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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교육개혁 평가 및 미래교육 비전 심포지엄

대한민국 교육정책: 과거·현재·미래
- 5·31 교육개혁 평가와 미래교육의 비전·전략

일 시 ▷ 2010년 11월 5일 (금) 10:00~16:30
장 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434호실)

주최▷

후원▷

5․31 교육개혁 평가 및 미래교육 비전 심포지엄

대한민국 교육정책: 과거 ․ 현재 ․ 미래
- 5․31 교육개혁 평가와 미래교육의 비전 ․ 전략

1995년 5월 31일은 우리 교육사에 있어서 획기적 전환점을 이룬 날입니다. ‘5․31 교육
개혁’은 우리 사회의 발전상과 세계적인 교육 개혁의 흐름에 조응하여, 우리 교육의 구체적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고 학교 현장 단위의 실천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전제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그동안 여러 정권이
바뀌었지만, ‘5․31 교육개혁’의 정신과 구체적 정책들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온전히 해소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입시경쟁은 잦아들지 않고 있고,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과도한 가계
부담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5․31 교육개혁’ 이래 15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교육이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고 향후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는 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향후 국가 교육발전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선진화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개혁안의 단초를 제공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11월
한 국 교 육 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반도 선진화 재단
교 육 개 혁 포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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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식
개회사: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인사말씀

10:00~10:15
(15분)

축 사: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 빈 소 개

기조발제

10:15~10:30
(15분)

주 제: 5․31 교육개혁과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
발표자: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사회:
김승보
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 제1세션 - 5․31 교육개혁의 평가 및 과제
[주제발표 1]
주 제: 교육개혁의 주요 현황과 평가
발표자: 서정화 교수 (홍익대)
10:30~11:30
(60분)

제1세션

[주제발표 2]
주 제: 5․31 이후 교육개혁의 전개와 향후 과제
발표자: 박정수 교수 (이화여대)

좌장:

[주제발표 3]

이명현

주 제: 교육개혁의 주요 쟁점 및 극복 방향
발표자: 홍후조 교수 (고려대)
토론자
- 양정호 교수 (성균관대)
11:30~12:20
(50분)

- 이대창 선임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 이성호 교수 (중앙대)
- 이정호 사무총장 (행복한학부모재단)
- 최강식 교수 (연세대)

▶ 점심식사 (12:20~14:00)

명예교수
(서울대,
전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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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세션 - 미래교육의 비전과 전략
[주제발표 1]
주 제: 미래교육에 대한 요구, 비전과 전략
발표자: 김태완 원장 (한국교육개발원)
[주제발표 2]
주 제: 교육과정․교수학습․교육평가의 미래 비전과 전략
발표자: 김성열 원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2세션

14:00~15:30
(90분)

좌장:

[주제발표 3]

장석민

주 제: 진로교육과 평생직업교육훈련의 미래

박 사

발표자: 권대봉 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제발표 4]

(전 재활복지대
총장)

주 제: 디지털 사회를 향한 미래 학교의 비전
발표자: 천세영 원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제발표 5]
주 제: 고등교육의 미래형 인재 육성 전략
발표자: 성태제 사무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종합토론 - 5․31 교육개혁의 역사적 함의와 향후 방향
토론자
- 이명현 명예교수 (서울대, 전 교육부 장관)
- 문용린 교수 (서울대, 전 교육부 장관)
종합토론

15:30~16:30

- 김윤태 명예교수 (서강대)

(60분)

- 이종재 명예교수 (서울대)
- 이종각 교수 (강원대)
- 강인수 부총장 (수원대)
- 장석민 박사 (전 재활복지대 총장)

좌장:
곽덕훈
사 장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축 사

안

녕하십니까? 아직 가을의 정취를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하였는데, 벌써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먼저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오늘 이 대회를 주최하여 주신 한반도선진화
재단의 박세일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님,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님, 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님,
천세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님, 성태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 세션의 좌장을 맡으신 이명현 전 교육부장관님, 장석민 박사님,
곽덕훈 EBS 사장님과 주제발표를 해주실 서정화․박정수․홍후조 교수님,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또한,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사, 학부모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룬 5․31 교육개혁이
추진된 지도 벌써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정권변동이 있었지만,
5․31 교육개혁에 담긴 내용의 기본 정신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입제도 및 학교제도의 개선, 창의․인성교육의
강화,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등 각종 교육정책들도 15년 전의 5․31 교육개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할 것입니다.
신교육체제로 명명한 당시의 개혁안에는 이미 열린 교육사회 및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하여 교육의 자율화·다양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이 천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제안되었던 학교 생활기록부와 수행평가, 학교운영위원회, 자립형
사립학교, 자율학교, 학점은행제 등 세부 정책내용들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주요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5․31 교육개혁은 당시 정보화, 세계화 등 세계사적인 변화의 흐름에 부응하여
우리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커다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비전과
목표에 따라 교육정책의 전 분야에 걸쳐 실행 가능한 다양한 개혁안을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클 것입니다.
그동안 5․31 교육개혁의 기본 정신에 따라 15년 간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되어
괄목할 성과를 거둔 부문도 많이 있으며, 5․31 교육정책이 우리 교육 전반에 끼친
영향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과 기대에 비추어볼 때, 우리의
교육현실은 여전히 부족함이 존재하고 있고 또 넘어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 실현에 대한 교육의 역할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부자이건 가난하건, 지방에 살건 수도권에
살건, 누구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교육기회가 저소득층과 소외된 계층에게 부여
되어,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공정한 사회 발전이 보다 앞당겨 지도록 해야 합
니다.
현재 정부가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전문대학과 지방대학의 문제에 발 벗고
나서고 있고, 가정형편이 어렵더라도 사교육 없이 학교교육만으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러한 때에, 15년이 지난 지금 5․31 교육개혁을 성찰적으로 뒤돌아보고 향후
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비전을 찾아보는 일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5․31 교육개혁에 대한 평가에 더하여
미래교육의 분야별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연구하고 방안을 수립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 출연기관의 기관장들께서 직접 이러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점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되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연구와 업무에
반영하시어 우리나라 교육의 선진화에 계속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리고 인사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입학사정관제는 우리의 학교교육이 정상화로 가는데 매우 중요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간 정부는 입학사정관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현재도 많은 학교에서
입학사정관제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무늬만 입학사정관제라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모든 행․재정적 수단을 동원해서 입학사정관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여기 계신 교육계 원로님들을 비롯하여 선생님과
학부모님, 그리고 교육관련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심포지엄의 개최하여 주신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관장님과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2010. 11. 5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 주 호

차 례
❚기조발제: 5․31 교육개혁과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 ·
·
·
·
·
·
·
·
·
·
·
·
·
·
·
·
·1
박세일 이사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제1세션 - 5․31 교육개혁의 평가 및 과제
주제발표 1: 교육개혁의 주요 현황과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서정화 교수 (홍익대)

주제발표 2: 5․31 이후 교육개혁의 전개와 향후 과제 ·
·
·
·
·
·
·
·
·
·
·
·
·
·
·
·
·
·
·
· 37
박정수 교수 (이화여대)

주제발표 3: 교육개혁의 주요 쟁점 및 극복 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홍후조 교수 (고려대)

토론자
- 양정호 교수 (성균관대)
- 이대창 선임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 이성호 교수 (중앙대)
- 이정호 사무총장 (행복한학부모재단)
- 최강식 교수 (연세대)

차 례
❚제2세션 - 미래교육의 비전과 전략
주제발표 1: 미래교육에 대한 요구, 비전과 전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9
김태완 원장 (한국교육개발원)

주제발표 2: 교육과정․교수학습․교육평가의 미래 비전과 전략 ·
·
· 153
김성열 원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제발표 3: 진로교육과 평생직업교육훈련의 미래 ·
·
·
·
·
·
·
·
·
·
·
·
·
·
·
·
·
·
·
·
·
·
·
·
· 183
권대봉 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제발표 4: 디지털 사회를 향한 미래 학교의 비전 ·
·
·
·
·
·
·
·
·
·
·
·
·
·
·
·
·
·
·
·
·
·
· 207
천세영 원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제발표 5: 고등교육의 미래형 인재 육성 전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5
성태제 사무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종합토론 - 5․31 교육개혁의 역사적 함의와 향후 방향 ·
·
·
·
· 263
토론자
- 이명현
- 문용린
- 김윤태
- 이종재
- 이종각
- 강인수
- 장석민

명예교수 (서울대, 전 교육부 장관)
교수 (서울대, 전 교육부 장관)
명예교수 (서강대)
명예교수 (서울대)
교수 (강원대)
부총장 (수원대)
박사 (전 재활복지대 총장)

▶ 기조발제

5․31 교육개혁과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

❙박 세 일 이사장 (한반도선진화재단)

