, ‘성취수준에 따른 평가방
법 개선’은 18.5%로 나타났다.

4) 자유학기제 내용 중 다른 학기와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
자유학기제 내용 중 다른 학기와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Ⅳ-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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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4> 다른 학기와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
전체학교
전체

순위

교사

문항 내용

빈도
(%)

1

진로인식-진로탐색진로설계로 이어지는
진로 교육

2

학부모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2,627
(55.2)

진로인식-진로탐색-진
로설계로 이어지는
진로 교육

1,478
(56.8)

진로인식-진로탐색진로설계로 이어지는
진로 교육

1,149
(53.2)

체험형･활동형
교수･학습방법 개선

1,631
(34.2)

체험형･활동형
교수･학습방법 개선

947
(36.4)

다양한 학생 선택
프로그램의 개설

753
(34.8)

3

다양한 학생 선택
프로그램의 개설

1,527
(32.1)

다양한 학생 선택
프로그램의 개설

774
(29.7)

체험형･활동형
교수･학습방법 개선

684
(31.7)

4

교과-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연계

1,030
(21.6)

교과-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연계

562
(21.6)

교과-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연계

468
(21.7)

5

지역 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 관리

492
(10.3)

지역 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 관리

352
(13.5)

형성평가, 수행평가 등
평가 방법 개선

371
(17.2)

6

형성평가, 수행평가 등
평가 방법 개선

376
(7.9)

기타

10
(0.4)

지역 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 관리

140
(6.5)

7

기타

17
(0.4)

형성평가, 수행평가 등
평가 방법 개선

5
(0.2)

기타

7
(0.3)

4,763

사례수

2,602

사례수

2,161

사례수
주: 최대 2개까지 응답

분석 결과 교사와 학부모 모두 1순위는 ‘진로인식-진로 탐색-진로설계로 이루어지는
진로 교육’(전체 55.2%)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교사의 경우 ‘체험형･활동형 교수･학습
방법 개선’(36.4%), 학부모의 경우 ‘다양한 학생 선택 프로그램의 개설’(34.8%)로 나타났다.

5)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장 기대되는 사항 12)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장 기대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조
사하였다. 기대되는 사항은 학생 측면에서의 기대사항과 교사 측면에서의 기대사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2) 사전조사 결과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장 기대되는 사항, 가장 우려되는 사항을 묻는 문항에 교사는 응답에 어려움이 없어
단일응답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단일응답에 어려움이 있어 복수응답으로, 응답 방식의 차이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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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생 측면 기대사항 설문 결과
학생 측면의 기대사항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원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 확대’(35.9%)가 가장 기대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여유와 즐거움의 증가’(26.7%), ‘진로 의식의 성숙’(18.9%),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적극
적 참여’(14.9%), ‘교사-학생 및 학생간 관계 개선의 순’(3.4%)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
우 ‘학교생활의 여유와 즐거움의 증가’(54,5%)가 1순위인 반면 학부모의 경우 ‘진로 의식
성숙’(42.5%)이 1순위로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사
항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5>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장 기대되는 사항(학생측면)
전체학교
교사

순위

학생

학부모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1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 확대

910
(35.9)

학교생활의 여유와
즐거움 증가

1,629
(54.5)

학생들의 진로 의식
성숙

918
(42.5)

2

학교생활의 여유와
즐거움 증가

677
(26.7)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 1,178
확대
(39.4)

학교생활의 여유와
즐거움 증가

910
(42.1)

3

학생들의 진로 의식
성숙

480
(18.9)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

949
(31.7)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 829
확대
(38.4)

4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

377
(14.9)

학생들의 진로 의식
성숙

649
(21.7)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583
적극적 참여
(27.0)

5

교사-학생 및 학생 간
관계 개선

86
(3.4)

친구들 및 선생님과의
관계 개선

255
(8.5)

친구들 및 선생님과의
관계 개선

273
(12.6)

6

기타

8
(0.3)

기타

49
(1.6)

기타

10
(0.5)

2,538

사례수

2,989

사례수

2,161

사례수

주: 학생, 학부모는 최대 2개까지 응답

나) 교사 측면 기대사항 설문 결과
교사 측면의 기대사항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원들은 ‘교사들의 시험에 얽매이지 않
는 교육 활동’(35.7%)이 가장 기대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교사들의 교육과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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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 확대’(31.5%), ‘교사들의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24.8%), ‘교사들의 협력적 문화 조
성’(7.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26>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장 기대되는 사항(교사측면)
전체 교사

순위

문항 번호

빈도(%)

1

교사들의 시험에 얽매이지 않은 교육 활동

897(35.7)

2

교사들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793(31.5)

3

교사들의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

623(24.8)

4

교사들의 협력적 문화 조성

177(7.0)

5

기타

26(1.0)
계

2,516(100.0)

6)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장 우려되는 사항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조
사하였다. 우려되는 사항은 학생 측면에서의 우려사항과 교사 측면에서의 우려사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학생 측면 우려사항 설문 결과
학생 측면의 우려사항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교원들은 ‘학생들의 산만한 수업태도’에
대한 우려가 4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학업 성적 저
하’(30.1%), ‘체험 활동 시 학생들의 안전문제’(18.6%),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시 준비 문
제’(6.6%)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학생의 경우 ‘학업 성적 저하’에 대한 우려가 52.2%로 가
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산만한 수업 태도’(35.6%), ‘고등학교 입시 준비 문제’(24.1%),
‘구체적인 평가 결과 확인의 어려움’(20.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부모의 경우에도 학
생과 마찬가지로 ‘학업 성적 저하’에 대한 우려가 51.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산
만한 수업 태도’(30.3%), ‘새로운 수업 방법에 대한 적응이 어려움’(24.5%), ‘고등학교 입
시 준비 문제’(22.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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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7>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장 우려되는 사항(학생측면)
전체학교
교사

순위

학생

문항 내용

빈도
(%)

1

학생들의 산만한
수업 태도

2

학부모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1,111
(42.8)

학업 성적 저하

1,554
(52.2)

학업 성적 저하

1,103
(51.0)

학생들의 학업
성적 저하

783
(30.1)

산만한 수업 태도

1,060
(35.6)

산만한 수업 태도

655
(30.3)

3

체험 활동 시
학생들의 안전 문제

482
(18.6)

고등학교 입시 준비
문제

717
(24.1)

새로운 수업 방법에
대한 적응이 어려움

530
(24.5)

4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시 준비 문제

171
(6.6)

구체적인 평가결과
확인의 어려움

612
(20.6)

고등학교 입시 준비
문제

482
(22.3)

5

기타

51
(2.0)

새로운 수업 방법에
대한 적응이 어려움

370
(12.4)

구체적인 평가결과
확인의 어려움

422
(19.5)

6

체험 활동 시 안전
문제

체험 활동 시 안전
문제

7

기타

349
(11.7)
83
(2.8)

391
(18.1)
47
(2.2)

2,978

사례수

사례수

2,598

사례수

기타

2,162

주: 학생, 학부모는 최대 2개까지 응답

나) 교사 측면 우려사항 설문 결과
교원 측면의 우려사항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교원들은 ‘자율과정 등 새로운 수업에 대
한 운영 및 준비의 부담’(49.8%)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협업기관
연계 등 자유학기에 대한 관련 업무 부담’(22.6%), ‘다음 학기 연계에 대한 부담’(20.5%),
‘시수 조정에 대한 교사 간 갈등’(5.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28>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장 우려되는 사항(교사측면)
전체 교사

순위
1

문항 번호
자율과정 등 새로운 수업에 대한 운영(준비) 부담

1,292(49.8)

2

협업기관 연계 등 자유학기제 관련 업무 부담

587(22.6)

3

다음 학기 연계에 대한 부담

532(20.5)

4

시수 조정에 대한 교사 간 갈등

153(5.9)

5

기타

29(1.1)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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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3(100.0)

7)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촉진하는 요인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촉진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성원의 인식, 교육 활동,
지원 환경 측면에서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구성원의 인식
구성원의 인식 측면에서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촉진하는 요인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
는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Ⅳ-29> 같다.
<표 Ⅳ-29>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촉진하는 요인(구성원의 인식)
전체학교
전체

순위

교사

학부모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1

학생들의 긍정적 반응

1,298
(27.8)

학교 운영에 대한
교사의 자율권 확대

763
(28.9)

학생들의 긍정적 반응

803
(39.7)

2

변화를 권장하는 학교
분위기

1,067
(22.9)

교사 간 활발한 협력

588
(22.2)

변화를 권장하는 학교
분위기

505
(25.0)

3

학교 운영에 대한
교사의 자율권 확대

998
(21.4)

변화를 권장하는 학교
분위기

562
(21.3)

교사 간 활발한 협력

239
(11.8)

4

교사 간 활발한 협력

827
(17.7)

학생들의 긍정적 반응

495
(18.7)

학교 운영에 대한
교사의 자율권 확대

235
(11.6)

5 학부모의 신뢰와 지원

419
(9.0)

학부모의 신뢰와 지원

191
(7.2)

학부모의 신뢰와 지원

228
(11.3)

6

57
(1.2)

기타

44
(1.7)

기타

13
(0.6)

4,666
(100.0)

계

2,643
(100.0)

계

2,023
(100.0)

기타
계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구성원의 인식 측면에서 자유학기제를 가장 촉진하는 요
인은 ‘학생들의 긍정적 반응’(27.8%)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성원별로 볼 때는 교사와 학
부모의 견해가 달랐다.
교원의 경우 ‘학교 운영에 대한 교사의 자율권 확대’에 대한 응답이 28.9%로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는 ‘교사 간 활발한 협력’(22.2%), ‘변화를 권장하는 학교 분위기’(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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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부모의 경우 ‘학생들의 긍정적 반응’이라는 응답이 39.7%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변화를 권장하는 학교 분위기’(25.0%), ‘교사 간 활발한 협
력’(11.8%) 순으로 응답하였다.

나) 교육 활동
교육 활동 측면에서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촉진하는 요인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는 서
로 다른 견해를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Ⅳ-30> 과 같다.
<표 Ⅳ-30>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촉진하는 요인(교육 활동)
전체학교
전체

순위

교사

학부모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1

다양한 수업 및 평가
방법 시도

1,372
(29.4)

다양한 수업 및 평가
방법 시도

811
(30.7)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617
(30.5)

2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1,253
(26.8)

내실 있는 체험 활동

643
(24.3)

다양한 수업 및 평가
방법 시도

561
(27.7)

3

내실 있는 체험 활동

1,130
(24.2)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636
(24.0)

내실 있는 체험 활동

487
(24.0)

4

학교 맞춤형 자율과정
편성/운영

772
(16.5)

학교 맞춤형 자율과정
편성/운영

464
(17.5)

학교 맞춤형 자율과정
편성/운영

308
(15.2)

5 타학기, 타학년 간 연계

122
(2.6)

타학기, 타학년 간
연계

75
(2.8)

타학기, 타학년 간
연계

47
(2.3)

6

21
(0.4)

기타

16
(0.6)

기타

5
(0.2)

4,670
(100.0)

계

2,645
(100.0)

계

2,025
(100.0)

기타
계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 활동 측면에서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촉진하는 요인은 ‘다양
한 수업 및 평가방법 시도’(29.4%)로 나타났다. 하지만 1순위 응답에 있어 교사와 학부모
의 견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교원의 경우 ‘다양한 수업 및 평가 방법 시도’(30.7%)를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촉진하
는 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내실 있는 체험 활동’(24.3%), ‘학생의 희망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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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 프로그램 운영’(24.0%)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학부모의 경우 ‘학생의 희망
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30.5%)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다양한 수업 및
평가 방법의 시도’(27.7%), ‘내실 있는 체험 활동’(24.0%)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다) 지원 환경
지원 환경 측면에서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촉진하는 요인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를 대
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31>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촉진하는 요인(지원 환경)
전체학교
전체

순위

교사

학부모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1

예산, 학교 시설 등
물적 지원의 확대

1,832
(39.4)

예산, 학교 시설 등
물적 지원의 확대

1,090 예산, 학교 시설 등 물적 742
(41.4)
지원의 확대
(36.8)

2

지역 체험 기관과의
협력 확대

1,388
(29.8)

지역 체험 기관과의
협력 확대

789
(29.9)

지역 체험 기관과의
협력 확대

599
(29.7)

3

외부강사 인력풀 확보

761
(16.4)

외부강사 인력풀 확보

498
(18.9)

외부강사 인력풀 확보

263
(13.0)

4

연수, 장학, 컨설팅 등
제공

403
(8.7)

연수, 장학, 컨설팅 등
제공

164
(6.2)

연수, 장학, 컨설팅 등
제공

239
(11.8)

5

자유학기제 홍보 확대

224
(4.8)

자유학기제 홍보 확대

55
(2.1)

자유학기제 홍보 확대

169
(8.4)

6

기타

46
(1.0)

기타

39
(1.5)

기타

7
(0.3)

4,654
(100.0)

계

2,635
(100.0)

계

2,019
(100.0)

계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자유학기제 정착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가장 높은 것은 ‘예산, 학교 시설 등 물적 지원의
확대’로 전체 39.4%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는 ‘지역 체험 기관과의 협력 확대’(29.8%),
‘외부 강사 인력풀 확보’(1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부모 집단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다른 영역과 달리 지원 환경 측면에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동일한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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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성원의 인식, 교육 활동,
지원 환경 측면에서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구성원의 인식
구성원의 인식 측면에서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 된 것은 ‘정
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35.5%)였다. 다음으로는 ‘학업 성적 저하에 대한 우
려’(31.7%), ‘진도와 시험 중심의 전통적 사고’(22.1%)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교사의 경
우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42.7%)인 반면, 학부모의 경우 ‘학업 성적 저하에 대한 우려’(41.4%)가 1순위
로 분석되었다.
<표 Ⅳ-32>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구성원의 인식)
전체학교
순
위

전체

학부모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1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

1,642
(35.5)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

2

학업 성적 저하에 대한
우려

1,468
(31.7)

학업 성적 저하에 대한
우려

625
(24.1)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

535
(26.3)

3

진도와 시험 중심의
전통적 사고

1,023
(22.1)

진도와 시험 중심의
전통적 사고

598
(23.1)

진도와 시험 중심의
전통적 사고

425
(20.9)

4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부모의 반대와 무관심

242
(5.2)

교사 간 소통 부재

130
(5.0)

5

교사 간 소통 부재

215
(4.6)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부모의 반대와 무관심

100
(3.9)

교사 간 소통 부재

85
(4.2)

6

기타

41
(0.9)

기타

33
(1.3)

기타

8
(0.4)

4,631
(100.0)

계

2,593
(100.0)

계

2,038
(100.0)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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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1,107 학업 성적 저하에 대한 843
(42.7)
우려
(41.4)

자유학기제에 대한
142
학부모의 반대와 무관심 (7.0)

나) 교육 활동
교육 활동 측면에서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 된 것은 ‘일회적
이고 형식적인 체험 활동’(41.0%)이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개설 시 학생 요구 수용의
한계’(19.4%), ‘교사들의 평가 기록 부담’(18.8%)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교사와 학부모의
응답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교사의 경우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체험 활동’(32.0%), ‘교사
들의 평가 기록 부담’(25.9%)의 순이었으나, 학부모의 경우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체험 활
동’(52.3%)이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개설 시 학생 요구 수용의 한계’(16.9%)의 순으
로 2순위 응답에 있어 교사와 차이를 보였다.
<표 Ⅳ-33>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교육 활동)
전체학교
전체

순위

교사

문항 내용

빈도
(%)

1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체험 활동

2

학부모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1,897
(41.0)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체험 활동

829
(32.0)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체험 활동

1,068
(52.3)

프로그램 개설시 학생
요구 수용의 한계

900
(19.4)

교사들의 평가 기록 부담

672
(25.9)

프로그램 개설시 학생
요구 수용의 한계

345
(16.9)

3

교사들의 평가 기록
부담

869
(18.8)

프로그램 개설시 학생
요구 수용의 한계

555 자율과정 구성 등 수업 253
(21.4)
시수 조정의 어려움
(12.4)

4

자율과정 구성 등 수업
시수 조정의 어려움

559
(12.1)

자율과정 구성 등 수업
시수 조정의 어려움

306
(11.8)

교사들의 평가 기록
부담

197
(9.7)

5

타학기, 타학년 간
연계 부족

378
(8.2)

타학기, 타학년 간
연계 부족

208
(8.0)

타학기, 타학년 간
연계 부족

170
(8.3)

6

기타

28
(0.6)

기타

20
(0.8)

기타

8
(0.4)

4,631
(100.0)

계

2,590
(100.0)

계

2,041
(100.0)

계

다) 지원 환경
지원 환경 측면에서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전체적으로 ‘예산,
학교 시설 등 물적 지원의 부족’이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순위로는 교사의 경우,
‘교사 자유학기제 관련 업무 부담 과중’(27.0%)이, 학부모의 경우 ‘지역 체험 기관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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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부족’(17.0%)으로 응답하였다. 3순위로는 교사의 경우 ‘지역 체험 기관과의 협력 부
족’(18.5%), ‘체험 활동 시 학생 안전 문제에 대한 부담’(11.1%)로 나타났다.
<표 Ⅳ-34>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지원 환경)
전체학교
순
위

1

전체
문항 내용

교사
빈도
(%)

문항 내용

학부모
빈도
(%)

예산, 학교 시설 등 물적 1,513 예산, 학교 시설 등 물적 765
지원의 부족
(33.0)
지원의 부족
(29.8)

문항 내용

빈도
(%)

예산, 학교 시설 등
물적 지원의 부족

748
(37.0)

2

교사 자유학기제 관련
업무 부담 과중

848
(18.5)

교사 자유학기제 관련
업무 부담 과중

692
(27.0)

지역 체험 기관과의
협력 부족

344
(17.0)

3

지역 체험 기관과의
협력 부족

819
(17.9)

지역 체험 기관과의
협력 부족

475
(18.5)

체험 활동 시 학생
안전문제에 대한 부담

225
(11.1)

4

외부강사 인력풀 부족

472
(10.3)

외부강사 인력풀 부족

291
(11.3)

자유학기제 홍보 확대
부족

218
(10.8)

5

체험 활동 시 학생
안전문제에 대한 부담

434
(9.5)

체험 활동 시 학생
안전문제에 대한 부담

209
(8.2)

외부강사 인력풀 부족

181
(8.9)

6

자유학기제 홍보 확대
부족

259
(5.6)

연수, 장학, 컨설팅 등
제공 부족

82
(3.2)

교사 자유학기제 관련
업무 부담 과중

156
(7.7)

7

연수, 장학, 컨설팅 등
제공 부족

226
(4.9)

자유학기제 홍보 확대
부족

41
(1.6)

연수, 장학, 컨설팅 등
제공 부족

144
(7.1)

8

기타

16
(0.3)

기타

9
(0.4)

기타

7
(0.3)

4,587
(100.0)

계

2,564
(100.0)

계

2,023
(100.0)

계

바. 외부인력 및 체험처 활용 결과
외부인력 및 체험처 활용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 먼저 인력 활용에 대해서는 선택 프
로그램이나 동아리 강사 등에 대해 얼마나 활용하고 있으며 섭외 정도의 어려움이 어떠한
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체험처 활용에 대해서는 총 몇 개의 체험처를 활용하고 있으며 활
용 경로는 어떠한지, MOU를 맺은 기관인지 여부, 그리고 각 체험처의 도움 정도는 어떠
한지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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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인력 활용 정도
연구학교 80개교에 대해 외부인력의 활용 정도를 조사하였는데, 많은 학교가 외부의
인력 자원을 활용하고 있었다. 특강 강사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으며(92.8%), 그 다
음이 예체능 강사(85.5%) 순이었다. 한편 학생 선택 프로그램 강사는 활용하지 않는 학교
가 16개교나 되어 다른 강사에 비해 적게 활용하고 있었다(76.5%).
외부 인력의 활용 여부와 함께 섭외 정도의 어려움을 질문하였는데, 섭외가 쉽다고 응
답한 비율은 약 10%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섭외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인력은 ‘학부모
자원 봉사자’로서 51.5%가 섭외에 어렵다고 대답하였으며, ‘학부모 자원 봉사자’의 섭외가
쉽다고 응답한 비율은 7.6%에 불과하였다. ‘대학(원)생 멘토’는 섭외가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다(64.2%). ‘학부모 자원 봉사자’와 ‘대학(원)생 멘토’의 활용도도
다른 인력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학부모 자원 봉사자’는 활용하지 않는 학교가 25개교
(63.2%), ‘대학(원)생 멘토’는 활용하지 않는 학교가 43개교(64.2%)로 나타났다. ‘학부모
자원 봉사자’와 ‘대학(원)생 멘토’는 다른 강사풀에 비해 섭외의 어려움이 컸기 때문에 그
만큼 활용도도 낮게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2013년 연구학교와 2014년 연구학교의 외부인
력 활용 정도를 비교해보니 ‘특강 강사’, ‘예체능 강사’는 2014년에 활용이 늘었고, 반면에
‘학생 선택 프로그램 강사’와 ‘대학(원)생 멘토’는 활용이 줄었다. 구체적으로 외부 인력의
활용 여부와 섭외 정도의 어려움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Ⅳ-35>와 같다.
<표 Ⅳ-35> 외부인력 활용
(단위: 개, %)

구분
활용
특강 강사

섭외
정도
활용

예체능 강사

섭외
정도

2013 연구학교

2014 연구학교

계

예

30(88.2)

34(97.1)

64(92.8)

아니오

4(11.8)

1(2.9)

5(7.2)

어려움

12(30.8)

11(30.6)

23(30.7)

보통

22(56.4)

22(61.1)

44(58.7)

쉬움

5(12.8)

3(8.3)

8(10.7)

예

27(79.4)

32(91.4)

59(85.5)

아니오

7(20.6)

3(8.6)

10(14.5)

어려움

13(36.1)

11(30.6)

24(33.3)

보통

18(50.0)

19(52.8)

37(51.4)

쉬움

5(13.9)

6(16.7)

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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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활용
학생 선택
프로그램 강사

섭외
정도
활용

동아리 강사

섭외
정도
활용

학부모 자원
봉사자

섭외
정도
활용

대학(원)생
멘토

섭외
정도
활용

계

섭외
정도

2013 연구학교

2014 연구학교

계

예

27(79.4)

25(73.5)

52(76.5)

아니오

7(20.6)

9(26.5)

16(23.5)

어려움

18(48.6)

10(33.3)

28(41.8)

보통

16(43.2)

19(63.3)

35(52.2)

쉬움

3(8.1)

1(3.3)

4(6.0)

예

29(85.3)

28(82.4)

57(83.8)

아니오

5(14.7)

6(17.6)

11(16.2)

어려움

12(31.6)

8(23.5)

20(27.8)

보통

19(50.0)

21(61.8)

40(55.6)

쉬움

7(18.4)

5(14.7)

12(16.7)

예

21(61.8)

22(64.7)

43(63.2)

아니오

13(38.2)

12(35.3)

25(36.8)

어려움

21(56.8)

13(44.8)

34(51.5)

보통

14(37.8)

13(44.8)

27(40.9)

쉬움

2(5.4)

3(10.3)

5(7.6)

예

14(42.4)

10(29.4)

24(35.8)

아니오

19(57.6)

24(70.6)

43(64.2)

어려움

8(25.8)

7(38.9)

15(30.6)

보통

19(61.3)

8(44.4)

27(55.1)

쉬움

4(12.9)

3(16.7)

7(14.3)

예

148(72.9)

151(73.3)

299(73.1)

아니오

55(27.1)

55(26.7)

110(26.9)

어려움

84(38.5)

60(32.8)

144(35.9)

보통

108(49.5)

102(55.7)

210(52.4)

쉬움

26(11.9)

21(11.5)

47(11.7)

2) 체험처 수 및 활용 경로
연구학교 80개교는 총 801개의 외부기관을 체험처로 활용하고 있어, 학교당 평균 19.9
개의 체험처를 활용하고 있다. 외부기관의 활용 경로는 학교에서 기관으로 직접 요청하는
비율(70.1%)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교사의 인맥을 통해 활용하는 것(12.5%)이었다.
지역교육청의 소개(7.8%)와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소개(2.0%) 비율은 낮았으
나 도움 정도는 가장 높았다(지역교육청 소개 4.68점, 교육부 및 지원센터 소개 4.9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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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U 기관의 도움정도 및 체험처의 활용 빈도
중앙 차원에서는 교육청이나 학교에 MOU 체결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는 MOU를 체결하지 않은 기관의 학교 활동 도움 정도(4.64점)가 MOU 체결 기관(4.46
점)에 비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기관(79.1%)이 지역사회 이외 기관(20.9%)보
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도움 정도도 지역사회 기관이 지역사회 이외의
기관보다 높다.
외부기관의 한 학기 동안 활용 횟수는 1～2회가 가장 높았고(64.4%), 그 다음이 3～5회
(13.7%)이었으며, 한 번도 활용을 하지 않은 비율도 6.4%(52개 기관)이나 되었다. 도움
정도는 대체적으로 활용 횟수가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Ⅳ-36>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체험처 활용 분류 및 도움 정도
활용 기관수
(단위: 개)

학교활동
도움 정도
(5점만점)

체결함

308(38.4%)

4.46

구분
MOU체결
여부
공공기관
여부
지역사회
기관 여부

체결하지 않음

494(61.6%)

4.64

국가⋅공공 기관

444(55.1%)

4.59

민간 기관

362(44.9%)

4.56

지역사회 기관

631(79.1%)

4.62

지역사회 이외 기관

167(20.9%)

4.40

교사를 통해

101(12.5%)

4.48

인맥
기관활용
경로★

소개
직접요청

한 학기 동안
활용 횟수

★ ‘기관활용

학부모를 통해

28(3.5%)

4.50

지역교육청을 통해

63(7.8%)

4.68

교육부 등을 통해

16(2.0%)

4.94

학교에서→기관으로

564(70.1%)

4.56

기관에서→학교로

27(3.4%)

4.63

0회

52(6.4%)

3.50

1회 ～ 2회

525(64.4%)

4.55

3회 ～ 5회

112(13.7%)

4.70

5회 ～ 9회

44(5.4%)

4.93

10회 이상

82(10.1%)

4.88

경로’의 기타 비율은 0.7%(6개) 기관임.

t/F값
(유의도)
-3.228**
(.001)
.578
(.563)
3.289**
(.001)

1.500
(.175)

34.535***
(.00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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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도별 및 지역규모별 연구학교의 체험처 수
2013년 연구학교의 체험처 활용(평균 16.6개 체험처 활용의 수)에 비해 2014년 연구학
교(평균 23.3개)의 체험처 활용의 수가 높아졌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규모별로 활용하고
있는 체험처 수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대도시의(24.5개) 체험처 수가 가장 많았으며 읍･
면 지역(13.2개)의 체험처 수가 가장 적었다(중소도시 17.0개). 2014년 연구학교가 2013
년 연구학교 보다 체험처를 좀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체험 기관 인프라
의 확대 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나, 여전히 지역규모별로 편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37>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지역 및 학교규모별 체험처 활용 평균
구분
학교구분

지역규모

학교규모

평균(단위: 개)

표준편차

2013 연구학교

16.63

16.95

2014 연구학교

23.31

22.21

대도시

24.47

25.03

중소도시

17.03

14.22

읍･면 지역

13.18

9.73

대규모

22.24

23.00

중규모

16.00

15.91

소규모

20.73

20.07

4. 실태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시사점
가. 자유학기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 vs. 지속성에 대한 회의
1) 자유학기제의 필요성 공감 및 긍정적 인식 형성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해 자유학기제에 대한 비교적 높은 이해와 긍정적 태도가 형성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연구학교들은 희망･일반학교에 비해 자유
학기제에 대해 높은 긍정적 태도와 인식수준을 나타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와 태도
는 연구학교가 희망･일반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희망학교는 일반학교보다 높았다.
이는 희망학교의 경우 아직 자유학기제를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2학기 시행을 앞두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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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기제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와 긍정적 태도가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해 측면을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취지에 대
한 이해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학기제의 평가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
적으로 낮아 자유학기제의 정착을 위해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자유학기
제의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태도 측면에서는 연구학교의 경우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협력적 노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유학기제의 필요성과 이의 실현을 위한 협력적 노력과 관련하여 학교 구
성원들 간에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성원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교사들이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와 태도 면에서 가장
높은 응답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학생, 학부모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유학기제 시행 주체로서 교사들은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 수준
이 높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부모들의 경우 자유학기제에 대
한 이해 수준 및 태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자유
학기제의 전면 확대 실시에 앞서 실질적인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자유학기
제의 필요성 및 운영 방식,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유
학기제 홍보 강화 및 교육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육과
정 개발을 통하여 자유학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김
진숙, 2013: 180).

2) 자유학기제 운영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회의
자유학기제 정책이 교수･학습의 실질적 변화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의 즐거움을 유
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크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비전과 목적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정책 목적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
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자유학기제 운영 과정의 일관성과 향후 지속성에 대해 다른
문항보다 유독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자유학기제 정책의 운영 과정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정책
시행 초기에 교수･학습 개선 중점과 진로 체험 활동 중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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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연구학교를 모집하였으나, 이후 두 가지를 모두 종합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
황 때문에 기인한다. 이 점에 대해 연구학교들은 문제 제기와 더불어 정책 운영과 정책
방향의 중점에 대한 혼란을 느꼈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언론에서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등 진로 체험 중심의 외국 사례를 적극 홍보하며 “자유학기제=진로･직업 체험”이라는 잘
못된 인식이 심어졌다고 판단된다. 이후 자유학기제의 핵심이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이
중심이 된 교육방법 전반의 변화’임을 연구학교 교사들 중심으로 인식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 자유학기제의 핵심 방향이 일관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나,
아직까지는 정책 운영 과정의 일관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층 더 고민해야 할 지점은 정책의 지속성이다. 자유학기제 정책의 향후 지속성을 묻
는 “자유학기제는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다”는 문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매우 강하다.
2013년 연구학교에 비해 2014년 연구학교는 더 낮고, 일반학교 구성원의 인식은 2점대
중반의 부정적 인식을 보여, 향후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
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기
대 및 믿음이 낮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
및 정착에 있어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는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저해
하는 요인에 대한 요구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구성원의 인식 측면에서 자유학
기제 정착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 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
려’(35.5%)였다. 구성원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교사의 경우 1순위, 학부모의 경우 2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학교 제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신철균, 2011), 우리나라는 1951년부터
지금까지 외국의 많은 정책을 수입하거나 영향을 받아 한국에 그대로 이식하려 하였다.
그러나 정책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유지되기 보다는 연구학교를 통해 정책의 씨앗
을 뿌리기만 할 뿐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것을 경험해왔다(신철균･장용석, 2010). 기존의
정책 시행에 대한 수많은 경험은 새롭게 행해지는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낮은 신뢰
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기존부터 쌓여온 정책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인해 자유학
기제 정책이 수업 변화 등 긍정적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 정책
역시 지속성 면에서 고스란히 부정적 시각의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자유학기제 정책이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자유학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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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면 확대와 향후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정책의 지속성 담보에 대한 우려는 반드시 극
복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안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나. 교수･학습 변화 가능성 vs. 평가에 대한 부담
1) 자유학기제 운영 후 교수･학습의 변화 촉진
학교 교육 활동 실태 역시 구성원의 이해와 태도 영역과 마찬가지로 연구학교가 희망･
일반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총점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점수가 연구학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서 일반학교 보다 학생 참여형 수
업, 교과 융합･연계 수업, 과정중심의 평가, 개인 특성에 맞는 평가결과의 기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재구성 등을 더욱 활발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교수･학습 운영 실태’의 경우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연구학교와 미실시한 희망･
일반학교 사이의 격차가 0.72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나, 자유학기제를
통해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유학기
제 연구학교들을 대상으로 2013년과 2014년의 교육 활동 운영 실태를 비교한 결과 ‘교수･
학습 운영 실태’의 경우 2013년도의 응답값에 비해 2014년의 응답값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의 시행을 통해 ‘교수･학습 운영 실태’가 개선되
고,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의 핵심은 교수･학습 운영의 변화를 통한 학교 교육 방법 전반의 변화이다.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교수･학습에 대한 높은 이해와 교수･학습 운영 실태 결과가 희망･
일반학교에 비해 연구학교가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걸
맞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응답에서도 연구
학교와 희망･일반학교 간에 큰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고, 교
사들 간에 융합･연계 수업이 다각도로 일어나고 있음은 설문 조사 분석의 결과뿐만 아니
라 사례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강의식 수업으로
는 학생들을 집중시키기가 어렵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발표하고 프로젝트식 수업 등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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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참여하는 역동적 수업이 될 때 수업은 학생들에게 의미있게 다가가고 교실은 활기
차게 변화하였다.

2) 학생평가에 대한 교사의 심리적 및 업무적 부담 증가
교사들은 여전히 평가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평가 부담은 새로운 평가 실시
에 대한 타당성과 객관성 확보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많은 학생을 서술식으로 작성 기입
해야 하는 ‘업무적 부담’으로 구별할 수 있다. 평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기존의 입시 체
제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사들도 기존의 결과 중심의 총괄
평가를 대체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는 점을 사례 연구를 통
해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에 대한 ‘업무적 부담’으로서 ‘평가 기입에 대한 부담’을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교육
활동 측면에서 자유학기제 정착의 큰 저해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
를 통해 교수･학습 운영의 변화는 촉진되고 있으나, 한편 평가는 여전히 교사들에게 심리
적･업무적 부담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는 이해도는 낮으나 수행평가 활용 등에 대해서 높은 실태를 보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유학기제에서 진행되는 학생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
학기제에서는 고부담 시험인 총괄 평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왔
던 중간･기말고사의 빈자리를 어떻게 대체할 지에 대한 걱정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것에
비해 형성평가나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가 학교에서 상당부분 실시되고 있기 때문
에 평가의 실태가 높게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3) 선도적인 연구학교와 그 뒤를 잇는 희망학교
구성원의 긍정적 이해와 태도뿐만이 아니라 교수･학습, 평가, 교육과정 운영이 실태 측
면에서도 연구학교가 희망･일반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연구학교와 희망･일반학교 간의 분포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자유학
기제 인식과 교육 활동 운영 수준에 따라 학교 유형별 분포에 대한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
을 실시한 이유는 자유학기제 인식과 교육 활동 운영 수준이 모두 높은 집단과 모두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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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학교 유형별 분포가 어떠한지를 검토해봄으로써 어떤 유형의 학교가 인식과 운영
모두 높은지 그 수준을 파악함과 동시에 인식과 운영의 상관 정도를 파악하여 정책적 제
언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 인식과 교육 활동을 기준으로 전체 학교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Ⅳ-5]와
같다. 먼저 산포도로 살펴보면,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과 교육 활동 운영을 각각의 평균
을 중심으로 4사분면으로 나누어 살펴봤을 때,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연구학교(●)는 1사
분면(상/상)에 절대적으로 많이 위치해 있으며,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지 않은 희망학교
(□)와 일반학교(×)는 대체로 3사분면(하/하)에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사 분면(이하
하하 그룹)에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연구학교의 수는 훨씬 적다.

[그림 Ⅳ-5] 자유학기제 인식과 교육 활동 운영 수준에 따른 학교 분포

<표 Ⅳ-38>을 통해 구체적 학교 수와 비율을 살펴보면, 자유학기제 인식과 교육 활동
이 모두 높은 상/상 그룹에는 연구학교의 수가 55개교(36.4%), 희망･일반학교의 수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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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4.6%)로 압도적으로 연구학교가 많았다. 상대적으로 인식과 교육 활동이 모두 낮은
하/하 그룹에는 희망･일반학교의 수가 52개교가 위치하였고, 연구학교의 수가 12개교에
그쳤다. 즉,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과 교육 활동의 점수가 높은 학교들이 대부분 자유학
기제를 운영한 연구학교로서 희망･일반학교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
고 교육 활동과 지원 환경을 양축으로 한 상/상 그룹에는 학교 운영 결과도 높은 학교들이
대부분이어서 자유학기제 관련한 교육 활동과 지원 환경이 학교 운영 결과와 상당히 연관
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Ⅳ-38> 자유학기제 인식과 교육 활동 기준에 따른 전체 학교 분포
(단위: 점, %)

사분면
(인식/
교육 활동)

연구학교

희망･일반

1사분면
(상/상)

55
(36.42)

7
(4.64)

2사분면
(하/상)

4
(2.65)

3사분면
(하/하)

전체학교

연구학교
계

희망･일반학교
계

2013

2014

희망

일반

62
(41.05)

30
(19.87)

25
(16.56)

6
(3.97)

1
(0.66)

62
(41.05)

4
(2.65)

8
(5.29)

1
(0.66)

3
(1.99)

0
(0)

4
(2.65)

8
(5.29)

12
(7.95)

52
(34.44)

64
(42.38)

7
(4.64)

5
(3.31)

21
( 13.91)

31
(20.53)

64
(42.38)

4사분면
(상/하)

9
(5.96)

8
(5.30)

17
(11.25)

4
(2.65)

5
(3.31)

8
(5.30)

0
(0)

17
(11.25)

계

80
(52.98)

71
(47.01)

151
(100)

42
(27.81)

38
(25.16)

35
(23.17)

36
(23.17)

151
(100)

해당 정책을 경험한 이후 오히려 정책에 대한 불만과 실망이 뒤따를 수 있지만 자유학
기제 정책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집단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인식과 실
천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2016년에 모든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심지어 2015년에 전면 확대를 희망하는 시･도 교육청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
다. 따라서 희망학교와 일반학교가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이나 지원 환경 등에 낮은 점
수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예컨대 자유학기제 관련 연수나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이
시급히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가 비록 연구학교라는 대상의 제한성이 있으나, 이후 연구
점수가 부여되지 않는 희망학교의 운영 결과가 긍정적으로 제시된다면 본 연구 결과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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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유학기제 희망학교는 초기 연구 설계 시 일반학교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
상되었지만, 실제 설문 조사 결과 일반학교에 비해 학교 운영 결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
역에서 높은 응답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학교는 설문 조사 시점에 다음 학기
인 2학기에 자유학기제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학교로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경험이 없
는 학교이다. 비록 자유학기를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한 학기가 끝나면 바로 자유학기
를 실시할 학교이기 때문에 일반학교보다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이나 학교 내･외의 지
원환경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 활동 실태의 경우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전으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이나 다양한 자율과정 프로그램이 투입되기 전임
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보다 높게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학교 구성원의 전체적인
의지가 높은 학교가 자유학기제 희망학교로 지원하였고 이를 통한 자유학기제를 준비하
는 사전 활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체험 인프라 조성에 대한 행정단위별 체감도 간극 존재
1) 업무 분담 및 인력풀 지원 등 학교 내･외의 지원 부족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 활동 실천 정도에 비해 지원 환경은 전반적으로 저조
한 양상을 보인다. 연구학교의 자유학기제를 위한 학교 내･외의 지원에서 보조인력 배치
및 구성원의 업무 배분, 우수강사 섭외, 다양한 체험처의 확보 등과 관련된 지원이 효율적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성원의 업무 배분과 관련하여 낮
은 응답값을 보인 것은 자유학기제가 특정 학년에만 시행됨에 따라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
와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 중에서도 인프라 구축 등 어려운 업무를 담당한 교사들의 업무
가 과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는 자유학기제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 이러한
업무량 차이를 고려한 자유학기제 담당교사와 비 담당교사 간의 업무 조정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인력풀에 대한 응답 결과에 비해 외부 우수 강사 섭외 항목에 대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과 현재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들의 경우 다양한 체험처 확보에 어려움
을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유학기제 담당 인력 및 인프라의 양적 팽창보다는 이들의
교육역량 및 질, 다양성을 제고하는데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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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다.
한편, 연구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의 인력풀 지원’과 ‘우수강사 섭외’, ‘다양한 체험
처의 확보 및 질 제고’에 대한 지원은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유학기제 사업이 2차 년도에 들어서면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
회적 인식 수준의 향상, 정부 및 시･도 교육청의 지원 노력 등으로 외부의 지원이 일정
부분 향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내부의 인적･물적 지원’ 및 ‘학교장 리더십 관련 지원’, ‘자유학기제 관련 예
산’, ‘연수 지원’ 및 ‘홍보’에 대한 응답값은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 내부에서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시행 및 안착을 위한 노력은 다소 부족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한 인적 자원 및 인프라 확보 노력과는 별도
로 실제 이의 집행을 위한 예산 및 연수 지원, 홍보와 관련된 정부 및 시･도 교육청 차원
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인 시행 및 정착을 위해서는 인적 자원 확보 및 다양한 체험처 확보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
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와 시도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게 한다.