기조발제 : 5․31 교육개혁과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

기조발제

5․31 교육개혁과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
박 세 일 이사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지금부터 15년 전에 이 땅에 5․31 교육개혁이 있었다. 1980년 초부터 시작된 세계화
시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대대적인 [교육개조계획]이었다.
지난 15년을 돌이켜 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5~15년 안에 본격화될 통일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서, 향후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의 바람직한 방향과 관련 네 가지 문제점만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는 교육개혁철학내지 이념을 바로 세워야 한다.
5․31 이후의 교육의 변화 발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선 우리의 사고 속에 二元
論 내지 兩者擇一論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아니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 사이에도---수월성의 강조는 형평성을 외면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또한 반대
로 형평성을 강조하면 수월성을 무시한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본래 수월성과 형평성은
반드시 양자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개혁을 위해선 수월성도 형평성도 모두 함께 추
구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한마디로 二元論이 아니라 不二論(다른 것이 아니다)이 옳은
것이다.
한국의 교육의 문제는 과도한 수월성이 문제도 아니고 과도한 형평성이 문제도 아니
다. 오히려 세계경쟁에 제대로 나설 수 없을 정도의 [수월성의 부족]이 문제이고, 또한
공동체적 일체감을 해할 정도의 [형평성의 부족]이 진정한 우리 문제가 된다. 따라서 어
떻게 수월성도 높이고 형평성도 높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예를 하나 들어 보자. 본래 5․31의 철학의 하나는 [엘리트-다양성 교육]과 [대중-획일
교육]의 [조화와 균형]에 있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통하여 후진국에서 중진
국까지 올라 올 때까지는 불가피 [대중-획일교육]이 중심이었고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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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5․31개혁에서는 앞으로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중진
국단계를 지나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엘리트-다양성교육]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야 한다
고 보았다. 둘 다가 중요한데 앞으로 후자의 비중을 높여---새로운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맞는---새로운 수준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5․31의 방향이었다.
주지하듯이 학교교육에는 본래 두 가지 종류의 교육이 있다. 하나는 소위 bottom up
교육 즉 [上向-大衆化교육]이다. 국민다수의 수준을 함께 일정수준까지 위로 올리는 대
중교육(mass education)이다. 이는 당연 국가의 의무의 하나이기 때문에 bottom up 교육
은 주로 [공교육]의 영역이고 비교적 균일한 내용의 교육을 획일적으로 모두에게 제공
한다. 다른 하나는 소위 pull up 교육 즉 [上等-多樣化교육]이다. 각자의 소질과 능력 희
망에 맞게 개별화된 다양한 최고의 교육(diversified education)을 시키는 것이다. 이 [상등
다양화교육]은 개별교육이 중심임으로 자연히 [사교육]의 영역이 되고 그 교육내용은
영재교육 엘리트 교육 등이 중심이 된다.
어느 나라든 두 가지 종류의 교육이 다 필요하고 두 가지 종류의 교육 간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영국은 두 가지 종류의 교육 간의 조화와 균형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나라이다 그러나 인도의 경우는 대중교육이 취약하고 엘리트교육이 과도하였
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최근에 대중교육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대중교
육에는 강한데 엘리트교육에는 약하여 최근에 이를 고치겠다는 반성이 많다. 여하튼 대
중교육과 엘리트교육 이 두 가지 간의 균형과 조화가 잘 갖추어져야 나라가 발전한다.
다만 균형과 조화의 내용이 국가발전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후진국에서 중
진국으로의 catch up 시대에는 대중교육인 [상향 대중화 교육]의 비중이 압도적일 수 밖
에 없다. 그러나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점차 엘리트교육인 [상등-다양
화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10년간을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에는 [상등-다양화교육]에 대한 공격과
비판이 과도 하였다. 귀족교육 등등 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발상들이 많았다. 본래 대중
은 뛰어나 엘리트들 때문에 많은 덕을 본다. 그 나라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아야 그 나
라가 발전하고 일반대중의 삶의 질도 높아진다. 그리고 엘리트들은 대중 때문에 자기노
력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엘리트들은 대중에 봉사해야 하고 대중은 엘리트들
을 찬탄해야 그 나라가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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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떤 일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상등-다양화교육]을 강조하면 [상향-평준화교육]
의 후퇴를 가져온다고 보는 사고가 많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전자는 私敎育의 영역
이고 후자는 公敎育의 영역인데도 서로 대립된다고 서로 zero-sum의 관계라고 보는 시
각이 많았다. 이러한 사고는 앞에서 지적한 수월성을 강조하면 형평성을 깨는 것이 된
다는 이원론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양자택일적 사고---더 나아가서는 계급투쟁적
사고---가 주는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정책의 왜곡과 폐해가 그 동안 너무 크다고 본다.
이 二元論的 擇一的 사고를 극복하고 不二論的 融合的 사고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나
라의 교육개혁의 철학 내지 이념으로 [공동체자유주의](Communitarian Liberalism)를 제
시해 보고자 한다. 공동체자유주의란 우선 인류발전과 인간행복의 원리는 개인의 자유
와 창의에서 온다는 자유주의를 믿는 철학이다. 그러나 그 자유주의가 발전하고 지속가
능하려면 반드시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언하면 공동
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가 바로 공동체 자유주의이다. 여기서 공동체란 3가지 공동
체를 의미한다. [사회공동체], [역사공동체], 그리고 [자연공동체]이다. 이 3가지 공동체
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가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이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공동체 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내용과 방향은 무엇인가? 공동체 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은 [자유주의적 교육개혁]과 [공동체주의적 교육개혁]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자유주의적 교육개혁] 즉 자유주의에 입각한 교육개혁이 보다 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개개인의 자유와 창의와 선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추진되
어야 한다. 5․31 교육개혁이 학생 학보모 기업 등의 자유스러운 선택을 존중하는 [수
요자중시의 교육개혁]이었던 것은 대단히 옳은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들 수요자들에게
세계수준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사와 학교프로그램간의 경쟁을 일층 강
화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었다. 기본적으로 수요자의 자유선택의 폭을 넓히고 공급자간
의 질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방향이다. 따라서 학생들
의 학교선택 이나 교육프로그램 선택을 제한하고, 교사나 학교간의 경쟁을 거부하는 것
은---예컨대 학교와 교사가 평가를 거부하는 것은---자유주의 교육개혁에 대한 정면 부
정이다.
다음은 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교육개혁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
우선 교육내용에서 (1) [사회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입장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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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2) [역사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입장에서 자
국의 역사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을 가르쳐야 한다. 자국의 역사에 대한 자학적인 부정
적 역사관을 가르치는 일부 교사들이 있는 것은 큰 잘못이다. (3) [자연공동체]를 소중
히 하는 입장에서 자연 생태계와 일체의 생명체를 아끼는 마음을 가르쳐야 한다. 다음
은 교육기회에서 (1) 학습능력이나 의지가 있다면 모든 학생들에게---저소득등 빈곤층
등---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이를 위해서 교육 바우처제도가
비교적 효과적일 것이다. 끝으로 개인의 자유선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교육부문을
보완하여야 한다. 예컨대 기초과학분야나 文史哲 분야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세계최고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그래서 세계최고인재를 양성하는 것과 공동체
주의적 수정이 요구되는 것과는---수월성과 형평성은---사실은 항상 상호보완적이다. 결
코 상호경쟁적이거나 상호 대체적인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상향-평준화를 목표로 하
는 대중교육과 상등-다양화를 목표로 하는 엘리트교육을 상호보완적이지 결코 상호배
타적이거나 경쟁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담론에선 이 양자---수월성과
형평성 그리고 대중교육과 엘리트교육---를 항상 대립적으로 보는 경향이 너무 많았다
심지어는 계급투쟁적 관점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했다.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둘째는 붕괴되는 학습공동체문화/의식(learning community)을 바로 세워야 한다.
5․31 교육개혁은 제도와 정책개혁에 치중하였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문화개혁 의식
개혁의 면이 부족하였다.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제도와 정책 개혁과 더불어 반드시 정
신개혁 문화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한마디로 교육현장을 [선진적 혁신적 학습공
동체]로 바꾸는 일이 미흡하였다.
선진 학습공동체가 되려면 적어도 3가지가 있어야 한다. (1)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사
명감과 보람, 그리고 열정이 넘쳐야 한다. (2) 그리고 학생들의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감
동, 그리고 학습에 대한 열의가 뜨거워야 한다. (3) 동시에 동료학생에 대한 존중과 사
랑, 그리고 상호배려가 많아야 한다.
5․31 교육개혁과 그 이후의 일련의 개혁노력에는 이 3가지가 숨쉬는 선진학습공동
체---그러한 공동체문화---를 만드는데 많이 부족하였다. 왜 선진학습공동체, 왜 선진학
습공동체문화가 필요한가? 인간의 완성은 지식만으로 안 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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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덕성과 건강이 함께 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의 완성은 혼자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드시 다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공동체속에서---인격이 완
성되고 자신의 독자성도 보다 들어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올바른 학습공동체 문화와
의식 없이는 교육 그 자체가 성공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선진학습공동체가 어려운 이유가 과도한 경쟁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다.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교육에 경쟁이 없는 나라가 없고 본래 인간은 경쟁이 없으
면 발전하지 않는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에 남과 달라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 법이다.
이것이 모든 발전의 동기가 되는 것이다. 영국 일본 등등 일부 선진국에서 한때 학습경
쟁을 줄여서 소위 [여유 있는 교육], [재미있는 교육]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으나 국민
전반의 교육성과가 크게 떨어져 다시 모두 경쟁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선진국에서도 교육경쟁이 심하고 사실 입시경쟁도 치열한데 어떻게 선진적
학습공동체내지 학습공동체문화와 의식이 발전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이유
는 경쟁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경쟁의 기준이 올 바로 서있기 때문이다. 경쟁의 기
준이 지식과 덕성과 체육에, 智德體의 함양에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학습공동체문화와
의식을 위해서는 대학입시에서도, 학교내신의 평가에서도 지덕체를 기준으로 하여 뽑
고 평가하면 된다. 首相 16명을 배출한 영국의 Eaton 대학의 경우를 보라. 그들은 지덕
체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뽑고 또한 개별화된 지덕체 교육을 통하여 최고의 지도자적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교육경쟁의 기준---입시와 평가의 기준 등---을 바
로 세우는데 노력하지 않고 경쟁 그 자체를 비교육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선진국이 학습공동체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성공하는 두 번째 이유는 [좋은 학습공동
체]를 만들기 위한 교사간의 경쟁, 학교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교장과 교사 그
리고 학교전체가 열심히 학습공동체문화와 의식을 만드는데 노력한다. 왜 그럴까? 교
사와 학교에 대한 제도적 평가와 시장적 평가가 엄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에게는 필요한 경쟁은 적고 불필요한 경쟁이 많아서 문제이고
반면에 우리나라 교사들이나 학교에는 좋은 교육을 위한 경쟁자체가 너무 없어서 문제
이다. 노력하는 교사와 학교 그러하지 않은 교사와 학교간의 사회적 평가와 경제적 대
우의 차이가 너무 없다. 한마디로 경쟁 때문에 지덕체교육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올
바른 경쟁기준을 세우지 못했고,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려는 교사와 학교가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선진학습공동체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사명감, 보람,
열정이 앞장서야 한다. 교사의 사명감, 열정, 보람이 반드시 앞서야 그 다음으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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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승에 대한 존경 감동 그리고 학습에 대한 열의가 나온다. 이 부분을 고치는 데 교
육개혁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결국은 교육개혁은 교사개혁---교사의 의식 사명감
문화 개혁으로 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학교문화---새로운 선진 학습공동체를 만드는 일
로 나아가야한다. 이 점이 5․31 교육개혁에서 크게 미진했던 점의 하나이다.
셋째는 남북의 교육통합(educational integration)을 위한 교육개혁안을 서두르라.
끝으로 한 가지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이 앞으로 보다 치중하여야 할 분야가 하나 있
다. 즉 통일 분야이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정책에는 통일이라는 급속히 다가오는 변화
를 전제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정책 교육개혁노력이 거의 없다. 앞으로 통일은 3가
지 단계로 진행될 것이다. (1) 북의 체제전환 (2) 남북경제통합 (3) 남북정치통합이 그것
이다. 각각의 경우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교육은 어떠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가?
북한의 인구와 남한의 전체를---약 7,500만명---대상으로 한 새로운 교육개혁의 안을 준
비하여야 한다. 소위 [남북 교육통합]의 문제이다. 북한의 체제전환, 즉 종래의 계획경
제를 시장경제로 바꾸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공한 다음에 곧 시작되어야 할 남북경제
통합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통합의 하나가 교육통합일 것인데 어떠한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어떠한 내용과 단계로 진행할 것인가 본격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와 학생
들 간의 교육통합뿐 아니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북한의 성인교육---기술교육 시장
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의 필요도 크게 등장할 것이다. 새로운 인재의 교육과 양성 그
리고 기존 인력의 재교육과 향상교육 등이 모두 필요할 것이다. 지난 5․31 교육개혁
보다 몇 배 어렵고 몇 십 배 더 확대된 과제를 가진 교육개혁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그
래야 우리가 남북통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21세기 동북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가장 선진적인 통일한반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한반도의 역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위한 民官合作의 교육개혁위원회를 상설하라.
이제 교육개혁은 민과 관이 함께 고민하고 구상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상시
적인 상호소통 공동연구 공동노력이 있어야 한다. 왜 합작을 하여야 하는가?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과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육정
책을 위하여서는 관과 민의 정보의 pull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개혁의 추진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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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과 관이 함께 추진하고---필요하면 함께 수정보완 할 때 교육개혁의 효과가 극대
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일정기간 동안만 교육개혁위원회가 작동하고 일정기간 후 개혁안을
보고서로 만들어 정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부터는 이래서는
안 된다. 교육개혁을 위하여 민과 관이 상시적으로 함께 노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21세기는 지속혁명(continuous revolution)내지 영구혁명(permanent revolution)의 시대이다.
초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경제도 기업도 모두 [상시적 구조조정]의 시대에 살고 있다.
초세계화시대에는 교육에도 학교에도 상시적 구조조정과 [지속적 자기혁명]이 필요
하다. 그런데 상시적 구조조정과 지속적 자기혁명은 반드시 올바른 철학과 원칙을 가질 때
성공한다.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그리고 장관이 바뀔 때
마다 정책의 기조와 철학이 수시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추진하던 개혁에 잦은
중단이 있어서도 안 된다. 변화와 혁명은 반드시 올바른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
으로---끊임없이 자기점검하면서---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미래교육을 위한 민관합작의 교육개혁위원회가 상시화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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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의 주요 현황과 평가