2) 부족한 체험 인프라 구축에 따른 단위학교의 부담 증가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위한 체험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유학기제 협업 기관 확대, 중앙행정 처･청 간의 업무협약, 지원센터 확대 등을 추진하
였다.13) 이를 통해, 교육부는 중앙부처･청, 교육 기부 공공･민간 기관 등과 중앙단위에서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시･도 교육청-광역 자치단체, 교육지원청-기초 자치 단체로 이어
지는 연계･협력 체제 형성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교육부 블로그, 2014.3.12.).
그러나 중앙 차원의 구축 제공 노력에 비해 여전히 학교 차원의 체감도는 낮다. 학교에

13) 자유학기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부는 협업기관 확대를 지원하였는데,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9개 기관(2013년 6월)에서 17개 기관(2014년 11월 현재)으로 자유학기제 협업 기관이 확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부는 법제처와 소방방재청 등 8개 중앙행정 처･청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2014년 3월)하였으며, 자유학기
제지원센터를 2013년 1개 기관에서 2014년 3개 기관으로 확대(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하
였다. 또한, 10개의 선도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연간 4,000～8,000만원을 향후 2년간(’14～’15) 지원하기로 하는 등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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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외부 기관을 섭외하고 체험처를 통한 연속적이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앙 부처와 지역교육청의 소개를 통한 학교의 외부기관
활용 비율은 10%가 채 안 되는 상황이며, 여전히 개별 학교 차원에서 기관에 요청을 하거
나 교사 인맥을 동원하여 섭외하는 상황이다.
또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MOU 체결 부분이다. 많은 학교에서 외부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있으나, MOU를 체결한 기관이 오히려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관보다 학교 활
동 도움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MOU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와 행정적 부담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외부 기관들과 MOU를 맺는 것이 형식적 체결이 아
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부나 교육청이 학교 단위에
서 외부 기관들과 MOU를 맺도록 독려하거나 현황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인해 학교가 형식
적 MOU 체결에 대한 부담을 않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희망적인 부분은 연구학교의 체험처 수가 2013년에 비해 확대(2013년 평균 16.6개,
2014년 평균 23.3개)된 점으로서 중앙과 지역사회, 학교의 노력으로 체험처 확대가 현실
화 되는 지점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또한, 중앙 부처와 지역교육청이 소개한 기관들
은 교육 활동에 도움 정도가 커 학교에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질의 체험
기관을 중앙과 교육청 차원에서 선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을 위
시한 읍･면 지역에 대한 지원 노력이 꾸준히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학교 차원에서는 학
교 교육 활동을 지역사회의 특징과 상황에 맞춰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3) 학교 및 지역 규모별 자원 확보의 편차 존재
학교 소재 지역 규모에 따라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역시 연구학교의 경우 교육 활동 실
태 및 학교 내･외의 지원 영역에서 대도시가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의 학교들에 비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에 위치한 학교일수록 자유학
기제 관련 교육 활동 및 지원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규
모별로 체험처의 활용 정도를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읍･면 지역의 학교들이 체험 인프라
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읍･면 지역의 학교들이 활용하고 있는 체험처의
수가 대도시에 비해 평균 10개 기관 이상 적어 편차가 큼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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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에 대한 자유학기제 정책 시행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2013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만족도 조사 결과(최상덕 외,
2014)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2013년의 경우 학생의 사후 만족도, 교사와
학부모의 만족도 모두 대도시 지역에서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자유학기제 인식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외의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학교 규모별로는 연구학교의 경우 대규모 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평균 3.83점), 중규모 학교의 경우 교육 활동 실태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값(평균 3.96점)이 기타 규모의 학교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대규모 학교들의 경우 자유학기제의 이해 및 태도 측
면에서는 높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교육 활동의
성과로 연결시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취약점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즉, 학
생들의 꿈과 끼를 실현시킬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는 교육 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작기
보다는 적정한 규모의 학교 크기를 갖출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의 크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므로, 자유학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의 규모를 고려하되 학교별로 효과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차별적인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로 학습 공간 확대
자유학기제는 교육을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지역사회를 향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학교 내의 테두리에 막힌 채 진행해왔다면, 자유학기제를 통한 교
육 활동은 이 벽을 넘어서고 있다. 자유학기제의 자율과정 활동인 학생 선택 프로그램이
나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활동 등을 통해 학교라는 공간을 넘어 외부에서의 활용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체험 장소를 발굴하기 시작하면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은 유용
한 교육 인프라가 되고 있다. 모든 자유학기제 실시 학교에서 지역사회의 체험처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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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인사들을 특강 강사나 학생 선택 프로그램 및 동아리 강사 등으
로 활용하고 있다.
설문 조사 분석 결과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당 평균 약 20개의 체험처 등의 외부기관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기관들의 교육 활동에 주는 도움 정도는 4.5점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외부 기관들은 지역 사회 기관이 약 80%에 육박할 정도로(지역 사회 이외
기관 20.9%) 지역의 기관을 대부분 활용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지역 사회 기관이 지역 사
회 이외 기관에 비해 높다.
또한, 교육은 학교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교사들은 자유학기제의 실행 이전에는 주변의 활용 가능한 교육 자원에 대한 관심
이 적었는데, 자유학기제를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을 발굴하게 되면서 교육 활동의
유형과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사례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자유학기제의 교육 활동이 학교를 벗어나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하며 이
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향후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결망이 형성되어 마을에서 함
께 교육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한 기대감도 안겨준다.

라. 학생은 만족 vs. 교사는 업무 부담 상존
1) 학생의 ‘소질과 적성 계발’, ‘수업 만족도’ 증대
연구학교의 학생은 수업의 즐거움과 자신의 소질과 적성 계발 측면에서, 교사는 자율성
측면과 교사 간의 관계 측면에서, 그리고 학부모는 자녀의 소질과 적성 계발, 자녀의 진로
의식 증진 면에서 희망･일반학교에 비해 만족감을 보여주었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 재
학 중인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 계발’ 문항에 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결과는, 학생들
의 꿈과 끼를 찾게 하고자 하는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
들에게 발현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를 통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업의 즐거움을 경
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1학년과 2학년으로 학년을 구분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1학년 및 2학년 학생
모두 연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수업의 즐거움’ 및 ‘소질과 적성 계발’ 문항에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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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응답 결과를 보임으로써, 자유학기제의 시행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에 있어 보다
즐거움을 경험하고, 수업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한다고 느낌으로써 자유학기
제의 취지가 학생에게서 잘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부모들을 대상
으로 한 조사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 학부모들 또한 자유학기제의 시행이 자녀들
의 소질 및 적성 계발, 진로 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2013년에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보기 위해 2013년과 2014년의 설문 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
다. 2013년 만족도 조사 결과(최상덕 외, 2013b)와 이번 조사 결과가 비록 설문 문항이
다르지만, 전체적인 만족도의 경우 2013년도 사후검사에서 평균 3.72점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의 경우 학교 운영 결과에 대한 조사 결과 연구학교 학생은 3.97점으로 나타나 학
생들이 자유학기제의 경험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
음은 물론, 그 효과의 크기 또한 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자유학기제 시행이 학생들에게 학교 내에서의 교육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자유학기제의 정책 목표가 학교 현장에
서의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발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2) 교사의 자율성 신장 vs. 높은 업무 부담으로 교사 만족도 저하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교사들이 자율성 측면에서 미시행 학교의 교사들에 비해 높은
응답값을 보인 이유는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교원에게 교육과정의 재구성, 학생평가 등에
있어서 자율권을 보장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교사들
간의 상호 작용이 보다 활성화되어 교사들 간의 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결과와 달리 자유학기제의 시행이 교사들에게서 수업의 즐거움이
나 보람, 만족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응답 결과 또한 제시되고 있어 학교 운영
측면에서 구성원에게 자유학기제의 효과가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자유학기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늘어난 업무량이 교사들에게 부
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최상덕 외, 2014). 정책의 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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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행을 위해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교사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한하는 데서 오는
한계점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정광순, 2013).
새로운 수업 변화의 시도와 교육 과정의 운영 등에 대한 자율성 차원에서는 긍정적 평
가를 내리고 있지만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수반되는 체험처 발굴의 행정 업무 부담과 평가
기록 부담은 교사에게 전반적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리고 기존 교과의 수업 방법
개선뿐만 아니라 새롭게 추가된 자율과정의 수업 운영은 교사들에게 수업 준비의 부담을
크게 느끼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교사들은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 등 재량권이 넓
어진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 수반되는 여러 변화는 교사
에게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의미 있는 자유학기제의 교육 활동을 정서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
도록 변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시간적 배려와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3) 상위권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
학부모의 경우 대체로 자녀의 성적이 ‘상’인 집단이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학교 운영
결과에 있어 그렇지 않은 학부모들에 비해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연구학교에서 자녀의 성적이 ‘상’인 학부모의 경우 학교 운영 결과 영역에서 평균
4점이 넘는 응답값 평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성적이 자녀의 성적이 ‘중’, ‘하’인 학부
모들에 비해 학교 운영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는 자녀의 성적이 높은 학부모가 자유학기제로 인한 학업 저하와
고입 준비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상식적인 예상(경향신문, 2013.5.28.)과는 배치되는 결
과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유학기제 실시로 학업이 저하되거나 입시에 불이익이 있을 지
도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지만,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위의 설문
조사 결과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이 학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를 경험하지 않
고 있으며, 오히려 학생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하며 꿈을 키워나가는데 있어 긍정적
신호로 작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4) 자유학기제 성과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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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 결과 측면에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와 희망･일반학교의 차이는 다른 영역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항목에서는 희망･일반학교의 응답값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 비해 더 높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는 자유학기제를 어떠한 시각으로
운영해 나가고 운영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자유학기제의 결과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학교의 운영 결과가 다른 영역의 응답결과와
다소 다르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
성식(2014: 64)의 지적처럼, 해당 세부 항목들이 학생들의 꿈과 끼 발현이라는 자유학기
제의 직접적인 정책 목표이기보다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 학교생활의 만족도, 교사의 전
문성, 학생의 자신감 등과 같은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간접적인 결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자유학기제 시행의 직접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 계발이나 교
사의 자율성 발휘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유학기제의 시행 결과에 대한 위와 같은 분석 결과는 자유학기제의 시행에 따른 인
과적인 결과로 해석하기보다는, 자유학기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기타 요인들의 작용
에 의한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할 때 자유학기제의 확대
실시에 앞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자유학기제의 시행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기대치 못했
던 역효과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
다. 교육 분야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특성 상 정책을 통해 산출하고자 하는 효과를 단기간
에 가시적으로 얻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며 기
다리는 것이 요구된다.

마. 학기 운영 방식, 연수 및 예산 지원의 요구
1) 자유학기의 1학년 2학기 운영에 대한 일치된 요구
자유학기제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학기에 대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1학년 2
학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두 번째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학기는 교
사 2학년 1학기, 학생 2학년 2학기, 학부모 1학년 1학기로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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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진학을 앞둔 중 3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녀들의 고교 입학으로부
터 자유로운 1학년을 자유학기제 시행에 적합한 시기로 이해하고 있는 등 자유학기제 시
행 학기와 관련하여 구성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자유
학기제 시행 학기를 1학년 2학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단위 학교의 교육 여건 및 구성
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고려한 학기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이나
단위 학교에 일정 부분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숙, 2013: 178). 이를 위하여 학기별로 체계화된 자유학기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이의 시행 및 적용에 있어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
으로 정책 시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김진숙, 2013: 180).

2) 교수･학습 방법과 자율과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교사 연수 요구
교사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위해 활성화 되어야 할 연수가 무엇인지를 분석한 결
과 ‘다양한 자율과정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 참여형 교수･학습 방법 개선’이 다른 항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학교 교육 방법 전반의 변화’를 자유학기제
의 핵심으로 이해하고 있는 교사들의 인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교사들은 자유학기제의 핵심을 교수 학습 방법의 변화로 이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보다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생
참여형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대한 과목별로 구체화된 연수와 자율활동 프로그램 운영
관련 연수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학부모의 학업 성적 저하에 대한 우려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업 성적 저하에 대한 우려도 강하게 나타내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자유학기제의 시행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산만해지고, 학업성적이 저하될 것으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러한 우려는 학생들에 비해 학부모와 교사들에게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우려들을 고려할 때 자유학기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차후 자유학기제와 학생의
학업 성적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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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자유학기제의 시행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이 획득하게
되는 역량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더불어 자유학기제에 적합한 방향으로의 고입 제도 개선
등과 같은 다면적인 접근이 함께 할 때,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시행 및 교육현장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자유학기의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한 높은 요구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촉진하는 지원환경에 대해 전체 구성원 모두 예산, 학교 시설
등 물적 지원의 확대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체
중학교들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될 것임을 감안할 때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학교 현장
에 뿌리내기 위해서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단계에서도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
한 최소한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을
위해 최소 634억 원에서 최대 1,110억 원의 교육재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
는 바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중앙 정부는 물론,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손희권, 2013: 175). 이를 통해 학생 참여형 교수･학습의
운영 및 꿈과 끼를 찾기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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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세 연구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 운영실태, 자유학기제를 통한 교사와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
현장에서 부딪혔던 문제점과 딜레마 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교육적 가능성을 탐색해보고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무
엇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자유학기제의 비전과 목표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고, 자유학기
제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은 어떠한 변화를 체험했으며, 자유학기제 실행을 둘러싼 현장의
쟁점과 딜레마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중 세 학교를 방문하여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 연구는 현실적인 맥락 속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현상을 탐구하는 경험적인 탐구로
서, 조사 대상이 갖고 있는 특징적 현상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연구하는데 유용하고, 대
상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과관계 파악이 가능하며, 비
교적 소수의 대상을 시간적인 변화에 따라 조사함으로써 현상의 동태적 파악이 용이하다
는 장점을 갖는다(Yin, 2003). 특히 사례 연구는 연구 과제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다
루고 있고 해당 문제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탐색적 연구 방법으
로서 이용하는 것이 적절할 뿐만 아니라, ‘왜’ 혹은 ‘어떻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조성남 외, 2011; Yin, 2003). 자유학기제는
새롭게 도입된 교육 정책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고 또 당면 주요 교육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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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탐색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
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사례 연구에서 얼마나 많은 사례가 적절한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다
(Merriam, 1998). 이에 따라 사례 연구에서는 사례 숫자, 자료 수집 기간, 방법 등은 상
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사례를 선택하여 체계적이고 심층적
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Yin, 2003). Yin(1994)에 의하면, 복수 사례 연구
(Multiple-Case Study)는 단일 사례 연구(Single-Case Study)에 비해 더욱 자세하고
의미심장한 연구결과를 제고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사례들의 비교를 통하여 개별 사례의
독특한 특성을 관찰하고, 사례 간의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개념 또는 변수들 간의 관계
를 보다 효과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연구학교를 사례
로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사례 연구의 목적은 아니지만, 자료 해석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 간에는 모종의 공통점도 존재하고 차이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사례 간 분석(Cross-Cases Analysis)을 통해 다양한 자유학기제 실행양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향후 자유학기제 실행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 대상은 이 연구에 앞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 대한 사례 연구를 수행
했던 연구팀으로부터 추천받아 선정되었다. 서울, 경기･인천, 지방의 연구학교 중 자유학
기제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관심과 실행 의지를 기반으로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실
행했던 세 학교를 추천받았다. 본 연구는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세 달에 걸쳐 총 12차
례의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세 학교 모두 교장과 교감을 면담했고, 교사는 부
장교사와 일반교사를 포함하여 3~4명을 면담했으며,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에서 추천받
아 각 집단별로 3~4명을 면담했다. 일회 면담은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이루어졌
고,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다. 자유학기제 시행 전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및 준비 과정, 자유학기제를 통해 나타난 긍정적 변화, 자유학기제 실행 과정에서 부
딪힌 딜레마와 문제점, 향후 정착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표 Ⅴ-1> 참조).
특히, 학교장 면담에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의 비전을 홍보하고 공
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자유학기제 준비 및 실행 과정에서 부딪혔던 어려움이
무엇이었고 그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나갔는가에 초점을 두고 질문하였다. 교사 면
담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수업 방법 및 평가 방법을 어떻게 개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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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자유학기제 실행 경험을 통한 교사로서의 성장과 변화가 무엇인지, 자유학기제 운
영 이후 연계는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하였다. 학생 면담에서는 수업 참
여 방식 및 학습 의욕, 학교생활, 관계 개선(교사, 친구, 학부모와의 관계), 생활 태도, 진
로 인식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변화를 체험했는가를 중점적으로 질문하였다. 학부모 면담
에서는 자녀의 변화(학습 태도, 학교생활 만족도, 교우 관계, 자신감 향상 등의 측면에서
나타난 변화),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진로 인식 등과 관련해서 질문하였다.
<표 Ⅴ-1> 면담에 활용된 질문 영역
질문영역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자유학기제의 운영

내용
∙ 자유학기제의
∙ 자유학기제의
∙ 자유학기제로
∙ 자유학기제의

취지 및 방향성에 대한 이해
핵심적 변화 지향점
인한 현장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기대
부정적 결과에 대한 우려

∙ 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체계
∙ 준비 과정(교사 협력 체제, 활용가능한 물･인적 자원, 학부모와 학생들의 공감
대 형성 등)
∙ 연계 방안(자유학기제 이전과 이후의 연계)

∙ 교육과정
∙ 교수･학습 방법
∙ 평가
자유학기제로 인한 긍정적
∙ 교사전문성
변화와 실행 과정에서의
∙ 학교 운영의 자율성
딜레마와 문제
∙ 학교 문화(조직문화, 학습문화, 교사문화, 인간관계 등)
∙ 교육(학습)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자유학기제를 통한 성장과 변화(학습 습관, 진로 탐색, 학교생활의 만족도 등)
∙ 자유학기제 실행 과정에서 부딪힌 문제점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 자유학기제로 인한 업무 및 부담
∙ 해결 방안(국가, 교육청, 개별 학교, 지역사회 단체, 학부모, 교사, 학생의 역
위한 과제
할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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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결과
가. 가가중학교14)
1) 자유학기제의 시작
가가중학교는 2년 전 이 학교로 부임한 교감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
지 속에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 지정되었다. 이 학교의 교감은 교실 순회를 하면서 반
이상의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엎드려 자거나 딴 짓하는 무기력한 태도를 보면
서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 그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꿈이 없기 때문에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목표 의식도 없고 학습의욕도
저하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진로 교육이라는 생
각으로 이전 학교에서 실시했던 진로 교육 모델을 바탕으로 진로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 활동을 운영하였다. 본인의 미래 희망 진로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경로를 탐색하고,
해당 진로와 관련된 직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진로 교육을 시작
하면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공모한다는 공문을 보게 되었는데, “시험을 안 보고 자신
의 꿈을 찾게 한다.”라는 문구를 보자마자 “바로 이것이야말로 무기력한 우리 학교 학생들
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강한 확신 속에서 연구학교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자유학기제가 아이들의 꿈과 끼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이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
는 진로 교육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이라는 인식 속에서 주저 없이 지원을 결정했다. 교사
들에게도 자유학기제가 색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로 교육의 확장
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득하여 모든 교사들의 동의를 얻었다.
제가 처음 와서 교실 순회를 하니까 3교시밖에 안됐는데 33명 애들 중 제일 많은 반은 17명이
엎드려서 자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교실도 들어가 보니까 페인트칠도 벗겨지
고 교실 바닥도 다 파이고 아이들도 엎드려 자고 있고 무기력한 표정의 아이들이 많고. 전 나름
문화 충격을 받았죠.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할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아이들이
앞날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애들이 꿈이 없고 무기력한 걸 보니까 제일 시급한 게

14) 이후 제시된 세 개 학교의 이름은 가명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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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에 학교에서 했던 진로 직업 동아리 활동을 여기 그대
로 갔고 왔죠... 그렇게 (진로 교육 프로그램이)구축됐는데, 한 20여일 있다가 자유학기제라는 이
름의 공문이 왔어요. 처음에 자유학기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 이게 뭐지?’했어요. 그런데 내용
을 보니까 시험 안치고 자신의 꿈을 찾게 한다고 적혀 있어요. ‘어 이거 지금 우리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네’ 싶었어요.

- 교감(가가중학교)

교사들은 성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꿈과 끼를 발견하게 해 준다는 자유학기
제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자유학기제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명확
한 이해는 부족한 상태에서 자유학기제를 출발했다.
교사B는 파견 근무 후 갑자기 자유학기제 업무를 맡게 되면서 복귀하자마자 자유학기
제 연수에 참석했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지 않아서 불평과 불만 속에서
자유학기제를 시작했다고 회고하였다.
대전에서 했던 자유학기제 교사연수회에 갔었는데 대전에서 2박 3일 동안 신경질만 냈던 기
억밖에 없어요. 제일 화가 났던 게 뭘 어쩌라는 건지가 없다는 거였어요... 자유학기제 중 뭐는
몇 % 운영하고 진로는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식의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사실 영어교사 입장에
서 볼 때 그건 어떻게 가르치라는 건 아니잖아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수업 개선이었는데 수
업 개선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었어요. 융합을 하라는데 융합한 예라도
보여주던가, 이렇게 하라는 언지라도 주던가... 아무것도 없이 융합해라 하니까 황당하죠.
- 교사B(가가중학교)

한편, 교사C는 자유학기제가 현재의 교육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탈출구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남다른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다. 그는 자유학기제에 내재된 희망을 보면서
“지금은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가려는 목표는 분명 큰 틀의 변화이고
지금의 교육지반에 균열을 낼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출발했다고 한다.
저는 자유학기제에 대해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에 속해요. 당시 교육에 대해 심각하
게 고민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출구를 찾고 싶은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아
시다시피 ○○시가 학업이 굉장히 강조되는 곳이에요. 쉽게 말해서 국, 영 ,수는 (성적에 대한
중압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스케줄은 방과 후까지 (빼곡히) 짜져 있는데 인성이 잘못되
면 인성 교육 하라고 하고... 또 뭐가 잘못되면 무슨 교육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과부하가 되면
서 본질적인 교육은 결국 안 하고 있거든요. 백 가지를 다한다고 뻥치고 있지만 결국 아무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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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하고 있어요. 교사로서 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자유학기제를 한다고 했
을 때, 그걸 제안한 사람의 정치적 의도가 뭐였든 전 그걸 잡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유학
기제의 결과로 뭘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국 단위의 시험을 없
애는 것을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교사C(가가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을 앞두고 교감은 학부모 설명회를 크게 3차례나 개최했다 그러한 이
유로 이 학교의 학부모들은 비교적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적극 찬성하는 입
장이었다.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고 자유학기제를 시험에 대한
부담 없이 쉬어가며 자신에 대해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가가중학교
는 학부모들의 지지와 지원 속에서 자유학기제를 출발했다.
교감선생님께서 자유학기제 시작하기 전에 학부모님들 모시고 세미나를 두 차례나 하셨었어
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었죠.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처음에 나온
반응은 ‘시험이 없다는데 그럼 시험 안치고 뭐하지?’였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들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경험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좋았어요. 그런 경험을 접할 수 없는 환경에 있
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 학부모4(가가중학교)

2) 자유학기제를 통한 긍정적 변화
가가중학교의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자유학기제의 시행이 가져온 긍정적 변화로 ‘여
유를 통한 변화의 원동력 제공’, ‘진로 의식 증진,’ ‘인성 발달,’ ‘교육공간의 확장’ 등을 들
었다.

가) 여유를 통한 변화의 원동력 제공
교사들이 자유학기제로 인한 가장 큰 긍정적 변화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시험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 이는 수업 개선의 동력이 되었다는 점이다. 교사들
은 자유학기제 동안 시험과 진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수
업을 자유롭게 시도해 볼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사B는 본인이 오랫동안 해 오던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면서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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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동안은 시험도 안 보고 그 때 평가한 거는 진학에서 빼니까 다양한 실험이 가능했
던 거 같아요. 자유학기제 하면서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정말 자유롭게 수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하던 대로 (수업)하면 정말 편한데 수업을 바꾸려면 제가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작년에 자유학기제 하면서 지금까지 십여 년 동안 구태의연하게 해오던 수업을 확
바꿨어요. 활동 중심으로 하니까 애들도 ‘영어가 재밌어요.’ 하고, 애들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저
도 나름 보람을 느꼈죠.

- 교사B(가가중학교)

학부모들도 자유학기제를 “인생에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에 비유했다. 인생이라는 마
라톤 경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부모도 자녀도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고 다음 라운드
를 준비해가는 에너지 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면담에 참여했던 한 학부모
는 학교에서 개최되었던 자유학기제에 대한 설명회를 듣고 가졌던 첫 느낌이 “한 템포 쉬
어간다.”라는 거였다고 한다. 그녀는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교사, 친
구, 학교 분위기, 수업 방식 등 모든 면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향후 5년이라
는 긴 시간 동안 대입이라는 목표를 향해 앞으로만 전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유학기제를
통해 한 템포 쉬면서 숨을 고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솔직히 자유학기제 동안 시험을 안친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부모도 부담이 없어지잖아요. 솔
직히 시험 때면 부모가 먼저 스케줄을 짜서 아이를 체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험을 안 본다니까 부모 마음도 부담이 덜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한 템포 쉬어간다’는 생
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도 ‘그래, 긴 인생에서
쉬어갈수 있는 시간은 딱 이거다’라는 거였어요. 중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에서 벗어나 선생님도
과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기예요. 애들도 적응하기도 힘들어 하고... 자
유학기제가 없었더라면 쉬어갈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 학부모2(가가중학교)

학부모들은 자유학기제 동안 시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자신도 마음의 여유가 생
겼고, 자녀도 자신의 꿈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심리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을 자유학기제의 성과로 보았다. 내성적인 자녀를 둔 또 다른 학부모도 자
녀가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서 중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문제가 걱정이었는데 자유학기제 동안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어지면서 수월하게 중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유학기제가 없었다면 공부로 인한 스
트레스가 컸을 텐데 자유학기제로 인해 좀 쉬어가면서 생각도 마음도 넓어진 것 같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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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유학기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나) 진로 의식 증진
자유학기제로 인한 두 번째 긍정적 변화로 언급된 것은 학생들의 진로 의식이 증진되었
고 이를 통해 학습 동기가 유발되었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진로 체험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에 대해 성
찰해 보면서 자신의 꿈을 찾게 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학생ㄱ은 예전에
국립과학수사원 연구원이라는 막연한 꿈을 갖고 있었는데, 자유학기제를 통해 관련 분야
의 직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진로 특강을 들으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정확히 프
로파일러라는 직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학생이다 보니까 진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비슷한 직업들이 너무 헷갈렸었는데 진
로활동하면서 직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됐고 제가 원하는 직업을 찾는데 도움이 됐어요. 직업
을 선택할 때 그 직업에 대해 자세히 모르면 자기 적성과 맞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자유
학기제를 하면 제대로 된 직업을 선택(탐색)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 학생ㄱ(가가중학교)

학생ㄱ은 자유학기제 동안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탐색해 보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도 세워보고 왜 공부를 해야 하
는가 대한 명확한 목표 의식을 갖게 되면서 학습 동기가 고취되었다고 한다. 학생ㄴ도 다
양한 직업 정보를 통해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는 꿈을 찾게 된 것이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말하였다. 학생ㄷ은 자유학기제 동안 시행된 성격 검사나 적성 검사를 통해
자신의 장점, 특기, 소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었고 이는 진로 설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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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남들이 저한테 ‘니 단점이 뭐니?’ 라고 물으면 머뭇거리다가 대답 못하는 경우가 많
았는데, 자유학기제 하면서 MBTI검사 같은 거를 해 보면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 잘 몰랐다는 것
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적성 검사도 해 보고 하면서 제 적성과 흥미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면서
제 진로를 더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 학생ㄷ(가가중학교)

학부모들도 자유학기제의 성과로 자녀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꿈을 현실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교에서 진로에 초점을 두고 자신이 무엇에 자질이 있고 어떤 꿈을 갖고 있는가를 캐내는
작업들을 자꾸 하니까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너 뭐 될래?’ 하면 ‘나는 이런 거.’ 그게 끝이었지 더 이상 그걸 구체화
시키는 작업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학교에서 애들한테서 자신의 꿈이나
적성을 끄집어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지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위가 자체가 그
러니까요.
- 학부모4(가가중학교)

또한, 학부모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녀의 진로 의식이 증진되면서 공부하는 의미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는 학습 동기를 유발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공부
하라는 잔소리로 인해 자녀와의 갈등이 심했는데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녀가 본인의 진로
에 대해 인식하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태도를 갖게 되어 갈등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부모
도 자녀와 대화할 때 성적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보다 앞으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목표 의식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대화의 방향
으로 전환하면서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예전에는 ‘성적 몇 점 받았냐’고 물어보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네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걸
이루려면 반드시 공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그 꿈을 이루기 힘들다. 네가 지금 필요한 거는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학습이고 학습을 잘해야 네 계획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주게 됐어요. 아
이가 지신의 꿈을 이야기했고 진로마인드맵을 통해 계획을 세웠으니까 자기 마음엔 구체적이잖
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꿈이 단지 꿈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이가 알아듣는 거예요.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 학부모2(가가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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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또 다른 학부모도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정에서 부모가 개별적으
로 제공해주기 힘든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과 체험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자녀가 본인의
진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면서 삶에 대한 목표 의식이 생기고 학습에 대한 관심도 증
가했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유학기제의 좋은 점이 뭐냐면, 아이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관심을 갖데 되는 것이 생기잖
아요. 부모가 그런 경험을 충분히 주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그런 거를 짜서
경험을 시키다 보니까 ‘어 이런 것도 있었네.’ 하고 관심이 생기거든요. 이때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겨요. 저는 그런 부분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 학부모2(가가중학교)

다) 인성 발달
자유학기제의 세 번째 긍정적 변화로 나타난 점은 ‘인성의 성장’이다. 가가중학교의 학
부모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녀가 친구 관계 형성이라든가 타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마음이 성장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자유학기 시행 이
전 학생들은 주로 친구를 볼 때 반에서 몇 등인가 하는 ‘성적’이라는 잣대로 구분하여 이
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시험이라는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느라 친구의 재능이나 적성
같은 것에 관심을 기울일 심리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시험에
대한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세상을 시험 중심으로 판단하며 살아 온 것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그러나 자유학기제 동안 중간･기말시험이 없어지면서 학생들은 시험에 대
한 압박과 과도한 경쟁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로써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꿈’이라
는 또 다른 각도에서 친구를 바라보는 여유가 생겼다. 또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
고 이해하는 아량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진로가 유사한 친구들과 함께 체험
활동에 참여하면서 친구 관계의 폭도 넓어졌다.
시험을 치르면 누구는 몇 점, 누구는 몇 점하면서 아이들이 서로가 경쟁대상인데 자유학기제
하면서 꿈이 같은 아이들끼리 모여서 함께 활동하면서 군중의식 같은 걸 갖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경쟁대상에서 벗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허물없어지면서 우정을 갖게 되는 느낌을 받
았어요. 현장학습이라든지 수련회 같은 걸 통해서 애들이 그룹별로 움직이고 함께 다니면서 친
구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 학부모2(가가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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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원래 일등만 생존하는 곳인데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인
정해 주는’ 분위기가 조성된 거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 못 하는 아이들은 꿈도 없는 애 취급하잖
아요. 사회보다도 학교 안이 빈부 격차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애들도 친구를 볼 때 “쟤는 1등 하
는 아이”, “쟤는 공부 못 하는 아이” 이렇게 봤었는데 자유학기제 하면서 ‘어, 너는 이런 꿈이 있
었어?’ 하면서 친구를 인정하게 되고 서로에 대해 학습적인 면을 넘어 새롭게 알아가게 된 것
같아요. ‘너는 공부는 못하지만 그림은 굉장히 잘 그리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
친구는 화가가 꿈인 친구.
- 학부모4(가가중학교)

라) 교육 공간의 확장
자유학기제를 통해 교육 활동이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다양한 공간과 장소로 확
장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자유학기제 동안 자율 과정이나 진로 탐색
활동에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이 유용한 교육 인프라로 활용되면서 교육은 비단 학
교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자리매김 되기 시작했다. 가가중학
교의 교사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발굴하게 되면서, 교육 활동의
유형과 범위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비록 아직까
지 학교 현장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완벽히 조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유학기제를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의 소통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학교 안에서의 교
과 지식 전달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교 밖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험 활동의
비중이 늘면서 학교 교육의 외연이 확대되었다.
학교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인프라에 대해 잘 몰랐었는데 이제 찾기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도
자유학기제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 주변에 이런 도서관이 있고 이런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이런
스포츠센터가 있었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자유학기제 하면서 프로그램을 찾다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 동안은 학교하고 지역사회하고 소통하지 않았잖아요... ○○시교육청에서도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데 기관장들 모아놓고 연수도 하고 학교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유관
기관들하고 어떻게 매칭 되는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유학기제로 인해
그런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건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요. 자꾸 학교가 마을로 나가고 마을이
학교도 들어오는 거...
- 교사C(가가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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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학기제의 딜레마와 문제점
자유학기제로 인한 현장의 긍정적 변화 못지않게 처음 시행되는 정책이니만큼 현장에
서 부딪히는 딜레마와 문제점 등도 존재하였다. 가가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시행 과정에
서 부딪혔던 딜레마와 문제점으로는 ‘자유학기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
‘추후 연계방안의 미흡’, ‘체험처의 진로 프로그램 준비 부족’, ‘사교육의 진로 체험 시장
엿보기’ 등이 지적되었다.

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
가가중학교의 교사들은 비교적 자유학기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실행 의지를 갖고 자유
학기제를 시작하였다. 그들은 자유학기제의 핵심을 다양한 진로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자
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있다는 공동의 지향점을 갖고 출발하였다.
그런데 어느새 그 핵심이 수업 개선에 있다고 홍보되면서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불만을 토
로했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하면서 5, 6월에 토론회나 학회에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제 입장
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전에는 진로를 강조했었는데 한 7월정도 부터 갑자기 교실
수업 개선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왜 방향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저희들이
잘못 받아들인 거라고만 했어요. 원래는 진로하고 교실 수업 개선하고 양날이었는데 저희가 너
무 진로 쪽만 부각시켰던 거지 원래는 교실 수업 개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유학기제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어느 순간 방향을 틀면서 괴물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 교사A(가가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이 초기에 시작했던 의도와 다르게 진행되었다고 교사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변화가 되었다면 그것이 왜 변화가 되었고 어떤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명확한
제시가 부족했다고 인식하였다. 자유학기제의 기본 철학과 비전에 대한 교사들과의 공유
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 운영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느낀 것이었다. 정책 운영의
일관성 부족과 함께 정책이 다음 정부에서도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운영될 것인가에 지속
성 차원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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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문제가 10년 전부터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해오던 사업들이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
하는거죠.
- 교사C(가가중학교)
작년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책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작년에 저는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 교사A(가가중학교)

교사들은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정권이 바뀌면서 나온 정책 사
업의 일환으로 다시 정권이 바뀌면 없어질 사업’이라는 인식 속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큰 기대감이 없었다고 한다. 이는 자유학기제 정책이 발생시킨 문제라기보다는 이전 교육
정책의 생성과 소멸을 지켜보면서 교사들에게 생긴 정책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추후 연계방안 미흡
가가중학교 현장에서 자유학기제를 향해 갖고 있던 회의적 반응 중 하나는 자유학기제
가 “한 학기 동안의 즐거운 여행”에 불과하다는 인식이었다. 여행을 마치면 일상으로 복귀
하듯이, 자유학기제를 통해 다양한 혁신들을 시도하며 의미 있는 교육 체험을 경험하지만
자유학기제가 끝나면 다시 이전의 교육 관행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암묵적 인식을 갖
고 있었다.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동안 시험이나 진도 나가기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다
양한 수업 방법을 시도하며 나름 보람과 즐거움을 느꼈지만, 어차피 한 학기가 끝나면 고
입 입시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현실로 돌아가 학생에 대한 배려와 참여를 유도하
는 수업보다는 내용 전달 중심의 강의식 수업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 교사B는 자유학기
제 동안 교실 수업 개선이 이루어졌고 그것에 대한 교사로서의 자부심과 만족도가 높지
만, 자유학기제 이후에는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방식을 고수할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는 자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작년에 자유학기제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구태의연하게 십여 년 동안 하던 수업을 확 갈아엎
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2학년이 되니까 ‘올해 애들 성적이 떨어지면 자유학기제 해서 그렇
다고 하지 않겠어?’ 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공부하라고 자유학기제를 한 게 아니라 애들한테 재
미를 키우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하려고 자유학기제를 한 거였고,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자기의견 제시도 엄청 하고 했어요. 그게 자유학기제가 원했던 건 맞는데, 이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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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가 고민이에요.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
선생님들이 2학년이 제일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작년엔 막 손들고, 뛰어다니고, 수업 시간에 막
활동했는데 지금은 다시 옛날 수업으로 돌아가려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학년들은 막
여러 활동을 하고 있지만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옛날
식 수업으로 회귀하고 있거든요.
- 교사B(가가중학교)

교사 C도 자유학기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교육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
속에서 출발했지만 ‘한 학기 동안의 실험의 장’으로 그친 것에 대한 실망과 안타까움을 드
러냈다. 자유학기제의 당초 취지가 우리 교육이 지닌 다양한 문제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여 행복하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점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자유학기제는 해당 학기동안의 교육 현안이라기보다 중학교 전체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
영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저는 한학기만 뚝 떨어져서 자유학기제를 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교육이라는
게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자유학기제라고 한 학기
만 할 것인지... 저는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전체 학기에 보편화해서 프로그램을 짜야한다고 생각
해요. 제가 자유학기제가 시작될 때 희망을 보았던 건 ‘지금은 이렇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가려는
목표는 분명히 큰 틀의 변화다. 분명 지금의 교육지반에 균열을 낼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졌거
든요.
- 교사C(가가중학교)

학생들도 자유학기제와 그 이후를 단절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유학기를 통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감도 얻고 발표력도 향상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학기제가 끝나면 입시를 위한 교육으로 회귀하여 자유학기제 동안 부족
했던 공부를 보충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의 인식 속에서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동안의 일시적 변화’에 불과한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유학기제하면서 수업 때 진도 말고 다른 내용을 많이 배워서 성적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요. 이제 작년에 못했던 걸 보충하려면 선생님이 그냥 설명하고 정리해주는 수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학생ㄱ(가가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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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이와 같은 부정적 반응들은 학교현장에서 자유학
기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아울러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 교육의 변화
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다) 체험처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 준비 부족
자유학기제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진로 직업 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문제다. 가가중학교는 진로 담당 교사나 사회복지사가 상주해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
해서는 진로 직업 체험 활동 장소 물색이나 프로그램 구성이 용이한 편이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드러나는 허점과 문제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애들한테 진로 체험을 시킬 수 있는 게 몇 가지 안 돼요. 사실 중학교 1학년짜리들이 은행 가
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띠 두르고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 마트나 농
협 같은데 가서도 점원(Cashier) 옆에 서서 구경하는 거... 그게 종일 프로그램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거 찾는 것도 힘들었어요. 사실 가서 그게 알찬 프로그램이 되려면 그쪽 프
로그램 담당자하고 선생님이 계속 연락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도 애들 몇 명 받았다는 것이 자기네들 교육 기부 실적이니까 애들을 받기는 하지만
건성으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 교사B(가가중학교)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실행 전에는 과연 교육 기부 기관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점을 우려
했지만, 사실상 더 큰 문제는 교육 기부 기관이 존재해도 실상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
해서 운영해주는 곳은 거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체험 제공 기관에서도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이나 처리 방안이나 대책이 없기 때문에 기관 입
장에서는 소극적인 관찰의 장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우리학교 바로 앞에 카센터가 있어서 거기로 직업 체험을 나갔었는데 애들이 아무것도 안하
고 있어요. 애들이 차 고치는 거 옆에서 보면서 어떻게 고치는지 설명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
니, 그러다 애들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받아는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들을 놀려요. 사실 직업 체험 나가서 다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사실 한 번 가서 뭘 배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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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얼토당토 안한 거죠. 그냥 이벤트죠.
- 교사B(가가중학교)

진로 직업 체험 활동 프로그램의 질도 문제지만, 그것이 교사업무 부담의 주원인이 되
고 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교육 정책이 대두되었을 때 교사들이 갖게 되는 공통적인 불
안과 두려움 중 하나는 불필요한 업무의 폭주다. 가가중학교 교사들은 체험 기관을 찾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소모되는 시간과 에너지는 엄청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는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실한 체험 기관에서 형식적
으로 하는 진로 체험 활동을 자유학기제 활동 중 가장 문제점이 큰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제가 작년에 직업 체험 담당 업무를 했었어요. 10월에 직업 체험 세 번 나갔었는데 계획서만
백 장이 넘었어요. 책 한 권 쓴 거죠.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싶어
요. 제가 작년에 했던 자유학기제 업무 중에서 제일 쓸 데 없고 고생만 많이 했고 아이들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 됐던 게 그거였어요. 일은 정말 많이 했어요. 그거 하느라 몇 명의 선생님들이
달려들었었는지 몰라요. 애들한테 체험 나가서 뭐했냐고 물으면 ‘놀았어요’ 해요. 거기서도 프로
그램을 개발하지 못하니까 애들을 받기만 하는 거죠. 그런 일회성 이벤트를 통해 애들이 자기
진로에 대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건 아닌 거 같아요.
- 교사C(가가중학교)

라) 사교육의 진로 체험 시장 엿보기
마지막으로 가가중학교 교사들이 자유학기제가 운영되며 우려하는 점은 진로 교육의
틈새를 노리는 사교육이다.
재미있는 현상이 그런 디딤돌 역할(학교와 체험 기관의 연결)을 하는 업체가 만들어지기 시작
했어요. 어떤 업체에서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만든 프로
그램을 사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자기네가 만들어서 한 권에 오천 원에 팔면 학교들이 사겠
냐고 묻더라고요(웃음).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5000원은 너무 비
싸다고 했더니 그 후로 연락이 없는 걸 보니까 뭔가 수지타산이 안 맞나 봐요. 2016년도부터 전
면 실시되면 학교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사지 않겠어요? 출판사에서 애들 스티커 북 만들듯이 애
들 혹하게 만들면 학교에서도 혹하죠. 프로그램 만드느라 머리 쓰는 것보다는 그런 거 도서실에
사다놓고 쓰면 편하죠.
- 교사A(가가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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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자유학기제를 이용하여 이윤을 창출하려는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면서 사교육
이 학교 교육까지 잠식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진로 체험을 위한 좋은 프로그
램 개발을 위한 사교육 시장의 조성은 교사들의 시간과 에너지 소모를 줄여주고 학생들에
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지만, 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교육보다는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에서 교육적
의미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학교의 교사들은 사교육시장이 진로 교육 프로그램에
개입하게 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었다.