❙서 정 화 교수 (홍익대)

【제 1 세션】주제발표 1: 교육개혁의 주요 현황과 평가

주제발표 1

교육개혁의 주요 현황과 평가
서 정 화 교수 (홍익대)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
여,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에 와 있는 것 같다.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하는 경이
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그 原動力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
다. 여기에는 바로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 위에 교육자들의 역할과 정부의 적극적인 교
육개혁 추진에 힘입은 바가 크다.
교육개혁은 교육의 질적 수준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의 개
선활동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은 사회발전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여 끊임없이 변화, 발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흔히 교육의 역사는 바로 교육개혁의 역사라고 한다. 교육의 목표,
내용 및 방법, 교원, 제도․운영 등에 걸쳐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교육개혁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문민정부 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었던 교육개혁위원회에서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교육개혁이 본격적으로 시발되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5․31 교육
개혁의 골격 위에 계속 교육개혁을 추진해왔다. 지난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정부도
그 동안의 교육개혁의 연장선 상에서 의욕적인 교육개혁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동안의 교육개혁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명박정부의 교육개혁의 추진
상황과 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의 교육개혁 추진에의 시사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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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개혁 추진에 대한 반성적 검토
198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 기구를 설치
하였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 직속으로 각각 교육개혁심의회와 교육
정책자문회의를 설치하였다. 이어서 문민정부(1993. 2 ~ 1998. 2) 하에 설치된 ‘교육개혁
위원회’에서는 지난 1995년 5월 31일,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新교육체제 수
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교육개혁의 포문을 열었다.
또, IMF 위기 상황 속에서 출범한 국민의정부에서도 5･31교육개혁의 기본 골격을 유
지하면서 여러 영역에 걸친 개혁과제들을 추진하였다. 이때 설치된 새교육공동체위원
회는 교육개혁의 추진을 위해 시민운동 성격의 활동에 힘을 기울였다. 이어서, 설치된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는 각 부처의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 정책들을 총괄 조정하였다.
이 때 인적자원개발 관련 과제들이 추가됨으로써 교육개혁의 地平을 확대하였다.
참여정부에서도 교육공동체 구축과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확대, 그리고 대입제도
개선을 비롯해서 사교육비 경감 등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그 동안 국가 차원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흔히 다음 세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급변하는 제반 환경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첨단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뿐 아니라 국경이 철폐된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교육의 내
용이나 방법, 교원, 시스템 등이 새롭게 바뀌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의 교육개혁에 뒤지지 않고 부응
한 측면도 있다. 1983년 미국에서 국가의 위기(Nation at Risk)가 발표되고, 일본에서도
1984년 수상 직속으로 임시교육심의회를 설치하여 국가적인 수준에서 교육개혁을 추진
하기 시작하였으며,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8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교육개혁에 나
서게 된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교육현장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암기 위주의 입시준비 교육
과 과중한 사교육비로 인해 학부모는 고통을 받고 있고 또, 획일적인 교육 운영 방식이
계속되어왔다. 이러한 교육 상황 아래서는 21세기에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
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교육의 당면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며 경쟁력 있는
교육 실현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교육개혁이 적극 추진된 것이다.
그 동안의 역대 정부 교육개혁 추진에 대해 몇 가지 물음을 중심으로 대체적인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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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이돈희․서정화, 2002).
먼저, 교육개혁의 지향 가치 및 정책 議題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교육개혁 관련 위원회들은 대체로 政策 議題를 설정하고 개혁 과제들을 마련
하여 대통령께 보고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그 동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새롭게 출범
하였던 대통령 자문기구들이었던 교육개혁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교육인적자원정
책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에서는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
였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5․31 교육개혁 방안의 지향점은 열린교육 체제를 구축함으로
써 모든 국민이 자아실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교육복지국가(Edutopia)’건설에 두었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비전과 추진 가치 아래 제안되었던 개혁과제들은 기본적으로 학교,
교사, 교육행정 관료 등 공급자 위주의 관치 행정으로부터 벗어나 학생, 학부모, 기업
등 교육 수요자의 만족을 높이는 교육 구현 요구에 부응하는 의제들로 짜여 졌던 것으
로 생각된다.
국민의정부에서도 5․31 교육개혁 방안의 골격 위에 교육의 수월성 신장에 힘쓰는
한편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형평성 확보 및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운영
의 자율화,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교직 종합 발전의 추진, 정보화 교육 강화, 교육여
건 개선, 교육인적자원 개발 체제 구축 등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민주주의 시장 경제와 평등적 ‘공동체주의’ 가치를 함께 추구하면서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시도된 교원 정년단축을 비롯한 성과급제, 각종 평가
활동 등 일련의 정책들은 학교현장의 많은 반발을 촉발시켜 교육적, 사회적 진통을 겪
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비록 이념적 가치 갈등이 이어졌지만 일련의 구조조
정과 교육여건 개선 노력, 교육인적자원개발 계획 수립․추진은 국가적 필요에 부합하
는 노력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참여정부에서도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의 평등구현 및 기회확대, 균형발전, 복
지향상, 양극화 해소 등에 주력하였다. 특히, 소외계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
공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조치와 함께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EBS 수능강의, 방과 후 학교에서의 특기․적성 교육에 집
중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을 선정․운영하였으며, 고급인력 양
성을 위한 BK21 사업추진, 특성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 7․20 교육여건개선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교과부, 2007) 사회적 요청과 국가적 필요를 담아내려고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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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개혁의 방향 및 정책목표가 적절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5․31 교육개혁 즉, 신
교육체제의 목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한다는 ‘열린
교육체제’와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 구축을 축으로 하는 방향과 목표 구현에 초점을
두었다. 5･31 교육개혁 방안 발표에 대하여 당시 교육계를 비롯해서 언론 등에서는 교
육개혁의 목표와 가치, 방향이나 정책목표 설정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
다. 한편,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개혁 추진에 따른 일선 현장에서의 반발도 없지 않았다.
또한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그리고 지원 인프라 측면에서 핵심적인 개혁과제들이
설정됨으로써 시대적, 사회적 적절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정부에서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이 추구하는 사명과 목표를 개인의 삶의 질 향
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두었다(인적자원정책위원회, 2002). 그리고 참여정부에서는 희
망과 신뢰의 학습사회 실현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길러야 할 인간상으로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학습하는 인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며 소통
하는 인간을 강조하였다(교육혁신위원회, 2007).
이러한 목표 구현을 위한 여러 교육개혁 방안을 현장에 투입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개혁과제들에 대해 교원단체를 비롯해서 관련 이익 집단들의 비판과 반발을 가져
왔다. 예컨대, NEIS 구축이라든지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에서 겪었던 진통이 그것들이
다. ‘교육논리’보다도 ‘경제논리’가 우선되고 있다거나 교육의 본질적 가치보다는 실용
적인 가치가 우선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국가적 필요나 요구에 부응하는 데
급급하는 비판적 시각이 그것들이다. 이는 ‘수요자 중심, 경쟁, 평가 등 신자유주의적으
로 간주된 개혁정책 용어들에 대한 비판과 냉소, 심리적 거부감이 교육현장에 확산’(정
봉근, 2007) 등에서 많이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들은 교육문제에 대한
학교 현장이나 NGO 등의 인식과 가치를 충분히 조율하고 조정하는 대응 노력이 미흡
했던 것을 말해준다.
셋째, 관련 이해 집단의 참여 및 의견 수렴 노력이 적절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그 동안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나 관련 부처, 연구기관 등
을 중심으로 각종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
한 노력을 기울였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관련 부처 협의, 전문가 협의회 등 많은 논
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해 관계자들이나 교육관련 단체나 기관(예, 교원단체, 학부모 단
체 등)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었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지 못하
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폐쇄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고,
‘black box 속에서 수립하여 중대 발표 형식으로 깜짝쇼를 연출’ 하였다는 식의 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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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받았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국민의정부 하에 추진된 교육여건 개선 조치와 같은 개혁과제는 사실 그 동안 교육계
는 물론이고 학부모들도 오랫동안 주장하여 온 내용들이 과감하게 반영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집행 초기에 상당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는 관련 집단의 참여와 이해, 여론
수렴 과정, 그리고 홍보 활동 등의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도 5･31 교육개혁 이후 추진해 온 교육개혁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 개혁 등에 초점을 두고 전국적으로 교육정책 리포터를
위촉하여 교육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 많은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 개혁
지원단을 두어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별 교육공동체 모임을 위한
시민모임 경성을 위한 지원을 하기도 하였다(새교위, 2000)
그리고,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에서도 내부 각종 회의 뿐 아니라 많은 토론회를 비
롯해서 전문가협의회, 간담회, 부처 협의회 등을 통해 인적자원개발 과련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참여정부 하의 교육혁신위원회에서도 정책 개발을 위해 각종 토론회, 워크숍, 국제학
술 행사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특히, ‘교육비전 2030’을 마
련하는 과정에서 교육전문가, 각계 대표,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이렇듯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것이 사실이지만, 현장 수용성
(responsiveness)이라든지, 실현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집단의 참여 및 의견 수렴
과정은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특히, 주요한 쟁점 사항들이나 관련 이해 집단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들의 경우 사안 자체에 대한 인식이나 시각의 차가 크기 때문에 많
은 논의를 필요로 하지만 실제 공론화 과정을 충분하게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공
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측면이 없지 않았고, 홍보활동
역시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넷째, 추진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교육개혁 추진에서 핵심적
인 추진체제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기구와 교과부였다. 교과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력
하에 실질적인 교육개혁 추진 구심체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개혁 과제의 추진은 대체
로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면서 교과부로부터 시․도 (시․군․구)교육청으로, 그리
고 다시 학교로 이어지는 하향식 개혁과제 추진 방식이 이루어졌다.
5․31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하였던 교육개혁위원회는 가히 ‘혁명적인’ 교육개혁의 역
사적인 章을 여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방적인 개혁 추진을 주도
하였고, 관계 부처의 협조 및 의견조정 미흡과 법적 측면의 뒷받침 부족, 그리고 지방자

19❚

2010년 5․31 교육개혁 평가 및 미래교육 비전 심포지엄

치단체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교육개혁위원회, 1998).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개혁의 추진과 확산을 위해 시민운동 성격의 활동에 주력하였
으나, 그 동안의 하향적인 교육개혁 추진 방식에 익숙했던 교원, 학부모 등 교육관련 구
성원들과 일반인 등의 이해 및 협력 부족 등으로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으
로 보인다.
인적자원정책위원회는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 정책들을 총괄, 조정하였다.
도서관 확충과 같은 간접적으로 교육개혁과 연결된 인적자원개발 과제들이 추진됨으로
써 개혁의 범위를 확대하였지만 그 位相이나 역할이 한계가 있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극복하고 미래 교육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
학제도 개선안,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등을 대통령께 보고하였으나(교육혁신위원회,
2005) 이를 현장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 동안 교육개혁 추진 기구에 그다지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재정 투입에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나 국회 등과의 협조가 그리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대통령 자문기구의 활동 내용이나 범위, 개혁 방안 수립 등은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등의 역량과 관계 부처 및 기관 간의 협조체제 등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교육개혁 과제 개발과 추진에 있어서 인적자원 동원 능력이나 관련 재정
적 지원 그리고 점검 및 평가활동 수행, 협력 체제 구축은 교육개혁과제 추진의 성과를
크게 좌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자문기구와 집행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의도 미흡하였고 또, 개혁과제 立案
기구와 교과부, 시․도 교육청, 단위학교, 대학 간에 개혁의 필요나 인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을 효과적으로 유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교육의 주체로 자부하는 현
장 교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지 못하여 개혁과제의 추진, 정착이 더디고 겉
도는 측면들이 없지 않았다(서정화, 2009).
또, 관련 개혁과제의 형성과 결정과정에 대한 관심은 컸지만 막상 결정된 개혁과제들
의 집행과 그 결과에 대한 진단과 평가와 현장 착근을 위한 monitoring은 미흡하였다.
물론 교과부를 중심으로 그 동안 추진하여 온 개혁과제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왔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교육개혁 과제입안 및 추진과정에 힘이
실려서 개혁방안 수립이나 추진평가 등이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제반 구조적 상황과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였다.
끝으로, 교육개혁 과제들이 얼마나 추진되었고, 그 성과는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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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의 교육개혁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 정책적 내용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
였다. 교육개혁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거대한 교육정책의 패키
지로 구성된 교육개혁 방안들이 상당 부분 실천되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 동안의 성과로서는 학생․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 학교운영의
자율성확대와 민주적 운영 및 책무성에 대한 인식 제고, 선의의 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노력, 교육 복지 구현 확대, 교육여건 개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김
신일 외, 2005).