나. 나나중학교
1) 자유학기제의 시작
나나중학교는 학교장의 권유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신청하게 되었지만, 연구계획서
작성부터 실질적인 실행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교육연구부장이었다. 일반
교사들은 자유학기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였고 이미 많은 정책 사업들이 추진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부가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컸다. 교사들
은 자유학기제에 대해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앞섰고, 분명히 학부모들의 반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장담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70%이상의 학부모들이 찬성했고 연구학교로 선정되면서 교사들은
자유학기제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교육연구부장의 주도 하에 자유학기제와 유사
한 교육 철학을 갖고 있는 한 대안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초청하여 기본 철학에 대해 강연
을 듣고 관련 책자도 읽으면서 자유학기제의 방향성을 잡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교육연구
부장인 교사D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제가 아는 교장선생님 중에 자유학기제와 비슷한 교육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서 1학년
담임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그분을 찾아가서 설명도 듣고 저희 학교로 모셔서 강연도 듣고 하면
서 저희끼리 자유학기제의 방향을 정해갔어요. 그분 말씀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좀 바꿔보자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그 이유가 애들한테 많은 걸 가르치려고
해서라고 하셨어요. 문제를 고치겠다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 분이 생각할 때 자유학기제는 뭔가 좀 다르다고 하셨어요. 이게 20년 전쯤 대안교
육을 내세웠던 분들이 ‘가르치는 것을 좀 멈춰보자. 아이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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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철학하고 유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애들한테 그냥 뭔가를 열
심히 ‘투입’하려고 하지 말고 애들 스스로 뭔가 해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고 했어요. ‘뭔
가 열심히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분위기만 만들어 놓고 애들 스스로 할 수 있게 해보자’ 그런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좀 재미있고 애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찾아서 해보는 것으로 시작
했죠.
- 교사D(나나중학교)

위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학교의 교사들은 자유학기제의 핵심 철학이 ‘가르치
는 것을 멈추고, 학생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는 것’에 있다고 이해하고 있
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이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을 찾아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자유학기제 프로그
램 개발에 착수하였다.
당시 이 학교의 교사들은 진행 중이던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로 이미 지쳐있는 상태였
고 진로 체험을 위한 인프라 구성이 열악한 환경이었다. 따라서 이 학교의 교육연구부장
은 교사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자유학
기제의 이상과 현실을 절충하는데 주력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들이 부담을 크게 느끼는
선택 프로그램 수업은 교사에 맡기기보다 외부 강사들을 활용하여 협력 수업으로 진행하
거나 담당교사의 수업 시수를 줄여주었고, 동아리 활동으로 인한 교사들의 수업 시수 부
담으로 주지 않기 위해 1학년 담임과 2학년 담임의 수만큼 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였
다. 또한 ‘릴레이 융합 수업’과 ‘LTI(Learning Through Internship)프로젝트 학습’과 같
은 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즉, 현실의 인프라 부족과 업무 부담의 어려움 때문에 소
극적으로 운영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특성을 살려나가는 방식으로 적
극적 모습을 보였다.
릴레이 융합 수업이란 특정 교과의 수업 시수 증감이 쉽지 않고 시간표 상의 변화를 주
면서 융합 수업을 운영하자니 그로 인한 작업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기존의 시간표는 그
대로 유지한 채 한 교과에서 다룬 주제를 다른 교과가 이어받아 다루는 방식으로 운영하
는 융합 수업 모델이다. 예컨대, 과학 시간에 초콜릿을 녹이는 활동을 한 후, 영어 시간에
초콜릿 공예를 하면서 원어민과 대화해 보고, 도덕 시간에 카카오농장의 아동학대에 대해
토론해 보는 식으로 주제를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릴레이 융합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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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수업을 하려면 시간표를 새로 짜야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낸
아이디어가 “릴레이 융합” 이라고 해서 기존의 시간표는 그래도 놔두고 예컨대 과학 시간에 다루
었던 주제를 다른 과목에서 그대로 받아서 다루는 거예요. 1-2 시간의 격차가 나더라도 그 주제
를 이어받아서 다른 교과에서 다루는 거죠. 그걸 융합 수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정확히 모르겠
지만 교사들이 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주제를 이어받아 쭉 가는 거죠. 예를 들어 과학 시간에
초콜릿을 녹이고 그 다음 영어 시간에 초콜릿 공예를 하면서 원어민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고,
도덕 시간에 카카오 농장의 아동노동 학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식으로 쭉쭉 주제를 이어가는 형
태의 융합 수업을 많이 했어요.
- 교사D(나나중학교)

LTI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에 적합한 학습과제를 스스로 선정하고 수행
하는 개인별 프로젝트 학습 프로그램이다. 학교에서는 길잡이 교사가, 가정에서는 학부모
가, 지역사회에서는 전문가 멘토가 함께 참여하여 학생들의 과제 수행 과정을 돕는다.
학부모들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정보나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에
따라 찬성 여부를 결정했다기보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학교에서 추진하려는 것
이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믿음으로 찬성한 편이었다.
사실 매스컴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뭔지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특
히 자기 아이가 상위권인 학부모들은 성적이 떨어질까 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시험을 안 본다고
는 하는데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니까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부형들은 학교에서 뭘 하겠다고 하면 자세히 알아보고 찬반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니까 학교에서 하려는 거겠지 하고 생각하죠.
- 학부모1(나나중학교)

이 지역은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학업에 신경 써서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여주기를 원하는 편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자유학기제 동안은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지 않은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는 불안감과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 속에서 자유학기제를 출발하였다.

2) 자유학기제를 통한 긍정적 변화
나나중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제로 인한 긍정적 변화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교사 간 협력 문화 생성,’ ‘교사의 적극적 태도 형성’, ‘교사와 학생의 관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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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받는 학생들에게 문화 자본 제공,’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개발’ 등이다.

가) 교사 간 협력 문화 생성
이 학교의 교사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모여서 융합 수업을 함께 계획하고 동아리 활동
으로 인해 생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로 돕고 노력하면서, 교사들 간의 협력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성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교사A는 자유학기제를 처음 시행
해 보지만 이 학교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교사들의 협력에서 기인
하는 것으로 보았다.
작년에 (자유학기제를) 처음 해 본 건데도 저희들이 이 정도로 할 수 있었던 거는 교사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어려운 점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면서 하나씩 맞춰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개인적인 일만 생각했었는데 자유학기제하면서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안을 내고 하게
됐죠. 저희는 교사들이 동아리 하나라도 더 맡아주고 했어요. 동아리 인원이 많아서 힘들면 교과
를 안 맡고 있는 부장선생님들이 떼서 나눠가기도 하시고...
- 교사A(나나중학교)

이 학교는 매주 1-2회 정도 교사 협의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점을 함께 찾
아갔다. 교사 협의회를 위한 별도의 시간을 따로 잡기 힘들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나 아침
자율 학습 시간을 활용하였다. 작은 문제점도 협의를 통해 함께 해결점을 찾아가다보니
교사 협력 문화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었다. 교사 협력 문화 조성은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명시적인 교육 목표는 아니었지만, 자유학기제가 학교 문화 변혁의 역할을 제공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나) 교사의 적극적 태도 형성
자유학기제를 통한 긍정적 변화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사들의 적극적 태도 형성이
다. 지방의 외곽 지역의 여건 상 체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체험 활동을 시도하지
않았는데, 자유학기제 운영 후 학교 특성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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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인프라의 부족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LTI 프로젝트학습 모형을 그대로 적용을 시킨 거예
요. 실제 여기서 시내로 나가려면 마을버스를 타고 또 갈아타고 가야돼요. 웬만한 데는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되요... 음성 꽃동네를 가자고 하는... 교장선생님을 설득했죠. 그 과정이 한 달
가까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딱 방향이 생겼어요. 전체를 버스를 대절해서 움직이는 거
는 죽어나는 거다. 무조건 애들이 시내버스를 타든 대중교통을 타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 하자였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찾기 시작했죠.
- 교사D(나나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자율과정을 운영하고 체험을 하는 것은 이 학교 교장선생님처럼 음성
꽃동네를 가자고 주장한 것처럼 버스를 대절해서 평소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교사 D는 한 달 가까이 논의 끝에 “딱 방향이 생겨서” 지역
사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기준을 정한 것이다. 그에 맞게 인프라
가 부족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LTI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LTI 프로젝트 학습은 진
로 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열악한 환경적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개인적 요구
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구안되었다.
자유학기제의 인프라 부족 뿐만 아니라 핵심 성취 기준이 빨리 결정되지 않고 학교에
전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초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는 불만이 컸다. 이 학교도 똑같은 상
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불평하며 기다리지만 않고 다르게 움직였다.
작년에 핵심 성취 기준 때문에 불만이 컸어요...프로그램을 짜려고 주제라도 잡아 놓으려고
하다보니까 일단 핵심성취 기준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각 교과의 핵심성취 기준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자유학기제니까 우리가 만듭시다.’해서 실제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도서관에 모여
서 한 학기 동안 수업할 내용 중 뺄 거는 빼고 이거 이거는 반드시 가르치겠다는 걸 각 교과별
로 쫙 적어서 전시해놓고 다른 교과목 것들을 쭉 보면서 자기 교과내용하고 연결되는 것들을 뽑
도록 했어요. 그래서 한 학기 수업할 분량을 뺄건 빼고 하면서 아주 여유 있게 만들 수 있었죠.
- 교사D(나나중학교)

핵심 성취 기준이 교육부로부터 빨리 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못한다’가 아니라 “우
리가 만듭시다.”라는 태도로 학교 나름에 맞는 핵심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는 구성원들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임하는 자세와는 달랐다. 여건이 어렵고 안 좋지
만 그래도 학교 차원에서 그리고 교사 개별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노력을 하
였다. 자유학기제의 참여형 수업과 동아리 운영을 하면서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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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있었지만 교사들은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수업에서) 아이들 활동을 끌어내려고 노력했던 점! 아이들의 활동을 이끌어내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거를 내가 고려해서 수업했다는 점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쟁과도 같았지만 그
런 점에서 의미를 갖고 개선에 대한 의지나 노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 좋았던 거 같아요.
교사B(나나중학교)

동아리를 만들어서 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건 한도가 있으니까요. 1학년 담임선생님 7분, 2학
년 담임선생님 7분이 모두들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해서 14개 동아리를 만들 수 있었죠. 그런데
아이들이 하고 싶은 공통적인 것들을 아무리 묶어도 42개가 나오더라고요. 합치고 설득하고 해
서 14개, 15개...
- 교사D(나나중학교)

학생들의 활동을 이끌어내고 요구를 수용하여 수업을 하거나 동아리를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었지만 학생들의 수업에 참여하도록 “의지나 노력”을
기울였던 점을 여교사는 스스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학생들이 수동적이다’, ‘학생의 요
구가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이유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적극적 자세로 학생의
참여와 요구를 받아내려고 노력했다.

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 개선
두 번째 자유학기제로 인한 긍정적 변화로 언급된 점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 개선이다.
한 교사는 본인 수업에서 떠들고 장난만 치던 학생이 동아리 시간에 집중해서 열심히 활
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학생에 대해 갖고 있던 선입견과 부정적 감정들이 사라지게 되
었고 그로 인해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수업 시간에만 보면 감정이 부딪히면서 부정적으로만 보던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걔를 동아
리에서 만나면, 학습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만나게 되면 그 아이의 다른 면을 훨씬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수업 시간에 그 아이가 일어서서 이야기하면 잘
받아들이게 되고 하는 게 참 좋았어요. 수업 시간에는 공부를 안 해서 미웠는데 동아리에서는
진짜 집중을 잘하니까 칭찬해주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도 신뢰가 쌓여서 수업 시간에 두 번 자던
거 한번만 자고. 좀 제 눈치를 본다고 할까요...
- 교사B(나나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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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이전에는 학습 태도나 성적이라는 기준으로 학생을 바라보았지만, 자유학
기제 동안 수업 이외의 맥락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 학생의 재능이나 소질 등 긍정적
인 면을 보게 되고, 학생도 교사의 긍정적인 태도 속에서 신뢰가 쌓이면서 수업 시간에
말썽을 일으키는 횟수가 줄어드는 등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개선된 것이다.

라) 소외받는 학생들에게 문화 자본 제공
자유학기제에 대한 또 다른 긍정적 평가는 다양한 직업 정보 및 체험 활동은 다양한 직
업 탐색의 기회가 제한적인 농촌 지역 학생들에게 일종의 문화 자본 역할을 했다는 점이
다. 교사B는 도시 지역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 자본이 결여되어 있는 이 지역 학
생들에게 자유학기제는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해줌으로써 자신의 꿈에 대해 진지하
게 고민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시골아이들에게는 정말 먼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됐었는데 옆에서 계속 꿈을 찾고 알아보자
고 하면서 ‘아, 꿈이란 게 이런 거구나... 주변에 나가보면 직업이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느끼
게 됐던 좋은 기회였어요. 교사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거였어요.
- 교사B(나나중학교)

학부모들도 전반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엄마가 많고 인프라 부족으로 진로 체험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유학기제 동안 체계적인 진로 교육이 제공됨으로써 학생들이 진로 의
식이 확장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기는 직장 다니는 엄마들도 많고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평소에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
나 희망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유학기제하면서 여러 활동을 체험하고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서 진로를 생각해 보고 자기가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서
도 더 자세히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친구 중에 어떤 애는 요리해보는 체험을 하면서
자기도 몰랐는데 자기가 요리에 적성이 있는 것 같다면서 요리하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하더래
요. 그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요리를 해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체험 활동을 통해서 해보
니까 즐겁고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요리사가 멋있다고 하더래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은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 좋았던 거 같아요.
- 학부모2(나나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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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개발
자유학기제로 인한 또 다른 긍정적 변화로 언급된 점은 자유학기제가 교사들의 수업 전
문성 개발의 발판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옛날 수업 방식대
로 수업을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기존의 강의식 수
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 즉 토론, 체험, 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의 새로
운 방법을 일부 단원에라도 적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만족감을 얻었다. 예를 들어 교사C는 융합 수업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진행해 보지는 못했었는데, 자유학기제를 통해 이를 직
접 실행해 봄으로써 이에 대한 가치를 실제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처음에는 미숙했지만 조금씩 성장해가는 학생들의 모
습을 보면서 학생들과 교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자신의 노력으로 학생들이 한층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교사로서의 뿌듯함을 체험했다.
(자유학기제가) 부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좋은 자극도 됐어요. 솔직히 융
합 수업이라는 걸 저는 처음 해봤거든요. 그전에도 연계수업 하라는 말은 있었지만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만(이론적 설명만 듣고)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여기 와서 직접 해보니까 연계해서
수업하니까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 사고가 확장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요
리실습도 많이 했는데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잘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칼도 못 잡았던 애들인
데 나중에는 썰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만들기까지 되요.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걸 보
면서 나름대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건만 되면 사실 계속
이런 식으로 수업하고 싶어요.
- 교사C(나나중학교)

교사B도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각종 업무 부담으로 미루어왔던 수업 방법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녀는 그동안 익숙했던 교사 중심의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참여를
이끄는 수업을 시도해 봤다는 점을 교사로서 그녀가 체험한 자유학기로 인한 가장 큰 성
과라고 말했다. 교사B는 면담 당시 3학년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유학기제 동안 터득한 새
로운 수업 방법의 노하우를 3학년 수업에서도 적용해 볼 계획을 갖고 있었다.
수업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목격한 교사들은 이러한 교육 활동의 가치
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은 수업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가능케 하는 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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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되었다. 이 학교의 학부모들도 이제 자유학기제는 끝났지만 2학년 담당교사들이 수
업 방법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자유학기제는 끝났지만 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회 선생님이 0교시에 NIE 수업을 계속 하
세요. 원하는 아이들만 데리고 하시는데 자유학기제의 연장인 거 같아요. 신문을 종류별로 두고
거기서 자기가 보고 싶은 신문을 가져다 읽고 주제를 정해서 토론해요. 선생님도 나름대로 자유
학기제가 끝났다고 예전 방식대로 돌아가기보다 뭔가 그 뜻을 이어가려고 노력하시는 거 같아요.
- 학부모2(나나중학교)

요컨대, 교사들은 자유학기제가 그들을 성장시키는 계기를 제공해주었다고 느끼고 있
었으며, 다른 학년을 담당하더라도 자유학기제 동안 시도했던 학생 참여형 수업 방식을
하고 싶고,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물론 수업 방법 개선이 모든 교과나 모
든 단원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자유학기제의 본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자유학기제 동안 변화된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도 학교생활이 즐겁고 수업 시간을 기다
릴 정도로 학습에 대한 의욕이 높아졌다. 학부모들도 자녀가 자유학기제 동안 본인들이
직접 조사하고 발표하는 참여 중심의 수업을 통해 스스로 깊이 있게 학습하게 되었고 학
습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유학기제 동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수업, 사회 수업이 아니라 프로젝트 학습으로 이루
어졌어요. 주제를 주면, 아이들이 모여서 누구는 시나리오 짜고, 누구는 자료조사하고, 누구는
PPT 만들고, 누구는 발표 담당하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역할분담해서 각자 맡은 걸 해 와서 같이
연습하고 하더라고요. 같이 모여서 논의하면서 여기는 부연 설명이 더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는 좀 더 조사해야 한다 하면서 깊이 있게 공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업을 기다려요.
- 학부모3(나나중학교)

3) 자유학기제의 딜레마와 문제점
나나중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자유학기제 시행 과정에서 부딪혔던 문제점은 ‘진
로 체험을 위한 인프라 부족,’ ‘학습자의 소극적인 학습 태도,’ ‘수업에 대한 고정관념’ 등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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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로 체험을 위한 인프라 부족
이 학교는 대도시에 비해 진로 체험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실행 과정에
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문제로 나타났다. 체험 기관을 방문하려면 대도시로 나가야 하
는데 교통편이 불편하여 갈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버스나 지하철을 2번 이상
갈아타야하기 때문이다. 시내로 나가려면 마을 외부 체험 활동을 자주 하기 쉽지 않았다.
아이들하고 법원에 가기로 한 적이 있어요. 거기 가려면 버스를 두 번 갈아 타야하고 좀 빨리
가려면 3번을 갈아타야 되요. 아무튼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갔는데 애들이 절반밖에 안 왔어요. 이
상해서 애들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분이 지났는데도 3명이 안
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버스를 타고 시내 안쪽으로 가본 게 처음이라 버스를 잘못
타서 ○○ 쪽으로 간 거예요. 법원 반대 방향으로 1시간을 간 거죠.
- 교사D(나나중학교)

외부 체험 시설 섭외가 어려워서 학부모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실행된 것은 50%미만이라고 했다. 부모님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
면서 노동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도록 한다는 좋은 취지에 많은 학부모들이 공감하며 참
여를 희망했지만, 막상 직장에서 허용하지 않아서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직접 체험이 가능한 기관의 경우 대부분 입장료를 요구하는데 예산 지원이 한정되어 있어
서 한 학기에 1-2번 이상의 외부 체험 활동을 진행하기는 버거운 현실이라고 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교사들이 본인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체험 장소나 기관을 섭외하
고 있는 실정이라 교사의 업무 부담이 녹록치 않았다. 자유학기제 동안 교사들은 수업 준
비 외에도 동아리 활동과 선택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필요한 기관과 강사들을 섭외하
느라 피로가 누적되었고, 이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였다. “지난 학기
동안(자유학기제 하느라) 저는 거의 가정을 포기했었어요.”라는 교사C의 진술은 진로 직
업 체험을 위한 내･외적 인프라 부족의 문제가 고스란히 교사의 업무로 돌아가면서 발생
하는 교사 업무 부담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수업은 수업대로 해야 하고, 동아리도 운영해야 하고, 선택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하고, 융합
수업도 준비해야 하고... 너무 힘들었죠... 제일 힘들었던 건 여기 같은 경우는 지역 연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프로그램 기획하고 섭외도 해야 하고... 정말 저는 가정을 포기를 하고 거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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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았어요. 지역 연계가 잘 돼있으면 훨씬 편했을 텐데... 아이들 데리고 동아리 활동 하러
가려고 한 달 전부터 전화해도 거의 안 받아요. 그래서 진로상담 선생님께서 부탁드리니까 몇
개 기관 연락처를 주셨는데 거기도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담당자가 없다, 출장이다, 시설이 미
비하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안 된다고 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 교사C(나나중학교)

나) 학습자의 소극적인 학습 태도
자유학기제 실행 과정에서 이 학교의 교사들이 힘들었던 또 하나의 핵심적인 문제는 자
유학기제에서 추구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기에는 학생들의 준비 상태나 학습 태
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토론식 수업을 운영하려면 학생들이 미리 자료를 읽
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와야 하는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교사가 모든 것을 떠
먹여주기를 기다리며 교사만 바라보는 학생들을 데리고 토론식 수업을 하는 것은 힘든 일
이다. 교사C의 표현을 빌면, 아무런 준비 없는 학생들을 데리고 토론 수업이나 발표 수업
을 한다는 건 “전쟁”과도 같다고 한다.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학습자의 태도는 수업 개선에
대한 교사의 열정과 노력을 좌절과 자괴감으로 바꾸고 있었다.
수업 개선을 하려면 아이들도 준비가 돼야 해요. 발표 수업을 하려면 애들도 준비를 많이 해
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무한 상태였어요. 시골 아이들은 기본 베이스도 없고 그런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개선하는 거는 정말 전쟁과도 같았어요. 그런 부분은 바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제를 주면 3-4시간 정도는 도서관에서 아이들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고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은 뭐해요? 뭐 경험해요?’ 하고 저
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수업 개선을 한다는 건 전쟁과도 같았어요. 자괴감마저 든다
니까요.
- 교사C(나나중학교)

학생들은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자유학기제의 일면만을 바라보고 “자유학기제는 공
부 안 하고 밖에 나가 체험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자유학기제 동안 시험이 없다는
생각에 학업에 대한 긴장감이 저하되면서 기본 교과 수업은 등한시하여 수업 준비는 불성
실하게 하고 ‘왜 체험하러 나가지 않느냐’며 불평만 늘어놓은 학생들의 태도는 교사들의
수업 개선 의지를 좌절시키고 있다. 교사 A는 자유학기제로 인한 성적 저하를 염려한 학
부모들이 사교육에 집중하면서 학생들도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노는 곳’이라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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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수업 준비보다 학원숙제를 우선시하고
토론이나 발표를 위한 준비 과정을 귀찮게 느끼며 아무 준비 없이 수업에 들어온다.
애들도 자유학기제에 대해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실내용은 모르면서 공부를 안 하고 그
냥 체험만 하면 된다는 기대가 있다 보니까 ‘직접해보고 내가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수업 시
간에 자기네들이 직접 답을 찾는 활동을 한다면 싫어해요. 이거는 자유학기제가 아니다, 체험하
고 이래야 되는데... 매스컴에서 그러니까요. 사실 시험만 안 본다 뿐이지 본인 실력은 누적 되서
다 고입을 봐야 하는데... 부모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학기제를 엄청 두려워합니다.
자유학기제 해서 아이 실력이 떨어질 걸 우려해서 부모님들은 이중 장치를 합니다. 학교는 학교
꺼(자유학기제) 하는 거고 학원 보내서 공부시키는 거죠.
- 교사A(나나중학교)

면담에 참여했던 학생 중 학생ㄷ은 토론식 수업을 선호하지 않았는데 “수업 전에 준비
해야 할 것이 많아서 귀찮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학생ㄱ도 학생들이 준비해오
지 않은 상태에서 토론식 수업을 하니까 토론이 중구난방으로 흐르면서 수업이 무질서하
게 진행되었고, 그 후로 그 교사는 토론식 수업을 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목
고 입시를 준비 중인 학생은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수업 시간에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거기에 써야 하는 시간이 많아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게 돼서 마음에 안 들었다”며
자유학기제에 대한 반감을 표현했다. 학생들의 이와 같은 반응들은 교사가 전달하는 지식
을 받아들이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학습 방법을 위한 준비와 훈련
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다) 교과서 중심 수업의 고정관념
이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세 번째 문제점은 수업에 대한 고정관념
으로 핵심성취도 중심 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학부모들의 불만이 크다는 점이다. 교과서
중심 수업에 익숙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차근차근 일일이 다루어주
지 않으면 배우지 않았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핵심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교과 내용을 통
합해서 운영하거나 중요하지 않아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게 되면 불안감과 걱정에
사로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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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를 하면서 확실히 학업 결손이 나타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 교과서가 있다
면 다른 학교 애들은 수업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훑어주는데 자유학기제를 하다보니까
필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공백이 생기는데 아이들은 혼자서 그
거를 메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아니면 고등학교 가서 시험 볼 때 안
배워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 학부모2(나나중학교)

학부모와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교과 내용을 수업 시간에 전부 다루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컸다. 특히 성적이 상위권이 학생들은 교과서 내용을 모두 다루지 않는 것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자유학기제 동안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활동 많이 하게 해주고 신경도 많이 써준 거는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딱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고 나머지 디테일한 건 집에서 공부해오라고 하는 건
싫었어요.
- 학생ㄹ(나나중학교)

사실상, 교사들도 교육과정 재구성시 다음 학년에서의 교육 내용 연계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이와 같은 반응은 기존의 교육과정 틀 속에서 새로
운 시도를 하면서 나타나는 갈등과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다. 다다중학교
1) 자유학기제의 시작
다다중학교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 대한 공문이 나왔을 때 학교장의 권유로 지원하
였다. 이 학교는 교육 복지 운영 학교이기 때문이 교사들이 이미 가산점을 받고 있는 상태
여서 연구학교 운영으로 인한 가산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
들의 헌신과 사명감을 기대하기에는 교사들이 업무 부담이 너무 많았다. 새로 부임한 교
감은 이러한 여건이 자유학기제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과급에 가산
점을 부여하여 교사들의 노력을 보상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제한적 수준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유학기제가 교사의 헌신과 노력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협조와 협력을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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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 현재 다양한 정책 사업들로 교사들이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예요. 지난번에도 자유학
기제 연수가 있었는데 그 때가 휴가 피크 타임이었어요. 다들 휴가 계획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런데 그분들을 설득해서 연수에 가도록 하는 건 사실 힘들어요. 그런 경우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
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게 필요해요. 제가 중간에 부임하자마자 학교 선생님들 인센티브로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성과상여금을 줬어요. 교감이 심사위원장이 돼서 선생님
들 투표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결정하거든요. 자유학기제 담담했던 부장선생님들과 1학년 선
생님들한테 가산점을 줬어요. 지금 선생님들이 모두 과부하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선
생님들을 움직이는데 중요해요.
- 교감(다다중학교)

자유학기제로 인한 업무 부담에 대한 두려움도 컸지만 교사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수
업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도 성적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또한, 학생의 강점
을 인정해주는 행복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었다.
사실 선생님들이 20년, 30년을 가르쳤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수업은 거의 못 해 봤거든요. 그
러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도식적인 수업에만 머물러 있기도 했어요. 자유학기제는 그런
것들에서 탈피해서 정말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수업, 그 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했어요. 교과서나 교육청 지침 같은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서 뭔
가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죠. 교사자율권을 많이 부여해주고, 게
다가 평가도 없으니까 정말 자유를 많이 준 정책이라는 생각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계획서를 썼
어요. 그리고 초점이 애들 끼를 좀 발굴해주는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적이 안 좋은 애들도 체
육대회 때는 빛이 나고 광이 나기도 하잖아요. 애들이 잘하는 걸 살려줄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
각했었어요.
- 교사A(다다중학교)

학부모들은 다다중학교가 학력 수준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학력 저하에 대한 염려가 컸
다. 이는 비단 이 학교의 학부모들만 갖는 우려가 아니라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자유학기
제를 적극 찬성하지 않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여기 밑에 있는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
가 워낙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중학교서 자유학기제 하게 되면 공부에 맥을 놓치게 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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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싫었어요. 아무리 직업 체험 해봐야 공부가 떨어지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욕
심이 있었거든요.
- 학부모1(다다중학교)
저희 학교는 학부모 투표했을 때 87%의 학부모가 찬성하고 13%가 반대했어요. 제가 그 반대
한 13% 중 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창의적으로 가르친다고 해도 그게 현재 우리 상황에서 가능
할까 반신반의를 했었죠. 그리고 시범학교라는 것도 못미더웠어요. 저는 되게 우려가 됐어요. 시
험을 안보고 어떻게 애들을 평가하겠다는 건지... 본인이 좋아하는 애는 잘 주는 차별이 생길 수
도 있다는 편견이 컸거든요.
- 학부모2(다다중학교)

따라서 이 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큰 과제였다. 다다중학교 교감은 학부모들에게 자유학기제의 기본 취지와 비전을 설명하
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처음에는 학부모들 불만이 좀 있었죠. 저희 학교가 학력이 좀 부족한데 자유학기제를 했을 때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부모님들께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방향을 잘 설명 드리는
데 공을 들였어요. 지금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설명을 드렸죠. 아이들이 수업을 재미 없어 하고
수업을 받으나 안 받으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한데,
초창기에 부작용이 우려될 수도 있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이야기하
니까 학부모님들도 많이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 교감(다다중학교)

다다중학교는 학부모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학부모들에게 학습 의
욕이 없는 학생들에게 성적과 시험을 강조한다고 학력이 궁극적으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
라는 점을 이해시키고 자유학기제의 긍정적 교육 효과를 설득하며, 그들의 공감과 동의를
기반으로 자유학기제를 출발하였다.

2) 자유학기제를 통한 긍정적 변화
다다중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제로 인한 긍정적 변화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진로 의식 증진,’ ‘핵심 역량 함양,’ ‘인간에 대한 이해의 지평 확장,’ ‘학생들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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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향상,’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신장’ 등이다.

가) 진로 의식 증진
다다중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제로 인한 긍정적 변화로 공통적으로 지
적하고 있는 것은 진로인식 증진을 통한 학습 동기 부여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면서 목표 의식 없이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공부, 시험을 위한 공부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으면서 학습
동기 부여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학습 무기력을 극복하는데 일조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나는 미래에 뭐가 될까?’, ‘미래의 꿈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어요. 옛날에는 단순히 시험 위주였다면, 밖에
나가서 직접 체험해보도록 하면서 궁극적으로 미래 탐색에 도움을 주려는 게 자유학기제잖아요.
저희 학교는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고 봐요. 저는 작년에 자유학기제하면서 아
이들의 변화를 봤어요. 상담을 해보면 자유학기제 했던 아이들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시
험 때가 되니까 공부하고 10년 뒤, 15년 뒤에 자기가 뭐가 될까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
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인식하게 되면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여
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학습 동기도 유발됐어요.
- 교사A(다다중학교)
저희 애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해보고 프로파일러라는 꿈을 갖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프로파일러가 되는지 본인이 찾아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프로파일러가 되려면 경찰
대를 가야 하는데 경찰대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면서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하
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책도 찾아보고 공부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돼야 한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하는 걸 보면서 뿌듯했어요.
- 학부모2(다다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강조되는 진로 교육은 학습 동기 부여의 역할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직
업에 대한 현실적인 안목을 형성하는데도 기여했다. 자유학기제 동안 학생들은 다양한 직
업 현장을 방문해서 해당 직업 세계를 관찰하고 직접 체험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지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해당 직업 세계의 이상적 모습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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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조건, 업무 요구,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저희 아이는 어릴 때부터 유치원 교사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체험 학습을 유치원에 다녀왔어
요. 갔다 오더니 자기는 유치원 교사 못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웃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는 너무 다르다고... 자기는 ‘애들아 이리와’ 하면 애들이 오는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너무 힘
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서 자기 적성에 맞는지, 그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였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 학부모2(다다중학교)

위의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직업 체험은 학생들에게 이상주의적인 관점에서 막연히
특정 직업을 동경하기보다 현실적 안목을 갖고 그것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나) 핵심 역량 함양
두 번째로 긍정적인 교육 경험으로 언급된 것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하면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학부모들은 초
창기에는 진로 체험 활동이 쓸 데 없는 일에 시간만 때우는 경우가 많다며 부정적으로 평
가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진로 체험 활동을 통해 자녀들이 다양한 핵심 역량을
습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애들이 직업 체험이라고 가는 데가 바리스타나 초콜릿 만드는 거 이런 거였는데 솔직히 저는
좀 싫었었어요. 왜 그런 교육하나 싶었어요. 솔직히 그런 걸로 시간 때우고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학교에서 벗어나서(학교 밖 세상으로) 나가보는 거 자체가 좋
은 공부가 된 거 같더라고요. 직업 체험하면서 직업에 대한 것도 배우지만, 친구들과 이러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활동하면서 관계 맺기에 대해서도 배운 거 같아요.
- 학부모1(다다중학교)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놀이삼아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했는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참 좋았데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경험할 수 없던 것들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
들어준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 학부모3(다다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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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활동뿐만 아니라 수업 방법의 변화로 모둠 활동이나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리
더십, 협동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등 핵심 역량이 자연스럽게 함양되었다.
애들이 모둠 학습을 하면서 협력하는 걸 배운 거 같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부딪혀보면서 리더
십도 생긴 것 같고요. 자기들끼리 뭔가 연구해서 발표해보는 과정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힘들기도 했겠지만 자기가 맡은 역할을 못해냈을 때 팀이 제제를 받으니까 책임감
을 갖고 자기 역할을 완수해내면서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학부모2(다다중학교)

또 다른 학부모는 학생들이 공동의 프로젝트를 함께 완수해가는 경험을 통해 공존하며
사는 법을 배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아이들이 각자 역할을 잘 배분해서 하더라고요. 글을 잘 쓰는 애는 대본을 쓰고, 검색을 잘
하는 애는 자료 검색하고, ppt잘 만드는 애는 그거 맡고, 어떤 애는 발표 맡기로 하고. 우리 애는
다른 건 잘 못하는데 검색을 잘해요. 글을 쓰려면 배경 지식이 필요하니까 우리 애가 검색을 다
해놔요. 그러면 다음 애가 그걸 바탕으로 글을 써요. 각자가 책임을 갖고 일을 끝내야 다음 친구
가 할 수 있으니까 다들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도저도 안 되는 애는
음악 스위치라도 누르는 역할을 시키더라고요. 자기 조원들 중 좀 부족한 친구가 있더라도 그
애를 넣어야만 점수를 얻으니까 그 애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뭐 하나라도 역할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함께 공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배운 것 같아요.
- 학부모4(다다중학교)

이와 같은 학부모들의 진술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경험을 해
보면서 지식 교육만으로 배울 수 없는 핵심 역량을 습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인간에 대한 이해의 지평 확장 및 강점 발견
자유학기제로 인한 세 번째 긍정적 변화로 지적된 점은 자유학기제 동안 이루어진 성격
유형 검사나 진로 적성 검사를 통해 학생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신의 장기나 가능성
을 깨달으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활동이 끝날 때마다 평가 결과 같은 게 나와서 좋았던 거 같아요. 그걸 통해 우리 아이의 능력
이 보이더라고요. 아이도 어 내가 이 분야가 강하네 하는 걸 스스로 느끼면서 그 분야 관련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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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쭉 보면서 이렇게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거에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약한 분야가
무엇인가도 보게 되고... 맨날 성적에 근거해서만 자기를 봤는데 자신의 성향이나 능력에 관심을
갖고 자신을 생각해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 학부모1(다다중학교)

학부모들도 그동안은 자녀를 바라볼 때 반에서 몇 등인지, 어떤 교과목을 잘 하는지,
어떤 교과목이 취약하지 등 학업 중심의 평가를 일관해왔다면,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녀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분야에 적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등 다
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전에는
자녀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점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예
컨대, 면담에 참여했던 한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내성적이고 말이 없어서 항상 표현력
이 부족한 점이 문제라는 부정적 관점에서 자녀를 평가했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 동안
이루어졌던 진로 적성 검사를 통해 자신의 자녀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 주는 소질
을 갖고 있다는 긍정적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저는 저희 애가 말이 없는 내성적인 아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적성 검사를 하니까 우리 애가
상담분야로 되게 높게 나오더라고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재능이 있다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말을 안 하는 아이가 아니라 남의 말을 듣는 아이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했어
요. ‘너는 왜 말을 안 해. 엄마한테 말을 해.’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이 친구들이 집에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애가 친구들 고민 상담을 많이 해준데요. 우리 애가 얘기를 해주면 위로
받고 하는 애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 학부모2(다다중학교)

이와 같이 학부모3은 자녀가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 본인의 장단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며 자유학기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동안
학업만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오면서 정작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일 심리적,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는 자신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음을 시사한다.
교사들 또한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학생들의 새로운 가능성과 장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유학기제 동안 융합 수업을 하면서 다른 교과 담당 교사
들과 교과 내용뿐만 아니라 개별 학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졌다고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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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자신의 관점으로만 학생을 바라보았다면, 동료교사들의 평가를 통해 또 다른 견지
에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한 교사는 자신이 부정적으로 평가했
던 학생이 다른 교사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보면서 그 학생의 재능과 가능성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유학기제 하면서 내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관점에서 학생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게 좋았어요.
예를 들어 과학 선생님이 A라는 학생을 바라보는 거하고 국어선생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거든요. 서로 다른 관점에서 그 학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학생 평가를 할 때 보완이
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국어 시간에는 굉장히 산만하고 안 떠들고 잠 자주면 고맙다고 느꼈던
아인데, 걔가 과학 시간에는 실험을 잘한데요. 동학년에서는 최고래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
요. 얘가 국어시간에는 말썽꾸러긴데... 과학 선생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를 평가
할 때 좀 더 성의 있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 교사C(다다중학교)

일반적으로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평가는 본인 교과 수업에서의 행동이나 태도 등에 기
반하며 이는 해당 학생에 대한 선입관을 형성한다. 하지만 다다중학교 교사들은 자유학기
제를 통해 교과 성적보다 학생들이 가진 다양한 특성과 재능, 개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학생들을 바라봄으로써 학생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고 강점을 발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학생들의 표현력 향상
자유학기제로 인한 네 번째 긍정적 변화로는 학생들의 자기표현 능력 향상이 언급되었
다.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학생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 방법이 모둠수업, 프로젝
트 수업으로 진행되고, 과제 유형도 글쓰기와 발표 형태가 많이 주어짐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의 표현능력이 보통의 학생들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자유학기제하면서 애들이 자기표현을 좀 더 잘 하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국어시간에 그냥
수행평가 때문에 애들도 뭔가 쓰고 교사도 받고 했었는데, 자유학기제하면서 늘 뭔가 쓰고 만들
고 발표하고 하니까 애들이 자기 표출을 하거나 뭔가 생산해내는 것들을 어려워하지 않더라고
요. 사회시간에도, 영어 시간에도 늘 뭔가 쓰고 앞에 나가서 발표하고 하는 식의 수업을 하다보
니까 선배들보다 훨씬 쉽게 자기표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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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C(다다중학교)
자유학기제 하면서 글을 많이 써봐서인지 아이들이 소감문도 참 잘 써요. 그게 아마 작년에
체험 갔다 와서 소감문 쓰게 하고 하면서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얼마 전에도 2학년 아이들이 전
문 직업인과 만나고 소감문을 쓰도록 했었는데 확실히 잘 써요. 얘네들이 그전 2학년 아이들에
비해서 잘 써요.
- 교사D(다다중학교)

마)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신장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가 다다중학교 현장에 미친 긍정적 변화는 교사들의 수업전문
성 신장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주요 목표 중 하나가 수업 개
선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동안 그전에는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다양한 형
태의 수업을 실행했었고 그 과정에서 수업전문성이 향상되었다.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유학기제를 경험했던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았던 선생
님들보다 많이 변화되신 것 같아요. 올해는 2,3학년 수업을 담당했어도 본인 교과 수업에 진로를
접목하거나 다른 과목하고 연계해서 융합 수업을 시도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자유학
기제가 추구했던 변화라고 생각해요.
- 교사B(다다중학교)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과 관련해서 나타난 구체적인 변화 양상은 교과 내용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핵심 성취 기준에 따라 압축해서 수업하고 융합 수업의 운영을 통해 교
육과정 재구성 능력이 향상되었다.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이 생기면서 본인의 교과 시간
감축에 인색하던 교사들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사실 작년에는 교과 감축이 힘들었어요. ‘얘네들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배워야지 나중에 2,3학
년 가서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을 텐데’ 하는 생각에 섣불리 감축을 안 하려고 하세요. 작년에는
저희 학교도 2과목만 시수감축을 했었는데 올해는 4과목으로 늘렸어요. 교과 수업을 감축하긴
했지만 재구성해서 융합 수업이나 선택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르치면 된다는 걸 깨달으시니까 작
년보다 시수 감축에 호응하시더라고요. 자유학기제를 통해 교사 인식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
던 것 같아요.
- 교사A(다다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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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학기제의 딜레마와 문제점
다다중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서 부딪혔던 문제점은 ‘평
가에 대한 교사 부담 가중,’ ‘일반 학기 복귀 후 학생 적응의 어려움,’ ‘학부모의 자녀 학업
에 대한 불안감’, ‘자유학기제와 진로 교육의 동일시’ 등이다.

가) 평가에 대한 교사 부담 가중
교사들은 초창기에 자유학기제가 평가로부터 자유롭다고 기대했었다. 그런데 이와 달
리 학생들의 학업 저하를 염려하여 지필고사는 없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
습 과정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로 인한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교사들의 불만과 불평이
커졌다. 학생들의 활동 과정에 대한 수행평가는 관찰, 동료 평가, 자기 평가 등 다양한 평
가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수시로 이루어지는 평가는 그 과정부터 정리해서 서술하는
것까지 모두 교사 개인의 몫이다. 이로 인해 교사들이 느끼는 업무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
다. 더욱이 자유학기제에서 요구되는 수행평가란 개별 학생의 변화와 성장 과정에 대한
평가로, 소위 말하는 질적 평가인데 질적 평가에 익숙하지 않고 관련 지식이 부족한 교사
들은 평가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자유학기제하면서 수행 과정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 모둠 발표 평가, 동료 평가, 자기 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을 활용해서 수시로 평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각 평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도구가 명확히 없으니까 그냥 교사 개인의 감에 따라 평가하다보니 제대로 평가
가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 교사A(다다중학교)

나) 일반 학기 복귀 후 학생 적응의 어려움
자유학기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또 다른 문제는 수업 운영이 기존의 강의식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학생들이 집중하기가 힘들고 학습 태도가 흐트러졌다는 것이다. 자유학기
제 동안 시험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학생들이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고 자기표현이 강해진
것으로 드러났지만, 동시에 활동형 수업이 아닌 강의식 수업을 듣는 태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다다중학교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동안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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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생지도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학생들도 기존 방식으로 돌아간 강의식
수업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업 태도가 산만해진 것을 자유학기제의 후유증이라
고 인식하고 있었다.
안 좋은 얘기를 좀 하자면 자유학기제가 끝나고 면학 분위기 조성이 안 된다는 후폭풍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애들이 수업 시간에도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시험 시간에도 떠들고 그래요.
- 학생ㄷ(다다중학교)
애들이 2학년 올라와서는 1학년 2학기 때 잘 놀았으니까 이제 2학년도 됐으니까 열심히 공부
하자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1학년 2학기 때 놀던 습관이 바뀌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못 봤던 애들이 많아요. 애들이 대체적으로 집중도가 떨
어졌어요.
- 학생ㄷ(다다중학교)

학생ㄹ은 본인이 수업 시간에 집중력도 높고 성적도 좋았었는데 “자유학기제 동안 공부
에 손을 놓게 되고 자유롭게 살다보니 정신까지 자유로워져서” 수업 태도가 나빠지고 성
적도 떨어지게 되었다며 자신에 대한 우려와 염려를 나타냈다. 다른 학생들도 자유학기제
이후 수업 태도가 나빠진 친구들이 반에서 1~2명 정도는 된다며 이 학생의 이야기에 공감
했다. 이는 자유학기제의 수업 방식의 변화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자 학생들은 다시 적응
에 어려움을 겪고, 일부의 학생들은 수업 태도가 안 좋아지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학부모의 자녀 학업에 대한 불안감
자유학기제로 인한 학력 저하에 대한 사교육에 손을 더 내미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
다. 정규 시험이 없어 자녀들이 학습 태도가 나빠지고 결과적으로 학력 저하의 문제가 발
생할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막연한 불안감은 오히려 사교육에 더 아이들을 내모는 현상으
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사실 자유학기제하면서 학원에 더 보내는 엄마들도 있어요. 지금 다른 학교 애들은 열심히 공
부하는데 우리 애만 자유학기제한다고 놀고 있다는 생각에 제가 아는 엄마는 학원에 보내서 벌
써 몇 개월을 앞서서 진도 다 끝냈어요. 학교가 스트레스를 안주니까 애를 학원에서 더 푸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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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는 폐단은 좀 있어요. 저희 동네는 ○○동(학원가)하고 가까우니까 더 심한 엄마들은 더 심
해요.
- 학부모1(다다중학교)

성적이 상위권이고 특목고를 목표로 하고 있었던 한 여학생은 자유학기제 동안 학원 문
제로 부모와의 갈등이 더 심해졌다고 고백했다. 자유학기제로 인해 학습 태도가 나빠지고
성적이 저하될 것을 염려한 그녀의 엄마는 학원을 통해서라도 학습 습관이나 학습 태도를
잡아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데, 공부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자녀는 학
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던 것이다.
저는 자유학기제하면서 엄마랑 진짜 많이 싸웠어요. 저희 엄마는 언니가 되게 모범생이라 저
도 언니의 그런 점을 이어받을 줄 알았는데 저는 언니처럼 공부만 하는 게 싫었거든요. 제가 자
유학기제가 하면서 엄마는 ‘넌 아무래도 학원으로 좀 더 돌려야겠다’하셔서 제가 싫다고 했거든
요. 지금 학원 다니는 것도 싫고, 숙제하는 것도 부담되고, 난 싫다고 그랬는데, 엄마는 안 된다
고 하셨어요. 학원을 더 많이 가게 해서 1학년 1학기 때 상태로 너는 돌려놔야겠다고 하셨어요.
- 학생ㄱ(다다중학교)

라) 자유학기제와 진로 교육의 동일시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수업내용과 진로 교육을 무리하게
연계하면서 수업의 초점이 흐려지고 방향성을 상실하면서 오히려 학습 효과를 저하시키
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유학기제는 곧 진로 교육, 혹은 진로 체험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자유학기제 교육 활동의 모든 초점을 진로로 향하는 문제점이 발견되
었다.
수업 시간에 무슨 활동만 하면 무조건 진로와 관련짓는 게 싫었어요. 너무 억지스러워요. 미
술 시간에 사람을 그린다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꿈과 관련된 사람을 그리래요. 인형을 만들어도
자기의 꿈과 관련된 인형을 만들고... 뭐든지 다 꿈과 관련시키려다 보니까 나중에는 애들이 너
무 힘들어 했어요 ... 저희는 아직 꿈을 알아가는 중이잖아요. 아직 제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 제
꿈을 그리라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 학생ㄷ(다다중학교)

이러한 문제는 교과 통합 진로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자유학기제와 진로 교육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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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하는 편협한 이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과 통합 진로 교육은 진로 의식
함양이라는 목표를 위해 교과 내용과 진로 교육을 유의미한 방식으로 서로 관련지어 다루
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교과 시간에 피상적으로 진로에 대해 언급했다고 교과 통합 진로
교육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 학생의 진술은 교사가 교과 통합 진로 교육을 운영할 때, 해
당 수업에서 다루어질 내용이 진로 교육과 어떻게 유의미하게 연계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을 바탕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학생들에게도 그 관련성을 설명해 줄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유학기제가 진로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함으로써 교
과 수업 본연의 목적을 간과한 채 교과 수업이 진로 교육 하나로 수렴되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3개의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자유학
기제를 향해 가졌던 기대와 우려, 자유학기제를 경험하면서 체험했던 변화와 성장, 자유
학기제 동안 부딪혔던 딜레마와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사례 학교 경험
을 종합해볼 때,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동안 시험과 성적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업 방법을 시도해보면서 수업 전문성을 발달시킬 수 있었고, 선택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 지도를 통해 수업 시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학생들의 강점을 보게 되었으며, 융합
수업이나 선택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교사 협의회를 자주 갖게 되면서 교사 협력 문화가
강화되었고, 학교 밖의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의 활용이 가능하지면서 교육 활동의 유형
과 범위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경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
은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벗어나 자신의 진로를 인식하고 탐색해 보면서 본인의 소질이나
적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다양한 진로 정보와 체험 활동을 통해 진로를 설정하고 진
로 인식이 증진되면서 학습 의욕이 고취되었으며, 학생 참여형 수업 방식을 통해 적극적
인 학습 태도를 형성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체험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경험을
했다. 학부모들은 성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녀의 적성이나 재능을 이해할 수 있었
고 이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녀가 타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대인관계능력,
협동력, 리더십 등 핵심 역량이 발달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같이 자유학기제를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성장과 변화의 긍정적 경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와 동시에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진로 체험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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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의 내실화, 자유학기와 일반 학기의 연계, 자유학기제의 비전과
철학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교사업무 부담 완화 등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있
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별로 드러난 자유학기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간략히 제시하면 <표
Ⅴ-2>와 같다.
<표 Ⅴ-2> 사례학교의 자유학기제 성과와 문제점
학교명

긍정적 변화

딜레마와 문제점

가가
중학교

∙ 여유를 통한 변화의 원동력 제공
∙ 진로 의식 증진
∙ 인성 발달
∙ 교육 공간의 확장

∙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
∙ 추후 연계 방안의 미흡
∙ 체험처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 준비 부족
∙ 사교육의 진로 체험 시장 엿보기

나나
중학교

∙ 교사 간 협력 문화 생성
∙ 교사의 적극적 태도 형성
∙ 교사와 학생의 관계 개선
∙ 소외받는 학생들에게 문화 자본 제공
∙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개발

∙ 진로 체험을 위한 인프라 부족
∙ 학습자의 소극적인 학습 태도
∙ 교과서 중심 수업의 고정관념

다다
중학교

∙ 진로 의식 증진
∙ 핵심 역량 함양
∙ 인간에 대한 이해의 지평 확장
∙ 학생들의 표현력 향상
∙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신장

∙ 평가에 대한 교사 부담 가중
∙ 일반 학기 복귀 후 학생 적응의 어려움
∙ 학부모의 자녀 학업에 대한 불안감
∙ 자유학기제와 진로 교육의 동일시

3. 사례 연구 분석 결과 시사점
가. 변화와 혁신의 발판 제공
본 연구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성과로 드러난 점은 자유학기제 동안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시험에 대한 부담 완화로 인해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생기면서 변화와 혁신
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동안 시험과 진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자유롭게 시도해 볼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수업전문성이 개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업 개선에 대한 자신감을 갖
게 되었다. 변화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태도가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
서 교사로서의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면서 지속적인 수업 개선 노력에 대한 확고한 열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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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세 학교의 교사 면담을 통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예
컨대 가가중학교의 교사B도 본인이 10여 년 동안 해왔던 “구태의연한 수업 방식”에서 탈
피하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수업을 변화시켰던 점을 자유학기
제가 교사로서 본인에게 남겨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나중학교의 교사B와
C도 융합 수업, 토론 수업, 프로젝트수업 같은 수업들을 시도해보면서 수업 개선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수업 개선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자유학기제를
통해 얻은 긍정적 경험으로 보았다. 다다중학교의 교사A도 자유학기제를 통해 핵심 성취
기준에 따라 압축해서 수업을 운영하고 융합 수업을 해보면서 교육과정 재구성능력이 향
상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들은 자유학기제 동안 터득한 수업 개선 노하우와
그 효과에 대한 긍정적 체험을 통해 다른 학년의 수업에서도 자유학기제에서와 같은 방식
으로 수업을 운영해 보겠다는 포부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다른 교사들을 통해서도 자
유학기제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교사들이 수업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수업에
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막연한 두려움과 부
담감으로 인해 본인에게 익숙한 수업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했던 교사들에게 자유학기제
는 변화의 불씨를 피운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시험에 대한 부담과 과도한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성적’ 중심의 세상 읽기에서 벗어나 ‘꿈’이라는 다
른 렌즈를 통해 자신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본인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면
서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었다. 가가중학교의 학부모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친구
관계의 폭이 확장되었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점을 긍정적
으로 평가했고, 다다중학교의 학부모도 자유학기제 동안 함께 활동하고 공동의 프로젝트
를 진행하면서 함께 공존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점을 변화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 간에는 왕따 현상이나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차별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자유학기제가
인성 교육에 일조하였으며 궁극적으로 학교 폭력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려는 자
유학기제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학부모들도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가 변화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자유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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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안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면서 자녀에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기보다 자녀
의 적성이나 소질, 관심 분야, 성향 등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관계 회복의 기회가 되었다
고 한다. 또한 자녀의 진로 의식이 증진됨에 따라 무조건 공부하라는 잔소리로 갈등을 유
발하는 대신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학습이 필요하다며 목표 의식을 유발하
는 방식으로 대화의 초점을 변화시킴으로써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러한 변화들은 바로 자유학기제의 성과로, 이를 통해 자유학기가 일
반 학기 변화의 동인(動因))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이러한 성과들이 일시적 효과로 끝나지 않고, 변화의 맥이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 학기의 자유학기가 끝나면 또다시 입시 위
주 교육에 매진하게 되면서 결국 자유학기제의 성과는 비누 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위험이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성과가 일반 학기로 돌아갔을 때도 지속될 수 있
도록 근본적으로 교육 혁신의 관점에서 자유학기제의 역할과 위치가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자유학기제를 향한 오해와 편견
본 사례 연구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교사, 학생, 학부모)이 자유학기제에 대해 갖고 있
는 오해와 편견이 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자유학기제를 체험 학습이나 활동
중심 수업이라는 협소한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높았다. 앞 장의 사례에서 제시되었듯
이, 학생들은 체험을 하지 않으면 자유학기제가 아니라는 편견 속에서 오전의 기본 교과
수업을 소홀하게 생각하기도 했다. 일부 학생들은 자유학기제를 “노는 학기” 라고 인식하
여 학습 분위기를 흐리며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기도 했다. 어떤 학생들은 자유학기
를 단지 쉬는 학기로 인식하여 2학년이 되어 일반학기가 되자 “이제 자유학기제는 끝났으
니 그 동안 못했던 공부를 보충해야 한다.” 라며 그동안 해왔던 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모
두 잊어버리기도 했다. 교사들도 자유학기제와 진로 교육을 동일시하여 외부 체험 활동에
과다하게 의존함으로써 향후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었을 때 예산 지원이 줄어들 경우
자유학기제 실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학부모들도 자유학기제 동안 학교
에서 공부를 소홀하게 다룬다고 생각하여 자녀의 학습을 보충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더
욱 사교육에 집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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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들은 아직까지 자유학기제의 기본 철학과 비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의 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오해와 편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로운 교육
정책의 현장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구성원들의 이해와 긍정적 태도가 요구된다는 선행 연
구(Cohen et al., 2003)에 비추어 볼 때,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구성
원들이 자유학기제의 비전과 철학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방향성에 대해 지속
적으로 성찰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그들의 긍정적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 교사의 적극적 태도와 의지로 실천
자유학기제 운영에 있어서 인프라가 중요하지만 자유학기제에서 인프라가 전부는 아니
라는 사실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농촌 지역에 있는 나나중학교 같은 경우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긴 하였지만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은 전체 연구학교 교사 연수에 몇 차례 소개될 정도로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
는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소개되었다. 또한 경기･인천지역의 도시에 근무하는 가가중
학교의 교사 C도 “인프라 구축 문제도 인식 전환”이라고 하면서 “그 동안은 학교하고 지역
사회하고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시설이 교육 활동 공간으로 활용이 되지 않은 것
이라고 말하였다. 인프라 구축은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 국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
이긴 하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자유학기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인프라가 발견되고, 또한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에서 강조하는 교실 수업 개선은 체험 인프라가 부족하더라도 가능
한 부분이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도 기술하였지만 자유학기제가 곧 진로
체험 학기는 아니다. 또한, 버스를 타고 전체 학생들이 도시로, 큰 행사장으로 나들이를
가는 것이 자유학기제에서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모습도 아니다. 자유학기제에서 핵심으
로 여기는 교실 수업 개선 부분은 기존에도 계속 강조해왔던 학교 개혁의 핵심이며 이는
진로 체험 인프라만을 바라보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가가 중학교의 교사 B는 자유학기제
에서 수업을 “정말 자유롭게” 했다고 고백하면서 “수업을 준비해 놓으면 그건 내 게 되니
까. 학생들에게 보람을 주는 일이니까”라고 인식하였다. 이는 곧, 교수･학습 개선을 자신
의 자산이자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끼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자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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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에서 중요한 초점으로 삼는 교실 수업의 개선과 정확하게 맞닿는 부분이다.
이러한 교육 활동을 실천해 낸 원동력은 완벽한 인프라 구축이 아닌 교사의 적극적 태
도와 의지이다. Fullan(1982)는 학교 변화의 중요한 축으로 교사의 신념 변화를 강조하였
을 뿐 아니라 Kostoba와 Roth(2002)는 조직 구성원의 적극적 태도가 차원 높은 실천을
이끌어 내며 조직의 성과에도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정책이 필요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태도인 내면화(Internalization)는 실행의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제도의
안정화와 지속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Kostoba & Roth, 2002). 자유학기제가 학생
들의 꿈과 끼를 발견하는 데 꼭 필요한 정책이고 가치 있음을 내면화하는 교사의 적극적
태도와 의지는 체험 인프라의 부족과 같은 현재의 여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체험 인프라가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보장하
는 전유물이 아님을 재각인할 필요가 있다. 체험 인프라와 같은 지원 환경과 함께 교사의
적극적 태도가 잘 연계되고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체험 인프라가 부족하더라도 자유학기
제에서 강조하는 교실 수업 개선은 가능하며 교사에게 보람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
한, 지역사회 인프라에 대한 관점의 전환으로 교과와 연계된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학교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교육 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원
환경만 구축된다고 교육 활동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비롯한 교육 주체의 적극적
태도와 의지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자유학기제가 잘 정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교사 업무 부담의 진원지, 체험처 발굴과 평가 기록 부담
자유학기제가 교사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주고, 시험을 위한 ‘진도 빼기 수업’이 아닌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수업’을 해볼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교사들에
게 큰 부담을 주는 요소가 있다. 바로 체험처 발굴의 부담과 많은 학생들에 대한 서술형
평가 기록 부담이다.
첫째, 체험처 발굴과 체험처의 양질의 프로그램 부족 등 체험 인프라 부족의 문제는 자
유학기제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주요 기제로 작용하였다. 체험 인프라
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보니 체험 기관이나 외부 특강 강사를 섭외하는 일에서
부터 학생들을 인솔하는 일까지 모든 것이 교사의 업무가 되어 교사의 스트레스와 피로감

184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교사들은 기관 섭외 자체가 어려워서 자신의 개인적 인맥
을 동원하여 체험 장소를 물색해야 했고, 기관 섭외가 됐어도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바람
에 당황했던 경험을 토로했다. 이로 인해 본 연구의 참여교사들은 자유학기제의 긍정적
성과를 인정하지만, 자유학기제를 또다시 담당하고 싶지는 않다는 부정적 반응을 동시에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여러 직업군의 관련 기관과
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풍부하고 내실 있는 체험 활동 풀(Pool)을 구성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통해 체험 활동으로 인해 부가되는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대도시에 위치하여 인프라 여건이 농어촌 지역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 가가중학교와 다
다중학교의 경우 협력 기관이 부족하다는 문제보다 프로그램의 내실화 문제를 더 크게 지
적했다. 본 연구를 통해 부실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진로 체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 체험을 제공해 줄 만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진로 체험 활동이 소극
적인 견학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체험 인프라
구축의 문제와 별도로 체험처의 체계적인 체험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체험처를 발굴하기도 쉽지 않지만, 체험처에서 내실 있는 교육
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데 기초가 되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체험처의 발
굴은 교사들에게 더욱 고된 작업임에 분명하다.
둘째, 평가 기록에 대한 부담은 자유학기제에서 교사들에게 큰 짐으로 다가온다. 여러
반의 많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교과인 사회나 도덕 등의 과목은 수백 명이 넘는
학생들에 대해 서술형으로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다. 그리고 학생, 학부
모에게 자주 피드백 해준다는 취지로 학생의 생활을 알려주는 학생 평가표 작성에 대한
부담도 교사들은 부담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평가 기록에 대한 업무적 부담은 자유
학기제에서 교사들이 ‘업무가 늘어나고 힘들다’는 푸념을 만들어 내는 데 일조하고 있다.
교사들은 평가로 인해 ‘업무적 부담’ 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담’도 동시에 겪고 있다. 기존
의 객관화된 점수 산출 평가를 위주로 하는 인지적 평가에서 학생의 정의적인 평가를 병
행하고 시험이 아닌 다양한 과정 중심으로 진행되는 평가로의 변화는 교사들에게 새로운
도전임에 분명하다. 왜냐하면 학생과 학부모가 변화된 평가 결과를 얼마나 타당하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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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일 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평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나 다양한 샘플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교사의 정성적인 평가를 학생
과 학부모가 신뢰하고, 결과보다는 학습 과정의 축적을 중심하는 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의 진원지인 체험
처 발굴과 평가 기록 부담은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마. 학교 교육에 내재된 고정관념의 변화
이 연구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 대해 일반적으로 갖
고 있는 고정관념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본 사례 연구에 비추어
볼 때, 교육 활동 공간의 확장으로 인한 교육공동체 인식 함양과 수업에 대한 고정관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유학기제로 인해 교육은 학교 ‘안’에서의 활동에
서 벗어나 학교 ‘밖’의 활동으로 확장되었다. 요컨대, 자유학기제의 자율과정이나 진로 탐
색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은 유용한 교육인프라가 되었고, 교육은 학교
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따라서 학교와 지역사회
가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책임의식을 공유하는 교육공동체라는 점에 비추어 지역사
회 구성원들도 본인이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인식할 때,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운
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업과 관련해서도 자유학기제로 인해 교사 주도의 교과내용 전달 중심의 수업에
서 학생 참여의 활동 중심 수업으로 변화되고 있다.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은 ‘조용하고 정돈된’ 수업의 모습이다. 하지만 학생 참여의 활동 중심 수업
은 외부에서 볼 때 ‘시끄럽고 무질서’해 보일 수 있다. 수업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의 발언권이 많고, 학생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학생들끼리 지속적으로 대화
하는 수업의 모습은 수업은 안 하고 놀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기 쉽다. 외부에서 볼
때는 시끄럽고 무질서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학생들이 느끼고 변화되는 것이 있다면 ‘활기
차고 역동적인’ 수업이며, 그것이 바로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성공적인 수업일 것이다.
이와 아울러 교과서 중심의 수업관 또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자유학기제에서는 핵심 성취 기준에 의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 중심 수업에 익숙한 학부모나 학생들은 자유학기제 동안 교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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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충실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사례학교들을 통해 살펴보
았듯이, 학부모나 학생들은 자유학기제에서는 필요한 핵심 내용만 다루기 때문에 학습 결
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는 수업이란 교과서 내용을 제시된 순서에 따라 빠짐
없이 일일이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유학기제 취지에 부합
하는 수업 방법이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과서 충실히 다루기식’ 수업에 대한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박제된 교과서 벗어나기식’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바. 자생적인 자유학기제 운영 모델의 생성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통해 발견한 점은 각각의 연구학교가 공통된 점도 있지만 나름
처한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딜레마와 문제점에 직면했고 그것의 해결
방안을 찾아가면서 학교 맥락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운영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다. 예를 들어, 가가중학교의 경우, 학교관리자(교감)가 자유학기제의 필요성을 체감하
면서 자유학기제 관련 세미나는 대부분 참석해서 들을 정도이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유
학기제의 비전과 철학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
교교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내부 세미나를 여러 차례 진행할 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줌으로써 교사들의 혼란과 불안을 감소시켰다. 학부모들에게
도 여러 차례의 자유학기제 설명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이 학교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높은 이해와 공감
대 속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진로 직업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운영하면서 축적된 진로
교육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은 교사들이 자유학기제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궁극적으로 이 학교의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실행을 담보해 준 원동력이었다.
나나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 출발 당시 진로 체험 인프라가 거의 전무한 상태였고 진
행 중이던 다양한 교육 정책사업들로 인해 교사들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다. 이 학교의
교육연구부장은 이러한 학교 현실을 감안하여 교사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족한 인프라 문
제를 고려하여 외부 기관에 의존하기보다 교사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진로 체험 운영 모델을 개발하였다. 예컨대, 교사들이 부담을 크게
느끼는 선택 프로그램 수업은 교사에 맡기기보다 외부 강사들을 활용하였고, 동아리 활동
으로 인한 교사들의 수업 시수 부담으로 주지 않는 방식을 모색하며 동아리를 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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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였다. 또한 융합 수업에 대한 교사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릴레이 융합 수업’과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LTI(Learning Through Internship)
프로젝트 학습’ 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다다중학교는 지역의 특성상 학부모의 교육열이 높은 편이라 자유학기제로 인한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가 많았다. 또한 이 학교는 교육 복지 투자 사업으로 이미 교사들
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인한 추가 인센티브가 없었
다. 따라서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의 내적인 반발이 심했고 교사들의 사기나
의지가 저하된 상태였다. 인프라 측면에서, 이 학교는 진로 인성 교육 운영으로 인한 진로
교육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었고 진로 진학 상담 교사의 폭넓은 네트워크 덕분에 다양한
진로 직업 체험 활동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 여건으로 인해 학교 관리자는 미약
하나마 교사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체제를 마련하려고 노력하였고, 학부모들이 자유학기
제의 취지와 방향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을 위한 세미나를 여러 차례 개
최하여 학부모들의 공감대와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했다.
이와 같이 각 학교들은 서로 다른 상황과 여건 속에서 자유학기제를 시작하였다. 자유
학기제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교사, 학생, 학부모)의 이해 및 태도, 인프라 조성 수준, 자
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노하우와 축적된 경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고 각자가 처한 문
제점을 극복해가면서 나름의 자유학기제 운영 모델을 만들어갔다. 이는 향후 자유학기제
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상적 운영 모델이나 정형화된 매뉴얼 보
급을 통해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강요하기보다 개별 학교가 처한 상황에 적합한 모델이 현
장에서 자생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다양한 운영 모델 사례를 발굴하고 공
유함으로써 자유학기제 실행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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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과 향후 정착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 필
요하다. 본 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을 자유학기제 인식 제고,
교육 활동 운영 지원, 지원 환경 구축 방안으로 제시하며, 각 방안별로 문제 현상, 문제
원인, 대안 제시, 사례 제시 4단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후 향후 자유학
기제 정착의 상(像)을 제시하고, 정책 운영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후속 연구 제언을 기술
한다.

1. 자유학기제 인식 제고 방안
가. 정책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심리적 지원
1) 문제현상
교사들은 수업의 실질적 변화와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자유학기제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유학
기제 운영의 일관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이었다. 예컨대, 자유학기제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에서, 교사들은 자유학기제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믿음이
약했고, 사례조사에서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정책의 지속성에 대
해 의구심을 보였으며, 정책의 핵심이 변화된 것에 대한 운영의 일관성 차원에서 문제점
을 제기하고 있었다.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보여주었는데,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 즐거웠는지, 학생생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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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만족하는지,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는지에 대한 연구학교 교사의 응답수준은
일반학교 교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
인식은 정책의 운영결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교사들의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한 낮은 신뢰성이 학교 운영의 부정적인 결과로 일부 반영되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2) 원인분석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책이 지속될 수 있
을 것이라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정권 교체
시마다 변동되어왔고, 이를 수차례 경험한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자유학기제 또한 지난 수
많은 정책과 마찬가지로 5년 후에는 관심과 지원을 잃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따
라서 자유학기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단기적 확대방안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방
안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현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교사들의 자유학기제 정책 운영의 일관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내용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3년
자유학기제 정책 실행 초기에는 교수･학습 개선이나 진로 체험 중점을 단위학교에서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후 교수･학습 개선과 진로 체험 교육을 통합하는 체제로 변경
하였다. 연구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전략이 없이
변경된 정책내용을 실행해야 했으므로 자유학기제 정책 하에서 새롭게 도입된 교육과정,
융합형 수업, 학생평가를 어떻게 실시해야 할지 준비와 자신감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교사들이 자유학기제 정책성공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또 다른 이유는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유학기제가 전 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특정 학년교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즉, 동료교사들과 자
유학기제 정책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서로 공유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자유롭게 토로할
수 있을만한 풍토와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 채 단순히 개인 교사의 업무로만 인식되고 있
어 해당교사들은 고립감과 함께 업무부담의 이중고를 떠안게 되었던 것이다.

192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3) 대안마련
❏ 정부 차원의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한 의지 표명과 노력
정부차원에서는 자유학기제 정책을 포함하여 교육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 예컨대 예산 지원 지침이나 법규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15) 정책을 현장에
서 직접 실행하는 교사들의 정책 지속성에 대한 신뢰 없이는 어떠한 정책내용도 성공할
수 없다는 이전 정책집행 연구들의 교훈을 통해 볼 때, 교육 정책 지속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병기(2010)의 연구에 따르면, 정책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갖추
는데 문화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치며,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정책신뢰
의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책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들이 정책대상자들과 하나라는 의식이 형성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면에서 노르딕 국가의 높은 신뢰형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르
딕 국가는 신뢰수준에서 59.5%를 나타내어 최고 높은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신뢰 수준이 OECD 국가 평균인 34.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
다. 정책입안자들이 학교 현장의 교육 주체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의 위험성과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하고 올바른 교육 정책 제도가 지속된다면, 정책신뢰에 대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 신뢰가 신뢰를 낳는 이중구조가 나타날 것이다.

❏ 학교 내, 학교 간 협력적･긍정적 문화 조성
교사에게 정책 확신과 신념을 심어줄 수 있는 협력적이고 긍정적 문화를 조성하고, 정
책 실행 과정에서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서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교원의 개혁참여
는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식이 변화할 때 일어나며, 지속적인 개혁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개혁의 성과가 문화로 정착될 때 가능하다(김정현, 2011a). 교사들은 자유롭게 자
신들의 교수･학습 경험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에서, 그리고 자유학기제 정책을 실
행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에 대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15) 예산 지원 방안 및 법적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3. 자유학기제 지원 환경 구축 방안’ 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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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받을 수 있다. 교육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외부
환경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학교 문화가 중요하다. 외부 환경은 학교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융합되는 가치와 신념들의 많은 부문을 만들어내는 원천인 것이다(Bush,
2011)
학교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학교 간에도 이러한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
한 문화 속에서 필요한 행정지원체제나 교수학습 전략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
진하고,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수석 교사와 교과과목 교사 중심으로 구성
된 TF(Task Force)팀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정보와 피드백을 주고받으면
서 교육과정을 조금씩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 개인이 결정하기 어려운 교육과
정 재구조화의 문제를 TF팀에서 함께 시도하면서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
다. 교육과정의 재구성은 교사 개인 또는 교과목 교사들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 이는
협의회와 같은 단순히 시스템 마련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수석 교
사 등 학교의 핵심이 되는 중견교사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하는 협의회를 통해 교사들 간
의 시행착오와 서로의 경험들을 흉허물 없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체제와 분위기 속에서 교사들은 자연스럽게 정책에 대해 긍정적 인
식을 가지고 자유학기제 정책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될 것이다.

4) 사례
❏ 사례 1) 학교‘내’협력적 문화 조성을 통한 신뢰 구축 사례
국가적 차원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정책
에 대한 교사의 신념과 의지를 강화하는 것과 연결된다. 동료와 의사소통하며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를 통해 얻어내는 성취감은 교사들에게 패배감이 아닌 자신감을 심어주
는 역할을 한다. 협력적 문화는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고, 협력적･전문적 문화 속에서 일
하는 교사들은 혼자서 일하는 교사들보다 잘 가르친다(Hargreaves & Fullan, 2012). 교
사들의 협력에는 약한 형태부터 강한 형태까지 다양하다(Little, 1990). 그러나 여전히 소
국분할주의(Balkanization)에 갇혀 격리된 교사와 학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협력적 문화
조성을 위한 전략을 사용하여 교사들의 신뢰감을 상승시키고 의지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
다(Hargreaves & Fullan, 2012). 높은 단계의 협력 방법을 처음부터 사용하기 보다는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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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계의 손쉬운 협력 방법을 사용함과 동시에 교과 간, 학년 간 협력을 위한 전략을 사
용함으로써 학교 차원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표 Ⅵ-1> 학교 내 협력적 문화 조성을 통한 신뢰 구축 사례
<약한 형태와 강한 형태의 교사 협력 방법>
∙ 스캐닝(Scanning)과 스토리텔링: 아이디어, 에피소드, 가십을 교환하는 것
∙ 도움과 지원: 일반적으로 요청 받을 때 제공됨
∙ 공유: 기자재와 교수 전략들
∙ 공동 작업: 교사들이 가르치고, 계획하고, 혹은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함께 탐구하는 곳에서 일어남
<교과 간, 학년 간 협력 구축 전략>
∙ 학년 간 대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학생의 학업에 관해 토론하거나, 학생 개인의 학업 수행에 고나
한 현황 자료를 검토한다.
∙ 동학년 혹은 다른 학년 담당 교사들이 동시에 함께 만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준다.
∙ 교사들에게 다른 학년 담당 동료들의 수업을 대신하도록 요청한다. 예를 들면, 중간학년 담당 교사들이
아주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도전적인 일인지 학습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다른 학년 학생들과 그들의 교사들이 함께 공동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매주 반나절 동안 다른 학년들끼리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조직한다.
∙ 다른 교과목 담당 교사들이 함께 흥미를 가지고 자극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간학문적 개혁 프로그램을
시도한다.
∙ 교육청의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담당 상급 직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공동으로 관장하는 학년 수준의 학생
들과 교육과정에 고나해, 특수교육 교사들과 일반 교사들이 할 수 있는 비슷한 공동의 작업에 대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교육청 수준의 새로운 시도들에 관해 협력하도록 한다.
출처: Hagreaves & Fullan(2012: 200, 205).

❏ 사례 2) 학교‘간’협력적 문화 조성을 통한 신뢰 구축: 영국의 RATL 프로젝트
협력은 학교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학교 간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연대의
소중함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학교를 넘어서서 학교 간에 협력적 문화를 조성하여 전
문적 신뢰를 구축한 사례인 영국의 RATL 프로젝트는 저신뢰 사회인 우리나라 교육 상황
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RATL(Raising Achievement/Transforming Learning)은 ‘성취의 향상’, ‘학습의 변
혁’으로 불리는 프로젝트로서 영국에서 주도되었다. 노동당 정부는 수평적인 동료 주도적
지원과 상호작용을 통해 학교가 학교를 도와가며 성취 수준을 높이는 대안적 접근법을 탐
구하였다. RATL은 ‘떠밀고-끄는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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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발적 참여, 공동의 유대감, 동료 지원 등에 의해 ‘끌렸고’, 투명한 참가 과정과 측정
결과의 집단적 가시성 등에 의해 앞으로 ‘떠밀렸다’(Hargreaves & Fullan, 2012 :234-236).
RATL 사업은 국가 교육 지도자 프로그램(National Leader of Educational Program)
으로 이어졌는데 다른 학교를 도와주는데 우수한 능력을 보인 600명의 뛰어난 수석 교사
(교장)들과 어려움을 겪는 동료 교사들과 긴밀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했
던 많은 학교들은 학업 성취가 의미 있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영국의 연합 정
부 요청에 의해 체계적인 국립 교수 학교(National Teaching Schools)로 구축되었는데,
이는 학교들의 연합체, 교수 학교(Teaching Schools) 네트워크, 직무-공유 동반자 관계
를 특징으로 한다. 영국의 연합 정부는 모든 학교들이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학교들과 클
러스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들을 “아카데미”(Academy)로 전환하여, 브랜드가 비
슷한 학교들끼리 사슬처럼 엮는 전략을 택했다(Hargreaves & Fullan, 2012: 236-238).
서로를 통해 학습하며 상호 간에 형성되는 신뢰는 교사의 긍정적･적극적 태도 형성과 연결
되어, 궁극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인 교사에 의해 직접 손으로 만들어가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사례에서 활용한 학교 간 신뢰 구축을 위한 변화 전략은 다음과 같다.

<표 Ⅵ-2> 학교 간 협력적 문화 구축 사례
<학교 간 신뢰 구축을 위한 변화 전략>
∙ 수행 하락 지표들로 확인한 300개의 낮은 성취 수준의 중등학교에게 참가를 요청했다(그러나 강제적이지
는 않았다)
∙ 같은 배를 탄 학교들이 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의와 상호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들을
함께 네트워킹했다.
∙ 코칭 도움을 제공하고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멘토 학교들과 지도자들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강제로 배정하지는 않았다)
∙ 학생 성취도 그리고 여타의 학교-수준 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술적 체제와 지원은 물론 네트워크 회의에서
비전이 있는 영감과 동기를 제공했다
∙ 성취도 향상과 학습 개혁을 위한 경험 중심의 그리고 실제적으로 검증된 전략들을 주입했다.
∙ 도움을 주는 학교와 도움을 받는 학교 모두에게 적정하게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참가를 유도했다. 재정은
학생 성취도의 향상을 위해 쓰이기만 한다면, 교장의 전문적 자율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었다.
출처: Hagreaves & Fullan(2012: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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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 수준에 따른 차별적 지원 전략 및 교육청의 정책 집행 역량 강화
1) 문제현상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연구학교와 경험이 없는 희망학교, 일반학교 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와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크며, 교육 활동 영역별로도 수준 차이가 있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교사는 자유
학기제 정책의 도입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이해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기본 교
과와 자율과정, 학생 참여형 수업, 학생중심의 평가 순으로 자신의 이해수준이 낮다고 인
식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정책의 핵심을 학교 교육방법 전반의 변화나 학
교 교육과정의 자율화로 이해하고 있으나, 학부모와 학생은 진로 교육의 활성화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정책 실행의 주체인 교사들과 정책의 직접적
대상자이자 수혜자인 학생･학부모 그리고 교육부･교육청 관료 등의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책 실행의 구체적 운영 방법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며, 긍정적 태도
배양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2) 문제원인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참여형 수업과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연구학교와
비연구학교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유학기제 경험을 통해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정
확한 이해와 긍정적 태도가 발생한 것이 크다. 자유학기제 경험 유무와 자유학기제 운영
에 대한 준비 자세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학교 교사들은 연
수와 자유학기제 운영 등을 통해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중심으로 한 교육 체제 전반의
변화가 자유학기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지만, 희망･일반학교 교사들과
학생･학부모는 무엇이 핵심인지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한편,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의 행정 편의 위주의 지나친 간섭과 업무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됨으로 인한 일관성이 없는 지시 등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교육
청의 지나친 순환 근무로 인한 인사이동과 이로 인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의
역량 구축이 안 되는 이유가 크다.

Ⅵ.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및 제언

197

3) 대안마련
❏ 학교 수준과 특성에 따른 차별적 전략 실행
희망･일반학교와 연구학교의 경우, 정책이해를 위해 다른 전문성 강화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아직 자유학기제를 실행하지 않은 희망･일반학교에서는 정책운영에 필요한 방법
론에 앞서 정책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여전히 진로활성화가 정책의 핵심이라고 여기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많이 있으므로,
변경된 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충분히 숙지하고 내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제공
하고 기본적인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반면, 연구학교에서는 정책에 대한 목적과 취지에 대해 이해가 높은 편이므로 정책을
실제 운영하기 위한 방법론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 등 교육 활동의 전문성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과정중심의 학생평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융합형
수업 방법과 선택형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는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학습할 수 있는 기
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유학기제 학년을 담당하는 일부교사들만 정책
에 대한 이해와 방법론을 학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전체 교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Ⅵ-3> 연구학교와 비연구학교를 위한 차별화 전략
주체

비연구학교를 위한 전략

연구학교를 위한 전략

교사

∙ 자유학기제 취지와 방향에 대한 기본적 정책
이해 연수
∙ 자유학기제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홍보
확대
∙ 참여형･활동형 수업 방법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준비
∙ 교원의 협력적･유기적 관계 조성

∙ 정책을 실제 운영하기 위한 방법론 중심 연수
∙ 교수･학습 및 평가 등 교육 활동의 전문성 강화
∙ 융합형 수업 방법과 선택형 교육과정을 실행하
는 구체적인 계획 논의
∙ ‘자유학기제 적용 이전-동안-이후’의 연계 방
안 수립
∙ 일부교사에서 전체 교사로의 연수 대상 확대

학생

∙ 학습활동 및 평가방법의 변화에 대한 안내
∙ 학습의 주체적 자세의 중요성 안내

∙ 체험 활동 시 목표와 유의점 안내
∙ 자유학기 이후 교육 활동 안내

∙ 학부모 참여 유도를 위한 연수
∙ 지속적인 학교 교육 활동 참여 설명
학부모 ∙ 학생의 진로와 목표 설정의 중요성과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연수

❏ 교육청 업무 담당자의 정책 집행 역량 강화 및 근무기간 연속성 보장
자유학기제에 대한 정책이해와 전문성 강화는 현장의 교사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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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교육청 담당 관료를 대상으로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할 학교의 이해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 장학사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각 교육청마다 자유학기제를 지원하는 행정 조직 체제를 갖추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실무인력들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
족하거나 학교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가 많다. 확인한 결과, 2014년 2월과 9월의 7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17개 시･도 교육청의
자유학기제 담당 장학관은 16개 기관이 바뀌었고, 장학사는 7개 기관의 주무 담당자가 바
뀌었다. 또한 전국의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는 40%이상이 지난 3월과 9월 사이에 한 학기
만에 교체되고 있는 실정이다(17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및 자유학기제지원센터 내부
자료, 2014.11.1.).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정책을 추진한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Pressman과 Wildavsky(1972)의 정책집행의 원리를 되새겨, 자유
학기제가 정착할 동안만이라도 교육부 및 교육청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 업무 담당자의 지나
친 순환 근무를 지양하고 그들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쌓일 수 있는 근무 기간을 일정 기간
동안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4) 사례: 미국의 고전적인 교육 개혁인 Rand Change 사례
미국의 고전적인 교육 개혁 집행 과정과 결과를 정리한 랜드보고서(The Rand Change
Agent Study)에 따르면 지역 담당자 등 지역 차원의 역량(Capacity)과 의지(Will)가 정
책 성공의 핵심적 동력임을 밝힌 바 있다. 정책의 다양한 결과는 연방의 가이드라인이나
재정 지원 수준이 아니라 지역적인 요소(Local Factors)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랜드보고
서에서는 지역담당자들이 정책 목표를 지지하는 최초 동기(Initial Motivation)를 강조하
였다. Berman과 McLaughlin(1978)은 공공정책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1)모호한 목표와
내용, 산출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조직 내 의사소통의 어려움, 2)여러 조직에 의해 여러 단
계를 거침으로 인해 느슨하게 결합된 체제와 같은 조직 특성에 영향을 받음, 3)공공전달
체계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한 지역적 환경에의 개방성과 취약성, 4)서비스 전달자와 수
혜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등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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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경에서 정책목표나 내용에 관계자들의 합의가 어렵거나, 일선 집행 상황이 복
잡하여 그 특수성이 강한 경우에는 정책 집행자의 재량과 자율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Lipsky, 2010; McLaughlin, 1976). 즉 정책 내용에 대한 합의 없이, 특정 견해에
따른 강제적인 지침만을 전달할 경우 집행 현장에서는 강력한 저항이나 형식적 순응만 이
루어지게 되고, 집행상황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무시한 채 구체적인 정책지침을 만든다면
현장의 개별 사례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므로 정책이 실패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와 지역이 처한 제도적 환경과 맥락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선행되어
야 한다.
<표 Ⅵ-4> 교육청의 정책 역량 강화의 필요성 사례
<랜드보고서(The Rand Change Agent Study)>
랜드연구소에서는 1973년에서 1978년까지 수행된 미연방정부의 네 가지 공립학교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297개의 지역프로젝트를 분석하였다. 프로그램들은 교육 혁신의 확산을 위해 공통적인 정책수단으로 한시
적인 재정지원 또는 새로운 실행을 지원하는 착수금 제공을 활용하였다. 또한 정책 입안자들은 증가된 재정
과 프로그램의 투입을 증가시킴으로 인해 개혁이 성공할 것이라는 가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랜드보고서는 정책의 다양한 결과는 연방의 가이드라인이나 재정 지원 수준이 아니라 지역적인
요소(Local Factors)에 의존함을 밝혔다. 정책의 성과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역량(Capacity)과
의지(Will)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핵심적인 동력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랜드
보고서에서는 지역담당자들이 정책 목표를 지지하는 최초 동기(Initial Motivation)를 강조하였다.
한편, 정책에 반대했던 개인과 기관들 역시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 지역의 의지가 변화할 수도 있다. 즉
지역의 역량과 의지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고, 교사들의 정책 실행을 위한 의지와 동기는 학교 행정가와
지역 관료들의 태도에 의존한다.
출처: McLaughlin(1990: 11-13).