2. 이명박정부의 교육개혁 방안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자율화 및 다양화, 글로벌 기준 충족 등
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학교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감소, 교육복지 구현 등의 정책 과제
추진에 역점을 두었다. 지난 2008년 2월 26일 취임사에서 선진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교
육개혁이 시급하다고 보고, 훌륭한 인재 육성을 위해 이명박정부의 교육 정책 기조를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 획일적 관치교육, 폐쇄적 입시교육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이고
교육현장에 자율과 창의, 그리고 경쟁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고 교
사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사교육열풍이 잦아
들게 됩니다. 학생들의 적성과 창의력이 살아납니다. 대학의 자율화는 국가경쟁력뿐 아니라 한국
사회 선진화의 관건입니다. 교육과 연구의 역량을 늘려서 세계의 대학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지식기반사회의 전선에 서야 합니다. 교육의 기회를 질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습니다 …….”

이명박정부의 교육개혁도 5. 31 교육개혁 방안의 골격을 거의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요자 중심 교육,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논리, 창의적 활동 및 교
육의 질적 수준 향상,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 충족 등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서 그러하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강조하여온 교육격차 해소라든
지 균형발전, 교육복지 확충, 공공성 강화 등 공동체적 가치도 함께 추구하고 있다. 말
하자면, 이명박정부의 교육개혁은 소위 신자유주의와 반신자유주의 및 공동체적 접근
에서 중시하고 있는 가치들을 통합적으로 아우르고 있다고 보여진다. 즉, ‘實事求是’ 가
치와 성과를 중시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내걸고 학습자, 학부모 등 수요자와 국가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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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어떤 유익과 도움을 주는가에 교육의 지향 방향과 교육활동 및 제도 운영 판
단의 기준을 두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정부의 교육개혁의 ‘실용주의 교육개혁’
(<표 1>)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신자유주의와 반신자유주의 특징과 교육개혁 과제
구분
가치

특징

신자유주의

○ 자유, 성장 강조
자유로운 경쟁 및 수월성
○ 자율화, 규제완화
○ 개방화, 민영화, 사유화
○ 효율성 추구
○ 수요자 중심
○ 우수한 인력 배출

정책

전략

반신자유주의

○ 평등, 분배 강조
교육기회확대 및 형평성 추구
○ 평준화
○ 공공성, 국가관여 확대
○ 복지향상, 균형발전, 격차해소
○ 공동체의식 강조
○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배려 강조

○ 학교 다양화(자립형, 자율형 등)
○ 교원 성과급 확대

○ 고교 평준화 확대
○ 학교 급식 확충

○ 평가활용(교원평가, 학교평가)
○ 학교통폐합 등

○ 자립형 사학, 외국어고교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

○ 경쟁, 선택과 집중

○ 기회균등, 평등주의적 접근

무한경쟁 시대, 국경이 무너진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서 나가려면 수요자 중심, 효율
이라든지 유연화, 개방화, 규제 완화, 자율과 경쟁 등의 가치와 전략들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명박정부도 신자유주의적인 입장과 반신자유적인 입장을 적절하
게 통합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0월 당시 한나라당 후보 당시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題下의 5대 실천 프로젝트와 11월 25일에도 ‘대학 강국 구현’을 위한 5대 실천프
로젝트를 발표하였다.
그것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 고교 50개, 그
리고 자율형 자립고 100개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추진
하고 3단계 대입자율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초학력·바른 인성 책임교육제를 실현하고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 등이다. 교육공약의 핵심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없이 공교육 틀 내에서 질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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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고품질 교육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교육만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학교의 다양성을 살리고, 학생의 창의력을
살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우리 교육정책의 맥이라고 할 수 있는 입시제
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기초학력 및 인성교육 책임제, 그리고
맞춤형 학교 지원 시스템을 구축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인재대국’을 내걸고, 자율화, 다양화, 경쟁과 효율 등의 가치 아래
유․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에, 대학은 대학자율에 맡긴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상과 같은 가치와 철학을 토대로 이명박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과 이외에 지난 2008년 4월 발표된 ‘학교자율
화 기본계획’과 인재대국 건설을 위한 과제, 그리고 교육복지 확충 방안 등이 그것들이
다. 이러한 방안들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현재 대부분 추진되고 있다.
또한, 대학 관련 대선 공약 내용으로서는 대학운영을 자율화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
을 키워 국가 경쟁력의 산실로 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성공신화 창조
글로벌 대학 5대 프로젝트’로서 ①글로벌 연구 대학, ②맞춤형 인재대학, ③평생 학습
대학, ④글로벌 휴먼네트워크, ⑤미래형 대학지원 시스템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대통령 교육 직속기구를 중심으로 교육개혁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던 역대 정
부와는 달리, 이명박정부는 대선 공약을 골격으로 하는 교육개혁 의제들을 설정하여 추
진하고 있다. 물론 이명박정부도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
치하여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교육 개혁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몇 가지 교육과 과학기술 관련 의제들을 중심으로 논
의, 검토하여 대통령께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이명박정부의 교육개혁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많은 교육개혁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개혁과제 추진
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개괄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
1) 설문 조사를 위해 ‘현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에 관한 설문’을 개발하였다. 이 설문지에는 현 정부 교육
개혁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초․중등 교육관련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 고등교육 관련 개혁과제의
중요도에 대한 의견, 쟁점사안 및 대두되고 있는 교육 현안, 그리고 향후 교육개혁의 추진방식 및 향
후과제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되었다. 2010년 1월 20일부터 2주간에 걸쳐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
산하 초․중등교원, 학부모, 시․도 교육청 전문직 그리고 대학교수 및 연구소의 연구원 등을 포함하
여 도합 5,000부를 배포하였고, 1,173여부를 회수하였다. 자료는 SPSS 12.0을 활용하여 통계처리하였
다. 각 설문 문항에 대하여 5단계 리커트(Likert)방식으로 표기하도록 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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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명박정부 교육개혁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인식
교육개혁의 성과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에 대한 반응을 보면, 학교교육의 책무
성 강화(3.50), 학교교육의 경쟁력 강화(3.43), 학생․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 교육 실천
(3.35)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
였다. 그러나 사교육비 경감(2.61), 지역 간 교육격차의 해소(2.73), 창의성 신장 교육의
강화(2.95) 등에 대해서는 보통 이하로 응답하였다(<표 2> 참조).
<표 2> 교육개혁의 전반적인 성과
내

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 학생,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 교육 실천

1,191

3.35

0.897

○ 학교교육의 자율화 및 다양성 신장

1,193

3.26

0.936

○ 학교교육의 책무성 강화

1,190

3.50

0.886

○ 학교교육의 경쟁력 강화

1,191

3.43

0.929

○ 교육복지 기반 확충

1,187

3.12

1.015

○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1,193

2.73

1.077

○ 사교육비 경감

1,194

2.61

1.175

○ 창의성 신장 교육 강화

1,193

2.95

1.006

○ 대입전형의 자율화 확대

1,190

3.07

0.889

교육개혁의 긍정적 성과에 대한 응답으로는 학교교육의 책무성 확대(26.1%)와 방과후
학교 활성화로 사교육비 경감(25.4%)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표 3> 참조).
<표 3> 교육개혁 중 가장 긍정적 성과
내

빈도

비율(%)

○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으로 사교육비 경감

286

25.4

○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 신뢰 증진

133

11.8

○ 대학선발방식의 다양화로 학교교육정상화에 기여

102

9.1

○ 학교교육의 책무성 확대

293

26.1

○ 대학운영 자율성 확대

71

6.3

○ 고육복지범위 확대

125

11.1

○ 교직역량 강화

38

3.4

○ 기타

76

6.8

1,124

100.0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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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중등 관련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
교육개혁 핵심 과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응답 수준(3.00)을 보이고 있
다. 특히, 기초학력 향상(3.69), 특성화된 교과전용 교과교실제 확대(3.60), 방과후학교 할
성화(3.53), 학교정보공시제 운영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동의하는 것으
로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마이스터 고교 육성,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율형 고교 확대, 교원능력개발 평가 실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 등에
대해서도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4> 학교교육 관련 핵심 과제

내

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
○ 교원능력개발 평가 실시

1,194
1,194

3.18
3.22

1.134
1.127

○ 농산어촌 지역에 기숙형 고교 설립․운영

1,189

3.34

0.984

1,186

3.47

0.936

1,191

3.22

1.032

1,195
1,191
1,189
1,184
1,171
1,193
1,195

3.69
3.49
3.60
3.30
3.53
3.32
3.49

0.949
0.931
0.976
0.853
1.043
1.182
1.089

○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교 육성
○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율형 고교 확대
○ 기초 학력 향상
○ 학교 정보 공시제 운영
○ 특성화된 교과전용 교과교실제 확대
○ 2009 개정 교육과정 운영
○ 방과후 학교 활성화
○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 실용 영어 교육 강화

다. 학교교육 현안 쟁점 과제들에 대한 동의 정도
교육 현안 과제들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
으로 응답하였다.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에게
무상급식 확대(4.22), 비리와 연루된 교원 퇴출(4.00)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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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학교교육 쟁점 현안에 대한 동의 정도

내

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자녀에게 무상급식 확대

1,195

4.22

0.913

○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EBS(교육방송) 강의에서
수능시험 출제 비중 대폭 확대

1,193

3.63

1.059

○ 유능한 교장 확보를 위해 교장공모제 확대

1,191

3.31

1.141

○ 지역교육청의 유능한 교육장 임용을 위해 공모제
실시

1,191

3.41

1.090

○ 비리와 연루된 교원 퇴출

1,190

4.00

1.089

○ 교수-학습 활동 중시의 교직 풍토 조성을 위해
수석교사제 도입, 확대

1,187

3.53

1.011

라. 교육 복지정책 추진 중요도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중요도에 관한 설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보다 높
게 응답하였다. 장애 학생 대상 무상교육 확대(4.28), 유아 및 초등 돌봄 교실 확대(4.21),
두 자녀 이상의 유아 학비 지원(4.11),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확대(4.09), 그리고 북
한이탈 청소년 교육 지원 확대,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 추진의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6> 참조).
<표 6> 교육 복지정책 추진에 대한 동의 정도

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 두 자녀 이상의 유아 학비 지원

1,190

4.11

0.879

○ 유아 및 초등 돌봄 교실 확대

1,191

4.21

0.808

○ 장애 학생 대상 무상교육 확대

1,188

4.28

0.828

○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확대

1,189

4.09

0.816

○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지원 확대

1,189

3.97

0.859

○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 추진

1,188

3.9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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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초․중등 교육개혁 관련 우선순위
1) 학교 성적 공개에 대한 의견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지역별 공개(32.4%), 일체 금지(23.5%) 등의 순
으로 응답하였다(<표 7> 참조).
<표 7> 학교 성적 공개에 대한 의견

내

빈도

비율(%)

○ 일체 금지

278

23.5

○ 지역별 공개

383

32.4

○ 예정대로 추진

181

15.3

○ 희망하는 학교에 성적정보 제공

182

15.4

○ 성적이 좋은 학교만 공개

86

7.3

○ 성적이 낮은 학교만 공개

59

5.0

○ 기타

13

1.1

1,182

100.0

합

용

계

2) 고교교육 내실화 방안
고교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가장 강조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교육여
건 및 환경개선(28.5%),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23.8%), 교사들의 전문적 자
질 향상(22.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8> 참조).
<표 8> 고교교육 내실화 방안

내

빈도

비율(%)

○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276

23.8

○ 교사들의 전문적 자질향상

256

22.1

○ 고교 내신성적 반영 비중 확대

216

18.6

○ 방과후학교 운영활성화

60

5.2

○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

330

28.5

○ 기타

21

1.8

1,159

100.0

합

용

계

27❚

2010년 5․31 교육개혁 평가 및 미래교육 비전 심포지엄

3) 자율형 사립고 확대 해결 우선순위
자율형 사립고를 확대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율권 확대(32.4%), 학생 선발 자율권 확대(28.8%), 사회적 배려 대
상자 선발 비율 조정(21.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9> 참조).
<표 9> 자율형 사립고 확대 해결 우선순위

내

빈도

비율(%)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비율 조정

246

21.5

○ 법인전입금 의무부담 비율 축소

93

8.1

○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330

28.8

○ 납입금 책정 자율권 확대

36

3.1

○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율권 확대

371

32.4

○ 기타

68

5.9

1,144

100.0

합

용

계

4) 외고, 국제고 자기주도학습 전형에 대한 의견
외고, 국제고의 자기주도학습 전형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7.4%),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되지 않는다(34.9%), 학생의 잠재력계발과 학습역량강화
에 적합한 방식이다(13.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10> 참조).
<표 10> 외고․국제고 ‘자기주도학습 전형’에 대한 의견

내

빈도

비율(%)

○ 교사 업무부담 증가 우려

143

12.2

○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되지 않음

408

34.9

○ 학생의 잠재력 계발과 학습역량 강화에 적합한 방식

163

13.9

○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437

37.4

○ 기타

19

1.6

1,170

100.0

합

용

계

바. 대학교육 관련 현안에 대한 동의 정도
대학교육 현안 관련 중요도에 대해서는 각각의 내용에 대해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중
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부실대학 퇴출 및 통․폐합 유도(4.12),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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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육성 사업(4.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확충(4.06)에 대해서는 높게 반응하고 있
다. 이외에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 확대, 대학정보공시제 실시, 강의에 주력하는 교육중
심 학부 대학 지원 확대, 대학 운영의 자율화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중
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국립대학의 법인화 추진, 입학사정관제의 확대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 보다 약간 높은 응답 수준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11> 참조).
<표 11> 대학교육 관련 현안에 대한 동의 정도

내

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 입학사정관제의 확대

1,187

3.13

1.044

○ 대학정보공시제 실시

1,188

3.76

0.900

○ 대학 운영의 자율화

1,188

3.69

0.912

○ 국립대학의 법인화 추진

1,185

3.30

1.023

○ 강의에 주력하는 교육중심 학부 대학 지원 확대

1,183

3.72

0.898

○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1,183

4.11

0.848

○ 부실대학 퇴출 및 통․폐합 유도

1,187

4.12

0.929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확충

1,189

4.06

0.923

○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 확대

1,189

3.84

0.926

사. 교육개혁 추진의 주요 문제점
<표 12> 교육개혁 추진에 있어서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책방향 및 추구
가치 미흡(35.6%), 정책 관련 당사자 간 의사사통 미흡(22.6%), 구체적인 정책추진체제
및 수단 부족(17.9%), 교원의 적극적인 협력 유도 미흡(16.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12> 참조).
<표 12> 교육개혁 추진의 주요 문제점

내

빈도

비율(%)

○ 정책 방향 및 추구 가치 미흡

420

35.6

○ 정책 관련 당사자 간 의사소통 미흡

267

22.6

○ 교원의 적극적 협력유도 미흡

199

16.9

○ 구체적인 정책추진체제 및 수단 부족

211

17.9

○ 정책의 내용 및 추진상황에 대한 홍보 부족

59

5.0

○ 기타

23

2.0

1,179

100.0

합

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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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교육개혁 추진 핵심 가치
교육개혁 추진 시에 가장 중시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율화(23.4%),
다양화(22.0%), 교육복지 확충(20.7%)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표 13> 교육개혁 추구 핵심 가치

○
○
○
○
○
○
○
○

내

용

자율화
다양화
책무성 강화
경쟁 및 효율의 추구
수요자 중심
교육복지 확충
국제적 기준에 부응
기타
합

계

빈도
275
259
122
110
134
243
24
8
1,175

비율(%)
23.4
22.0
10.4
9.4
11.4
20.7
2.0
0.7
100.0

자. 향후 교육개혁 중점 추진과제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개혁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인성교육 강화
(48.1%), 사교육비 경감(18.2%)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표 14> 참조).
<표 14> 향후 교육개혁 중점 추진과제

내

용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 수월성 교육

87

7.4

69

5.99

○ 인성교육 강화

568

48.1

191

16.59

○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대책 강화

96

8.1

142

12.34

○ 다문화가정 대책 마련

15

1.3

32

2.78

○ 사교육비 경감

215

18.2

251

21.81

○ 대학생 선발방식

70

5.9

115

9.99

○ 사립학교 자율성 확대

18

1.5

41

3.56

○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 실현

61

5.2

157

13.64

○ 교육계 비리 척결

46

3.9

144

12.51

○ 기타

4

0.3

9

0.78

1,180

100.0

1,151

100.0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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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향후 교육개혁 추진 방식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강화(45.8%),
효율적인 교육개혁추진 체계 구축(26.5%), 교육의 지향가치 보완(15.2%) 등의 순으로 응
답하였다(<표 15> 참조).
<표 15> 교육개혁 추진 방식

내

빈도

비율(%)

○ 효율적인 교육개혁추진체계 구축

301

26.5

○ 교육의 지향가치 보완

173

15.2

○ 추진속도 조절

61

5.4

○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강화

520

45.8

○ 교육관련 단체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력강화

75

6.6

○ 기타

6

0.5

1,136

100.0

합

용

계

4. 이명박정부의 교육개혁 추진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에 대한 의견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 몇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명박정부의 교육개혁의 가치와 개혁 의제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
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학교교육의 책무성 강화 및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서 학생 및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 교육실천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표 2>, <표 3>
참조). 1년 전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에 관한 인식은 평균에 다
소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참조)2).

2) 지난 2008년과 12월~1월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에 관한 설문’을 개발하였다. 이 설문지에는 이명박
정부 교육개혁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초․중등 교육관련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 고등교육 및 평생
교육 관련 개혁과제의 중요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교육개혁의 가치 및 전략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되
었다. 2009년 2월 1일부터 2주간에 걸쳐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 산하 초․중등교원, 그리고 대학교
수, 연구소의 연구원 등을 포함하여 도합 4,700부를 배포하였고, 4,320여부를 회수하였다. 자료는 SPSS
12.0을 활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각 설문 문항에 대하여 5단계 리커트(Likert)방식으로 표기하도록 하
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서정화(2009). “이명박정부의 교육개혁 추진 진단 및 시사점” 교육행정학 연구.
제 27권 제 2호 pp.48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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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이명박 정부 교육개혁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
◦
◦
◦
◦
◦
◦

설문내용

N

평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내용은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
학교교육 자율화, 다양화, 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 방향 바람직.
학교에서 영어교육이 강화되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크게 향상될 것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가 이루어지면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
교육개혁 방안이 추진되면 교육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은 앞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
이명박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

4,304
4,312
4,318
4,314
4,296
4,308
4,294

2.66
2.89
2.95
2.12
2.73
2.53
2.59

한편, 사교육비 경감과 지역 간 격차 해소, 그리고 창의성 신장 교육 강화에 대한 반
응은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표 2 참조>).
둘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교육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
로 반응하고 있다. 특히, 기초학력 향상, 교과교실제 운영, 방과후학교 활성화, 학교 정
보공시제 등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셋째, 학교교육 현안 쟁점 과제들로서는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무상급식 확
대와 비리 교원 퇴출 등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또한, 교육 복지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장
애 학생 대상 무상 교육 확대와 유아 및 초등 돌봄 교실 확대 등에 대한 반응이 높다.
넷째, 초․중등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성취도 평가 공개에 대해서는 부분적 공개에 대
한 반응이 높고, 고교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여건 개선 및 차별화 된 교육프로그램 운
영, 그리고 외고, 국제고 등의 입시에서 ‘자기주도학습 전형’ 방식에 대해서는 단계적
실시에 대한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대학 교육개혁 관련 과제에 대해서는 부실대학 퇴출 및 통폐합, 세계 수준의 연
구중심 대학, 그리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등의 순으로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섯째, 교육개혁 추진의 주요 문제점 및 장애 요소로서는 정책의 방향 및 추구 가치
가 미흡하고 정책 관련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이 미흡한 것으로 반응하고 있다.
일곱째, 교육개혁 추진 핵심 가치로서는 자율화, 다양화, 그리고 교육복지 확충에 대
한 반응이 높고, 향후 교육개혁 중점 추진 과제로서는 인성 교육 강화, 사교육비 경감의
순으로 반응하고 있다.
끝으로, 향후 교육개혁 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강화와 효율
적인 교육개혁 추진체계 구축, 그리고 교육개혁의 지향 가치 보완 등의 순으로 반응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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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볼 때 이명박정부의 교육개혁의 추구 가치나
내용 등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육의 자율화, 다양화, 복지 확충, 책무
성 강화 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명박정부의 교육개혁 기조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정책 의제들도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개혁의 방향과 정
책 목표도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육복지 확충,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의 개
발․확대,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 육성 등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등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거의 대부분의 개혁과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의 교육개혁 추진에 있어서 시사점과 과제들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개혁에 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구가치 및 중점과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사교육비 절감과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거대
교육 담론을 중심으로한 개혁 방안보다도 교육현장의 절실한 과제3) 들을 해결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단위 학교장들로
하여금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자율성의 폭을 넓혀 주면서 행․재
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학교 및 학교 경영층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 및 소통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그동안 매스컴과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 교육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설명하고 소통하
는 기회가 부족하고 홍보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서 교육개혁 과제의 타당성
에 관한 논란도 분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교육 관련 단체
와 학부모 단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 교원들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적극적인 의사
소통에 주력하는 동시에 국회,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언론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 교육개혁 추진 과정과 성과, 기대 효과 등을 더욱 적
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체계 구축 및 역할 강화가 필
요하다. 그동안 교육개혁 방안이 마련되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장하는 관련 기구 및
부처들 간의 협력 및 네트워크도 취약하였다. 그리고 교육 관련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
하는 노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였다. 앞으로 교육개혁 관련 위원회나 교과부 등에서
교육개혁의 추진과 성과 측면에서 점검, 평가 보완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3) 수업 준비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 우울증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방황하는 아이
들도 허다하다. 방과후학교나 자율학습 등으로 밤 10시~11시에 귀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안전
대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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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국가차원의 교육개혁 추진 방식과 함께 시․도교육감 및 지역 교육청의 교육
행정 책임자들로 하여금 전체적인 교육정책의 틀 안에서 해당 지역의 특성을 살려 차
별화된 교육을 실천하도록 유도, 촉진함으로써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여섯째, 교육개혁 추진은 우선순위에 따라 완급을 가려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
다. 특히, 교육의 쟁점 사안과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가 직결되어 있는 사안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개혁과제 추진에 대한 부분적인 보완을 하되, 그 동안의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교육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대안 제시와 책무성도 요청된다.
교육정책은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이 제시될 때마
다 충돌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관련 단체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한다. 더욱이
민간단체나 언론 등 비정부기구들의 문제제기와 비판이 정책의제 형성과 결정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교육 관련 단체들의 책무성이 따른다고 할 것
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의 제시가 요청되는 이유다.
끝으로, 여야 협력을 통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초정권적 차원에서, 이해
관계를 넘어서 교육정책 과제들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의 입장을 넘어서
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요청되고 있다. 교원평가제가 한 예가 될 것이다. 앞으로 교
육개혁 핵심 의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바탕으로 교육정책 개발과 추진을 위해서는
적시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박정수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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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이후 교육개혁의 전개와 향후 과제
박 정 수 교수 (이화여대)