다. 학부모의 시험 중심 인식 전환 및 참여 확대
1) 문제현상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장 우려되는 사항을 자녀들
의 학업성적의 저하로 보고 있다. 이렇듯 학부모들은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는 학기동안 시
험은 보지 않은 채 수업 시간에 지나치게 자유롭고 충분히 배우지 못할 것이므로 학력저
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한다. 또한, 교과
서 중심의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어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모두 가르쳐야 되는 것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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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학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사고를 지니고 있었다.

2) 문제원인
학부모들의 학력저하 우려에 따른 자유학기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그간 중학교, 고등
학교까지도 지속적으로 시험점수를 중심으로 경쟁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교육시스템과 사
회적 풍토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험점수 중심의 경쟁체제 하에서 학부모들은 자연
스럽게 시험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게 된 것이다. 학부모들은 이미 시험 중심의 사고방식
과 학습패턴을 지닌 학생들을 한 학기 동안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해 변화시킨다고 해도
자유학기제를 거치고 난 다음 학기나 학년부터는 경쟁시스템에 편입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학기를 인식의 전환의 계기로 삼기보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지나가는 학기 정도로 생각
하고 있다. 또한, 학력을 일컬을 때 학업 성적으로만 규정짓고 있었다. 즉 학력에 대한 고
정관념이 하나의 원인인데, 학력은 지식 중심이 아닌 자기주도 학습역량, 대인관계역량
등 미래 역량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력을 학업 성적이라는 좁은 범위
로 인식하는 것이 또 다른 원인이다.
문제는 이미 시험 중심의 교수･학습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학부모들의 사고방식과 학습
방식을 한 학기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이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다양한 프로그
램과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고민에 앞서 학부모들의 인식을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3) 대안마련
장기적으로는 시험 중심의 사고방식을 벗어나기 위해서 시험점수를 우선시하는 경쟁시
스템, 입시정책, 사회적 풍토를 함께 변화시켜야 한다. 현재와 같이 한 학기만 ‘반짝’실시
하는 자유학기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핀란드와 같이 전 학년을 통해 시험 중심의 교
수･학습방식과 경쟁체제를 배제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전략을 수
립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홍보’가 아닌 ‘사례공유’를 통한 ‘공감’으로
시험 중심의 사고방식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설득해야 한다. 자유학기제 실

Ⅵ.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및 제언

201

시 이후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즐거워지고, 가정에서도 부모와의 대화가 늘어나는 등 학생
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성과에 대해 학부모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아이의 전
반적인 인생에서 당장의 시험점수보다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사고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지속적
으로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학부모 대상의 성찰적 학습기회를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고려해 볼 필요
가 있다. 현재 일부의 학부모들은 인터넷이나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입시정보를 획득하
면서 시험 중심의 사고방식을 오히려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진학
과 취업 경쟁에서 남보다 앞서기 위한 전략에 관심을 부추기는 정보제공으로부터 벗어나
자녀의 진정한 행복한 삶과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희망을 고민할 수 있는 사회
적 분위기와 학습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을 사적인 영역으로
내버려 두지 말고, 정부차원에서 학부모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체험을 제공하여 자신이 지
닌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력에 대한 재개
념화를 통해 학력은 ‘학업 성적’의 좁은 범위가 아니라 미래 사회의 역량이라는 넓은 범위
로 확장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학부모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학생들의 미래 역량 함양이기 때문에 자유학기제에서는 오히려 학업, 즉
미래 역량이 강화하는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학력을 미래 역량 중심의 큰 의미로 재개념
화하여 학부모와의 자유학기제 취지와 장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사례
❏ 사례1) 일본의 오지야 소학교의‘학습 참관’사례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통해 교육 개혁의 공감대를 형성한 사례로 일본 오지야 소
학교의 ‘학습 참관’ 사례를 참고할만하다. ‘학습 참관’은 종래의 학부모의 ‘수업 참관’에서
나아가 학부모가 직접 교실 수업에 참여해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학부모는 교
사의 교육방식을 보다 잘 이해하고, 학교 교육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 사례는 자유학기제의 홍보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학부모
가 자녀와 함께 자유학기제 수업에 직접 참여해봄으로써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교육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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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5> 학부모의 학습 체험 기회 사례
<일본 오지야 소학교의‘학습 참관’사례>
∙ 학부모의 ‘수업참관’을 ‘학습참관’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시행
: 학부모가 학생들의 학습을 직접 관찰하고, 참여함으로써 학생들과 학습의 기쁨을 함께 나눔.
∙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변화
: 학부모들은 내 자녀만을 바라보던 생각에서 교실 전체, 학교 전체를 볼 줄 아는 시각으로 생각을 넓혀
가는 기회를 갖게 됨.
∙ 교사와 학부모 간의 연대를 구축하는 기회
: 초기에는 교사들이 교실과 수업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부담, 학부모의 교직경험 없음이 주는 위험성,
학부모 불만의 증가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학부모가 수업에 참가한 결과 학습 분위기
가 더 좋아지게 되자 그러한 생각을 바꾸게 됨. 학부모 역시 학습참관을 통해 초기의 불만을 건설적인
조언으로 바꾸어 나갔으며, 그 결과 교사-학생-학부모 간 의미 있는 학습을 공유하게 됨.
∙ 학부모 참가를 위한 유용한 팁
: ① 초기단계에서는 가볍게 도움을 주는 형태로 참여를 요구할 것 ② 교사가 지나치게 완벽한 수업을
고집하지 않을 것 ③ 반복적으로 느긋하게 도전하는 여유를 가질 것
출처: 사토마나부(2000: 119-127)의 내용을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한 것임.

❏ 사례2) Epstein의 학부모 참여 모형 사례
학부모의 참여를 통한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을 실시한 사례로 Epstein의 참여 모형을
적용한 미국의 차터스쿨 사례가 있다. Epstein의 참여 모형은 학교, 가족, 지역사회 간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학교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참여에 대한 내용을 6가지 유형으
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학부모의 교육 참여 촉진 전략을 탐색하기 위해 6개 주의
12개 차터 스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학부모의 학교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두었다(Smith et al., 2011). 그 중 세 번째 유형인 ‘학교의 교육 활동
에 참여하기(Involvement at School)’는 수업에서 교사를 지원하거나 학교 행사에 참여
하는 의미로서 학부모가 수업에서 자원 봉사를 하거나 현장 학습 등의 활동에 참여를 하
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전반적인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전환
을 비롯해 막연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업 저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발전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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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6>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파트너십에 기반한 학부모 참여 사례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에 기반한 Epstein의 참여 모형 사례>
- 6가지 유형의 참여
① type 1: 가족의 기본적인 의무 지키기
- 건강과 안정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 사례: 학부모가 자녀를 학교로 제시간에 등교시키는 것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 학부모가 자녀들에
게 건강과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업을 제공함.
② type 2: 학교의 기본적 의무 지키기
- 메모, 전화 통화, 성적표, 교사-학부모 간의 협의 등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 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 사례: 가정 방문이 실시됨, 가정으로 보내는 자료들을 학부모의 모국어로 번역함, 언어 장벽을 줄이기
위해 학교 미팅 시 통역을 활용, 교사-학생 간의 협의회에 학부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협의회 장소 및 시간을 정할 때 학부모의 입장 고려.
③ type 3: 학교의 교육 활동에 참여하기
- 수업에서 교사를 지원하거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
- 사례: 학부모가 수업에서 자원 봉사를 함, 등하교 시간에 학교 건널목 안전 당번을 담당함, 현장 학습
이나 특별한 행사에 참여함, 교무실에서 도움을 제공, 학교 환경미화에 참여함, 학부모에게 참여 기회
를 안내하고, 학부모 참여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뉴스레터, 이메일 등의
테크놀로지 활용.
④ type 4: 가정의 학습 활동에 참여하기
- 자녀의 과제를 도와주는 것
- 사례: 학부모는 자녀와 매일 밤 45분씩 책을 읽거나, 과제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녀의 과제가 완성되어
있는지 검토함, 자녀와 함께 과제를 수행함.
⑤ type 5: 학교의 의사결정 및 경영에 참여하기
- 교사-학부모 협의회, 위원회, 혹은 다른 주요 직책에 참여하는 것
- 사례: 학부모가 포커스 그룹에 참여함, 설문 조사를 수행함,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함.
⑥ type 6: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과 교류하기
- 학생의 교육에 대해 책임을 공유하는 지역사회 기관과 교류하는 것.
- 사례: 학부모를 교육시키기 위해 학교가 지역사회 기관과 교류함, 학부모에게 자원 봉사 기회를 제공
함, 학부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출처: Smith et al. (2011: 71-94).

이상의 자유학기제 인식 제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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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구분

학교 특성별 지원 및 교육청 정책
집행 역량 강화

학부모의 시험 중심 인식 전환 및
참여 확대

∙ 정부의 신뢰 확보 노력
∙ 학교 내･학교 간
협력적 문화 조성

∙ 학교 특성에 맞는 전략 실행
∙ 교육청의 역량 강화 및 인
사시스템 개선

∙ 사회적 풍토 변화
∙ 학부모의 학습 체험 기회 마련
∙ 학력에 대한 재개념화

원인

∙ 정책 지속에 대한 믿음 부족
∙ 교사의 고립감 및 정서적
지원 부재

∙ 자유학기제 경험 및 준비자
세 차이
∙ 교육청의 역량 구축 부족

∙ 경쟁적 풍토
∙ 학력에 대한 고정관념

현상

∙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
∙ 교사들의 만족도 저하

∙ 학교별 운영 및 준비 수준 격차
∙ 일관성 없는 정책 집행

∙ 학업 성적 저하 우려
∙ 교과서 중심 사고

∙ 학교 내 협력적 문화 조성
을 통한 신뢰 구축 사례
∙ 학교 간 협력적 문화 조성
을 통한 신뢰 구축 사례: 영
국의 RATL 프로젝트

∙ 미국의 고전적인 교육 개혁
Rand Change Agent 사례
- 학교의 특성에 맞는 지
역적 지원
- 지역 담당자의 동기, 의
지 강조

∙ 일본 오지야소학교의 학부
모 ‘학습 참관’
∙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파
트너십에 기반한 Epstein의
참여 모형

대안

사례

정책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심리적 지원

[그림 Ⅵ-1] 자유학기제 인식 제고 방안

2. 자유학기제 교육 활동 운영 지원 방안
가. 자유학기제와 전체 교육과정과의 연계
1) 문제 현상
자유학기제를 향한 가장 큰 회의적 반응은 자유학기제가 단기적 변화, 즉 “한 학기동안
의 즐거운 여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행을 마치면 여행 동안의 즐거움을 뒤로 한 채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는 것처럼 자유학기제도 해당 학기가 끝나면 궁극적으로는 그 이전
에 하던 교육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연구학교의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공통
적으로 자유학기제의 다양한 혁신적 정책들이 궁극적으로는 자유학기제의 한 학기에 한
정되는 것이라는 암묵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일반 학기 모습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

Ⅵ.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및 제언

205

2) 문제 원인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동안 시험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업 방법을 시도하면
서 수업전문성이 향상되었고 교사로서의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다. 그렇지만 자유학기제
가 끝난 후에는 고교입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현실적 굴레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입시준비에 적합한 교사 중심의 전달식, 강의식 수업 방식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을 토로했다. 학생들도 자유학기제를 통하여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학습 동
기도 부여되고 자신감도 향상되었지만 그러한 성과들이 지속되지 못하고 자유학기제의
종료 후에는 바로 수동적인 학습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
유학기제가 전체 교육과정과 연동되지 못한 채 잘라진 한 조각의 케이크처럼 해당 학기만
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자유학기를 전체 교육과정 속에 조망하
지 않고 자유학기 해당 학기만의 문제로 본 바라보는 근시안적 관점이 문제의 원인이라
할 있다.

3) 대안 마련
자유학기제가 교육의 근본적인 틀을 변화시키기 위한 핵심기치로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를 해당 학기만의 문제로 바라보는 근시안적 관점을 넘어 중학교 전체 교육과
정 속에서 그 역할과 위치가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전체 교육과정 속에서 자유
학기를 조망하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유학기제에서 추구하는 핵심적인
주요 변화의 축인 수업 방법 개선은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역할을 기반으로
학습자들 각자의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갈 수 있는 대안적 교육시스템을 제도화하려는 취
지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자유학기제 동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육과정을 통하여 모
든 교사가 고민하고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 전후 학기와 프로그램 및 교육 체험 활동을 연결시키고, 교과 간 융합
수업을 준비교육과정과 추후교육과정에도 편성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자유
학기제를 통해 추구하는 수업 방법 개선이나 진로 교육에 대한 관심은 자유학기제를 위한
일시적 과제가 아니라 자유학기제를 통해 그 출발점의 토대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자유학기제 동안의 기본 교과학습은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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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학습 및 학교의 교육 활동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
으로 운영되고, 자유학기의 경험이 다음학기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과제수행 방식, 타인과의 의사소통 방식, 발표방법, 보고서 작
성 방법, 학습계획의 수립 및 실천 등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새
로운 수업 방법이 추후의 교육과정 속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
이와 아울러 입시제도의 개혁이 요구된다. 사실상, 교사들의 수업 방법 개선 의지를 좌
절시키는 가장 큰 걸림돌은 입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시가 학생들이 전체 교육과정
을 통하여 어떠한 경험을 했고, 그것을 통해 어떠한 성장을 이루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자유학기제의 비전이 전체 교육과정으로 녹아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4) 사례: 신길중학교 자유학기제 타학기･타학년 연계 사례
자유학기제를 타학기, 타학년과 성공적으로 연계시킨 사례는 국내 신길중학교의 사례
가 대표적이다. 신길중학교는 2013년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였으며, 2014년
현재 1학년 1학기는 자유학기제 준비교육과정으로, 2학년 전체학기(1학기, 2학기)는 추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준비교육과정의 특징은 자유학기에 앞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유학기제에 대한 홍보를
시행하고, 희망교사를 중심으로 교과 간 융합 수업을 시도하며,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
를 기반으로 학부모 지원단을 형성하는데 있다. 자유학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교사들은 이
기간 동안 전문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교실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된다.
추후교육과정은 자유학기를 경험하며 변화한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수업을 구상하기
위한 교사들 간의 토론에서 시작된다. 이는 학생 참여 위주의 수업에 익숙해진 학생들과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교사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숙의 과정이라
고 볼 수 있다.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토의토론능력 등이 우수해진 학생들에게 맞
는 주제통합형 교과융합 수업이 추후교육과정에도 연계되어 운영되었다. 자유학기의 오
후시간에 집중 운영되었던 학생 선택 프로그램이나 진로 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은 2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연계되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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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6시간 2회)와 반일제(3시간 2회)로 총 4회 운영된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학생들
은 소규모 진로･직업 체험 활동과 선택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자유학기에 시행되었던 동아리 활동이 2학년에도 권장･실시되었으며, 매주 금요일 진로
방송 운영과 함께 포트폴리오 작성을 권유하여, 진로지도도 연속적으로 진행하였다.
<표 Ⅵ-7> 자유학기제 타학기･타학년 연계 사례
<안산 신길중학교 준비교육과정-자유학기-추후교육과정 연계 사례>
준비교육과정
(1학년 1학기)
∙ 자유학기제 홍보
∙ 선택 프로그램 홍보
∙ 교과간 융합 수업
∙ 교사 전문학습공동체
∙ 학부모지원단 형성
∙ 학생, 학부모 전일제 진로
프로그램

자유학기
(1학년 2학기)
∙ 교수･학습의 다양화
∙ 평가방법의 변화
∙ 진로 탐색 활동
∙ 선택 프로그램 활동
∙ 동아리 활동

추후교육과정
(2학년 1,2학기)
∙ 교과간 융합 수업
∙ 자율동아리 활동 권장
∙ 아침진로방송 운영
∙ 교과관련체험학습의날
∙ 진로･직업 체험 활동
∙ 창체 전일제･반일제
∙ 전체교사토론회

∙ 준비교육과정(1학년 1학기)
- 자유학기제 이해 교육(홍보) 실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설명 및 사례를 제시함
- 선택 프로그램 이해 교육(홍보) 실시: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가 직접 선택 프로그
램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짐
- 교과 간 융합 수업 실시: 월별로 1가지 주제(예: 우정, 공경, 생명 존중 등)를 선정하여 희망교사를 중
심으로 주제통합형 교과연계 수업을 실시함 (<부록표 10> 참조)
- 교사들 간 전문학습공동체 형성: 행정이 아닌 학년 중심으로 교무실을 구성함으로써 교사 간 아이디어
산출을 도움
- 학부모 지원단 형성: 학부모를 대상으로 환경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한 뒤, ‘환경지도자’ 자격증 제공･
취득, 이후 자유학기제에 ‘녹색 학교 만들기’ 프로 그램의 강사로 활동함
-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전일제 진로 프로그램(<부록표 11> 참조)
∙ 추후교육과정(2학년 1, 2학기)
- 교과간 융합 수업 유도
- 자율동아리 활동 권장
- 매주 금요일 아침 진로 방송 운영
- 교과 관련 체험 학습의 날 지정 운영: 2학년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주제통합수업 운영
- 전일제 소규모 진로･직업 체험 활동(<부록표 12> 참조)
- 창의적 체험 활동 전일제(6시간 2회) 및 반일제(3시간 2회) 실시(<부록표 13> 참조)
- 전체 교사 토론회 실시: 자유학기제를 통해 바뀐 학생들에게 적응하기 위해 2학년 교사들의 수업 변화
토론회가 실시됨
출처: 신길중학교 박헌순(2014) 교감의 원고 용역 자료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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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 체험 내실화 방안 마련
1) 문제 현상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
록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로 인해 학생
들은 교실을 벗어나 관공서, 기업체, 산업현장 등을 방문하며 다양한 직업분야에 대해 알
아보고 관련 직업분야에서 하는 업무를 체험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학생들이나 학부
모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다양한 직업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고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
던 직업분야에서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기관을 활용한 체험 활동이 일회적이고 단절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외부 기관 활용을 한 학기 동안 1～2회 이하로 활용하고 있는 비율이 70%가
넘어 외부기관을 이용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연속적이지 못하고 단절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식적인 체험 활동으로 전락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러
한 문제점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들은 우려를 하고 있다.

2) 문제 원인
진로 체험이 대부분 일회적 이벤트처럼 운영됨으로써 교육적 지속성과 효과성이 부족
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관련 업무 중 진로 체험을 위한 장소 및
강사섭외가 가장 힘들지만 노력 대비 교육적 효과에 있어서는 확신이 어렵다. 직업 체험
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도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떠들
고 놀았어요’, ‘띠 두르고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만 하다 왔어요’, ‘그냥 옆에
서서 지켜봤어요’ 등의 의견이 나온다. 이는 진로 체험 활동에 대한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되지 않을 경우 시간낭비나 단편적 이벤트성 활동에 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외부 기관
의 활용 빈도가 높을수록 교육 활동에 도움 정도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체계적
인 교육과정 구성과 연속적인 프로그램 계획 하에 외부 기관을 활용한 체험 활동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교육과정 상의 수업과 긴밀히 연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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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활동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체험 기관의 부실한 프로그램 때문에 교육 체험 활동의 내실화가 어려운 상황
이다. 체험 기관들이 기관을 체험처로 개방을 하더라도 기관의 실적 쌓기나 형식적인 도
움주기로 그치는 것은 체험 기관 나름의 프로그램과 학생 체험을 지원하겠다는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3) 대안 마련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체험 기관을 발굴･섭외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
써 진로 체험 활동의 질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학교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교육부나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앞장서서 양질의 체험 기관과 선별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하다. 아직까지는 체험 장소를 제공해주겠다는 기관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체험 기관에 대한 별도의 평가 없이 일단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해당 기관의 교육적 열의와 마인드가 없이는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체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하여 의미 있는 체험 활동
을 기획해나갈 의지와 준비가 되어있는 기관을 섭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공적인 교육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체험 기관
에서도 진로 체험 제공과 관련된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진로 체험의 기회
를 제공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몰라서 포기하는 경
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제공해 준 우수한 체험 프로그램을 공유･
확산함으로서 진로 체험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실행에 대한 노하우가 지역사회 전체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사례
❏ 사례1) 진로 체험 내실화 사례: 일본의 꿈 챌린지, 근로유학 등 사례
인력과 체험처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진로 체험을 내실화하여 운영하는 사례로 일본
에서 진행되고 있는 ‘꿈 챌린지(커리어 스타트 위크)’, ‘근로유학’, ‘헬로우 위크 프로그램’,
‘근로교류회’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꿈 챌린지’와 ‘근로유학’은 1주일동안 학생

210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들의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데, 학교 차원에서는 위원회와 섭외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지역차원에서 코디네이터와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두어 체험처 섭외를 효율적으로 진행하
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지역 내에서 학교 간의 중복섭외를 방지하기 위해 6~8회로
나누어 학생들을 분산시키고 있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다음으로 ‘헬로우 위크 프로그램’
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직업인들을 한자리에 초청하여 학생들이 이야기를 듣는 것으
로, 진로 체험 강사 섭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근로
교류회’처럼 진로고민을 학생들 간 멘토-멘티 관계를 맺어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중･고등학생 간, 나아가 대학(원)생과의 관계맺음까지 확장시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표 Ⅵ-8> 진로 체험 내실화 사례
<인력 및 체험처 섭외･발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
∙ 꿈 챌린지(커리어 스타트 위크)
- 일본 나가타 현의 조에츠시 교장협의회에서 1주일 간 중2학생의 직장체험 활동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사업장은 지역 내 기관으로 한정하여 섭외하며, 관내섭외율 통계를 집계하여 지역내 일터발굴을 유도함
- 같은 지역 내에서 모든 학생이 동시적으로 사업장을 섭외하며 발생하는 중복이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8회로 나누어 직장체험 활동을 추진함
- 조에츠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직장체험 활동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학교간 일터중복을 조정
하고 있음
- 학교-직장을 연결해주는 코디네이터 시스템을 운영하여, 교사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데 일조하고
있음
∙ 근로유학
- 5일간 사업장을 체험하는 직장체험 프로그램
- 전교직원의 조직적 노력으로 체험처 섭외 문제 해결
- 담당교사 지정, 위원회 구성, 학년을 초월한 종합적인 학습시간 운영이 주 요소임
- 체험처 발굴의 중요 원칙: 자신의 지역구 내로 발굴 사업장을 한정시킴
∙ 헬로우 위크 프로그램
- 다양한 직업군을 경험하는 것이 목적임
- 다양한 업종의 강사를 한 자리에 초청하여 1:1로 이야기를 들음
- 한명의 학생이 하루에 3명의 강사를 방문할 수 있는 형식으로 3년간 9개의 직종을 체험함
∙ 근로교류회
- 학년을 초월하여 학생들 간에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조언하는 것이 주 목적임
- 교육과정 전체 목표를 진로에 초점을 두고 운영함
출처: 김현철(2013a: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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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2) 교실 수업과 연계된 교육 체험 내실화 사례: Nestucca Valley 중학교 사례
다음으로 교실 수업과 연계된 체험 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례로, 미국 오르곤
(Oregon)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기반 학습을 참고할 수 있다. 지역사회기반 학습
(Community-Based Learning)이란, 학생들이 정규수업 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에 지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학습을 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 것을 의미한다. 사례로
제시되어 있는 Nestucca Valley 중학교에서는 지역사회 토지(숲)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받음으로써 지질학, 역사 과목을 연계시켜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였다. 이는 교
내･외의 학습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시민의식, 직업준
비 및 직무기술을 습득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9> 교실 수업과 연계된 교육 체험 내실화 사례
<Nestucca Valley 중학교의 지역사회 기반학습>
∙ Oregon주의 Nestucca Valley 중학교 학생들은 지역사회 토지 일부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
∙ 학생들은 수학, 과학, 언어 기술을 활용하여 숲을 적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수업에서 배
운 내용들을 프로젝트와 연결시킴
∙ 또한 학생들은 지역의 역사와 지질학이 어떻게 숲의 손상에 관여되어 있는지를 조사하며,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프로젝트와 연결시키기 위한 성찰 과정을 거침.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는 학생들이 대중 앞에서
토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그들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함
∙ 봉사 학습, 환경 교육, 그리고 작업기반 학습을 통해 학업적 경험과 시민으로서의 경험을 제공받은 사례
로, 지역사회 기반 학습이 학생들의 학습 참여, 학업 성취도, 시민 의식 등을 향상시키고, 직업 준비와
직무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Melaville et al. (2006: 10).

다. 프로젝트식 교사 연수 및 지속적 학습 기회 마련
1) 문제 현상
자유학기제에 내재된 핵심적 개혁안 중 하나가 수업 방법 개선이다. 자유학기제 동안에
는 암기식 수업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참여와 주도로 이루어지는 탐구 중심의 수업 방법
이나 팀티칭(Team-teaching), 코티칭(Co-teaching)으로 몇 개의 교과를 통합하여 수업
을 설계하여 운영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의 핵심이 교수･학습 방법 개선임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교사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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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과정의 새로운 과목에 대한 수업 부담 등을 포함하여 수업 개선에 대한 부담을 지니고
있다. 연구학교 교사들은 자유학기제에서 추구하는 수업변화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서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노하우의 부재 속에서 이전의 수업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교사들은 제도적 지원 없이 교사의 개별적 노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교사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2) 문제 원인
비록 교사가 자유학기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의 중요성에 동감하고 있다고 하
더라도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른다면 제대로 된 실행을 기대할 수 없다. 본 사례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자유학기제에서 융합 수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기 때문에 실제 수업의 맥락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난감
하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 참여형 수업 방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상 학생들도 이러한 수업 방식에 익숙하지 않고 교사도 이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다가 새로운 수업 방법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아직은 자유학기제에 적합한 교수･학습 관련 연수도 부족하고, 특히 개별 교과별 특성
에 맞춰 이루어지는 연수가 적다. 심지어 일부 실시되는 연수조차 집합식 강의 위주로 진
행되어 교사가 교실에서 이를 실천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또한, 자유학기제에 적합한 교
수･학습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은 연구회 차원에서 함께 이뤄지는 경우 보다는
개별 교사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화의 힘이 약할 가능성이 크다. 즉,
단기적이고 고립적인 교사 학습 형태가 되고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자유학기제의 이상을
실천할 수 있는 수업 방법에 대한 교사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교과별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업 방법 및 수업자료의 발굴 및 보급, 교사
연구회 지원 등을 통해 교사들의 수업혁신을 향한 실행의지 및 실질적인 역량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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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안 마련
❏ 교사들의 장기적 프로젝트식 연수 및 추수지도 교육
교사들의 수업 방법 발굴 및 공유 체제 지원을 위한 학습기회 또한 두 측면에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우선, 교육부와 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등 기관에서 제공하는 연수는 교
사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연수 내용과 방법을 강화해야 한다. 자유학기제
교사들의 인식 조사와 사례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와 같이 교사들은 학생중심
의 평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융합형 수업과정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운영해
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수업 방식에 대해서는
시범수업이나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 사례를 교사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연수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법적으로도 고민이 필요
한데, 단시간의 통합적인 연수보다는 같은 학교교사들을 중심으로 장기간 연수방식을 지
원해야 한다. 학교현장실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학습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적인 내용보다는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 중심(Content-Specific)이어야 하고, 교사들의
적극적 활동(Active Learning), 즉 탐구학습, 멘토링 등과 같은 학교 동료 중심의 협동
활동, 그리고 장기간의 연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교사전문성개발 연구자들(대표적:
Garet et al., 2001)의 교훈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자유학기제지원
센터에서 교과별로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워크숍이 실시되어 참여하는 교사들로부
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이므로 지속적 운영을 확대해 나갈 필요
가 있다.

❏ 교사연구회(교사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 학습 기회 마련
다른 한편으로, 기관중심의 공식적인 연수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학습공동체나 협의회
를 통한 학습기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 교사들은 교사연구회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강의나 책자가 상당히 유익하고, 교사 필요에 부응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과별
교사학습공동체를 지원하여 이를 자료화하고 교사 간 협동학습의 방식을 제공하는 방식
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교사들의 학습공동체는 학교 내와 학교 밖 모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이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사들의 실질적인 학습기회를 마
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새로운 모델 발굴을 함께 공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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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교사의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 지속적 학습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
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또한 이상적인 교육의 모습에 불과하다는 좌절과 회
의에서 벗어나 자유학기제의 비전이 수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해보도록 할 수 있을 것
이다.

4) 사례
❏ 사례1) 교사 수업 전문성 신장: 중학교 교사 대상 Outreach 프로젝트 사례
Colorado School of Mines(CSM)에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Colorado 주의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아웃리치(Outreach) 프로젝트를 제공하였다. 각 프로젝트는 체
험 활동(Hands-on Activities)을 통해 수학, 과학, 공학의 적용법에 대해 교사들을 대상
으로 진행되었는데, 각 프로젝트는 교수진, 전문 교사, 대학원생들이 교사의 수업에 도움
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사연도 기간 동안의 사후지도(Follow-up)를 실시하였다.
아웃리치 프로젝트는 참여한 교사들의 수업을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들은
수업 중에 실생활과 간학문적 사례를 제시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또한, 가르치는 내용
에 대한 자질이 향상되었으며,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Moskal 외, 2007). 아웃리치 프로젝트는 중학교 학생들의 성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는데,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교의 평균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과 비교하
였을 때 사후점수가 사전점수에 비해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웃리치 프
로젝트는 교실 수업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학기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사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같은 전문성 신장은 단시간의 연수가 아니라 추수 지도와 같은 지
속적인 연수가 보충 학습이 강의식 형태가 아닌 워크숍 형태의 교사의 학습 기회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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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0>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장기적 프로젝트식 연수 사례
<K-12 아웃리치(Outreach) 사례>
∙ Colorado School of Mines(CSM)에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Colorado 주의 중학교 교사를 대
상으로 아웃리치 프로젝트를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제공함.
∙ 아웃리치 프로젝트 사례
① Engineering Our World (EOW)
- EOW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지원을 받으며 실시됨.
- 8명의 과학 교사와 5명의 수학 교사가 10일 동안 하루에 6시간씩 Summer Workshop에 참여함.
- 워크샵의 주요 목적은 ① 공학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향상시키고, 이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물
리, 수학적 개념과 연관시키는 것, ② 교과 내용과 학습 표준(Learning Standard)을 교육과정으로
통합시키는 기법을 소개하는 것, ③ 교사에게 수업 시간에 저렴한 재료들을 활용하여 체험을 통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임.
② Engineering in the Middle School Classroom (EMSC)
- EMSC는 EOW에 기초를 둔 두 번째 프로젝트로 Colorado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의
지원을 받아 실시됨.
- 4명의 중학교 수학 교사와 10명의 과학 교사가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CSM 교수진에게 교육을
받은 전문적인 교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학교에 방문하여 사후지도(follow-up)를 실시함.
③ Physical Science and Mathematics in the Middle School Classroom (PSMM)
- PSMM은 Colorado Department of Education의 지원을 받아 실시되는 프로젝트로, 이전에 EOW
와 EMSC에서 개발된 개념들을 확장시킴.
- Denver Metro 지역의 교사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이전의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2주
에 걸친 Summer Workshop이 2004년, 2005년, 2006년에 걸쳐 제공됨.
④ GK-12 Learning Partnerships (GK-12)
- GK-12는 2003년에서 2007년 동안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지원을 받으며 실시되었음.
- 이 프로젝트는 이전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에게 8일 동안의 Summer Workshop을 제공하
였으며, 수학, 컴퓨터 과학, 공학, 지구물리학 영역의 대학원생들도 워크샵에 참여함.
출처: Moskal et al. (2007: 173-189).

❏ 사례 2) 교육과정 재구성 교사 전문성 신장: 영국의 STEM 교육 사례
영국에서는 STEM 교육을 위해 교사들의 교육과정 연구와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 센터
를 설치하여 교사의 교육과정 관련한 전문적 연수와 창의적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를 하고 있다. 영국의 STEM 교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국은 “과학과 혁신에 대한
틀 2004-2014”을 수립하여 관련된 지원을 확대하였고(조향숙, 2012: 12), 이후에 “과학
과 혁신에 대한 틀 2004-2014 다음 단계”를 만들었다. 영국의 STEM교육은 학과목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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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과정 형태로 구성하고 있다. 영국의 STEM교육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디자인&기술
(D&T)교육은 영국 정부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걸쳐 전 교과 영역과 연계될 수 있도
록 강화한 것이다. ‘디자인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학생들이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첨단 기술 중심 사회에 바람직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그 목적이다. 정규교육과정 주요 교육 내용인 소양(Literacy), 계산력
(Numeracy), 정보통신기술(ICT), 시민교육(Citizenship),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과 D&T를 연계하여 적용시키고 있다. 이 교육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 연구소, 왕
립 연구소를 비롯한 많은 기관들이 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체험
활동장 제공 등으로 참여하고 있다(홍승은, 2014).
이러한 접근은 교육과정 개혁을 실시할 때에, 기존에 실제하고 있는 국가수준에서 자리
하고 있는 기본적인 교육과정 교과 및 핵심 역량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함
을 시사한다. 또한 기존의 교육과정 운영방식에서 새로운 접근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이러
한 변화를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재정적이고 물리적, 그리고 인적인 자원의 지원이 탄탄하
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기존에 추구해오던 학교 교육과정은 입시를 지향하고 이를 위한 지원이 충분하였다면,
다른 추가적인 지원과 여건은 주어지지 않은 채로 자유학기제를 위해 교사들을 움직이게
하는 일은 성공하기 어렵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손쉬운 방법으로 교
육과정의 구조 변화와 실행을 개선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목적이 입시의
성공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고, 교사들이 저마다 가진 소신을 펼쳐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종 지원과 혜택이 충분하게 주어졌을 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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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1> 교육과정 재구성 교사 전문성 신장 사례
<영국의 STEM 교육 정책>
융합교육으로서 STEM 교육 정책이 추구해야할 단계적인 5개 영역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 과학 영역을 담당하는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육 교원의 질
- 과학 영역 고등학교 졸업자격(GCSE)의 질적 향상 및 양적 증가
- 대학에서 과학, 공학, 기술 전공하는 학생 수 확대
- 연구개발 직종을 추구하는 우수한 학생들의 비율 확보
- 대학 교육에서 과학, 공학, 기술을 전공하는 소외계층의 비율 확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은 세계 최고의 연구 탁월성 확보와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의 공급 등
핵심으로 다루고, 과학, 기술, 공학과 수학 과목의 교수･학습을 증진시키는 비전을 포함하였다.
∙ 교사들의 교육과정 연구와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 센터
요크대 내에 국립과학교육지원센터(NSLC)를 설립하여 영국의 지역교육청과 초･중등 과학 교사와 네트워
크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교사들을 위한 전문적인 연수와 창의적 교수･학습 방법에 관해 연구를 하며,
100여 명의 직원들이 교사 연수 전에 요구 사항을 받아 분석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연수 후에는 철저
하게 피드백하고 있다.
∙ STEMNET: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영국은 STEM 4개 과목을 핵심교과로 선정하고, 4개 분야의 전문가 정책 자문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STEMNET은 기업-기관-학교 연계로 구축된 조직으로, 과학기술 앰배서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학교와 산업체를 연결하는 45개의 지역 조직을 통하여 STEM자문단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25,000명 이
상의 자원 봉사자들이 STEM 교육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들을 묶어주는 한 곳에 묶어주는 네트
워크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출처: 조향숙 외(2012: 12) 및 백윤수 외(2012: 87-90)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 사례 3) 교사연구회 사례: 미국의 전국 글쓰기 연구회(NWP)
미국의 전국 글쓰기 연구회(NWP)는 작문교육에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
로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가장 성공적으로 전개하는 조직 중 하나이다. 이 조직은 175개
이상의 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교사 컨설턴트’ 라고 불리는 4천명 이상의 교사 리더가 주
축을 이룬다. 교사 컨설턴트는 학교, 지역, 주, 그리고 전국 글쓰기 연구회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리더십과 교수자 역할을 수행한다(Lieberman & Wood, 2003). 교사 컨설턴트들
은 NWP에 참여하여 자신의 학교와 교실에서 글쓰기 운동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학습한
다. 네트워크 조직이 창조하는 사회적 실행, 리더십에 제공하는 원조, 전문성 개발에서 수
행하는 역할은 모두 서로 얽혀 있다.
교사들은 훌륭한 작문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학습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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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침을 준다. 연구와 실천 두 가지 측면에서 튼튼한 토대를 갖춘 실행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연구회의 활동 중 하계 초대 강좌는 NWP의 핵심 프로그램인데, 5주간의 연수에
20~25명의 교사가 참여한다. 이 때 이들은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데, 학교와 대학의 파트
너십은 이 단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단기강좌 기간 동안 동료 공동체의 성원들과
함께 연구한다. 자신의 교수방법에 관심을 갖고 자기 수업을 개선하며, 학생들에게 봉사
하는 교육자다운 마음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활동은 고립적이거나 개인적이지 않고 사회
적이고 집단적인 일로 교사를 규합시킬 수 있다(Lieberman & Wood, 2003).
이러한 사례는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활동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형태로서 지속적이
고 깊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과 전문성
개발도 일시적인 연수나 정책 집행을 위한 일시적 형태로 이루어 질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사연구회 활동과 연계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을 지원할 필요
가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수동적인 연수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학습 공동체
에 참여하여 공동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만들어진 결과물을 다시 각 학교로 돌아가 활
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자유학기제의 초기 정착을
위한 움직임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과 각종 교원정책의 실행과 성공
을 위해 잠재적인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키우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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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2> 교사의 지속적 학습 기회 구축 사례
<미국의 전국 글쓰기 연구회>
∙ 작문교육에 있어서 교사 및 일반인들의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교사들을 주축으로 한 전문성 개발 활동이 실행공동체로서 30년 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공
적인 모델임
∙ 미국 전국 글쓰기 연구회(NWP)의 사회적 실행의 특성
- 소중한 잠재적 공헌자로서 각 동료에게 접근
- 교사의 지식을 존중
- 공유, 대화, 비평이 있는 교사 포럼을 구축
- 학습자에게 학습 소유권을 인계(소비자로서 학습자가 아니라 내적 책무성 강화)
- 실행과 관계에 의존하는 인간적인 학습을 촉진
- 학습 공동체의 다양한 진입점 제공
- 학습의 반성을 통한 수업의 반성을 이끔
- 리더십 공유
- 연구하는 태도 촉진
- 전문가 정체성을 재개념화하고 전문가 공동체와의 연결
출처: Lieberman & Miller(2009: 84-89).

이상의 자유학기제 교육 활동 운영 지원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방안 자유학기제와 전체 교육과정과의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
교육 체험 활동의 내실화 방안 마련
연계
학습 체제 마련

대안

원인

현상

사례

∙ 전체 교육과정 속에서의 자
유학기 조망
∙ 전후 학기의 프로그램･교육
체험 연계
∙ 입시제도의 개혁

∙ 체험터 활용 기준 마련
∙ 성공적 교육 체험 사례 확산

∙ 장기적 프로젝트식 연수 및
추수지도 교육
∙ 교사 학습공동체 활성화

∙ 해당 학기 문제로만 보는 근
시안적 관점
∙ 현실적 입시 굴레로의 회귀

∙ 단편적 이벤트로 운영
∙ 체험 기관의 부실한 프로그램

∙ 구체적 방법 이해 및 연수
부족
∙ 단기적･고립적 교사 학습

∙ 단기적 변화라는 우려
∙ 일반학기 모습으로 회귀

∙ 일회적, 단절적 체험 활동
∙ 형식적 진로 체험 활동

∙ 수업 개선 및 자율과정 운영 부담
∙ 교사의 개별적 노력 한계

∙ 신길중학교 자유학기제 타학
기, 타학년 연계 사례

∙ 일본의 꿈 챌린지, 근로유학 ∙ 미국의 Outreach 프로젝트
등 사례
∙ 영국의 STEM 교육
∙ 미국의 Nestucca Valley 중학 ∙ 미국의 전국 글쓰기 연구회
교의 지역사회 기반학습
(NWP)

[그림 Ⅵ-2] 자유학기제 교육 활동 운영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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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학기제 지원환경 구축 방안
가. 인력풀･체험처 구축을 위한 유기적 연계 시스템 마련
1) 문제 현상
자유학기제에서는 진로 탐색,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활동, 선택 프로그램의 네 가지
자율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이 때 학생
들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자율과정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
장하며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외부의
체험처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 내부 인력의 전문성 개발 및 활용뿐만 아니라 학교 외부의
전문 인력도 활용하고 있다. 외부 인력의 활용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양한 자
율과정 운영에 따른 교사의 수업 시수 증가나 이에 따른 수업 준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사들은 외부 체험처 및 인력 활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체험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체험처가 다양한가’, ‘지역사회 체험처
의 교육 프로그램 질이 양호한가’의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미흡하거나 보통으로 응답하였
다. 진로 체험처를 확보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기관으로 직접 요청하거나(약
70%) 교사 개인의 인맥과 노력을 통해 발굴(약 12%)하는 방식이 대부분으로, 교육부, 지
원센터, 시･도 및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체험처를 활용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약 10%). 즉,
체험처 활용 시 대부분의 학교가 개별 학교에서 외부 기관으로 직접 요청을 하거나 교사
의 인맥을 통해 접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학교들은 특강(진로 포함),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을 위해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평균 80% 이상), 선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도 외부강사를 적극 활용(평균 70% 이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학교와 교사의 개별적 노력에 한계를 느끼고 있어 체계적인 인력 및 체험 인프
라 지원에 목말라 하고 있다. 연구학교 교사들은 ‘자유학기제를 위한 지역사회 인력풀이
잘 구축되어 있음’, ‘외부강사 활용시 우수한 강사확보가 잘 이루어짐’에 대한 질문에 보통
미만으로 응답하였다. 그 중에서도 학부모 자원 봉사자의 섭외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외부강사로 대학(원)생은 강사로 활용빈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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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원인
자유학기제 희망학교의 양적 증대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
도 및 교육지원청에서도 진로 체험 인프라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
나, 아직까지 학교의 수요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미흡한 단계라 하겠다. 중앙의
지원과 현장 학교 간의 체감도 면에서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중앙에서는 학교에 외부 기
관과 MOU 맺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였으나, 이 역시 학교의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고 심
지어 MOU를 맺은 기관이 맺지 않은 기관보다 학교 교육 활동의 도움 정도가 낮았다.
교사와 학생이 요구하는 수준의 외부 체험처와 외부 강사 인력풀 구축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 사회에서도 체계적인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 학교 상황에 맞는 체
계적인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며, 농어촌의 읍･면지역에는 기존의 인프라가 워낙 약했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부처나 민간 기관, 그리고 지역 사회 등의 노력이
더 요구된다. 사실 진로 체험 활동이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에 맞는 교육 활
동으로서 의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적 부족 문제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이와 더
불어 질적 확충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대안 마련
학생의 진로 역량 개발을 돕고 자유학기제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인력풀 구축과 체험처
발굴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방안이 필요하다. 국가-지역사회-학교 간 유기적 협력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첫 번째 모델은, 국가의 가이드라인 하에 지역사회와 학교가 중심이 되
어 운영하는 체제로서 뉴질랜드의 사례가 그 예이다. 두 번째 모델은, 지역사회의 협의체
를 중심으로 학교의 체험처 발굴을 지원하는 체제로서 경기도의 이천시 사례가 그 예이다
(사례 2 참조).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능한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체험처를 확대하는 방법은 학교나 교
사 개별의 노력보다는 외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학교를 지원하는 방법이다. 지역사회
이외 기관보다 지역사회 기관이 학교 활동에 도움 정도가 크기 때문에 지역사회 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협력 체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협의체 마련을
통한 자유학기･진로 체험지원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갈 필요가 있다(교육부 공교육진

222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흥과, 2014).
나아가 지역사회 기관 중심의 협력 지원 방식은 학교 특성에 따른 필요와 요구를 고려
한 지원 체제를 갖춰야 한다.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의 구성
원들은 대도시에 비해 체험 인프라가 열악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학생 체험 활동을 위
한 지역사회 체험처가 다양함’, ‘지역사회 체험처의 교육 프로그램 질이 양호함’의 질문에
대해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의 응답이 다른 지역과 규모의 학교에 비해 낮게 나타남). 반
면,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 구성원들은 다른 지역과 규모의 학교에 비해 자유학기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진
로 체험과 교육 기회 제공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
인 태도가 열악한 환경에 좌절되지 않고 긍정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의 지역별, 규
모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사례
❏ 사례 1) 국가-지역사회-학교의 연계 사례: 뉴질랜드 사례
OECD(2004)에서는 전 생애에 걸쳐 특정기관의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진로지도 서비스
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보장을 주장하면서, 뉴질랜드의 ‘커리어 서비스’를 우수한 사례로
꼽았다. 뉴질랜드의 ‘커리어 서비스(Career Service)’는 국가단위의 가이드라인과 접근이
민간 및 다른 공공 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있고, 일반인들이 자신의 진로 및 직업
적 발달을 위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진로 교육
을 위한 중앙 및 지역의 협력적 노력에 검토할 부분을 많이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는 학교 단위에서도 ‘전학교적 접근(Whole-School Approach)’으로 이어져 국가-지역사
회-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커리어 서비스’ 는 지역센터가 운영하며 대면서비스
및 웹 사이트를 통해 다수의 수요자의 진로 교육에 대한 개별적인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전 국민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국가체제의 전반적인 진로 발달 시
스템 속에, 학교 교육도 이와 맥락을 함께하는 하나의 접근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는 이론적인 틀과 실행의 조화로움을 검토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Ⅵ.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및 제언

223

<표 Ⅵ-13> 국가-지역사회-학교 연계 사례
<진로 발달 역량을 위한 전학교적 접근(Whole-School Approach)>
뉴질랜드는 국가단위, 지역단위와 연계하여 학교에서의 진로 교육을 위해 전학교적 방법(Whole-School
Approach)을 강조하고 있다. ‘Rethinking Career Education in Schools (2009)’ 에서는 전 생애적 진로
발달 과정에서 학생들의 능력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다이어그램을 제시하였다. 이 다이어그
램은 일반적인 프레임으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 관점은 학습조직의 지속과 발달에 대한 넓은 사고
(Fullan, 2008)와 같은 맥락이다.
∙ 정보 지원
: 학교는 어떤 곳에서 학생을 찾는지 특히 학습과 훈련의 조건과 같은 우수하고 적절한 진로 정보를 제공
해야 한다.
∙ 숙련되고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Students as articulate and engaged learners)
: 학생들은 정보를 주의깊게 선별하고 사리판단 할 줄 알아야 되며, 학습의 방향성과 주도성을 발달시키
고, 교사들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 함께하는 교사의 실행
: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가 있는 분야를 단련시키고, 학교에서의 학습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연
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 학교 전체적 체제
: 학생들은 일관된 메시지에 잘 반응한다. 전학교적 접근(A Whole-School Approach)은 진로 교육을 위
한 일관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있어야 한다.
∙ 학습 공동체
: 학교는 진로 교육을 학습 공동체의 허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각종 기관과 고용주들과의 파트너십이
이러한 기회를 높이고, 학생들을 위한 공유된 이해와 지원이 공동체 전체의 확대와 발전에 피드백을 줄
수 있다.

진로 발달 역량을 위한 전학교적 접근
출처: Hodgetts(200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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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학교 지원 사례: 경기도 이천시 사례
지역사회 측면에서 이천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1조16)에서는 광역단위에서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
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교육행정협의회는 지역 내 교육관련 의제 설정을 위해 기관장간
협의회를 구축운영하고, 교육청･자치단체･청소년센터 등 지역사회단체 등의 실무자로 구
성된 실무센터 구성하여 학생 체험 활동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광역단위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진로진학(체험)지원센터를, 기초단위에서는 기초자치단
체와 교육지원청이 자유학기･진로 교육지원단을 실무센터로 하여, 지역기반 학생 체험할
동 계획을 수립 평가하고, 체험처 발굴 및 단위학교 연계 지원을 추진 중이다. 자유학기･
진로 체험지원단은 학교의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실무센터로 진로･직업 체험센터와 같이
지원청･지자체가 직접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
의집 등 기존 지역사회 청소년시설도 활용 가능하다. 경기도 이천시 자유학기･진로 체험
지원단 운영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교육부 공교육진흥과, 2014).
경기도 이천시 진로 체험지원단 운영의 특징은 지방자치단체(이천시)가 주도하여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이천시가 나서서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지역교육청이 나서는 것보다 지역 내 공공･민간 기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더 효율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다만, 당위성 측면에서는 교육적으로 지역교육청이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여 지역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참여와 향후 명확한 역할 분
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무센터인 진로･직업 체험센터(예: 청소년문화센터)에
학교-지역사회 연계 전문 코디네이터를 두어, 인력 및 체험처의 스케쥴을 조정하고, 인
적･물적 자원의 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각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나 마을공동체교육17)에서 이미 활용･관리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 자원
정보나 네트워크를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지역사회 차원의 예산지원과 코디네이터
고용을 위한 조례 마련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6)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 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17)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서울시의 경우 찾아가는 마을 공동체 강좌, 촉진자교육, 강사교육, 마을리더교육 등이
있다(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education/edu_intro.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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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3] 지방자치단체 주도 지역협력 체계모델(이천시 사례)
출처: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2014.6.12.: 13). 진로 체험지원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추진 지침.

나. 평가 결과 제공 시스템 구축 등 교원 업무 경감 방안 마련
1) 문제 현상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해 단위학교와 교사에게 수업과 평가의 자율성이 주어
지고, 입시와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 학교생활 속에서 여유와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로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수
업의 변화, 교육 활동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학교 교사들 대부분은 자유
학기제 운영이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도입
초기 연구학교의 긍정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 문제는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는데, 연구학교 교
사들은 지원환경 측면에서 자유학기제의 정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
문에 대해 ‘교사의 자유학기제 관련 업무 부담 과중(32.2%)’을 그 첫 번째 요인으로 꼽았
다. 또한 교육 활동 측면에서 자유학기제의 정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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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교사들의 평가 기록 부담(29.6%)’이라는 응답이, 교사의 측면에서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장 우려되는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자율과정 등 새로운 수업에 대한 운영
(준비) 부담(51.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처럼 교사 업무 부담의 대표적인 요인인 평가 기입 문제 등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교사에게 자유학기제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운영에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
었으며, 나아가 아직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지 않은 교사에게도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문제 원인
자유학기제의 시행으로 교사는 종래의 중학교 교육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교수
활동과 평가 활동을 경험하게 되었다. 자유학기제 동안 교사는 공통과정의 수업 시수 감
축으로 인해 교육과정을 재편성하고, 객관성, 형평성을 고려한 지필 시험 준비 대신 형성
평가, 수행평가, 자기성찰평가 등 학생의 장점을 개발하고 성장을 돕는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학생 선택 프로그램과 같이 정규 교과가 아닌 새로운 수업을 준비하고,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을 위해 체험처를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학생들은 인솔한다. 기존
의 교과서 전달 위주 수업, 서열화 평가를 위한 수업에서는 수행하지 않았던 새롭게 변화
된 업무와 역할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평가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준비는
부족한 상태이다.
변화된 업무와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적절
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학교 교사들은 평가 기록에 대한 부담, 자유학기제를 위
한 수업보조 인력이나 행정인력의 부족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자
유학기제로 인한 학생부의 서술형 평가 기록 부담이나 선택 프로그램 등 새로운 자율과정
수업에 대한 준비･운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이처럼 자유학기제 운영 시스템에 있어 교사에게 부여되는 업무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
확보, 평가 결과 제공 시스템, 업무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문 연수, 추가 업무를 지
원해 줄 인력 지원 등 적절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책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한 것이라 파
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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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반의 불충분한 지원으로 인한 교사의 업무 부담이 지속될 경우, 과거 교육 정책
도입이 정권교체와 함께 이루어졌다 오래지않아 사라지는 경험에 익숙한 교사들에게는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극복과정이라기 보다는 피로감의 누적으로만 인식될 수 있다.

3) 대안 마련
자유학기제로 인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가장 부담을 느
끼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례 및 설문 조사
에서 교사들은 무엇보다 자유학기제로 인해 변화된 평가 방법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이에 적절한 대비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에 대해 느끼는 교사 부담의 주요한 부분은 평가를 준비하고 시행하고 피드
백 하는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 자유학기제에서의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황을 파
악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피드백
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 규모와 교과에 따라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별화된 평가와 피드백을 효과적으
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평가 결과를 학생
부에 서술식으로 기재해야 하는 피드백 방식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이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협동학습, 수행평가, 과정중심 평가 등이 적
극 활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개별 교사 수준에서 필요한 평가기록지를 제작하여 활용하
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향후 국내･외 사례들을 반영한 온라인 기반의 평가 지원 시스템
개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평가 결과의 서술형 기록에 대해
교사들이 느끼는 부담이 큰 만큼, 서술형 진술문의 풀을 축적하고 활용하고 방법 등을 통
해 교사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기 중 수행되는 평가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기록하고 누
적하여 관리할 수 있는 총체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나이스 시스템과 연동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적절한 인력 지원과 효과적 인력 운용이 수반되어야 한
다.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학생 주도형, 참여･활동형 수업을 운영하고, 개별 학생의 적
성과 소질을 개발하는 자율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개별화 교육이 가능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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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를 통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는데, 첫째 단위학교 수준에서 자유학기 담당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인
력 운영을 효율화 하는 방안이다. 자유학기 담당 학년의 경우에 복수담임제를 활용하여
해당 학년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킨 대구 동변중학교의 사례나(박미숙, 2014), 교사
총원이 제한적인 소규모 학교에서 인근 학교와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실시한 충남 금산교
육지원청의 사례(백승경, 2014) 등은 학교의 여건에 맞게 조직 인력 운영을 효과적으로
개선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외부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자유학기제에서는 다양한 학교 내･외 체험 활동에 외부강사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예산의 한계와 외부강사 풀의 제약, 강사 및 프로그램의 질 관리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매칭 및
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와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대학생, 퇴직교원, 학부모, 지역인사
등 다양한 교육 기부 인력풀을 확보하여 자율활동 및 소규모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성동･광진 교육지원청의 진로진
업체험지원센터 운영, 퇴직교원 교육 기부를 활용한 체험 인프라 발굴을 지원 사례는 지
역 차원에서의 인력 운용으로 교사의 업무 경감을 지원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임승호,
2014: 33-34). 또한 지역 수준에서 해당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대학생 자원 봉사자
를 수업 지원 및 체험 활동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4) 사례18)
평가와 관련해서 국외에서는 협동학습 평가, 수행평가 실시에 따른 맞춤형 피드백을 지
원하는 온라인 시스템들이 다양하게 개발, 활용되고 있다. 협동학습 시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싱가폴의 온라인 동료
평가 시스템(TEAMMATE), 수행평가 기준을 제공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진술문의 개발을
지원하는 미국의 채점 지원 웹사이트(http://rubistar.4teachers.org.),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진술문 풀(Pool)을 축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Biggam,
2010) 등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김희경 외, 2013: 121-133).
18) 김희경 외(2013:121-125)의 창의인성 교육 실현을 위한 ‘평가 결과 제공 방법 개선 방안’ 중 해당 사례의 내용을 요약, 정리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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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TEAMMATE의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입력 시스템 사례
먼저, TEAMMATE19)는 집단과제수행(Team-Based Work), 협력적 수행(Collaborative Performance)의 학습활동에서 활용되는 온라인 기반 피드백 시스템이다. 교사가 미
리 과목명, 학생명단, 평가제목, 과제제출 기한, 동료 평가 여부 등을 설정해 놓으면, 학
생들은 각자 자기 평가를 통해 팀 내에서 자신의 참여도, 기여도 등을 입력하고, 다른 팀
원에 대해서도 동료 평가한다. 개인의 동료 평가는 보완이 유지되며, 평가가 완료된 후 학
생들은 동료 평가 및 교사의 피드백을 확인하고, 자신의 평가와도 비교할 수 있다. 협동학
습 상황에서 온라인 피드백 시스템의 활용은 학생들에게 팀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
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 개인의 학습 진도와 참여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에 대한 부담을 학습자와 나누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평가와 피드백의 업
무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그림 Ⅵ-4] Teammate의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입력 시스템
출처: 김희경 외(2013: 125).

❏ 사례 2) Rubistar의 수행평가 및 서술형 평가 지원 사례
다음으로, Rubistar 웹사이트20)는 미국 교육부가 지원하는 수행평가 지원 사이트이다.
19) http://teammatesv4.app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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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에서는 교사가 교과를 선택하면(수학), 교과별로 주요하게 성취해야 할 요소들
이 제시되며, 제시된 성취요소 중 하나를 선택하면(수학적 문제해결력) 각 성취요소에 대
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이 제시된다(수학 개념). 또한 각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4단계의 수
행 수준(제한적 개념이해~완전한 개념이해)에서의 진술문이 제공된다. 교사가 해당 교과
의 수행평가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사의 수행
평가 역량을 향상시키고, 자신에게 맞는 채점 기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평
가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킨다.

[그림 Ⅵ-5] Rubistar의 수행평가 및 서술형 피드백 지원 시스템
출처: http://rubistar.4teachers.org/. (2014.11.13. 검색).

❏ 사례 3) AAF(자동 평가 피드백) 프로그램 사례
마지막으로, 자동 평가 피드백(Automated Assessment Feedback: AAF) 프로그램은
아일랜드의 대학에서 Management & Organizations 교과목 수강 학생 500명에게 피드
20) http://rubistar.4teacher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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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을 제공하기 위해 활용한 사례이다(Biggam, 2010: 189). 이 프로그램은 먼저 해당 교
과의 수행평가 평가항목(글의 구성 소개)과 각 기준별 가중치(15%)를 설정하고, 설정한
평가항목에 대해 5단계의 진술문을 작성하고, 기준별 진술문과 더불어 총체적 진술문 예
시도 단계별로 작성하여 모든 진술문을 축적시킨다. 이후 교사들은 평가항목을 선택하면
축적된 진술문이 자동으로 제공됨으로써 편리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Rubistar 사
이트가 교과별로 수행평가 기준을 사전에 구성하여 예시를 제공해주는 형태라면, AAF 프
로그램은 교사가 자신의 교과와 학생 특성에 맞게 평가기준과 진술문을 작성하여 사용하
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별로 제공되는 피드백 진술
의 시간이 단축되고, 많은 학생의 과제를 평가함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고 세부적인 평
가 피드백이 가능해 질 수 있다. 한 학기 동안 여러 번의 수행평가가 진행되고 학생별 진
술문이 축적되면, 이를 종합하여 학기말의 서술형 학생 평가 피드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초･중등학교 수업에서 평가를 위하여 스마트기기를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소크라티브, 구글드라이버, 에버노트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중
에 퀴즈, 질의응답 등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 수준을 파악하고, 개인에게 즉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며, 평가 결과를 누적･관리하는 방법들이 활용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방봉임
외, 2014: 29). 그러나 아직 그 활용범위는 미미한 편이며, 향후 다인수학급을 대상으로
한 수행평가에 적합한 온라인 지원 시스템 연구 및 개발이 요구된다.

[그림 Ⅵ-6]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개별 형성평가 화면 예시
출처: 소크라티브 설명 블로그 사이트. http://elekgh.blog.me/40192142415.(2014. 11.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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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 연속성을 위한 보통 교부금 방식의 일정 규모 예산 지원21)
1) 문제 현상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전체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지원환경 측면에서 자유학기
제 시행의 촉진 요인 1순위로 예산, 시설 등의 물적 지원 확대를 들고 있으며, 저해 요인
1순위로도 예산, 시설 등의 물적 지원 부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시행 및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예산 지원의 단절에 대한 우려로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회의가 크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자유학기제 예산 지원의 적절성 수준에 대한 인
식이 2013년도 연구학교(3.46점)에 비해 2014년도 연구학교(3.32점)는 더욱 낮아졌으며,
자유학기제의 향후 지속성에 대한 인식 또한 2013년도 연구학교(3.38점)에 비해 2014년
도 연구학교(3.16점)에 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희망학교와 일
반학교는 연구학교에 비해 정책의 지속성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
를 통해 볼 때,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의 미비로 인한
향후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설문 및 사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유학기제 관련 인프라가 대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이나 도서벽지에서 특히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읍･면지역의 농
어촌 학교에서는 자유학기의 체험 활동을 위한 버스 대여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참여
에 대한 예산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2) 문제 원인
국가적으로 예산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지
방재정교부금 부족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송기창, 2014: 1)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누리과정 지원 사업 예산 지원에 대한 국가와 시･도 교육청 간의 논쟁이
교육 예산 부족의 상황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국가에서는 국가 재정의 한계로 인
21) 이 부분은 김영식 박사의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2014) 원고 용역 자료의 일부를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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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상황이고, 시･도 교육청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시책 사업임과
동시에 시･도 교육청의 부족한 예산 때문에 시･도 교육청 예산 지원은 절대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역대 정부에서 실시한 정부 시책 사업이 단기적으로 국가에서 특별교부금 지원
방식으로 3년간 지원을 하고, 3년 후엔 예산 지원의 중단으로 인해 시･도 교육청 차원에
서는 국가로부터 넘겨받은 정책에 대한 예산 지출이 계속 축적되어 가고, 한편으로는 정
책을 중단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국가에서 주도한 교육 복지 사업들은 국가가 시･도
교육청에 떠넘겨 추가 재원 확충 없이 시행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송기창, 2014: 9). 현장
의 많은 교원들도 정부 차원에서 강조하던 각종 시책 사업이 얼마 못 가 예산 지원이 중단
되어 의미가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단절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겪어 왔다. 이러
한 정책 단절의 반복 현상은 교원에게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회의를 크게 하고,
정책 불신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유학기제가 의도한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자유학기제
의 지속적 운영 및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면시행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될
재정 부담액을 어떻게 마련하고 운용하느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는 규모에 따라 연간 2,000~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3,500
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희망학교에는 학교 규모에 따라 연구학교
의 60% 수준인 2,000만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2014: 14). 2013년 기준
국내 중학교 수는 3,173개임을 고려할 때,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최
소 63,460백만원(희망학교 지원액 기준)에서 최대 111,055백만원(연구학교 지원액 기준)
의 추가적인 교육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계획은 아직까지도 구체
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어 자유학기제의 안정적인 시행 및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이덕
난, 2014a: 141).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추후 연구와
정책적 논의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단위학교에 예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할 지에 대한 단위학교의 예산 확보 방법을 중심으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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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안 마련
자유학기제의 실시를 위한 단위학교의 예산 확보와 관련된 쟁점은 자유학기제의 내용
과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무상의무교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있다. 헌법 제
31조 제2항 및 제3항,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비추어볼 때 중학교는 무상의무교육의
대상이다. 이러한 무상의무교육의 범위에 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4항에 비추어볼 때 대체로 수업료는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
으로 이해되고 있다(손희권, 2013: 170).
자유학기제는 비록 한 학기 동안 실시되지만,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에 실시되고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유학기제의 비용은 수업료에 해당되어 무상교육의 대상
에 포함(손희권, 2013: 171)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자유학기제 시행과 관련된 예산 지원을
교육부가 담당할 것인지, 시･도교육재정을 통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교육부와 시･
도 교육청이 공동 부담한다면 그 비율에 대한 결정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산 사용
의 일부를 수익자부담수입을 통한 학교별 자체 수입 및 예산 편성 조정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 국고 재정 지원(보통교부금)
국고지원은 기획예산처로부터 해당 예산 항목에 대한 지원을 확보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한 재정으로 단위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
다. 2016년부터는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을 위하여 전체 중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신규
예산편성이 가능하며, 이 경우 표준교육비 재산정이 필요하다.22) 표준교육비는 단위 학
교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최저 소요경비를 나타내므로, 2016
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하므로 자
유학기제 전면 시행 전인 2015년까지 새로운 표준교육비 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의 학교운영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교육비가 길게는 10년 이상 전에 책
22) 표준교육비는 단위학교가 표준 교육조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저 소요 교육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공은배 외, 2000: 9), 한국교육개발원은 1988년을 시점으로 1995년, 2000년, 2005년, 2011년에 걸쳐
각급학교의 표준교육비를 산정해오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산정하고 있는 표준교육비는 현재 대부분의 시･ 도 교육청
에서 학교운영비 배분액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으로도 활
용되고 있다(윤홍주, 2014: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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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표준교육비의 현실적인 조정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동
아일보, 2006).
특별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 배정의 형태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하는 것 또한 방안으로 거론될 수 있지만,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을 고려
할 때 이를 보통교부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 경우 개별 학교회계의 세입
항목으로는 ‘이전수입’의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 중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항목
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시･도 교육청 재정 지원
시･도교육재정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자체 예산으로 자유학기제
시행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이희숙, 2014: 24). 이와 같은 경우 국고 지원
과 시･도 교육청의 재원 분담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된 이슈로 제기될 것이다. 가
령,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교육감들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재원은 대
통령 공약 사항으로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라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재원 마
련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형대, 2013: 104). 자유학기제 또한 대통
령의 공약 사항임을 감안하면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시･도 교육청의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있어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위한 긴밀한 협력과 논의가 교육부와 시･
도 교육청 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수익자부담수입을 통한 학교별 자체 수입 및 예산 편성 조정
자유학기제가 기본 공통 교과 외에 자율과정과의 연계 하에 운영되는 일부의 체험 활동
이나 재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단위 학교 차원
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다(손희권, 2013: 171). 그러나 이 경우 수익자 부담 비용은
최소화 되어야 하며, 모든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현시킴으로서 행복교육을 달성한다는 자
유학기제의 정책 의도와 달리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지리적 여건의 차이에 따라 자
유학기제와 관련된 활동 및 경험에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
요하다. 학교 차원에서 자체적인 행정활동 수입 확보나 예산 편성 조정을 통해 자유학기
제 운영 취지에 맞는 교육 활동 보장을 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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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시행과 관련된 위의 3가지 예산 확보 방식과 관련하여 단위 학교의 예산 확
보 방안을 아래의 3가지 모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표 Ⅵ-14> 자유학기제 시행 시 단위학교 예산 확보 방안 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 1은 자유학기제를 단위 학교의 자유학기제 시행 관련 예산을 전액 국고지원을 통
하여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 모형은 모든 학생들의 꿈과 끼를 계발하고, 행복교육을 실현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시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1천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정부 재정을 통하여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
른다.
모형 2는 자유학기제를 단위 학교의 자유학기제 시행 관련 예산 중 일부는 국고지원을
통하여 확보하는 한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를 통하여 조달하는 방안이
다. 이 모형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재정 소요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지방정부로 이전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사실 시･도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이 지
방교육재정교부금에 기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실 이러한 구분은 상당 부분 한계를 지
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정 책임 분담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유학기제 예산
배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지니고 있다.
모형 3는 자유학기제 중 기본 교과와 관련된 과정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되, 자율과정과 연계된 일부 체험 활동과 재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일부의 선택 프
로그램 등은 수익자 부담 수입과 같은 학교 자체 예산에 의존하는 모형이나, 수익자부담
경비는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모형은 단위 학교의 자유학기제 시행과 관련된 예
산 확보 경로의 다양화와 함께 과도한 국고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학생 및 학부모들이 그들의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보다 선택적으로 자유학기제 프로
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 방안은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달리 일
반 국민들에게 재정 부담을 지울 수 있음은 물론, 교육 조건 및 인프라 차이로 인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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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모형 3의 적용 시에는 이러
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및 읍･면･도서벽지의 학교 및 학생들에게는 전면 혹
은 일정 부분 무상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와 모형 제시를 토대로 자유학기제의 연속성 담보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유학기제 정책의 지속성 보장과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 그
리고 학생들의 행복한 생활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시 예산 지원
은 보통교부금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23). 이를 위해 교육 예산 내 항목 간 조정이나 타
부처 예산 간의 조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 예산 지원 방법과 지
원 금액은 추후 자유학기제 재정 지원 연구를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잠정적으로 자
유학기제 활동 보장을 위해 세출 항목으로 자유학기제 운영 항목 세목을 잡아 학교에 지
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별 지원 금액은 일상적인 교육 활동에서 다양한 경
험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비용의 규모를 산출하여 희망학교 예산 지원 규모 내
외 수준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라.‘학교교육지원협의회’설치를 위한 법적 방안
1) 문제현상
학교는 지역사회의 인력풀과 체험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유학기제의 교육 활
동 특성상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교과연계 체험, 진로 탐색 체험 등을 많이 운영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노력은 학교에 상당히 전가된 상황이며 학교와 교사는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을 뿐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하는 조례 등이 명확하고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23) 국가 차원의 지원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기관과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도 하나의 예산 추가 확보 방법이
될 수 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경비부담의 의무가 없는 자발적인 교육비 지원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
가 확장되어왔다(고선･김진영, 2010; 윤홍주, 2011).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과 책임의 확대 차원에서 자유학기제 교육
활동 운영비 등에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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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원인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나 교육(지원)청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크며 있으
며 지역사회와 연계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서 이용하
고 있는 외부 기관 중 지역 사회 기관의 비율은 약 80%에 가깝고, 이는 자유학기제 연구
학교에서 체험처 이용시 대부분 지역 사회 기관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체험
처 이용에 대한 만족도도 지역 사회 기관이 지역 사회 이외의 기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의 협조가 필요하나 지자체의 역할 규정과 활동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즉, 지방자
치단체의 지원 역할을 법률적으로 명확화하지 않는 한 이러한 학교의 어려움이 계속될 가
능성이 크며 지역 간에 편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3) 대안마련 24)
자유학기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자치단체)의 법
률 제정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의 다양한 체험처 발굴에 대한 역
할 근거 마련과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
기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가 있으나 이것의 실효성이 미약하다. 구체적으로 이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제1
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
정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
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24) 이 부분은 이덕난 박사의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법적 지원 방안(2014b)’ 원고 용역 자료의 일부를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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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1항은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 단위를 광역단위로 제한하지 않으나, 제2항은 지
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주체를 교육감과 시･도지사로 한정하
였다. 이에 따라 2014년 11월 3일 현재까지 11개 시･도(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
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다.
광역 단위에 구성된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은 시･도마다 일부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은
비슷하다. 이 가운데 부산광역시와 경기도, 전라남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부산광역시는
경기도에 비해 “2.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여건의 개
선에 관한 사항”만 없을 뿐 타 항목은 동일하며, 전라남도는 경기도와 순서만 다를 뿐 동
일하다. 경기도의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 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Ⅵ-16>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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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경기도

기능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 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교육 유해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8.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9.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10.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및 직업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12. 교육시설의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간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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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제41조 및 그에 따른 시･도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협의
회는 광역 단위에만 설치되어 있고, 협의회의 성격이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 간의 협
의･조정이므로, 자유학기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초 단위에서 “학교교육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협의회의 성격
을 학교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연계･협력기구로 설정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지원
청의 교육장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
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제정되는 시･군･자치구 조례에 학교교육지원협의회의 연계･협력 사
항을 규정하고, 그 사항에 “학교의 다양한 체험처 발굴에 관한 시･군･자치구의 지원” 등의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초 지자체가 자유학기제 등 학
교 교육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체험처 발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
적으로 마련하고, 기초 지자체의 학교 교육 활동 지원 참여를 보다 활성화 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입법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표 Ⅵ-17>‘학교교육지원협의회 설치’에 관한 개정안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안)

<신설>

제41조의2(학교교육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제34조에 따라 설치 되는 교육지원청과 시･군･자치구 간의 학교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연계･협력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지원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
육지원청의 교육장과 시･군･자치구청장이 협의하여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상의 자유학기제 인적･물적 지원 환경 구축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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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안 인력풀･체험처 구축의 유기적 연계 평가 부담 지원 등 교원 업무 경감 정책 지속성 확보를 위한 예산 및
시스템 마련
방안
법적 방안

대안

원인

∙ 국가-지역사회-학교 간 협
력체제 구축
∙ 학교 특성에 따른 지원 체제

∙ 평가 결과 제공 시스템 구축
∙ 적절한 인력 지원 및 운용

∙ 보통교부금 방식의 일정규모
예산 지원
∙ 자유학기제 세목 규정을 통
한 지출

∙ 체험처 인프라 확보 구축 미비
∙ 지역사회 체계적인 지원 부족

∙ 새로운 평가에 대한 준비 부족
∙ 변화를 위한 교원업무 지원 부족

∙ 교육 예산 및 인력 지원 부족

∙ 예산 지원의 단절에 대한 지
속가능성 회의
현상

사례

∙ 외부 체험처 및 인력 활용의
어려움
∙ 학교와 교사의 개별적 노력
한계

∙ 평가에 대한 심리적, 업무적
부담
∙ 교사의 업무 가중

∙ ‘학교교육지원협의회’ 법률
제정을 통한 역할 규정

∙ 뉴질랜드의 국가-지역사회- ∙ Teammate의 자기 평가 및 동 ∙ 지자체의 지원 역할 불명확
료 평가 입력 시스템 사례
학교 연계 사례
∙ 경기도 이천시의 지방자치단체 ∙ Rubistar의 수행평가 및 서술
주도 지역협력 체계모델 사례 형 피드백 지원 시스템 사례
∙ AAF(자동평가피드백) 프로그 ∙ 지역사회 협조 부족
∙ 인력풀과 체험처 활용의 어려움
램 사례

[그림 Ⅵ-7] 자유학기제 인적･물적 지원 환경 구축 방안

이상의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핵심 영역과 증진 방안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242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표 Ⅵ-18> 자유학기제 정착의 핵심 영역과 10대 증진 방안 및 사례
영역

10대 방안

사례

1)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심리적 ∙ 학교 내 협력적 문화 조성을 통한 신뢰 구축 사례
지원
∙ 학교 간 협력적 문화 구축 사례: 영국의 RATL 프로젝트

구성원
2) 학교 수준에 따른 차별적 지원 전략 ∙ 교육청의 정책 역량 강화의 필요성 사례: 미국의 Rand
인식
및 교육청의 정책 집행 역량 강화
Change
제고
3) 학부모의 시험중심 인식 전환 및 참여 ∙ 일본 오지야 소학교의 학부모 학습참관
확대
∙ Epstein의 학부모 참여모형 사례
4) 자유학기제와 전체 교육과정과의 연계 ∙ 신길중학교 자유학기제 타학기･타학년 연계사례
교육
활동
운영
지원

5) ‘교육 체험’ 내실화 방안 마련

∙ 일본의 꿈챌린지, 근로유학 등 사례
∙ 미국의 Nestucca Valley 중학교의 교실 수업과 체험 연
계 사례

6)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식 ∙ 중학교 교사 대상 Outreach 프로젝트
교사연수 및 지속적 학습 기회 마련 ∙ 영국의 STEM 교육 사례
∙ 미국의 전국 글쓰기 연구회(NWP)
7) 인력풀･체험처 구축을 위한 유기적 연 ∙ 국가-지역사회-학교의 연계 사례: 뉴질랜드
계 시스템 마련
∙ 지역사회 중심의 학교 지원 사례: 경기도 이천시

지원
환경
구축

8) 학생평가 업무 등 교원 업무 경감 방 ∙ TEAMMATE의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입력 시스템
안 마련
∙ Rubistar의 수행평가 및 서술형 평가 지원
∙ AAF(자동평가피드백) 프로그램
9) 보통 교부금 방식의 일정 규모 예산
지원

-

10) ‘학교교육지원협의회’ 설치를 위한 법
적 방안

-

4. 자유학기제 정착의 상(像)
위에서 자유학기제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정착 방안’이 현실적
인 구체적 대안이라면, ‘정착의 상(像)’은 미래의 자유학기제의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안이다. 정착의 상은 자유학기제의 향후 방향을 단위학교와 교육청 등 관련자들에게 제
시하는 목적을 지닌다. 자유학기제의 정착 모습을 중학교 한 학기만이 아니라 초･중･고를
넘어 대학교까지 연결시켜 가시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바로 ‘자유학기제 정착의 상’이다.
자유학기제의 현장 정착 모습을 좁은 범위와 넓은 범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좁
은 범위로서의 자유학기제의 정착은 현재 제도 여건 상 운영되는 중학교 한학기의 성공적
운영과 타학기와의 내용적 연계를 의미한다. 한편, 넓은 범위로서의 자유학기제 정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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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학기나 타학교급에 제도적으로 자유학기가 신설되고 확대됨과 동시에 내용이 연계되는
것을 포괄한다. 자유학기제의 ‘연계’는 내용적 의미이고, ‘확대’는 행정적 의미를 내포한
다. ‘내용적 연계’라 함은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도록 학생의 꿈과 끼를 계발할 수 있는 콘
텐츠가 수업과 각종 프로그램에 녹아들도록 하고 학생들이 그러한 교육 활동 속에서 행복
감을 느끼는 것이다. 자유학기제 ‘학기의 확대’는 자유학기제를 한 학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학년제로, 혹은 학년별 한학기씩 자유학기제를 제도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
이다. 학교로 범위를 확대하면 자유학교가 될 수도 있다. 자유학기제 내용의 연계와 학기
의 확대는 자유학기제 정착의 내적인 내실화와 외형적인 확장 모습이다.

가. 좁은 범위로서의 자유학기제 정착의 의미
: 중학교 한 학기의 성공적 운영과 타학기와의 내용적 연계
1) 중학교 한 한기의 성공적 운영
자유학기제가 성공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기존의 입시와 서열위주의 교육 구도에서 벗
어나 스스로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찾으며 학교생활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개
인의 적성과 소질이 무시되고 대집단의 중간 수준에 목표를 맞춰 이뤄지는 평균적･획일적
교육이 아닌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한 개별화 교육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과정은 기존의 모든 중학교가 거의 예외 없이 똑같은 교육과
정을 편성하는 ‘고정형’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희망과 요구를 토대로 선택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연한 편성과 운영을 하는 ‘탄력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수업에서
는 학생들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학습의 주인이 되며(곽병선, 2013: 5) 교과의 지식이
삶과 연계되도록 체험형･활동형 방법을 주로 활용한다. 평가는 점수 위주의 순위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과정 중심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를 통해
자신의 강약점을 파악하는 진단의 기회가 된다.
교육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자유학기제의 목표와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
유학기제에 대해 긍정적 태도와 신뢰를 가짐으로써 자유학기제는 추진 동력을 얻는다. 자
유학기제에 대한 열정적 자세로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며 수업 및 평가 방법의 개
선을 이뤄낸다. 기존의 교과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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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운영하며 체험 활동을 통해 배움과 삶의 연계, 진로 의식의 증진을 이뤄낸다. 학생
들은 학습의 주인으로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교사와 학생은 교육 활동
속의 폭넓은 상호작용을 통해 교사는 교육의 보람, 학생은 학습의 즐거움을 맛본다.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환경은 국가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탄탄하게 구축된다.
학생들이 교육 활동의 체험, 즉 교과와 연계된 체험이나 자신의 진로와 연계된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체험처가 많아진다. 체험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안전한 체험이
될 수 있는 곳이 지역 특성에 맞게 형성된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선택 프로그램이나 동아
리 활동에 교육 방법과 프로그램 내용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에 제공되어 교사의 교육 활
동을 돕는다.
교육 주체의 이해와 태도, 내실있는 교육 활동의 실천, 그리고 탄탄한 지원환경의 구축
은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중요한 세 바퀴와 같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상호 연
계되어야 자유학기제는 잘 운영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우선적으로 중학교의 한 학기
만이라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한 학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이는 한
학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학기와의 연계로 이어진다. 한 학기로만으로 무슨 변화가
있냐는 비판도 있지만, ‘첫 발 들여놓기(Foot-In-The-Door)' 전략이 있듯이 첫 발을 잘
떼면 이후 과정은 순조롭고 처음부터 전체를 바꾸려는 것보다 효과적 전략일 수 있다. 따
라서 협의로서의 자유학기제 정착, 즉 중학교 한학기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무엇
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2) 자유학기제와 타학기 간의 내용 연계
스스로 꿈과 끼를 찾으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은 좁은 범위인 중학교 한 학기로
만 그쳐서는 자유학기제 정신이 현장에 정착되었다고 할 수 없다. 자유학기제에서 이뤄내
려 하는 목표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한학기로서만 그쳐서는 안되고 물흐르듯 자연스
럽게 타학기로 넘쳐흘러야 한다. 자유학기제가 진정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면 이전과
이후 학기에 연계되고 확대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먼저 중학교에서 자유학기 전･후로 연속성을 갖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자유학기제를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인식하는 것이 급선무다. 자유학기
제에서 강조하는 체험형･활동형 수업, 교과 간 융합 수업은 이전 학기의 준비 과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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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자유학기제에서 실천 후, 이후 학기에 계속 발전시켜나간다. 이전 학기에서는 학년 간
에, 동학년 간에 협의회를 통해 교육과정 재구성과 타교과와의 단원 연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예를 들면, 월별로 한가지 주제를 정하여 교과를 연계하여 주제통합형 수업을
진행한다. 모든 교사가 시작하기 보다는 희망 교사를 중심으로 하여 점차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자유학기제 이후 학기에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지속적 고민으로 학생들의 진
로 탐색과 창의성, 자기주도학습능력 등을 신장시켜 나가는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다시 지식 주입 방식의 강의식 수업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참여형･활동형 수업
을 운영해 나간다. 비록 시험이 현행 규정 상 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포트폴리오 평
가나 수행 평가 등 과정중심의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피드백해주며 자신의
수준과 부족한 점에 대한 인식을 통해 한 발짝 더 성장하도록 돕는다.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전일제나 반일제 중심으로 운영하여 외부 기관과 협력한 소규
모 진로 체험 활동도 실시하며 학생들의 진로 정보 제공과 진로 탐색 기회를 마련한다.
진로뿐만 아니라 교과 관련 체험 학습의 날을 운영하여 문화, 역사 등 주제 관련 통합 수
업을 운영한다.