Ⅰ. 서 론
자율과 책임, 여러줄 세우기, 가르치기 경쟁, 평생학습사회의 실현 그리고 교육수요자
의 다양한 선택권을 강조하며 신자유주의에 기초해 교육개혁을 주창했던 5․31 교육개
혁안이 발표된지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정부는 3번이나 교체되었고 특
히 이념적인 정향을 달리하는 정권교체가 두 번이나 이뤄졌지만 기본적으로 그동안 교
육개혁의 골간은 역사적 제도주의의 입장에서 지속되어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
인다. 5․31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시스템변화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반면 이후 정
부의 이념적 정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가치의 차이가 초래하는 교육정책의 방점변화
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 살리기와 사회 통합을 기조로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선진화, 의료사업선진화, 각종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
고 있으며,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교육분야에서 공약으로 제시하였던 ‘학교
만족 2배, 사교육비 절반’을 위한 5대 과제와 ‘대학 강국 프로젝트’ 5대 과제 실현을 위
하여 교육 개혁을 단행하였으나, 이러한 개혁이 경쟁과 수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는 일각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휴먼뉴딜을 강조하던 정부가 최근에는 친서민
을 더욱 전면에 내세우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에 대한 의제설정을 집중하고 있는바 2011
년 예산안에서도 보육과 다문화가정, 그리고 전문계 고교에 대한 배려가 눈에 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을 단순히 경쟁과 수월성에만 치우친 정책으로 간주하는 것
은 지난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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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단편적인 판단이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국
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소외계층 배려와 같은 교육형평성을 함께 추구하고자 했
던 5․31 교육개혁의 정신(공동체자유주의)이 여전히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속에도
녹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발제에서는 5․31 교육개혁의 의의를 먼저 고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역대 정부들의 교육 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이 어떻게 5․31 교육개혁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5․31 교육개혁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향후 정부의 역할과 기대에 대하여 제언하고
자 한다.

Ⅱ. 5․31 교육개혁의 주요 의제
1. 기본 방향
5․31 교육 개혁에 대하여 이를 주도한 교육개혁위원회(1998)는 ‘5․31 교육개혁은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하며 교육의 다양화
를 지향하는 동시에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의 혁신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을 실천하고 교육의 정보화를 구현하며 질 높은 교육을 구
현하는 것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정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현석(2005)은 종래의 획일적인 교육으로부터 교육을 다양화․특성화하
고, 학교․교사 등 종래의 교육공급자 위주의 교육활동을 학생․학부모 등 소비자들 중
심으로 한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통제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책무성과 자율성
에 바탕을 둔 교육을 하고 또한 시대적인 상황의 변화에 발맞추어 정보화 시대에 필요
한 교육을 강화하며,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기본 원칙이 종래의 교육
관행에 대한 패러다임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혁명적이라고까지 평가하였다.
따라서 5․31 교육개혁은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에 수월하게 접근함으로써 개인 경쟁력을 강
화시킴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5․31 이전의 교육정책은 산업사회의 패러다임
속에서 시대적 과제를 고민했다고 한다면 5․31 이후는 정보화사회와 지식기반사회의
패러다임속에서 미래를 선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개혁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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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문민정부와 철학적 정향이 달랐다. 특히 대학입시, 고
교평준화, 사교육정책과 관련한 입장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
게 보면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각 정부가 직면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 교육의 수월성이냐 혹은 형평성이냐 등 특정 분야가 부각되었을 뿐
여전히 동일한 범주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본다. 또한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
원회를 통하여 기본 계획을 세우고 교과부가 이를 시행하는 등의 기본 추진체계 역시 큰
변함이 없다는 점도 5․31 교육개혁이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 요인의 하나라 볼 수 있다.
<표 1> 5․31 이전과 이후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구분

Before 5․31

After 5․31

지향하는 사회

보편적 정규교육, 학제

열린 평생학습사회

시대배경

산업사회

정보사회

추구하는 가치

획일성

다양성, 창의성, 자율성

중심 고객

공급자 중심

수요자 중심

책임주체

교육부(관치)

단위학교

주요 정책수단

정부규제

시장활용

개혁주체

교육부

대통령위원회

2. 주요 내용
1992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으로 문민정부가 출범하였는바 김영삼 대통령은 교
육대통령임을 표방하며 교육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다(남정걸, 1999). 대통
령은 교육정책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해 1995년 발표한 5․31 교육개혁안을
필두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다양한 교육개혁 방안이 정책추진계획 따라 실행되었다.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신교육체제의 비전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
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건설로 더불어 사는 인간, 슬기로운
인간, 열린 인간, 일하는 인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신교육체제의 기본 특징이자 교육개혁의 방향은 교육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획일적 교육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으로, 규제와 통제 중심 교육운영에
서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교육운영으로, 획일적 균일주의 교육에서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으로, 흑판과 분필중심의 전통적 교육에서 교육의 정보화를 통한 21세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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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교육으로, 그리고 질 낮은 교육에서 평가를 통한 질 높은 교육으로 전환하는 교육
체제변화(system change)에 두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4차례에 걸쳐 교육개혁과제를 발표하였다. 먼저 제1차 교육개혁 영
역에서는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초․중등교
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 공동체 구축,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국민
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 입학제도,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 교육운
영,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구축, 품위 있고 유능한 교원 육성, 교육재정
GNP 5% 확보를 상정하였다.
제2차 교육개혁 영역은 신 직업교육체제의 구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 전문
대학원 제도의 도입, 교육관계 법령 체제 개편을 상정하였고, 제3차 교육개혁 영역에서
는 교직사회 활성화를 위한 교원정책의 개혁,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 교육정보화
의 청사진과 개혁방안, 열린 학습사회를 위한 사회교육 개혁 방안,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상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차 교육개혁 영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개혁,
초․중등학교의 혁신과 고등교육체제의 개선,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 과외 대책
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상정하였다.
1990년 대 초반 교육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 등장한 문민정부는 대선 공약에 따라
1994년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교실에 컴퓨터 등 첨단 장비들을 보급하고 학교운영
위원회를 통한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가 제도화 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났
다. 또한 교육재정 GNP 5% 확보를 위한 노력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정부주도로 무리하게 추진됨으로 인해 교사집단이나 학
부모 등 관련자들과의 적지 않은 갈등이 발생했다. 그리고 공급자 중심의 교육을 수요
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교육 분야에 경쟁원리를 도입한 것은 교육
불평등을 확대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그동안 군사정권하의
교육정책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교육정책에 대한 성과와 실패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백화점식 개혁추진으로 교육개혁위원회와 주무부처간 역할 혼란도 초래되었
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이종태, 2003).
당시 백서를 통해 교육개혁위원회 차원에서 보고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추진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등교육 분야에 있어서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예로서 열린교육의 확산과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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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교육활동의 활성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에 따른 학교단위의 풀뿌리 교육자치의 출
발 등이 제시되고 있다.
둘째,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정부규제의 획일화 교육에서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 쪽으
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예로서는 대학 자율권과 경쟁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한 기틀이 조성되어 가고 있으며, 대학입시제도가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
셋째, 평생․직업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하
여 신직업교육체제의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예로서 ‘열린 교육사
회․평생 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신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실업계 고교생 및 산업체 근로자의 계속
교육기회가 확대된 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
넷째, 교육 인프라 구축분야에 있어서는 교육개혁의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법적, 제
도적, 재정적인 지원체제가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예로서는 교육재정을
GNP 5% 수준으로 확보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여건 및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
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개혁 관련 법령의 정비를 위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제정하였고, 교육연구 지원체제의 구축을 위해 첨단학술 정보센터, 멀티
미디어 교육지원센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발족시킨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교육개혁위원회의 보고서는 계획상 차질이 있었던 분야로서 첫째, 교육재정확보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미흡하여 GNP 대비 5%의 교육재정 확보에 차질이 있었
던 것, 둘째, 직업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투자 확대를 위한 인력개발기금의 조성이
관계 부처의 협조 미흡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던 것, 셋째, 현재 심의기관 성격의 교육위
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관화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의 구체적 시행방침 마련
이 미흡했다는 점, 넷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육성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침이 마련되
지 못한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교육개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학부모와 교사의
관심은 상당히 높게 나타난 반면, 교사의 만족도나 교육개혁의 성공 여부에 대한 국민
의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으로 개혁내용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
고, 당시의 교육개혁이 교육의 체제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 위로부터의 개
혁(top down)적인 성향이 짙었다는 점, 교육개혁에 대한 교육관련 집단 간의 이해가 첨
예하게 대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교육 일반에 대한 불만이 교육개혁에 대한 불만으로
전이된 부분도 적지 않았다는 점 등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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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노동당 등에서는 5․31 교육개혁안에 대해서 “‘교육 시장화,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라면서 5․31 교육개혁안은 교육 시장화 정책의 시작이라는 점”을 비판하고 있
다. “선택과 다양성”을 주요 표어로 삼았지만 결국에는 선택은 부유층만을 위한 선택으
로, 다양성은 서열화로 귀결되었다는 지적이다.1)
이들은 대안으로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대학교육의 분화 및 연계체제 구축, 직
업전문교육의 독립화, 평생교육제도와 고등교육제도의 연계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국
공립대 통합 네크워크를 통해 학력주의를 철폐하는 것이 한국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해
결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 사립대학의 위기는 부패한 사학 재단과 무책임한 교육부의
행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5․31 이후의 국가 교육과정 정책이 결국 입시위주 교육의 심화, 학습부담 증가와 사
교육비 증가로 귀결되었음을 지적하고, 교육당국이 아무리 다양성과 선택을 말한다 하
더라도 그 다양성과 선택은 대학입시라는 목표 안에서의 다양성과 선택일뿐이라는 한
국사회의 교육문화적 조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5․31 교육개
혁안과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정책은 실질적인 다양성과 선택에 거리가 멀다는 점을 비
판하고 있다.