나. 넓은 범위로서의 자유학기제 정착의 의미
: 타학기･타학교급으로의 학기 확대와 내용 연계
1) 자유학기제의 학기 확대: 중학교 내 학기 확대
자유학기는 중간･기말고사를 폐지함으로써 학생과 교사가, 그리고 학부모가 시험에 사
로잡혀(Test-lock)있는 현상을 풀어내고, 입시를 준비하고 순위를 경쟁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정석적인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하는 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간･기말 시험이 그리 대단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
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없앨 시도도 못했고 없애지
도 못했다. 학부모의 학업에 대한 관심과 우리나라의 지나친 교육열, 그리고 그 속의 끝없
는 경쟁 시스템을 생각한다면 시험을 없애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의 논란거리로서 충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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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폐지함으로써 학생들은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본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여유와 기회를 갖게 되고, 교사들은 시험을 준비시키는 암기 위주의 교육 부담에서
벗어나 상황판단력과 자기주도력을 키우는 생각하는 교육으로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자유학기제 학기의 확대이다.
학교 차원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자유학기제 정신을 확장해 나가는 데 중요
한 기반이 된다. 학생의 희망과 선택을 반영하는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지식과 삶이 연계
되는 학생 주도의 참여형･활동형 수업, 배움을 촉진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천함으로
써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은 기존의 행정적 문서의 제약과 인식의 제약을 함
께 제거해 나갈 때 가능하다. 이럴 때 자유학기는 타학기로 자유학기제가 지향하는 바를
옮기고 또 다른 자유학기를 낳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 벌써부터 인천시교육청의 경
우 교육감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TV조
선, 2014.9.1.), 자유학기제를 잘 운영하는 일부 연구학교에서는 학기간 연계를 잘 운영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를 한 학년에 한학기씩 운영하는 자유학기 3학기제를 주
장하고 있기도 하다(박헌순, 2014). 이처럼 자유학기제가 학년으로 확대되면 ‘자유학년
제’, 이것이 학교 전체로 그 정신과 제도가 확대되어 운영된다면 ‘자유학교’가 될 것이다.
이로써 자유학기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닌 교육 활동 전반을 변화시키는 기폭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2) 타학교급으로의 학기확대 및 내용 연계
: 초등･고등학교로 학기 확대 및 대학교와의 내용 연계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를 중심으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자유학기제가 확대가 된다.
진로 교육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입학을 위한 진학교육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
교에서는 진로 정보를 제공해주고 학생의 강점을 찾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으며 중학
교에서는 진로 탐색과 이를 통한 상급학교인 고등학교 선택으로 이어진다. 고등학교에서
는 좀 더 구체적인 진로 설정과 목표 의식 고취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직업과 대학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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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으로 연결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하나의 학교급의 한 개의 학기만 ‘반짝’하고 사
라지는 학기가 아니라, 초-중-고를 거쳐 계속 성장하며 자신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제
공하는 연속적인 학기가 됨으로써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귀한 시
간이 된다.
이는 대학교의 인재 선발과 인재 양성에도 상호 영향을 미친다. 대학교에서 학생을 선
발 할 때에도 전체를 한 줄로 세워 1~2점으로 당락을 가르는 선발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 의식이 뚜렷하고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곧 창의성과 인성,
자기주도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과 연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 이는 곧 자유학
기제의 취지와 목적이 확대되는 것이다. ‘자유학기제 세대’ 혹은 ‘자유학기제 키즈(Kids)’
가 대학에서도 높은 성취와 결과를 나타내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
인 인재가 된다면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전반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작
게는 대학의 인재 선발, 양성, 배출의 시스템을 바꾸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는 자유학기
제의 단순한 행정적 확대 그 이상의 의미로써 자유학기제 정신이 학교 교육 현장에 당연
하게 받아들여지며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등 사회 전반적으로 자유학기제 정신을
수용･실천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학기가 비록 한 학기로 시작되지만, 이
전과 이후 학기와 연계되고 타 학년, 타 학교급으로 확대되었을 때 자유학기제 정착은 교
육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자유학기제 정착의 상을 좁은 범위로써 중학교 한 학기, 넓은 범위로써 타학
기･타학교급과의 내용 연계 및 학기 확대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도식화
하면 다음의 [그림 Ⅵ-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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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8] 자유학기제 정착의 상(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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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언
향후 자유학기제가 현장에 원활히 정착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과 후속 연구 제언을 하였다.

가. 정책적 제언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가 성공적 정착하여 교육의 전반적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거시적 정책
들과 문화가 함께 변화되어야 한다. 창의적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대학 입시 체제로의
변화, 다양한 진로선택의 기회가 열리는 사회, 직업의 귀천이 없는 사회 문화 형성 등이
요구된다. 모두가 알다시피 교육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운영을 둘러싼 상위의
정책과 법규, 그리고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 등이 일치된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되어
야 가능하다. 세부적인 교육 방식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다양한 직업 경로가 차단되어 있
거나, 특정 대학과 기업만을 선호하는 사회에서는 정책이 제대로 안착되기는 어렵다. 따
라서 미래 사회의 지향점과 인재 양성이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공유하며 사회 전반이 함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유학기제와 시･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목표한 바를 성공
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연계하며 상생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예컨대, 중앙 정부에서
계획하고 탄생시킨 자유학기제 정책이 있는 반면에,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는 혁
신학교 정책이 있다.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성이 유사한 면도 있고 각 정책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차이점도 존재한다. 상호 간에 배척하거나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
계되고 돕는 양상으로 정책이 운영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공통적인 지향점은 학생의 성
장과 학교 교육의 발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정책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유학기제는 교육 체제 전반의 변화를 도모하기 때문에 교육부나 학교의 노력만
으로는 어렵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자
유학기제가 학교 밖 체험 활동이 많이 이뤄지고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기관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협조가 필수적이다. 예컨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과 단체, 문화체육관광
부의 문화･체육 시설과 단체 등 교육부 소관이 아닌 다양한 중앙 부･처가 관활하는 기관
이 많기 때문에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서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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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교육의 발전 차원에서 지역 사회의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협조를
구하는 데 앞장서서 사회적으로 힘을 모으는 협조 체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 후속 연구 제언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향후 자유학기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업의 변화를 초점으로 운영 개선 방
안을 마련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해 수업 변화가 이뤄지며 다
음 학기까지 유지되는지, 유지되거나 실패한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개선점과 함께 발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의 초기 운영에 있
어서는 체험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너무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 점이 큰데, 결국 자유
학기제를 통해 학교 교육 활동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견인해 내려면 수업의 변화가 관건이
다. 교실 안의 모습은 여전히 내밀한 공간으로서 외부에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육 변화의 핵심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핵심적 분석을 토대로
자유학기제가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 조직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학교 내 학습공동체 형성 방안과 확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유
학기제가 성공한다는 것은 자유학기제가 구상하는 교육 활동이 학교 조직 내에서 유기적
으로 실천되는 것이며 이러한 원동력은 교사 개인에 있기 보다는 집단 지성을 통한 교사
학습 공동체 형성에 있다. 학교 내에서 교사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교사 간에 전문성이
공유되는 체제가 구축되고, 이것이 학교 안을 넘어 학교 밖으로 확산되는 것은 전국적으
로 자유학기제가 안착되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학교 내 교사들의 학습공동체 형성 방안과
학교 밖으로 확산시키는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 정책 운영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의 신뢰 구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책이 단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 역사에서 빈번히 발생하여 교사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되
어 있지 않다. 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되어 학교 교육이 지속적 성장을 이뤄내
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으로 정책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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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구성원이나 특정의 정책이 문제가 아닌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사회의 저변에 깔려 있는 정책 불신을 정책 신뢰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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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ttlement Measures for
Middle School Free-Semester Program in Korea
Shin, Chol-Kyun(KEDI)
Hwang, Eun-Hui(KEDI)
Kim, Eun-Young(KEDI)
Song, Kyoung-Oh(Chosun University)
Park, Min-Jeong(Dongguk University)

This research was conducted in order to provide settlement measurements for
recently introduced Free-semester program in Korean middle schools. In order to
achieve research goals, theoretical framework of free-semester program was
established and actual practice and preparation of the project have been
analyzed. There are three main research questions from this study which are;
first, to define theoretical framework of free-semester program policy, second,
to find school members' awareness on the new policy as well as to investigate on
various condition including level of preparation regarding free-semester program
in school fields. Lastly, the research focuses to draw necessary policy implication
that can help build more effective settlement of free-semester program. In order
to answer these research questions, the study implemented literature analysis
based on wide range of documents, survey analysis and case study investigations.
In Chapter 2, theoretical ground for research has been built by analyzing
results from previous studies that discussed future competency, middle school
education, and Korea's past educational policies. Problems of Korean middle
school education has been analyzed by searching on definition and direction of
middle school and future competency. According to studies that analyzed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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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educational policies, it was found that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policy
implementation targeted for secondary education, most of the focus was made on
high school system and there has been less attention paid on middle school level.
Also, the government tried various measures to change college admission policy
but it did not succeed on resolving Korea's severe test-lock phenomenon.
Moreover, the goal for many policies were based on to achieve external objectives
rather than trying to improve students' emotional growth and most of the policy
tasks were concentrated on achieving limited range of educational activity. Based
from such finding, the influence of free-semester program on Korea's
educational context will play significant role in bringing positive change.
Chapter 3 suggested conceptual model for policy implementation on
free-semester program. In order to achieve effective and smooth operation of the
policy, it is vital to indicate precise objective and philosophy of free-semester
program. The study described the causes for implementing free-semester
program based on four categories which are educational demand, social demand,
political demand and global demand. The official objective of free-semester
program policy is to find students' dream and talent, to foster students'
future-oriented competency, and to pursue for students' happiness. The
philosophical idea laid within these policy objectives are to realize learnercentered education, to build education that effectively links life and learning and
to achieve school autonomy. The core principals for achieving these objectives
are firstly, to create flexibility in curriculum design and school management in
order to promote active student participation. Second, as for teaching and
learning aspect, there should be higher level of diversification in terms of
student-centered class and teaching methods. Third, as for evaluation aspect,
the government and school needs to encourage building more comprehensive
assessment tools (e.g. essay writing) and to evaluate 'process' of learning itself,
rather than just assessing the output. Also, instead of having ex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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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centered evaluation method, parents and students can also have their
roles as evaluators. Moreover, evaluation result that reflects school and subject's
characteristics could be offered to students and their parents. Lastly, school
administration needs to create opened learning environment which supports both
psychological and physical needs of students, and school's competency for
curriculum restructuring needs to be improved. Furthermore, school needs to
establish strong and flexible network with its local and central community in
order to create more effective infrastructure for students' experiential activities.
This study provided operational model for free-semester program combining
contents proposed above.
In chapter 4, comparative analysis was made between pilot schools of
free-semester program and general schools, where it investigated on finding
differences in their awareness (understanding, attitude), educational activities,
support environment, school management output, and members' requirement of
free-semester program. Followings are result from this chapter. First, members
in schools have expressed positive attitude agreeing to the needs of
free-semester program. However, school members were confused with the actual
level of consistency and substantiality of the policy although they were agreeing
with the vision of the policy in general. Secon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free-semester program,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in order to bring
changes in school's teaching and learning environment, but it was found that
teachers are experiencing difficulty with excessive administrative work and
psychological burden regarding evaluation result. Third, in terms of creating
infrastructure for free-semester programs, it was found that school members
may not be seeing the level of available resource provided from the government
in the equivalent level that the government considers they are providing. Schools
were still facing difficulty in terms of finding appropriate resource for
experimental sites and to utilize external human resource network, and th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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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difficulty was found to be different by school's size and location. Fourth, pilot
schools scored higher on students' level of improvement on talent and aptitude,
as well as overall satisfaction in their educational experience. However, teachers
responded that although their autonomy is increased, their satisfaction are lower
due to excessive works created by free-semester program. Parents who have high
performing child responded positively toward the free semester program for it
increases their child's level of interest and aptitude. Lastly, school members
mostly preferred that the free semester to be implemented on the second
semester of the 1st year students, and they requested for increase in financial
resource. However, it was found that school members(teacher, student, parents)
all had different understanding of policy objective of free-semester program.
In chapter 5, in order to investigate on the both positive change and drawbacks
created by implementation of the free semester program has created, several case
studies were conducted on pilot schools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Followings
are the result from this chapter. First, the free-semester program created
flexibility on parents, students and teachers on their time and psychological
pressure, hence providing foothold for change and innovation in school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re still exists various misunderstanding and bias towards
the free-semester program. Some responded that free-semester is equivalent for
time to 'play' and some parents raised issues for using free-semester program to
develop their child's academic performance. Based on such result, it can be
suggested that clear consensus on objective of free-semester program needs to be
formed among all school members. Third, the major cause for teachers' burden
was created from searching for experiential activity sites and from the change in
evaluation method on their students, hence further support on relieving their
burden is required. Fourth, basic infrastructure for free-semester program
operation is still lacking, however it was found that what is more important than
the infrastructure itself is teachers' willingness and proactive attitude to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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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ing for their local community. Fifth, it was found that the existing
conception of school education is changing. It was evident that the school
members had demand to push the boundary of existing education, and put more
emphasis on creating active and effective learning environment. Lastly, each
school had their own authentic model of operating free-semester program. Since
schools have difference in their strengths and accumulated experience, they were
using discretion on adapting operation manual of the policy by reflecting their
own condition and unique characteristics.
Chapter 6 provides suggestion on policy implication based on combined results
from survey analysis and case studies. The results have been categorized into
'phenomenon of current problem, its cause, alternative options and case from local
and overseas' where specific policy implications have been made based on each
category. First, as for improving school members' understanding on free-semester
program, th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various policy tools and schools need to
create supportive climate for their members. Also, teachers' and bureaucrats'
level of understanding on the policy needs to be enhanced. Moreover, it will be useful
to offer sessions for parents to participate in, since many parents showed their
concern with the possibility that their child's academic achievement may be affected
during free-semester program. With parental participation, it could help parents to
have more precise understanding on the purpose and potential outcome from freesemester program. Second, this study puts its emphasis on providing effective linkage
between free-semester with rest of the school semesters and to reinforce cooperation
with school's local community in order to create more diverse experiential learning
opportunities. And to enhance teachers' professionalism, it is important to create
sustainable learning community for teachers and also to offer effective training
programs. Lastly, in order to establish environment for effective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it will be important to form a central and local advisory board
where it can assist schools finding local partners and human resources. Also,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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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suggested legal measurements for establishing 'school education support council'
and to construct effective financial subsidy for consistent support of the program.
Moreover, in order to reduce the burden of teachers, current system on providing the
result of evaluation needs to be improved.
This study suggests that idealistic settlement of free-semester programs would
be for schools to continue its program with other semesters as well as with other
schools effectively.
Policy implication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ly, in order to realize
successful settlement on free-semester programs to schools, other macro policies
and cultural factors related to education also need to be changed. Also,
free-semester program and other existing education policy needs to be linked and
should be in mutual relationship. Third, since the free-semester program aims to
bring overall change in Korean education system as a whole, it is crucial to have
support from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ing bodies and local communities
along with efforts from schools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For future study, free-semester's impact on change in school classes need to
be investigated and it will be meaningful to find out whether such change is
maintained in long term, and to find out reasons for success and failure would
provide more in-depth policy implication. Secondly, in order to bring out
continuous and nationwide change in school organization through free-semester
program, future research needs to seek for measures on establishing learningcommunity for teachers. Third, future research also needs to pay attention on finding
measures to establish policy trust, which can in long term, enhance consistent
support from teacher, parents and students towards free-semester program.
❏ keywords: Free-semester program, Settlement, Middle school, Organization
member's understanding and attitude, Educational activity
operation, Support environment, Linkage with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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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정윤하(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yunhaha84@kedi.re.kr / 02-3460-0321
∙ 주 소 : (137-791)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동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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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선생님의 인식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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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유학기제의 도입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2

자유학기제의 기본교과와 자율과정의 특징이 무엇인
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이 어떻게 이
루어지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과정중심의 학생평가를 어떻
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는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핵심성취 기준에 근거한 교과 내용의 재구성을 실시
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자유학기제를 위해 동료 교사들과 협력하고자 노력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교과별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다른 교사와
협의하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자유학기제는 학교 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필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비전이나 목적은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자유학기제 정책 운영과정은 일관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자유학기제는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Ⅱ. 다음은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귀교의 교육 활동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토론과 실험･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진행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융합･연계 수업을 진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형성평가,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진행한
다

①

②

③

④

⑤

4

평가 결과는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기록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학생들은 원하는 자율과정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자율과정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설된다

①

②

③

④

⑤

7

교과별 핵심성취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
여 진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기본교과와 자율과정의 시간 배분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자율과정: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활동, 선택 프로그램 활동, 예체능 활동

부 록

275

Ⅲ. 다음은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선생님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
에 ✓표 해주십시오.

번호

276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내 교사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4

수업 및 평가 시 자율성을 발휘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수업 계획 및 진행에 대한 전문성이 신장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교사로서 보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학교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Ⅳ. 다음은 자유학기제를 위한 학교 내･외의 지원 정도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
에 ✓표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유학기제를 위한 수업 보조 인력이나 행정 인력이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자유학기제를 위한 학교 내 조직과 구성원 업무는 효
과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장은 학교 내･외부의 교육 인프라 발굴에 적극적
이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장은 구성원의 협력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
다

①

②

③

④

⑤

5

학교 시설(공간)이 자유학기제 운영에 적합하게 구축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자유학기제를 위한 예산 지원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자유학기제를 위한 지역사회 인력풀이 잘 구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외부 강사 활용시 우수한 외부강사 확보가 잘 이루어
진다

①

②

③

④

⑤

9

학생 체험 활동을 위한 지역 사회의 체험처가 다양하
다

①

②

③

④

⑤

10

지역사회 체험처의 교육 프로그램 질은 양호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자유학기제를 위한 외부의 연수 지원이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자유학기제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홍보가 잘 되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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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자유학기제의 요구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1. 다음 중 자유학기제 정책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 ① 평가 방법의 변화
____ ② 학교 교육방법 전반의 변화
____ ③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____ ④ 진로 교육 활성화
____ ⑤ 기타(주관식 :

)

2-1. 자유학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기를 체크해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⑥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2-2. 적합한 자유학기로 위와 같이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응답 가능)
____ ① 학생들의 고입 시험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____ ② 학생들의 진로 탐색 시기로 적정해서
____ ③ 학생들의 중학교 생활 적응에 적합해서
____ ④ 학생들의 학습 습관 형성에 적합해서
____ ⑤ 교사들의 준비 시간이 필요해서
____ ⑥ 기타(주관식 :

)

3. 자유학기제를 위하여 어떤 연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2개까지
응답 가능)
____ ① 교육과정 자율화 역량 계발
____ ② 학생 참여형 교수･학습방법 개선
____ ③ 성취수준에 따른 평가방법 개선
____ ④ 다양한 자율활동(진로, 예체능, 동아리, 선택교과 등) 프로그램 운영
____ ⑤ 기타(주관식: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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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음 자유학기제 내용 중 다른 학기, 다른 학년과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2개까지 응답 가능)
____ ① 진로인식-진로탐색-진로설계로 이어지는 진로 교육
____ ② 체험형･활동형 교수･학습방법 개선
____ ③ 형성평가, 수행평가 등 평가 방법 개선
____ ④ 다양한 학생 선택 프로그램의 개설
____ ⑤ 교과-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연계
____ ⑥ 지역 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 관리
____ ⑦ 기타 (주관식 :

)

5. 다음 중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장 기대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각 부분에서 한 가지씩
선택해주십시오.
학생

교사

___ ①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 ___ ① 교사들의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
___ ② 학교생활의 여유와 즐거움 증가
___ ③ 교사-학생 및 학생 간 관계 개선

___ ② 교사들의 시험에 얽매이지 않은
교육 활동

___ ④ 학생들의 진로 의식 성숙

___ ③ 교사들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___ ⑤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 확대

___ ④ 교사들의 협력적 문화 조성

___ ⑥ 기타(주관식:

)

___ ⑤ 기타(주관식:

)

6. 다음 중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각 부분에서 한 가지씩
선택해주십시오.
학생

교사

___ ① 학생들의 산만한 수업 태도

___ ① 다음 학기 연계에 대한 부담

___ ② 학생들의 학업 성적 저하

___ ② 시수 조정에 대한 교사 간 갈등

___ ③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시 준비 문제 ___ ③ 자율과정 등 새로운 수업에 대한
___ ④ 체험 활동 시 학생들의 안전 문제
___ ⑤ 기타(주관식:

)

운영(준비) 부담
___ ④ 협업기관 연계 등 자유학기제 관련
업무 부담
____⑤ 기타(주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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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촉진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부분에
서 한 가지씩 선택해주십시오.

____ ① 교사 간 활발한 협력
____ ② 학교 운영에 대한 교사의 자율권 확대
구성원
인식

____ ③ 변화를 권장하는 학교 분위기
____ ④ 학생들의 긍정적 반응
____ ⑤ 학부모의 신뢰와 지원
____ ⑥ 기타(주관식:

)

____ ① 다양한 수업 및 평가 방법 시도
____ ② 학교 맞춤형 자율과정 편성･운영
교육

____ ③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활동

____ ④ 내실 있는 체험 활동
____ ⑤ 타학기, 타학년 간 연계
____ ⑥ 기타(주관식:

)

____ ① 예산, 학교 시설 등 물적 지원의 확대
____ ② 지역 체험 기관과의 협력 확대
지원

____ ③ 외부강사 인력풀 확보

환경

____ ④ 연수, 장학, 컨설팅 등 제공
____ ⑤ 자유학기제 홍보 확대
____ ⑥ 기타(주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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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다음 중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부분
에서 한 가지씩 선택해주십시오.

____ ① 진도와 시험 중심의 전통적 사고
____ ② 학업 성적 저하에 대한 우려
구성원
인식

____ ③ 교사 간 소통 부재
____ ④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
____ ⑤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부모의 반대와 무관심
____ ⑥ 기타(주관식:

)

____ ① 교사들의 평가 기록 부담
____ ②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체험 활동
교육

____ ③ 프로그램 개설시 학생 요구 수용의 한계

활동

____ ④ 자율과정 구성 등 수업 시수 조정의 어려움
____ ⑤ 타학기, 타학년 간 연계 부족
____ ⑥ 기타(주관식:

)

____ ① 예산, 학교 시설 등 물적 지원의 부족
____ ② 지역 체험 기관과의 협력 부족
____ ③ 외부강사 인력풀 부족
지원

____ ④ 연수, 컨설팅 등 제공 부족

환경

____ ⑤ 자유학기제 홍보 부족
____ ⑥ 체험 활동 시 학생 안전문제에 대한 부담
____ ⑦ 교사 자유학기제 관련 업무 부담 과중
____ ⑧ 기타(주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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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음은 간단한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1. 학교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① 특별시･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2.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

②여

3. 선생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① 교장

② 교감

③ 부장교사

④ 일반교사

⑤ 기간제, 시간강사

4. 선생님의 교직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

③
10년 이상

④
15년 이상~

~10년 미만

~15년 미만

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5. 선생님의 담당 교과는 무엇입니까?
① 국어

② 영어 ③ 수학

⑥ 음악

⑦ 미술

④ 사회과
⑧ 체육

⑤ 과학과

⑨ 도덕

⑩ 기술･가정

⑪ 기타(직접기재 :

)

6. 선생님께서는 자유학기제 관련 수업이나 업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예

② 아니요

7. 선생님께서는 현재 학급담임을 맡고 계십니까?
①예

② 아니요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82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부록 1-2] 연구학교 학생용 설문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방안 연구:
구성원 인식 및 실태 조사(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 조사는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현재 중학교의
인식 및 운영(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설문의 결과를 토대
로 향후 자유학기제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 될 것입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학생 여러분은 각 물음에 대하여 솔직하게 하나도 빠
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조사 결과는 본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
며 학교와 학생 개인의 대한 정보가 드러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4년 7월
한국교육개발원

※ 이번 조사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 신철균(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ckshin@kedi.re.kr / 02-3460-0655
∙ 담당자 : 정윤하(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yunhaha84@kedi.re.kr / 02-3460-0321
∙ 주 소 : (137-791)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동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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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선생님의 인식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번호

284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유학기제를 왜 시행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수업내용의 변화가 어떻게 이
루어지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수업 방법의 변화가 어떻게 이
루어지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학생 평가의 변화가 어떻게 이
루어지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자유학기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아
본다

①

②

③

④

⑤

6

자유학기제에 실시하는 모둠 활동을 위해 친구들과
협력하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자유학기제를 통해 중학교 생활이 더욱 행복해 질 것
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자유학기제는 나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Ⅱ. 다음은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학교의 교육 활동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토론과 실험･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이 진행된
다

①

②

③

④

⑤

2

여러 교과 선생님들이 협력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형성평가,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가 진행된다

①

②

③

④

⑤

4

평가 결과는 나의 개별적인 특성을 잘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원하는 자율과정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자율과정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설된다

①

②

③

④

⑤

7

교과 외 활동(자율과정)은 학생의 희망을 반영하여 개
설된다

①

②

③

④

⑤

8

교과 외 활동(자율과정)의 시간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자율과정: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활동, 선택 프로그램 활동, 예체능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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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
에 ✓표 해주십시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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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선생님과 부담 없이 대화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친구들과 사이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수업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4

수업을 통해 나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학교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Ⅳ. 다음은 자유학기제를 위한 학교 내･외의 지원 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시설(공간)이 자유학기제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다

①

②

③

④

⑤

2

외부 강사 선생님들의 수업 진행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지역에는 학생들이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곳
이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지역 체험 활동 장소의 프로그램 내용은 적절하
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학교는 자유학기제에 대해 잘 홍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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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자유학기제의 요구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1. 다음 중 자유학기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 ① 평가 방법의 변화(예: 중간, 기말고사 없음 등)
____ ② 학교 교육방법 전반의 변화(예: 실험, 토론 수업의 확대 등)
____ ③ 학교 교육 내용의 다양화(예: 선택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확대 등)
____ ④ 진로 교육 활성화(예: 진로 탐색 활동 확대 등)
____ ⑤ 기타(주관식 :

)

2-1. 자유학기제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기를 체크해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⑥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2-2. 적합한 자유학기로 위와 같이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응답 가능)
____ ① 학생들의 고입 시험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____ ② 학생들의 진로 탐색 시기로 적정해서
____ ③ 학생들의 중학교 생활 적응에 적합해서
____ ④ 학생들의 학습 습관 형성에 적합해서
____ ⑤ 교사들의 준비 시간이 필요해서
____ ⑥ 기타(주관식 :

)

3. 다음 중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장 기대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응답 가능)
___ ① 재미있는 교과 수업
___ ② 학교생활의 여유와 즐거움 증가
___ ③ 친구들 및 선생님과의 관계 개선
___ ④ 진로 의식 성숙
___ ⑤ 다양한 경험 확대
___ ⑥ 기타(주관식: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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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음 중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응답 가능)
___ ① 산만한 수업 태도
___ ② 학업 성적 저하
___ ③ 고등학교 입시 준비 문제
___ ④ 체험 활동 시 안전 문제
___ ⑤ 새로운 수업 방법에 대한 적응이 어려움
___ ⑥ 구체적인 평가결과(점수, 석차) 확인의 어려움
___ ⑦ 기타(주관식:

)

Ⅵ. 다음은 간단한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1. 학교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① 특별시･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2. 여러분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

②여

3. 여러분은 현재 몇 학년에 재학 중입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4. 지난 학기에 여러분의 성적은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됩니까?
①상

②중

③하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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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연구학교 학부모용 설문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방안 연구:
구성원 인식 및 실태 조사(학부모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 조사는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현재 중학교의
인식 및 운영(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설문의 결과를 토대
로 향후 자유학기제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 될 것입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학생 여러분은 각 물음에 대하여 솔직하게 하나도 빠
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조사 결과는 본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
며 학교와 학생 개인의 대한 정보가 드러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4년 7월
한국교육개발원

※ 이번 조사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 신철균(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ckshin@kedi.re.kr / 02-3460-0655
∙ 담당자 : 정윤하(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yunhaha84@kedi.re.kr / 02-3460-0321
∙ 주 소 : (137-791)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동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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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선생님의 인식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유학기제를 왜 시행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수업내용의 변화가 어떻게 이
루어지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수업 방법의 변화가 어떻게 이
루어지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학생 평가의 변화가 어떻게 이
루어지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자유학기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아
본다

①

②

③

④

⑤

6

학부모 인솔 교사 등을 통해 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
에 참여하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이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자유학기제는 자녀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필요하
다

①

②

③

④

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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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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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는 학교생활에 대해 부모와 대화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는 학교 친구들과 사이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는 학교생활을 즐거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는 학교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대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자녀는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자녀는 학교교육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한
다

①

②

③

④

⑤

7

학부모로서 나는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이루어진 학
교교육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Ⅲ. 다음은 자유학기제의 요구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1. 다음 중 자유학기제 정책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 ① 평가 방법의 변화(예: 중간, 기말고사 없음 등)
____ ② 학교 교육방법 전반의 변화(예: 실험, 토론 수업의 확대 등)
____ ③ 학교 교육 내용의 다양화(예: 선택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확대 등)
____ ④ 진로 교육 활성화(예: 진로 탐색 활동 확대 등)
____ ⑤ 기타(주관식 :

)

2-1. 자유학기제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기를 체크해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⑥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2-2. 적합한 자유학기로 위와 같이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응답 가능)
____ ① 학생들의 고입 시험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____ ② 학생들의 진로 탐색 시기로 적정해서
____ ③ 학생들의 중학교 생활 적응에 적합해서
____ ④ 학생들의 학습 습관 형성에 적합해서
____ ⑤ 교사들의 준비 시간이 필요해서
____ ⑥ 기타(주관식 :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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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자유학기제 내용 중 다른 학기, 다른 학년과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2개까지 응답 가능)
____ ① 진로인식-진로탐색-진로설계로 이어지는 진로 교육
____ ② 체험형･활동형 교수･학습방법 개선
____ ③ 형성평가, 수행평가 등 평가 방법 개선
____ ④ 다양한 학생 선택 프로그램의 개설
____ ⑤ 교과-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연계
____ ⑥ 지역 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 관리
____ ⑦ 기타 (주관식 :

)

4. 다음 중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장 기대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응답 가능)
___ ①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
___ ② 학교생활의 여유와 즐거움 증가
___ ③ 친구들 및 선생님과의 관계 개선
___ ④ 학생들의 진로 의식 성숙
___ ⑤ 다양한 경험 확대
___ ⑥ 기타(주관식:

)

5. 다음 중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응답 가능)
___ ① 학생들의 산만한 수업 태도
___ ② 자녀의 학업 성적 저하
___ ③ 자녀의 고등학교 입시 준비 문제
___ ④ 체험 활동 시 학생들의 안전 문제
___ ⑤ 학생 체험 인프라의 부족
___ ⑥ 구체적인 평가결과(점수, 석차) 확인의 어려움
___ ⑦ 기타(주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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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다음 중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촉진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부분
에서 한 가지씩 선택해주십시오.

____ ① 교사 간 활발한 협력
____ ② 학교 운영에 대한 교사의 자율권 확대
구성원 인식

____ ③ 변화를 권장하는 학교 분위기
____ ④ 학생들의 긍정적 반응
____ ⑤ 학부모의 신뢰와 지원
____ ⑥ 기타(주관식:

)

____ ① 다양한 수업 및 평가 방법 시도
____ ② 학교 맞춤형 자율과정 편성･운영
교육

____ ③ 학생 희망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활동

____ ④ 내실 있는 체험 활동
____ ⑤ 타학기, 타학년 간 연계
____ ⑥ 기타(주관식:

)

____ ① 예산, 학교 시설 등 물적 지원의 확대
____ ② 지역 체험 기관과의 협력 확대
지원

____ ③ 외부강사 인력풀 확보

환경

____ ④ 연수, 장학, 컨설팅 등 제공
____ ⑤ 자유학기제 홍보 확대
____ ⑥ 기타(주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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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부분에
서 한 가지씩 선택해주십시오.

____ ① 진도와 시험 중심의 전통적 사고
____ ② 학업 성적 저하에 대한 우려
구성원
인식

____ ③ 교사 간 소통 부재
____ ④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
____ ⑤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부모의 반대와 무관심
____ ⑥ 기타(주관식:

)

____ ① 교사들의 평가 기록 부담
____ ②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체험 활동
교육

____ ③ 프로그램 개설시 학생 요구 수용의 한계

활동

____ ④ 자율과정 구성 등 수업 시수 조정의 어려움
____ ⑤ 타학기, 타학년 간 연계 부족
____ ⑥ 기타(주관식:

)

____ ① 예산, 학교 시설 등 물적 지원의 부족
____ ② 지역 체험 기관과의 협력 부족
____ ③ 외부강사 인력풀 부족
지원

____ ④ 연수, 컨설팅 등 제공 부족

환경

____ ⑤ 자유학기제 홍보 부족
____ ⑥ 체험 활동 시 학생 안전문제에 대한 부담
____ ⑦ 교사 자유학기제 관련 업무 부담 과중
____ ⑧ 기타(주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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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다음은 간단한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1. 설문대상 자녀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①부

②모

③ 조부

④ 조모

⑤ 기타(주관식 :

)

2. 설문대상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

②여

3. 설문대상 자녀는 현재 몇 학년에 재학 중입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4. 설문대상 자녀의 성적은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됩니까?
①상

②중

③하

5. 설문대상 자녀의 사교육비(학원 및 과외 수업비)로 얼마를 지출하고 계십니까?
①
10만원 미만

②

③

④

10만원 이상

30만원이상

5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70만원 미만

⑤
70만원 이상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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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연구학교 학교용 설문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방안 연구:
구성원의 인식 및 실태 조사(학교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 조사는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현재 중학교의
인식 및 운영(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설문의 결과를 토대
로 향후 자유학기제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 될 것입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학생 여러분은 각 물음에 대하여 솔직하게 하나도 빠
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조사 결과는 본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
며 학교와 학생 개인의 대한 정보가 드러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4년 7월
한국교육개발원

※ 이번 조사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 신철균(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ckshin@kedi.re.kr / 02-3460-0655
∙ 담당자 : 정윤하(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yunhaha84@kedi.re.kr / 02-3460-0321
∙ 주 소 : (137-791)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동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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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자유학기제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지원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
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1. 다음 보기 중, 귀교의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 도움을 주는 외부 인력들의 활용여부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또한 섭외하기 어려웠던 정도를 ✓표 해주십시오.

보기

활용여부

섭외 정도
어려움

보통

쉬움

특강(진로 포함) 강사

①예

② 아니요

①

②

③

예체능 강사

①예

② 아니요

①

②

③

학생 선택 프로그램 강사

①예

② 아니요

①

②

③

동아리 강사

①예

② 아니요

①

②

③

학부모 자원 봉사자

①예

② 아니요

①

②

③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멘토

①예

② 아니요

①

②

③

기타(직접기입)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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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귀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위해 MOU를 맺고 있거나 활용하고 있는 외부 기관(체험처)
은 몇 개입니까? 오른쪽 <표> 상단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2-2. 활용하는 외부기관을 오른쪽 <표>에 최대 15개까지 적어주시고, 아래 <보기>를 참조
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1) 각 기관과 MOU를 맺었는지 여부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2) 각 기관이 국가･공공기관이었는지, 민간 기관이었는지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3) 각 기관이 지역사회 기관이었는지 여부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4) 각 기관을 활용하게 된 경로가 무엇이었는지 기입하여 주십시오.
5) 한 학기 동안 각 기관의 교육 활동 횟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6) 각 기관이 학교활동에 도움이 된 정도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보기 >
1) MOU 체결 여부

① 체결함

② 체결하지 않음

2) 공공기관 여부

① 국가･공공 기관

② 민간 기관

3) 지역사회 기관 여부

① 지역사회 기관

② 지역사회 이외 기관

① 인맥(교사를 통해)
② 인맥(학부모를 통해)
③ 소개(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해)
4) 기관 활용 경로

④ 소개(교육부 등을 통해)
⑤ 직접요청(학교에서→기관으로)
⑥ 직접요청(기관에서→학교로)
⑦ 기타(주관식:

5) 한 학기 동안
활용 횟수

① 0회

② 1회 ~ 2회

③ 3회 ~ 5회

④ 5회 ~ 9회

⑤ 10회 이상
① 전혀 도움 안 됨

6) 학교활동에 도움 정도 ③ 보통
⑤ 매우 도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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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별로 도움 안 됨
④ 약간 도움 됨

2-1.
총 외부기관(체험처) 수

총

개

2-2. 최대 15개까지 기입 가능, MOU를 맺은 기관은 필수 기입

외부기관(체험처)명

예시:

한국교육개발원

1) MOU 2) 공공 3) 지역 4) 활용 5) 활용 6) 도움
체결
기관
기관
경로
횟수
정도
여부
여부
여부
①

①

②

④

③

③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부 록

301

Ⅱ. 다음은 학교 배경 및 기타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응답

1

학교소재지

① 특별시･광역시

② 중･소도시

2

설립유형

① 국･공립

② 사립

3

학교구분

① 남녀공학

② 남중

4

학교유형

① 2013년 연구학교

5

총 학생 수

6

학급당
학생 수

7

총 교원수

②
100명 이상
~500명 미만

100명 미만

10명 미만

③ 여중

② 2014년 연구학교

①

①

③ 읍･면지역

③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②
③
10명 이상 ~20명 20명 이상 ~30명
미만
미만

④
1,000명 이상
④
30명 이상

①

②

③

④

25명 미만

25명 이상
~50명 미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명 이상

8. 귀교는 다음 4가지 자유학기제 예시 모형 중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① 진로탐색 중점모형
② 학생 선택 프로그램 중점 모형
③ 동아리 활동 중점 모형
④ 예술･체육 중점 모형
⑤ 특별히 중점을 두는 모형이 없음

9. 작년(2013년)과 올해(2014년) 귀교에서 운영하는 다른 연구학교 사업(예: 창의인성, 교
과교실제, STEAM 연구학교 등)이 있다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2013년)
직접기입:

올해(2014년)
직접기입: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302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부록 1-5] 희망･일반학교 교사용 설문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구성원 인식 및 실태 조사(교사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 조사는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현재 중학교의
인식 및 운영(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설문의 결과를 토대
로 향후 자유학기제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 될 것입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학생 여러분은 각 물음에 대하여 솔직하게 하나도 빠
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조사 결과는 본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
며 학교와 학생 개인의 대한 정보가 드러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4년 7월
한국교육개발원

※ 이번 조사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 신철균(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ckshin@kedi.re.kr / 02-3460-0655
∙ 담당자 : 정윤하(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yunhaha84@kedi.re.kr / 02-3460-0321
∙ 주 소 : (137-791)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동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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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현재 귀교의 교육 활동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
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토론과 실험･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진행한
다

①

②

③

④

⑤

2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융합･연계 수업을 진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형성평가, 수행평가 등의 과정 중심 평가를 진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평가 결과는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기록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학생들은 원하는 교과 외 활동(창체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교과 외 활동(창체 등)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개설된다

①

②

③

④

⑤

7

교과별 핵심성취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진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교과 외 활동(창체 등)의 시간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창체(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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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현재 선생님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내 교사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4

수업 및 평가 시 자율성을 발휘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수업 계획 및 진행에 대한 전문성이 신장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교사로서 보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학교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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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선생님의 인식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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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유학기제의 도입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자유학기제의 기본교과와 자율과정의 특징이 무엇인
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이 어떻게 이
루어지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과정중심의 학생평가가 어떻게
실시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는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자율
적으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자유학기제를 위해 동료 교사들과 협력하고자 노력한
다

①

②

③

④

⑤

7

자유학기제는 학교 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필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비전이나 목적은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자유학기제 정책 운영과정은 일관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자유학기제는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Ⅳ. 다음은 자유학기제를 위한 학교 내･외의 지원 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장은 학교 내･외부의 교육 인프라 발굴에 적극적
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장은 구성원의 협력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
다

①

②

③

④

⑤

3

자유학기제를 위한 지역사회 인력풀이 잘 구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부 강사 활용시 우수한 외부강사 확보가 잘 이루어
진다

①

②

③

④

⑤

5

학생 체험 활동을 위한 지역 사회의 체험처가 다양하
다

①

②

③

④

⑤

6

지역사회 체험처의 교육 프로그램 질은 양호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자유학기제를 위한 외부의 연수 지원이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자유학기제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홍보가 잘 되어 있
다

①

②

③

④

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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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자유학기제의 요구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1. 다음 중 자유학기제 정책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 ① 평가 방법의 변화
____ ② 학교 교육방법 전반의 변화
____ ③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____ ④ 진로 교육 활성화
____ ⑤ 기타(주관식 :

)

2-1. 자유학기제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기를 체크해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⑥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2-2. 적합한 자유학기로 위와 같이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응답 가능)
____ ① 학생들의 고입 시험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____ ② 학생들의 진로 탐색 시기로 적정해서
____ ③ 학생들의 중학교 생활 적응에 적합해서
____ ④ 학생들의 학습 습관 형성에 적합해서
____ ⑤ 교사들의 준비 시간이 필요해서
____ ⑥ 기타(주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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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유학기제를 위하여 어떤 연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2개까지
응답 가능)
____ ① 교육과정 자율화 역량 계발
____ ② 학생 참여형 교수･학습방법 개선
____ ③ 성취수준에 따른 평가방법 개선
____ ④ 다양한 자율활동(진로, 예체능, 동아리, 선택교과 등) 프로그램 운영
____ ⑤ 기타(주관식:

)

4. 다음 자유학기제 내용 중 다른 학기, 다른 학년과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2개까지 응답 가능)
____ ① 진로인식-진로탐색-진로설계로 이어지는 진로 교육
____ ② 체험형･활동형 교수･학습방법 개선
____ ③ 형성평가, 수행평가 등 평가 방법 개선
____ ④ 다양한 학생 선택 프로그램의 개설
____ ⑤ 교과-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연계
____ ⑥ 지역 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 관리
____ ⑦ 기타 (주관식 :

)

5. 다음 중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장 기대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각 부분에서 한 가지씩
선택해주십시오.
학생

교사

___ ①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 ___ ① 교사들의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
___ ② 학교생활의 여유와 즐거움 증가
___ ③ 교사-학생 및 학생 간 관계 개선

___ ② 교사들의 시험에 얽매이지 않은
교육 활동

___ ④ 학생들의 진로 의식 성숙

___ ③ 교사들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___ ⑤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 확대

___ ④ 교사들의 협력적 문화 조성

___ ⑥ 기타(주관식:

)

___ ⑤ 기타(주관식: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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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각 부분에서 한 가지씩
선택해주십시오.
학생

교사

___ ① 학생들의 산만한 수업 태도

___ ① 다음 학기 연계에 대한 부담

___ ② 학생들의 학업 성적 저하

___ ② 시수 조정에 대한 교사 간 갈등

___ ③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시 준비 문제 ___ ③ 자율과정 등 새로운 수업에 대한
___ ④ 체험 활동 시 학생들의 안전 문제
___ ⑤ 기타(주관식:

)

운영(준비) 부담
___ ④ 협업기관 연계 등 자유학기제 관련
업무 부담
____⑤ 기타(주관식:

)

7. 다음 중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촉진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부분에
서 한 가지씩 선택해주십시오.
____ ① 교사 간 활발한 협력
____ ② 학교 운영에 대한 교사의 자율권 확대
구성원
인식

____ ③ 변화를 권장하는 학교 분위기
____ ④ 학생들의 긍정적 반응
____ ⑤ 학부모의 신뢰와 지원
____ ⑥ 기타(주관식:

)

____ ① 다양한 수업 및 평가 방법 시도
____ ② 학교 맞춤형 자율과정 편성･운영
교육

____ ③ 학생 희망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활동

____ ④ 내실 있는 체험 활동
____ ⑤ 타학기, 타학년 간 연계
____ ⑥ 기타(주관식:

)

____ ① 예산, 시설 설치 등 물적 지원의 확대
____ ② 지역 체험 기관과의 협력 확대
지원

____ ③ 외부강사 인력풀 확보

환경

____ ④ 연수, 장학, 컨설팅 등 제공
____ ⑤ 자유학기제 홍보 확대
____ ⑥ 기타(주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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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다음 중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요인
에서 한 가지씩 선택해주십시오.

____ ① 진도와 시험 중심의 전통적 사고
____ ② 학업 성적 저하에 대한 우려
구성원
인식

____ ③ 교사 간 소통 부재
____ ④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
____ ⑤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부모의 반대와 무관심
____ ⑥ 기타(주관식:

)

____ ① 교사들의 평가 기록 부담
____ ②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체험 활동
교육

____ ③ 프로그램 개설시 학생 요구 수용의 한계

활동

____ ④ 자율과정 구성 등 수업 시수 조정의 어려움
____ ⑤ 타학기, 타학년 간 연계 부족
____ ⑥ 기타(주관식:

)

____ ① 예산, 시설 설치 등 물적 지원의 부족
____ ② 지역 체험 기관과의 협력 부족
____ ③ 외부강사 인력풀 부족
지원

____ ④ 연수, 컨설팅 등 제공 부족

환경

____ ⑤ 자유학기제 홍보 부족
____ ⑥ 체험 활동 시 학생 안전문제에 대한 부담
____ ⑦ 교사 자유학기제 관련 업무 부담 과중
____ ⑧ 기타(주관식:

)

부 록

311

Ⅵ. 다음은 간단한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1. 학교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① 특별시･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2.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

②여

3. 선생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① 교장

② 교감

③ 부장교사

④ 일반교사

⑤ 기간제, 시간강사

4. 선생님의 교직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

③
10년 이상

④
15년 이상~

~10년 미만

~15년 미만

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5. 선생님의 담당 교과는 무엇입니까?
① 국어

② 영어 ③ 수학

⑥ 음악

⑦ 미술

④ 사회과
⑧ 체육

⑤ 과학과

⑨ 도덕

⑩ 기술･가정

⑪ 기타(직접기재 :

)

6. 선생님께서는 자유학기제 관련 수업이나 업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예

② 아니요

7. 선생님께서는 현재 학급담임을 맡고 계십니까?
①예

② 아니요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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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 희망･일반학교 학생용 설문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방안 연구:
구성원 인식 및 실태 조사(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 조사는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현재 중학교의
인식 및 운영(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설문의 결과를 토대
로 향후 자유학기제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 될 것입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학생 여러분은 각 물음에 대하여 솔직하게 하나도 빠
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조사 결과는 본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
며 학교와 학생 개인의 대한 정보가 드러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4년 7월
한국교육개발원

※ 이번 조사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 신철균(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ckshin@kedi.re.kr / 02-3460-0655
∙ 담당자 : 정윤하(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yunhaha84@kedi.re.kr / 02-3460-0321
∙ 주 소 : (137-791)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동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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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현재 학교의 교육 활동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
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토론과 실험･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이 진행된
다

①

②

③

④

⑤

2

여러 교과 선생님들이 협력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형성평가,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가 진행된다

①

②

③

④

⑤

4

평가 결과는 나의 개별적인 특성을 잘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원하는 교과 외 활동(창체 등) 프로그램에 참여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교과 외 활동(창체 등)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설된다

①

②

③

④

⑤

7

교과 외 활동(창체 등)은 학생의 희망을 반영하여
개설된다

①

②

③

④

⑤

8

교과 외 활동(창체 등)의 시간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창체(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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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현재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선생님과 부담 없이 대화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친구들과 사이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에서 수업할 때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4

수업을 통해 나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학교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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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자유학기제를 왜 시행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
1

다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수업내용의 변화가

2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다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수업 방법의 변화가

3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다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학생 평가의 변화가 어

4

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관련 정보

5

를 찾아본다
자유학기제에 실시하는 모둠 활동을 위해 친

6

구들과 협력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중학교 생활이 더욱 행

7

복해 질 것이라 생각한다
자유학기제는 나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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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Ⅳ. 다음은 자유학기제를 위한 학교 내･외의 지원 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지역에는 학생들이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지역 체험 활동 장소의 프로그램내용은 적절하
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학교는 자유학기제에 대해 잘 홍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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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자유학기제의 요구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1. 다음 중 자유학기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 ① 평가 방법의 변화(예: 중간, 기말고사 없음 등)
____ ② 학교 교육방법 전반의 변화(예: 실험, 토론 수업의 확대 등)
____ ③ 학교 교육 내용의 다양화(예: 선택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확대 등)
____ ④ 진로 교육 활성화(예: 진로 탐색 활동 확대 등)
____ ⑤ 기타(주관식 :

)

2-1. 자유학기제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기를 체크해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⑥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2-2. 적합한 자유학기로 위와 같이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응답 가능)
____ ① 학생들의 고입 시험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____ ② 학생들의 진로 탐색 시기로 적정해서
____ ③ 학생들의 중학교 생활 적응에 적합해서
____ ④ 학생들의 학습 습관 형성에 적합해서
____ ⑤ 교사들의 준비 시간이 필요해서
____ ⑥ 기타(주관식 :

)

3. 다음 중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장 기대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응답 가능)
___ ① 재미있는 교과 수업
___ ② 학교생활의 여유와 즐거움 증가
___ ③ 친구들 및 선생님과의 관계 개선
___ ④ 진로 의식 성숙
___ ⑤ 다양한 경험 확대
___ ⑥ 기타(주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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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음 중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응답 가능)
___ ① 산만한 수업 태도
___ ② 학업 성적 저하
___ ③ 고등학교 입시 준비 문제
___ ④ 체험 활동 시 안전 문제
___ ⑤ 새로운 수업 방법에 대한 적응이 어려움
___ ⑥ 구체적인 평가결과(점수, 석차) 확인의 어려움
___ ⑦ 기타(주관식:

)

Ⅵ. 다음은 간단한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1. 학교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① 특별시･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2. 여러분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

②여

3. 여러분은 현재 몇 학년에 재학 중입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4. 지난 학기에 여러분의 성적은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됩니까?
①상

②중

③하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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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7] 희망･일반학교 학부모용 설문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방안 연구:
구성원 인식 및 실태 조사(학부모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 조사는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현재 중학교의
인식 및 운영(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설문의 결과를 토대
로 향후 자유학기제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 될 것입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학생 여러분은 각 물음에 대하여 솔직하게 하나도 빠
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조사 결과는 본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
며 학교와 학생 개인의 대한 정보가 드러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4년 7월
한국교육개발원

※ 이번 조사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 신철균(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ckshin@kedi.re.kr / 02-3460-0655
∙ 담당자 : 정윤하(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yunhaha84@kedi.re.kr / 02-3460-0321
∙ 주 소 : (137-791)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동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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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현재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는 학교생활에 대해 부모와 대화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는 학교 친구들과 사이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는 학교생활을 즐거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는 학교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대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자녀는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자녀는 학교교육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한
다

①

②

③

④

⑤

7

학부모로서 나는 학교의 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
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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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부모님의 인식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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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유학기제를 왜 시행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수업내용의 변화가 어떻게 이
루어지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수업 방법의 변화가 어떻게 이
루어지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학생 평가의 변화가 어떻게 이
루어지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자유학기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아
본다

①

②

③

④

⑤

6

학부모 인솔 교사 등을 통해 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
에 참여하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이 더욱 행복해
질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자유학기제는 자녀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필요하
다

①

②

③

④

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Ⅲ. 다음은 자유학기제의 요구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1. 다음 중 자유학기제 정책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 ① 평가 방법의 변화(예: 중간, 기말고사 없음 등)
____ ② 학교 교육방법 전반의 변화(예: 실험, 토론 수업의 확대 등)
____ ③ 학교 교육 내용의 다양화(예: 선택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확대 등)
____ ④ 진로 교육 활성화(예: 진로 탐색 활동 확대 등)
____ ⑤ 기타(주관식 :

)

2-1. 자유학기제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기를 체크해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⑥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2-2. 적합한 자유학기로 위와 같이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최대 2개까지 응답 가능)
____ ① 학생들의 고입 시험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____ ② 학생들의 진로 탐색 시기로서 적정해서
____ ③ 학생들의 중학교 생활 적응에 적합해서
____ ④ 학생들의 학습 습관 형성에 적합해서
____ ⑤ 교사들의 준비 시간이 필요해서
____ ⑥ 기타(주관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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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자유학기제 내용 중 다른 학기, 다른 학년과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2개까지 응답 가능)
____ ① 진로인식-진로탐색-진로설계로 이어지는 진로 교육
____ ② 체험형･활동형 교수･학습방법 개선
____ ③ 형성평가, 수행평가 등 평가 방법 개선
____ ④ 다양한 학생 선택 프로그램의 개설
____ ⑤ 교과-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연계
____ ⑥ 지역 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 관리
____ ⑦ 기타 (주관식 :

)

4. 다음 중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장 기대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응답 가능)
___ ①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
___ ② 학교생활의 여유와 즐거움 증가
___ ③ 친구들 및 선생님과의 관계 개선
___ ④ 학생들의 진로 의식 성숙
___ ⑤ 다양한 경험 확대
___ ⑥ 기타(주관식:

)

5. 다음 중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응답 가능)
___ ① 학생들의 산만한 수업 태도
___ ② 자녀의 학업 성적 저하
___ ③ 자녀의 고등학교 입시 준비 문제
___ ④ 체험 활동시 학생들의 안전 문제
___ ⑤ 학생 체험 인프라의 부족
___ ⑥ 구체적인 평가결과(점수, 석차) 확인의 어려움
___ ⑦ 기타(주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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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다음 중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촉진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부분
에서 한 가지씩 선택해주십시오.

____ ① 교사 간 활발한 협력
____ ② 학교 운영에 대한 교사의 자율권 확대
구성원
인식

____ ③ 변화를 권장하는 학교 분위기
____ ④ 학생들의 긍정적 반응
____ ⑤ 학부모의 신뢰와 지원
____ ⑥ 기타(주관식:

)

____ ① 다양한 수업 및 평가 방법 시도
____ ② 학교 맞춤형 자율과정 편성･운영
교육

____ ③ 학생희망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활동

____ ④ 내실 있는 체험 활동
____ ⑤ 타학기, 타학년 간 연계
____ ⑥ 기타(주관식:

)

____ ① 예산, 학교 시설 등 물적 지원의 확대
____ ② 지역 체험 기관과의 협력 확대
지원

____ ③ 외부강사 인력풀 확보

환경

____ ④ 연수, 장학, 컨설팅 등 제공
____ ⑤ 자유학기제 홍보 확대
____ ⑥ 기타(주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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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부분에
서 한 가지씩 선택해주십시오.

____ ① 진도와 시험 중심의 전통적 사고
____ ② 학업 성적 저하에 대한 우려
구성원
인식

____ ③ 교사 간 소통 부재
____ ④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
____ ⑤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부모의 반대와 무관심
____ ⑥ 기타(주관식:

)

____ ① 교사들의 평가 기록 부담
____ ②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체험 활동
교육

____ ③ 프로그램 개설시 학생 요구 수용의 한계

활동

____ ④ 자율과정 구성 등 수업 시수 조정의 어려움
____ ⑤ 타학기, 타학년 간 연계 부족
____ ⑥ 기타(주관식:

)

____ ① 예산, 학교 시설 등 물적 지원의 부족
____ ② 지역 체험 기관과의 협력 부족
____ ③ 외부강사 인력풀 부족
지원

____ ④ 연수, 컨설팅 등 제공 부족

환경

____ ⑤ 자유학기제 홍보 부족
____ ⑥ 체험 활동 시 학생 안전문제에 대한 부담
____ ⑦ 교사 자유학기제 관련 업무 부담 과중
____ ⑧ 기타(주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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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다음은 간단한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1. 설문대상 자녀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①부

②모

③ 조부

④ 조모

⑤ 기타(주관식 :

)

2. 설문대상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

②여

3. 설문대상 자녀는 현재 몇 학년에 재학 중입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4. 설문대상 자녀의 성적은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됩니까?
①상

②중

③하

5. 설문대상 자녀의 월 평균 사교육비(학원 및 과외 수업비)로 얼마를 지출하고 계십니까?
①
10만원 미만

②

③

④

10만원 이상

30만원이상

5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70만원 미만

⑤
70만원 이상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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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배경변인별 분석 결과 표
1. 자유학기제 인식 영역
<부록표 1> 학교 배경변인별 자유학기제 인식 차이
(단위: 점, 표준편차)

연구학교

구분

소
재
지

규모

이해

유형

이해

태도

전체

대도시

3.95(0.79)

3.72(0.78)

3.81(0.72)

3.41(0.91)

3.32(0.84)

3.35(0.79)

3.97(0.76)

3.69(0.78)

3.80(0.70)

3.37(0.90)

3.40(0.80)

3.37(0.76)

읍면지역

3.92(0.77)

3.70(0.78)

3.79(0.71)

3.41(0.89)

3.43(0.81)

3.40(0.77)

F

0.72

0.65

0.55

0.56

6.27**

1.89
･

Scheffe
사후검정

･

･

･

･

대도,중소
<중소,읍면

대규모

4.00(0.74)

3.72(0.78)

3.83(0.69)

3.38(0.91)

3.31(0.83)

3.32(0.77)

중규모

3.94(0.79)

3.71(0.78)

3.80(0.72)

3.39(0.90)

3.35(0.82)

3.36(0.77)

소규모

3.88(0.80)

3.69(0.80)

3.76(0.74)

3.45(0.90)

3.50(0.81)

3.46(0.78)

F

6.94***

0.59

3.11*

1.93

13.92***

8.58***

･

소,중<중,대

･

대,중<소

대,중<소

남중

3.83(0.78)

3.58(0.80)

3.69(0.72)

3.36(0.92)

3.38(0.84)

3.35(0.78)

여중

4.04(0.81)

3.83(0.82)

3.92(0.75)

3.41(0.88)

3.37(0.82)

3.37(0.77)

공학

3.95(0.77)

3.72(0.77)

3.81(0.71)

3.41(0.90)

3.37(0.82)

3.37(0.78)

F

10.23***

14.27***

14.86***

0.56

0.03

0.22

Scheffe
남중
사후검정 <공학,여중

남중<공학
<여중

남중<공학
<여중

･

･

･

3.98
(0.79)

3.76
(0.80)

3.85
(0.73)

3.90
(0.76)

3.65
(0.76)

3.76
(0.69)

3.43***

4.30***

4.20***

다른 이외경험
있음
연구
학교 이외경험
없음
경험
유무
t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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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중소도시

Scheffe
소,중<중,대
사후검정

학교
변인

태도

희망･일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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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2> 구성원 배경변인별 자유학기제 인식 차이
(단위: 점, 표준편차)

연구학교

구분

성별

직위

자유
학기
경험
여부
교
사 담임
여부

경력

성별

학년
학
생

성적

희망･일반학교

이해

태도

전체

이해

태도

전체

남

4.30(0.65)

3.93(0.69)

4.05(0.64)

3.78(0.74)

3.43(0.83)

3.56(0.73)

여

4.24(0.64)

3.91(0.65)

4.01(0.60)

3.60(0.74)

3.22(0.76)

3.36(0.67)

t

1.67

0.66

1.03

4.00***

4.34***

4.70***

교장･교감

4.72(0.42)

4.43(0.55)

4.52(0.47)

4.25(0.60)

3.84(0.79)

3.99(0.67)

교사

4.23(0.65)

3.89(0.66)

3.99(0.61)

3.63(0.74)

3.26(0.78)

3.40(0.69)

t

6.51***

8.17***

9.31***

7.62***

5.49***

6.61***

있음

4.33(0.61)

3.95(0.65)

4.07(0.59)

4.16(0.59)

3.62(0.73)

3.82(0.61)

없음

4.00(0.70)

3.79(0.71)

3.86(0.66)

3.56(0.73)

3.23(0.79)

3.35(0.69)

t

7.30***

3.61***

5.23***

10.90***

6.72***

8.83***

담임

4.21(0.62)

3.86(0.65)

3.97(0.59)

3.56(0.73)

3.21(0.77)

3.34(0.68)

비담임

4.32(0.68)

3.98(0.67)

4.09(0.63)

3.78(0.74)

3.40(0.81)

3.53(0.70)

t

-2.98**

-3.39***

-3.50***

-5.00***

-4.10***

-4.89***

a.5년 미만 4.04(0.68)

3.74(0.65)

3.83(0.60)

3.53(0.71)

3.33(0.77)

3.41(0.68)

b.5~10년

4.16(0.61)

3.88(0.66)

3.97(0.60)

3.50(0.66)

3.22(0.78)

3.32(0.65)

c.10~15년 4.36(0.60)

4.02(0.60)

4.12(0.56)

3.55(0.80)

3.17(0.79)

3.31(0.71)

d.15~20년 4.31(0.63)

3.91(0.63)

4.04(0.58)

3.68(0.76)

3.10(0.78)

3.31(0.63)

e.20년이상 4.37(0.62)

3.99(0.68)

4.11(0.62)

3.79(0.74)

3.36(0.80)

3.51(0.72)

3.59**

4.86***

F

16.69***

8.80***

12.51***

9.29***

Scheffe사
후검정

a,b<b,d
<d,c,e

a,b,d
<b,d,e,c

a,b
<b,d,e,c

a,b,c,d
<c,d,e

남

3.88(0.74)

3.71(0.80)

3.80(0.71)

3.39(1.02)

3.64(0.83)

3.51(0.84)

여

3.88(0.73)

3.70(0.80)

3.79(0.70)

3.37(0.91)

3.51(0.83)

3.44(0.80)

t

0.12

0.38

0.28

0.22

2.92**

1.61

1학년

3.89(0.76)

3.82(0.74)

3.85(0.69)

3.47(0.94)

3.67(0.78)

3.57(0.78)

2학년

3.87(0.73)

3.68(0.81)

3.78(0.70)

3.26(0.97)

3.43(0.89)

3.34(0.84)

3학년

4.18(0.77)

4.14(0.82)

4.16(0.78)

･

･

･

d=c=b=a=e c=d=b=a=e

※

t

0.29

2.45*

1.54

4.06***

5.29***

5.09***

상

4.01(0.73)

3.71(0.83)

3.86(0.70)

3.46(0.98)

3.58(0.87)

3.52(0.84)

중

3.86(0.72)

3.73(0.77)

3.80(0.69)

3.38(0.94)

3.57(0.82)

3.47(0.81)

하

3.67(0.79)

3.58(0.83)

3.62(0.75)

3.25(0.99)

3.55(0.85)

3.40(0.83)

F

17.09***

3.45*

8.90***

3.00*

0.10

1.37

Scheffe
사후검정

하<중<상

하,상<상,중

하<중,상

하,중<중,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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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교

구분

자녀
학년

자녀
성적

학
부
모

희망･일반학교

이해

태도

전체

이해

태도

전체

1학년

3.63(0.82)

3.59(0.74)

3.61(0.72)

3.15(0.90)

3.23(0.74)

3.19(0.75)

2학년

3.64(0.84)

3.44(0.83)

3.54(0.77)

3.04(0.90)

3.12(0.84)

3.08(0.80)

3학년

3.63(1.06)

3.58(1.00)

3.61(1.02)

･

･

･

t

※

-0.20

2.34*

1.14

1.91

2.02*

2.15*

상

3.79(0.79)

3.52(0.82)

3.65(0.73)

3.22(0.87)

3.20(0.78)

3.21(0.75)

중

3.58(0.83)

3.43(0.82)

3.51(0.77)

3.06(0.91)

3.16(0.78)

3.11(0.78)

하

3.39(0.97)

3.42(0.84)

3.41(0.85)

3.00(0.96)

3.27(0.76)

3.14(0.77)

F

13.72***

1.42

6.79**

4.30*

0.77

1.79

Scheffe
사후검정

하<중<상

･

하,중<중,상

하=중=상

･

･

a.10만원
미만

3.57(0.91)

3.47(0.84)

3.52(0.82)

3.23(0.91)

3.37(0.84)

3.30(0.82)

b.10~30
만원

3.67(0.83)

3.51(0.79)

3.59(0.75)

3.06(0.91)

3.14(0.78)

3.10(0.79)

3.59(0.81)

3.37(0.83)

3.48(0.75)

3.14(0.87)

3.16(0.73)

3.15(0.71)

3.72(0.78)

3.41(0.82)

3.56(0.74)

3.03(0.84)

3.10(0.70)

3.06(0.66)

e.70만원
이상

4.01(0.65)

3.77(0.82)

3.89(0.66)

3.08(1.07)

3.06(0.84)

3.07(0.86)

F

4.32**

3.87**

4.33**

1.32

3.84**

2.67*

c,d,a,b
<b,e

c,a,d,b
<e

･

e,d,b,c<
d,b,c,a

d=e=b=c=a

c.30~50
만원
자녀
사교 d.50~70
만원
육비

Scheffe
a,c,b,d <d,e
사후검정

*p<.05, **p<.01, ***p<.001
※ 주: 연구학교 학생, 학부모 중 3학년은 조사대상이 소수(13~14명)여서 1, 2학년만 대상으로 t 검정을 실시하였음.

330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2. 교육 활동 운영 실태
<부록표 3> 학교 배경변인별 교육 활동 운영 실태 차이
(단위: 점, 표준편차)

구분

연구학교

희망･일반학교

대도시

3.97(0.66)

3.61(0.66)

중소도시

3.85(0.69)

3.56(0.62)

읍면지역

3.87(0.67)

3.56(0.67)

F

9.10***

1.81

Scheffe 사후검정

중소,읍면<대도

･

대규모

3.92(0.67)

3.57(0.67)

중규모

3.96(0.66)

3.59(0.63)

소규모

3.84(0.68)

3.59(0.69)

F

7.15***

0.40

Scheffe 사후검정

소<대,중

･

남중

3.79(0.72)

3.60(0.72)

여중

3.99(0.71)

3.59(0.66)

공학

3.93(0.65)

3.58(0.64)

학교
소재지

학교
규모
학교배경

학교
유형

다른
연구학교
경험유무

F

11.59***

0.24

Scheffe
사후검정

남중<공학,여중

･

이외경험 있음

3.96(0.68)

이외경험 없음

3.87(0.65)

t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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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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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4> 교사, 학생 배경변인별 교육 활동 운영 실태 차이
(단위: 점, 표준편차)

구분
성별

직위

자유학기제
경험여부

교사

담임
여부

교과

경력

성별

학년
학생

성적

연구학교

희망･일반학교

남

3.99(0.63)

3.60(0.60)

여
t

4.04(0.62)
-1.22

3.50(0.59)
2.64**

교장･교감

4.29(0.51)

3.84(0.51)

교사
t

4.01(0.62)
4.60***

3.52(0.60)
4.61***

있음

4.06(0.62)

3.65(0.57)

없음
t

3.91(0.62)
3.65***

3.51(0.60)
3.06**

담임

4.02(0.61)

3.51(0.58)

비담임
t

4.03(0.64)
-0.16

3.57(0.61)
-1.71

주요교과

4.06(0.58)

3.50(0.57)

그외교과
t

4.01(0.64)
1.30

3.56(0.62)
-1.68

5년 미만

3.98(0.60)

3.56(0.61)

5~10년
10~15년

4.01(0.61)
4.13(0.62)

3.47(0.63)
3.49(0.54)

15~20년

4.02(0.70)

3.45(0.56)

20년 이상
F

4.02(0.62)
1.82

3.57(0.60)
1.84

Scheffe 사후검정

･

･

남
여

3.84(0.69)
3.81(0.70)

3.70(0.71)
3.56(0.68)

t

0.76

3.73***

1학년
2학년

3.96(0.63)
3.80(0.70)

3.71(0.66)
3.50(0.74)

3학년

4.04(0.89)

･

t
상

※

3.32**
3.85(0.74)

5.45***
3.69(0.72)

중

3.84(0.67)

3.61(0.68)

하
F

3.73(0.73)
2.42

3.52(0.73)
4.07*

Scheffe 사후검정

･

하,중<중,상

*p<.05, **p<.01, ***p<.001
※ 주: 연구학교 학생 중 3학년은 조사대상이 소수(14명)여서 1, 2학년을 대상으로만 t 검정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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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환경

<부록표 5> 학교 배경변인별 지원 환경 차이
(단위: 점, 표준편차)

구분

연구학교

희망･일반학교

3.52(0.79)

3.26(0.83)

중소도시

3.42(0.74)

3.20(0.77)

읍면지역

3.45(0.80)

3.15(0.84)

F

3.95*

4.81**

Scheffe 사후검정

중소,읍면<읍면,대도

읍면,중소<중소,대도

대규모

3.43(0.80)

3.20(0.84)

중규모

3.49(0.77)

3.22(0.79)

소규모

3.51(0.81)

3.23(0.86)

F

2.79

0.17

Scheffe 사후검정

･

･

남중

3.38(0.78)

3.24(0.83)

여중

3.53(0.84)

3.11(0.85)

공학

3.49(0.78)

3.23(0.81)

대도시
학교
소재지

학교
규모
학교배경

학교
유형

다른
연구학교
경험 유무

F

4.79**

3.39*

Scheffe 사후검정

남중,공학<공학,여중

여중,공학<공학,남중

이외경험 있음

3.52(0.81)

이외경험 없음

3.43(0.76)

t

3.0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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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6> 교사, 학생 배경 변인별 지원 환경 차이
(단위: 점, 표준편차)

구분
성별

직위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

교사

담임여부

교과

경력

성별

학년
학생

연구학교
남

3.32(0.65)

3.25(0.75)

여
t

3.21(0.72)
2.79**

3.08(0.72)
3.78***

교장･교감

3.59(0.59)

3.44(0.57)

교사
t

3.23(0.70)
4.44***

3.12(0.74)
3.22**

있음

3.24(0.70)

3.33(0.73)

없음
t

3.29(0.70)
-1.15

3.10(0.73)
3.90***

담임

3.18(0.71)

3.08(0.75)

비담임
t

3.34(0.67)
-4.27***

3.21(0.71)
-2.92**

주요교과

3.24(0.70)

3.11(0.71)

그외교과
t

3.26(0.70)
-0.38

3.17(0.75)
-1.29

a.5년 미만

3.14(0.72)

3.24(0.74)

b.5~10년
c.10~15년

3.16(0.76)
3.28(0.68)

3.12(0.71)
3.06(0.75)

d.15~20년

3.28(0.69)

3.01(0.76)

e.20년 이상
F

3.32(0.67)
4.34**

3.14(0.73)
2.47*

Scheffe 사후검정

a=b=d=c=e

d=c=b=e=a

남
여

3.75(0.81)
3.63(0.80)

3.41(0.87)
3.18(0.88)

t

2.98**

4.94***

1학년
2학년

3.85(0.74)
3.65(0.81)

3.42(0.86)
3.10(0.89)

3학년

4.13(0.73)

･

※

3.50***
3.71(0.82)

6.57***
3.29(0.94)

t
상
성적

희망･일반학교

중

3.70(0.78)

3.27(0.87)

하
F

3.58(0.86)
2.31

3.32(0.84)
0.28

Scheffe 사후검정

･

･

*p<.05, **p<.01, ***p<.001
※ 주: 연구학교 학생 중 3학년은 조사대상이 소수(14명)여서 1, 2학년을 대상으로만 t 검정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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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 운영 결과
<부록표 7> 학교 배경변인별 학교 운영 결과 차이
(단위: 점, 표준편차)

구분

연구학교

희망･일반학교

3.87(0.69)

3.87(0.65)

중소도시

3.82(0.67)

3.85(0.59)

읍면지역

3.83(0.72)

3.81(0.65)

F

1.86

2.54

대도시
학교
소재지

학교
규모
학교변인

학교
유형

다른
연구학교
경험 유무

Scheffe 사후검정

･

･

대규모

3.84(0.69)

3.85(0.64)

중규모

3.85(0.69)

3.85(0.63)

소규모

3.84(0.73)

3.85(0.64)

F

0.13

0.03

Scheffe 사후검정

･

･

남중

3.72(0.71)

3.90(0.66)

여중

3.96(0.72)

3.79(0.63)

공학

3.86(0.69)

3.85(0.63)

F

16.12***

3.75*

Scheffe 사후검정

남중<공학<여중

여중,공학<공학,남중

이외경험 있음

3.90(0.71)

이외경험 없음

3.79(0.68)

t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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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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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8> 구성원 배경 변인별 학교 운영 결과 차이
(단위: 점, 표준편차)

구분
성별

직위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

교사

담임
여부

교과

경력

성별

학년
학생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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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교

희망･일반학교

남

3.83(0.70)

3.85(0.70)

여

3.74(0.75)

3.79(0.62)

t

2.25*

1.48

교장･교감

4.18(0.58)

3.96(0.62)

교사

3.75(0.73)

3.80(0.65)

t

5.13***

1.85

있음

3.79(0.72)

3.91(0.66)

없음

3.69(0.76)

3.79(0.64)

t

2.04*

2.37*

담임

3.73(0.74)

3.79(0.63)

비담임

3.83(0.71)

3.84(0.66)

t

-2.44*

-1.18

주요교과

3.80(0.71)

3.81(0.64)

그외교과

3.76(0.74)

3.82(0.65)

t

1.12

-0.12

a.5년 미만

3.70(0.72)

3.95(0.64)

b.5~10년

3.73(0.71)

3.82(0.66)

c.10~15년

3.80(0.74)

3.79(0.65)

d.15~20년

3.69(0.74)

3.71(0.63)

e.20년 이상

3.82(0.73)

3.77(0.64)

F

1.93

4.16**

Scheffe 사후검정

･

d,e,c,a<e,c,b,a

남

3.94(0.69)

3.97(0.64)

여

3.87(0.70)

3.79(0.67)

t

2.02*

5.12***

1학년

4.03(0.65)

3.97(0.64)

2학년

3.88(0.70)

3.75(0.68)

3학년

4.30(0.76)

･

t

※

3.21**

6.18***

상

4.00(0.72)

4.07(0.60)

중

3.91(0.66)

3.82(0.68)

하

3.71(0.72)

3.71(0.66)

F

13.49***

26.21***

Scheffe 사후검정

하<중,상

하,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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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녀
학년

자녀
성적
학부모

자녀
사교육비

연구학교

희망･일반학교

1학년

3.90(0.59)

3.88(0.55)

2학년

3.85(0.66)

3.80(0.61)

3학년

4.12(0.82)

･

※

t

0.84

2.06*

상

4.04(0.60)

4.01(0.54)

중

3.78(0.66)

3.79(0.56)

하

3.67(0.69)

3.61(0.61)

F

27.45***

27.67***

Scheffe 사후검정

하,중<상

하<중<상

a.10만원 미만

3.87(0.67)

3.89(0.62)

b.10~30만원

3.86(0.66)

3.83(0.55)

c.30~50만원

3.83(0.68)

3.86(0.57)

d.50~70만원

3.82(0.60)

3.86(0.54)

e.70만원 이상

4.14(0.57)

3.87(0.62)

F

3.25*

0.34

Scheffe 사후검정

d,c,b,a<e

･

*p<.05, **p<.01, ***p<.001
※ 주: 연구학교 학생, 학부모 중 3학년은 조사대상이 소수(13~14명)여서 1, 2학년만 대상으로 t 검정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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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9> 전체 영역에 대한 구성원 간 차이
(단위: 점, 표준편차)

전체학교

구분

이
해
인
식
태
도

교사

지
원
환
경
운
영
결
과

학부모

Scheffe
사후검정

4.17(0.76)

3.72(1.03)

3.62(0.96)

257.68***

부모<학생<교사

교육과정

3.99(0.84)

3.66(0.99)

3.38(1.00)

264.18***

부모<학생<교사

교수･학습

3.94(0.87)

3.65(0.99)

3.33(1.00)

247.11***

부모<학생<교사

평가

3.82(0.90)

3.58(1.00)

3.28(1.03)

186.49***

부모<학생<교사

소계

3.98(0.76)

3.65(0.88)

3.40(0.90)

288.11***

부모<학생<교사

자율적 노력

3.83(0.89)

3.00(1.14)

3.12(1.04)

505.44***

학생<부모<교사

협력적 노력

3.91(0.90)

3.83(0.92)

3.13(1.04)

486.91***

부모<학생<교사

긍정적 태도

3.50(1.02)

3.82(1.03)

3.52(0.95)

90.88***

부모,교사<학생

필요성인식

3.67(1.00)

3.92(0.99)

3.58(0.96)

85.60***

부모<교사<학생

3.73(0.81)

3.64(0.82)

3.34(0.81)

109.74***

부모<학생<교사

계

3.85(0.72)

3.65(0.77)

3.37(0.79)

156.65***

부모<학생<교사

교수･학습
운영 실태

3.46(0.91)

3.66(0.84)

･

-8.28***

･

평가
운영 실태

3.94(0.72)

3.77(0.77)

･

8.69***

･

프로그램
운영 실태

3.94(0.81)

3.82(0.87)

･

5.42***

･

교육과정
운영 실태

3.85(0.74)

3.67(0.87)

･

8.47***

･

계

3.80(0.66)

3.73(0.70)

･

3.90***

･

체험처 다양성

2.91(1.01)

3.38(1.07)

･

-17.1***

･

체험처 프로그램
질적 수준

3.08(0.92)

3.53(0.98)

･

-17.8***

･

자유학기제
홍보 지원

3.31(0.94)

3.52(1.04)

･

-7.8***

･

계

3.10(0.83)

3.47(0.90)

･

-16.37***

･

수업의 즐거움

3.68(0.87)

3.73(0.95)

4.01(0.78)

96.929***

교사,학생<부모

학교생활 만족도

3.68(0.92)

3.96(0.88)

3.55(0.91)

140.396*** 부모<교사<학생

계

3.68(0.81)

3.84(0.82)

3.78(0.73)

*p<.05, **p<.01, ***p<.001
주: 교사, 학생, 학부모 간에 공통된 문항만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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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목적과 취지

소계

교
육
활
동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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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7***

교사<부모<학생

[부록 3] 신길중학교 학기 간 연계 사례
<부록표 10> 준비교육과정의 주제통합형 교과연계수업
4월 주제
부제

친구 간의 우정
Share, Care, Together! (함께 나누고, 아끼고, 배려하자!)

교과

내용

평가반영방법

1차시: 운율 형성 방법 알기
‘비유하기’로 ‘우정’을 표현하기
국어
2차시: 비유하기를 활용하여 우정을 주제로 한 시 짓기
랩 형식에 맞는 운율 고려하여 표현하기
1,2차시: 리듬 읽기와 만들기

학습지 수행평가 학습
과정평가에 반영

창작 20% 수행평가에
반영

음악
3,4차시: 리듬 만들어 랩으로 표현하기
한문

우정과 관련된 성어 알아보기
친구야, 너의 호를 만들어 줄께!

포트폴리오 수행평가에
반영

도덕

1차시: 우정의 의미와 중요성, 바람직한 친구 관계 알기
2차시: 친구에게 우정카드 전달 및 우정 실천, 직업 탐색

학습지 수행평가에 반영

국어
우정에 관한
교과 융합 수업
시짓기(운율･비유적
전개 과정
표현을 고려한
랩가사 쓰기)

음악
국어 시간에 지은
시에 리듬 붙여
‘랩’만들기

한문

도덕

랩을 듣고, 친구의
‘호’ 만들어 주기

한문시간에 호를
만들어 준 친구에게
우정카드 전달 및
실천

학급 경영 연계 ‘나의 반쪽’, ‘친구야, 생일 축하해’, ‘컵라면 너라면’ 등

학년 연계

배려 성품 교육, 조종례 우정 훈화, 우정 명언 게시, 학교 폭력 설문 조사, 상담 Wee Class
집단 상담

진로 연계

‘우정’ 주제 통합 관련 직업 찾기(예: 시인, 랩퍼 등), 직업군을 통해 학교 폭력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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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11> 준비교육과정의‘Happy’진로 day
구분

시간

내용

장소

지도교사

점심

12:30~13:20

학교등교 및 점심식사

학교식당

-

1교시

13:20~14:05

개회식 및 오리엔테이션

시청각실

1학년 부장

교시

2교시

진로 빙고 게임

1-1

교사A

교사B

나의 가치관은?

1-2

교사C

교사D

꿈 버튼 만들기

1-3

교사E

교사F

직업 스무고개

1-4

교사G

교사H

협동 퍼즐 맞추기

1-5

교사I

교사J

훌라후프 옮기기

1-6

교사K

교사L

내 꿈을 던져라!

1-7

교사M

교사N

진로 체험부스

3교시
14:15~16:30

(부스당 15분)

4교시

저녁

16:30~17:40

친구와 함께하는 요리조리
(Best 친구라면~ 페스티벌!)

-

각반 담임,
학부모 도우미

17:50~19:30

Happy 진로 레크레이션

시청각실

레크레이션
전문강사

한밤중 깜깜 진로 미션
- 좌우명카드 찾기
- 친구의 꿈과 미래 계획 알고 작성하기
- 미션수행 중 친구들과 사진 찍기, 사
후 콘테스트 진행
- 단편진로영화 30분(2편) 시청

학교건물
&
학교뒷뜰

학생부-교문통제

학부모를 위한 전문가 강의
“자녀와 함께 꿈을!”

시청각실

1학년 부장,
강사

부모와 진로 데이트
및 폐회식

체육관

1학년 부장, 담임,
강사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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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21:00

21: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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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12> 추후 교육과정의 전일제 소규모 진로･직업 체험 활동
구분

이동
방법

체험 장소

인원

활동 시간

1(수원)

오전: 성균관대
오후: 전통시장

30

10:00
~16:00

2(안산)

㈜ ○○○

19

∙ 밸브제조
∙ 경영혁신우수기업
∙ 스마트폰 렌즈 및 카메라 모듈
∙ 가업 승계 기업

코스

3(수원)

㈜ ○○○○○

28

4(수원)

한국나노기술원

28

5(수원)

㈜○○○○

19

6(안산)

㈜○○○

18

7(군포)

㈜○○○○○

7

13:30
~16:30

체험 내용
∙ CEO와의 만남
∙ 전통시장 경제 체험

45
인승
버스

∙ 나노 관련 우수 기업 탐방
∙ 개발 장비 견학
∙ 화장품 원료
∙ 연구소 탐방, 특강

13:30
~16:30

∙ 제약 회사, 특강
∙ 안산 한양대 약대 방문
∙ 수제도너츠 생산과정 탐방 및 체험

대중
교통

<부록표 13> 추후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 활동 반일제를 활용한 블록타임 선택 프로그램
구분
연번
1

프로그램명

인원
(명)

생활 속 환경교육

30

∙ 재활용을 통한 환경의 중요성 체험
∙ 중학생이 알기 쉬운 환경 철학 나누기
∙ (재)에버그린 교육 기부

2-1

2-6

운영내용

장소

2

따로 또 같이

30

∙ 선생님과 함께 하는 추억 여행
∙ ○○○선생님, ○○○선생님(전근간선생님) 교육
기부

3

심리상담사
진로 체험

15

∙ 심리상담사 체험
∙ 심리검사 및 활용
∙ 안산시청소년복지센터 교육 기부

위클래스

4

잎새 캠프
기업가 정신학교

30

∙ 중소기업청 연계 진로 체험
∙ ㈜○○○○ 아이티, ㈜○○, 성균관대등

5

생태체험

15

∙ 유기농법 이해/ 우리식탁 바로알기
∙ 도시농업연대 교육 기부

6

기지개 A
(진로 캠프)

24

∙ 자아존중감 프로그램
∙ 직업인 특강
∙ 학교지원네트워크 교육 기부

2-4

7

기지개 B
(진로캠프)

24

∙ 자아존중감 프로그램
∙ 직업인 특강
∙ 학교지원네트워크 교육 기부

2-8

2-5
옥상텃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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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명

인원
(명)

8

화정영어마을
국제교류프로그램A

15

∙ 원어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프로그램
∙ 화정영어마을 교육 기부

베스트실

9

화정영어마을
국제교류프로그램B

15

∙ 원어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프로그램
∙ 화정영어마을 교육 기부

2-3

10

생각놀이터

15

∙ 영화로 보고, 노래로 들으며 생각 키우기
∙ 신문으로 읽고, 광고로 말하며 생각 넓히기

2-2

11

마늘

17

∙ 통기타와 함께하는 내 마음의 안식 찾기
∙ 동아리 연계 운영

12

걸어서
역사속으로

15

∙ 재미있는 역사 여행
∙ 이야기로 풀어가는 역사 탐구

13

신길스포츠반

20

∙ 농구, 축구 등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한 삶가꾸기

14

꼼지락

15

∙ 액세서리 만들기
∙ 동아리 연계 운영

15

아우름

15

∙ 장애체험 활동-시각장애인 케인보행 및 안내법
∙ 다양성 인식 함양 활동-홍보 쿠키 만들기
∙ 동아리 연계 운영

16

토론 배틀

15

∙ 속담을 통한 생각 정리
∙ 반대 입장 객관적으로 비판해 보기

17

아트&신길

15

∙ 석고틀을 활용한 손뜨기
∙ 나만의 예술 작품 만들기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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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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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피타고라스실
2-7
운동장
챌린저실

다솜반

2-9
미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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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발 행 일

2014년 12월

발 행 인

백순근

발 행 처

한국교육개발원

주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 (우면동)

소

전화：(02) 3460-0114
FAX：(02) 3460-0121
http://www.kedi.re.kr
등록번호

1973년 6월 13일, 제16-35호

인 쇄 처

(주)선우정보인쇄
(02) 2272-6105

I S B N

979-11-5666-106-1 93370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