Ⅲ. 5․31 이후 전개과정
1. 국민의 정부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지향하던 국민의 정부는 교육개혁 정책 추진에 있어 관주도의
하향식 방식보다는 교원, 시민단체, 교육 NGO 등이 중심이 된 상향식 교육개혁을 추진
하고자 하였다(신현석, 2005).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역시 5․31 교육개혁안에 입각하고
있으며, 특히 IMF 경제 위기와 함께 출범한 국민의 정부의 이해찬 장관은 “신자유주의
적 시장원리를 도입해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고, 경쟁원리에 입각한 신자유
주의적 교육개혁을 강화하였다.
1) 2005년 5월 30일, 국회에서는 교육개혁안 이후 10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전교조, 민교협, 범국민교육연대 등의 교육사회들과 공동
주최로 2005년 5월 30일 1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5․31 교육개혁안 10년, 한국교육의 오늘
과 내일”이라는 기획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는 1995년 5․31 교육개혁안 이후 한국 교육의
변화 양상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앞으로의 교육정책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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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 관련 위원회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학부모․교원․시민단
체 및 지역사회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의
개혁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98년 7월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하였
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열린 교육체제, 수요자중심의 교육서비스, 자율성과 책무성
을 강조하였다. 정부의 교육개혁은 종래 학교의 기능에만 한정되어 있던 교육의 관념을
깨고 실질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적 조건을 갖추고자 노력 했다. 또한 중앙정부, 교
육청, 학교, 교사 등의 공교육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공급자적 관점에서 계획하고 추진
하던 교육운영체제를 학습자와 그 친권자, 혹은 인력 수요자 등의 교육적 필요를 반영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둠으로써 학교를 교육공동체에
개방하고 수요자측이 교육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내의 교육활
동을 다양화하여 학습자의 능력과 소질, 취향에 따른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그
리고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교육개혁의 영역으로 초․중등교육의 발전 방향과 과제,
대학교육 체제 개선 방안,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방안, 교육공동체 시민운동의 활성
화 방안을 제시하였다(새교육공동체위원회, 2000).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개편하여 설치한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는 21세기 지식정보
화 사회에 부응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인적자원 개발의 비전모색, 정책 개발 및
점검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는 국가 인적자원개발
에 대한 체계적 접근, 국가 인적 자원개발을 위한 연계 협력, 현장 진단과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과제 개발, 국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을 추진방향으로 삼았
다. 그러나 주로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의 개혁과제를 개발하는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실
적위주의 업무추진을 중시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교육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웠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1). 교
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는 3차에 걸친 정책보고서를 통하여 제1차 교육개혁 영역에서는
공교육기반강화, 대학의 지식 창출 및 전문 인력 양성의 핵심기지화, 기업의 학습조직
화 및 지식 근로자 육성,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극대화를, 제2차 교육개혁 영역에
서는 학교-노동시장 이행 지원 체제 구축 방안, 계속학습자를 통한 능력개발 지원 방안,
도서관 정보 인프라 활성화 방안을 마지막으로 제3차 교육개혁 영역에서는 학교 교육
의 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대학의 자율기반 구축 및 수월성 확보, 기업 내 인적자
원개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을 제시하였다(교육인적자
원정책위원회, 2002a, 200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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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정부2)
참여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31 교육개혁과 이를 계승한 국민의 정부 교육개
혁에 대해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은 문민정부의 교육
개혁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 없이 무비판적 승계로 귀결되어, 정책의 참신성과 개혁성이
실종되었다. 둘째, 개혁 프로그램의 부재와 교육개혁의 주체 형성에 실패하였다. 특히
교원을 소외시키고 교원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셋째, 개혁 추진기
구의 설정과 위상 정립에 문제가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에 교육개혁에 관한 권한이 부
여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교육개혁을 주도하지 못하였다. 넷째, 교육부 주도의 개혁으
로 인하여 참여와 자치의 취지가 미흡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수위는 교육혁신기구를 설치하였고 참여와 자치
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고도
화라는 의제를 도출하였다. 인수위 단계의 교육개혁 추진으로 첫째, 참여와 자치를 통
한 교육개혁 추진 노력이 강조되었고, 이를 통해 교육혁신위원회 구성 계획이 구체화되
었으며,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인 학교혁신이 강조되었다. 둘째,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개혁 방향을 학벌 타파로 설정하였다. 셋째, 유아 및 특수아 학습권 보장과 지역 간 교
육격차 해소가 강조되었고, 사회 전체의 균형 발전과 통합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넷째, 과학기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고도화가 참여정부 주
요 국정과제로 대두되었다.
인수위 이후 2003년 설치된 교육혁신위원회는 1기와 2기에 걸쳐 대입제도의 개선, 직
업교육체제 개선, 교원정책의 혁신,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개편, 교육 양극화 해소, 미래
교육 비전의 수립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교육혁신을 통하여 교육혁신위원회가 최종
적으로 추구하였던 참여정부의 교육적 사명은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지원하
는 학습사회의 실현이었다. 참여정부는 교육혁신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이 올바른 방향
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와 능력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나아가 사회 전체를 학습을 통해 스스로 성장․발전하는 학습사회화하여 국민 개개
인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유도․지원․조장․촉진하며 국가 전체를 학습을 통해 스
스로 성장해가는 학습사회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1기 교육혁신위원회는 2008
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복지 종합정책, 직업교육체제 혁
2) 교육혁신위원회(2004, 2005a, 2005b, 2005c, 2008) 주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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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교육과정․교과서 현대화 방안 정책이라는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학교교
육활동 기록의 선진화, 수능시험의 등급제 도입과 그 영향력 약화, 농어촌 교육 살리기
대책마련, 실업고 장학금 지급 확대, 장애학생의 직업교육 여건 개선,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및 진로교육 강화, 교과서 검인정 확대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였다. 제2기 교
육혁신위원회는 사회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체제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정
책 개선과 자율적인 학교 혁신 추진의 지원과 확산, 저출산․고령화․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미래교육 구상을 주요 정책 추진 방향으로 삼았다.
교육개혁위원회의 이러한 교육정책들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첫째, 공급자 중심의 교육활동으로부터 학생․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활동이
전환되었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운영 및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
육을 실천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둘째, 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민주적 운영
및 책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으로 인한 교육의 경직성과 획
일화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자치제를 도입하고, 교육감직선제,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자치법을 개정하는 등 꾸준한 노력으로 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민주적 운영 및 책무성을 높여갔다. 셋째, 평가와 그에 따른 차등적 행․재정 지
원방식을 통해 학교 간, 교육행정기관 간의 선의의 경쟁 체제를 유발함으로써 학교교육
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였다. 자칫 현실에 안주하고 도태되기 쉬운 교직사
회에 전문성 신장과 자기 개발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넷째, 교육복지 구현을 위
한 노력이 확대되어,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확충되었으며 빈곤가정 중식 지원의 확대
와 만 5세아 무상교육이 시행되었다. 이와 함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시행,
방과후학교 전면실시 등으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교육혁신위원회는 첫째, 교육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이는 교육정책의 수장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고위 관료들의 빈번한 이동으로 인해
혁신과제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힘들게 하고 책임 소재를 흐리게 하였으며, 정책 수행
상의 소중한 경험들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 그
리고 평가 과정상의 합리성이 취약하였다. 그리고 교육정책이 집행 및 결과에 대한 체
계적인 평가나 피드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하였다. 교육정책의 수장과 고
위 관료들의 빈번한 이동은 처음 정책을 형성하고 추진하였던 사람과 정책을 마무리하
고 평가하는 사람을 다르게 하여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켰고, 이는 교육정
책의 형성, 집행, 평가의 합리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교육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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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체계의 조정 능력이 미흡하였다.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 입안 기구와 교육부,
시․도 교육청, 단위 학교로 이어지는 일련의 집행기구 및 유관 기구 간의 체계적인 조
정․조율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였다. 넷째, 정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 및 국민 홍보가 부
족하였다. 교육정책을 형성할 때 사전에 충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가계의 의견
수렴을 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합의를 구하
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3. 이명박정부3)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은 중앙집중(교과부주도의 관치) 방식으로부터 유․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으로, 고등교육은 대학에 넘기는 등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두고 있
다. 그리고 학습자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 중
심의 맞춤형 교육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고,
교사와 교육 내용이 만나는 교육의 장을 최대한 지원하는 경쟁력 높은 교육체제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학력평가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data)의 생성 및 공시에 의
한 실증적(evidence based) 정책결정을 강조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명박정부 교육개혁
의 지향 방향은 학습자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함으로써 자아실현을 돕고,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선진 한국을 앞당기는데 있다고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의 가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핵심 주제어로는 자율성 추구, 다
양화 지향, 글로벌 스탠다드 충족, 교육복지 확충,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사교육
감소, 선택과 집중, 수월성 추구 등을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교육개혁의 주요 내용은 지난 2007년 10월 9일 한나라당 후
보 당시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와 11월 25일 발표한 ‘대학 강
국 구현’을 위한 5대 실천프로젝트를 통해 알 수 있다. 그것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
트와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3단계 대학자율화 추진과 기초학력․바른
인성 책임교육제를 실현하고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학 관련 대선 공약 내용으로는 대학운영을 자율화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
을 키워 국가 경쟁력의 산실로 삼기 위해 ‘성공신화 창조 글로벌 대학 5대 프로젝트’로
서 ① 글로벌 연구 대학, ② 맞춤형 인재 대학, ③ 평생 학습 대학, ④ 글로벌 휴먼네트
워크, ⑤ 미래형 대학지원 시스템 등의 과제를 담고 있다.
3) 박정수 외(2009) 주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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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도 여전히 top-down 방식, 획일적인 방식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추진체계를
위원회 조직에 두기보다는 교과부가 직접 추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여권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의제가
법률화되는 단계에서 발목이 잡혀 교원평가, 사학의 자율성 제고, 교육자치의 책임성강
화, 국립대 법인화 등의 과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Ⅳ. 평준화와 수월성, 이념의 대결구도를 넘어서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나치게 교육의 수월성을 강조하여 균형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종
종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5․31 교육개혁의 큰 흐름에서 본다면 여전히 이 정신이 유
지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정치 신념과 집권여당의 정향, 그리고 시대적 사회적 요
청에 따라 교육개혁에 있어 수월성과 형평성에 대한 선호가 달랐음도 또한 사실이다.
정부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에 있어서 정부의 간여수준 등에 대
한 집권여당의 정향은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바 대표적인 시금석은 3불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고사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 등과 같은 평준화 유지를 위한
골격이 되는 정책수단에 대한 강조의 정도는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모두 군부독재에 대한 거부감
과 인권에 대한 관심 증대 등에 영향을 받아 형평성을 강조하는 교육정책들이 보다 부
각되었다. 특히 고교평준화, 내신의 제도화가 학벌주의와 대학서열완화에 중추적인 역
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신화에서 머무르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미래고등교육정책의 밑
그림도 5․31 교육개혁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부제, 대학설립 준칙주의, BK21, 의법학
전문대학원, 국립대법인화 등의 제안이야말로 연구와 교육의 경쟁력을 특성화 다양화
에서 찾으려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
예전 정부의 교육개혁 사례에서도 볼 수 있지만 아무리 형평성을 강조하였더라도 교
육의 수월성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이 병행되었고,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에서도 효율
성 측면의 정책과 함께 형평성을 추진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공교육내실화와 사교육비 절감 방
안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공교육내실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총 10가지의 방안을 추진하

49❚

2010년 5․31 교육개혁 평가 및 미래교육 비전 심포지엄

고 있다. 첫째, 대입자율화와 수능체계 개편을 위하여 입학사정관제를 활성화하였고,
2009 개정 교육과정, 대입환경 변화 등에 따른 수능시험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중장기
대입 선진화 연구회에서 수능시험의 성격 및 방향, 실시횟수, 출제방식 개선방안 제시
를 통하여 수능체제를 개편하였다. 둘째, 방과후학교활성화 등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학생참여율 증대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초등보육교실 확대 및 종일돌봄교실 도입 방과
후 돌봄기능 강화, 지속적인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셋째, 소외계층 대
상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를 위하여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확대로
교육비부담을 완화하였고, 농산어촌 전원학교 및 연중 돌봄학교 지원하였다. 또한 유아
학비 지원을 확대하였고, 다문화가정 학생 및 탈북청소년 맞춤형 교육지원강화, 교육복
지투자우선지역 지원 확대, 장애학생 의무교육 정착 및 진로, 직업교육 내실화를 추진
하였다. 넷째, EBS 수능강의 내실화를 위하여 스타강사 등 우수강사 확보를 통한 수준
높은 강의, 맞춤형 강좌, 학습자 중심 서비스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활용도 제고하였고,
EBSi 수능강의 내실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고교다양화 등 교육경쟁
력 강화를 위하여 기숙형 고교 150개교, 자율형 사립고(25교)의 학교자율성 확대 및 학
생의 학교선택권 확대, 자율형 공립고(개방형 자율학교 포함 21교)의 교육력 제고 및 교
육과정 다양화, 마이스터고(21개교)를 통한 우수 기능,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등으로
고교다양화에 그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만들기를 하였고,
이에 대한 지속적 지원 확산, 학력격차 해소 및 학교정보공시를 추진하였다. 여섯째, 교
원평가 확대 등 교원정책 개편을 통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시행 기반을 구축하였
다. 일곱째, 교육내용 선진화를 통하여 창의, 인성 중심의 교육과정개편(2009개정 교육
과정)을 단행하였고, 학교별로 연간 교과수업시수의 20% 증감운영을 포함한 학교 교육
과정 자율화 및 교과서 체제 선진화를 추진하였다. 여덟째,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취업을 통한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해외봉
사단 파견을 통한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목표를 세웠다. 아홉째, 신성장동력분
야의 융복합 학과․전공을 개설하여 국가핵심인재양성 기반과 해외석학 345명을 국내
대학에 유치하여 글로벌 수준의 교육 및 연구수행으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하고 있다. 열째, 대입 3단계 자율화 추진, 대학운영 자율성 확대,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을 통한 대학교육경쟁력 향상이다.
대표적인 정책의제비교를 위해 대학입시, 고교평준화, 사교육대책을 예로 들어 보자.
다음의 표는 지난 15년간의 대입제도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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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입제도변화
구분

5․31 교육개혁안
(YS정부)

개정취지

2002 대입제도
(DJ정부)

2008 대입제도
(MH정부)

2014 대입제도
(MB정부)

교육의 다양화, 자율화, 학교교육정상화

주요 내용

대입제도운영자율화
(사립대는 본고사
자율선택)
복수지원기회
학교생활기록부 중시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금지등
3불강조
수능 9등급제
학생부반영비율
자율화

고교등급제,
대입자율화
기여입학제,
본고사 금지등 3불
3불제 유연화
유지
수능 원점수 제공
수능 영역별 9등급만 수능 2회, 난이도에
제공, 점수폐지
따른 유형화,
학생부상대평가 및
탐구과목축소
등급제,
내신 절대평가
반영비율확대

비고

특별전형확대

추천제등
무시험전형확대

입학사정관제도입
동일계진학촉진
기회균등할당제도입

전형방식

수능
학교생활기록부
논술

적용시기

1997~2001

입학사정관제 확대

학생부
수능
수능
학생부
논술, 추천, 심층면접 논술, 추천, 심층면접
2002~2007

2008~2013

수능, 학생부
대학별 다양한
전형방식
2014학년도 이후

현재 대학은 한줄세우기가 아니라 여러줄을 세워 가르치기 경쟁을 통해 글로벌 경쟁
력을 키울 수 있도록 특성화, 다양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실대학
에 대한 정보공시를 강화해 구조조정이라는 정책수단도 활용하고 있다.
고교평준화도 교과과정의 자율화, 다양화, 학교선택권의 확대와 경쟁, 수준별 수업이
강조되고 있다. 사교육비 대책으로 공교육정상화, EBSi 수능강의 및 방과후 학교가 활
성화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외국어고와 자립형사립고를 대표적인 정책
실패의 사례로 꼽고 있지만(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2007) 이들 사학들은 건학이념에
따라 다양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학교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51❚

2010년 5․31 교육개혁 평가 및 미래교육 비전 심포지엄

Ⅴ. 일간지 DB검색을 통한 내용분석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은 신문, 잡지, 편지, 전자메일 등의 기록물을 대상으로 수행되
는 일련의 연구과정을 총칭하는 것으로(Babbie, 2001) 질적자료인 언론보도 내용을 내용
분석이라는 계량적(quantitative)분석틀을 이용하여 체계화 하려는 노력이다(나태준, 2003).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문민정부(1994년 2월 ~ 1996년 2월), 국민의 정부(1998년 3월 ~
2000년 2월), 참여정부(2003년 2월 ~ 2005년 2월), 이명박정부(2008년 2월 ~ 2010년 2월)
의 집권초기 각 2년4)까지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지면기사를 DB를 이용하여 검색하
였다. 다루어진 보도 기사는 조선일보 592편, 한겨레신문 325편으로 총 917편이다.
보도내용의 검색은 크게 교육개혁을 검색어로 검색하였으며, 구체적인 검색은 각 정
부별 주요 교육개혁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한 <표 3>의 핵심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하
였다. 핵심키워드는 각 정부별 주요 교육개혁 내용에서 같은 의미로 유추되고, 공통적
으로 반복되는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정의하였다.
실제 기사내용이 교육개혁과 관련이 없는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기획기사 형식
으로 유사한 기사내용이 게재된 경우에는 1건의 기사로 보았다. 그리고 하나의 보도가
다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체크하였다.
<표 3> 분석대상 핵심 키워드
구분
공교육
다양화․특성화
직업교육, 평생교육
자율화
대입관련
시장성
교육복지
국제화
교육복지
사교육
평준화
기타

핵심 키워드
유아교육 공교육화, 공교육 내실화, 학교교육내실화, 학교다양화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신직업교육체제, 평생교육
교육운영의 자율화
대입제도 개편(수능 및 내신), 대입제도, 대입정책
대입 3불 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대학구조조정, 선택과 집중, 대학 경쟁력 강화, 학교 질적 수준 향상,
(대학)통폐합
소외계층 형평성, 교육복지확충,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저소득 교육,
교육 양극화
글로벌스탠다드, 영어교육, 국제화 교육
교육복지 확충,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교육여건 개선
사교육경감, 사교육비
고교평준화, 대학평준화
방과후(방과후 학교, 방과후 수업, 방과후 교실)

4) 집권 초기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각 정부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권 2년차까지의 교육개혁 정책
에 대한 각 언론사의 반응을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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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별 핵심 키워드에 따른 내용분석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개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각 정부별 보도 빈도를
살펴보면, 총 917개의 보도 기사 중에서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 때 가장 많은 기사가
다루어졌으며, 각 정부별 문민정부 때 고교평준화, 국민의 정부 때 사교육, 참여정부 때
공교육, 이명박 정부 때 사교육에 관한 기사가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정부별 핵심 키워드에 따른 내용분석
구분
공교육
교육복지
국제화
기타_방과후
다양화․특성화
대입관련
사교육
시장성
자율화
직업․평생교육
평준화_고교
평준화_대학

문민
15
8
21
4
8
27
13
5
12
18
24

국민
21
20
16
10
6
22
28
13
1
15
6

155

158

참여
90
33
6
10
10
41
49
18
2
6
17
1
283

MB
48
37
58
27
10
14
74
12
8
20
10
3
321

합계
174
98
101
51
34
104
164
48
23
59
57
4
917

*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는 평준화_대학 기사는 검색되지 않았음.

15

공교육

21

90

48
8

교육복지
국제화

6

20
16

직업.평생교육

6
0

10

37

문민

21

국민

58
13

사교육

33

28

참여

49

MB

74

18
15
2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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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부별 핵심 키워드에 따른 빈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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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 유형별로 나눈 핵심 키워드 내용분석
신문기사 전체를 보도 유형별로 나눈 핵심 키워드로 검색하면 기사 604건, 기고 76건,
사설 94건, 칼럼․논단․시론 143건임을 알 수 있다. 기사와 기고에서는 사교육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다루어졌고, 사설에서는 대입관련하여, 칼럼․논단․시론에서는 공교
육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다루어졌다.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

* 조선일보의 경우 공교육에 기고, 사설, 칼럼․논단․시론이 집중됨.
* 한겨레신문에서 기사의 경우 교육복지와 대입관련 기사가 30건으로 동일하게 검색되 므로 중복 표
기 하였으며, 사설의 경우 교육복지와 대입관련 사설이 8건으로 동일하게 검색되므로 중복 표기함.
기고의 경우 총 1건이 검색되어 우선순위에서 제외 함.

[그림 2] 보도유형에 따른 언론사별 핵심 키워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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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권년도별 핵심 키워드 내용분석
집권년도별 핵심 키워드 내용분석은 집권 1차년도(문민정부 1994년 2월 ~ 1995년 2
월, 국민의정부 1998년 2월 ~ 1999년 2월, 참여정부 2003년 2월 ~ 2004년 2월, 이명박
정부 2008년 2월 ~ 2009년 2월)와 집권 2차년도(문민정부 1995년 3월 ~ 1996년 2월, 국
민의정부 1999년 3월 ~ 2000년 2월, 참여정부 2004년 3월 ~ 2005년 2월, 이명박 정부
2009년 2월 ~ 2010년 2월)를 나누어서 그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집권 1차년와 2차년도 자료를 각 언론사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
째,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모두 공통된 특징으로 언론기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
는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 1차년도의 경우 문민정부 86건 → 국민의 정부 81건 → 참여
정부 113건 → 이명박정부 136건, 2차년도의 경우 문민정부 69건 → 국민의 정부 77건
→ 참여정부 170건 → 이명박정부 185건으로 나타나며, 특히 참여정부 때부터 언론기사
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언론사별로 비교하였을 때, 조선일보의 경우 사교육, 공교육, 국제화를 중심으
로 많은 기사를 다루었으나, 한겨레신문의 경우 공교육, 교육복지, 대학관련 기사를 주
로 다루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선일보의 경우 1차년도 국제화
(52), 사교육(51), 공교육(46)의 순으로 기사가 많이 검색되지만, 한겨레신문의 경우 1차
년도 검색 기사는 공교육(23), 교육복지(23), 대입관련(21)의 순으로 많이 검색된다. 2차
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2차년의 경우 조선일보는 사교육(78), 공교육(73), 국제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 한겨레신문에서 문민정부의 경우 대입관련기사와 고교평준화 기사가 동일하게 10건 검색되었으므
로 중복 표기함

[그림 3] 집권 1차년도 언론사별 핵심 키워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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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38)의 순으로 사교육과 국제화의 비중이 조금 달라졌을 뿐 비슷하게 기사가 검색되
며, 한겨레신문의 경우 1차년도와 같은 순으로 공교육(32), 교육복지(27), 대입관련(24)으
로 가장 많은 기사가 검색된다. 특이 사항은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모두 공교육에 관
한 기사를 많이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그림 4] 집권 2차년도 언론사별 핵심 키워드 비교

Ⅵ.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 정부들의 교육개혁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교
육개혁은 시지푸스적 고난을 겪어 오면서도 조금씩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구체적인 정책실행 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듯이 보이지만, 일관되게 5․31 교육개
혁 정책의 틀을 유지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5․31 교육개혁 방안 발표 이후
사회적 요청과 국가적 필요에 따라 교육개혁의 지향점이나 가치가 당시의 상황에 따라
수월성이냐 혹은 형평성이냐를 선택하도록 했지만 궁극적으로 양자의 조화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기본 목표에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교육정책사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는 평가를 받는 5․31 교육개혁안은 문명사
적 대전환기에 어울리는 교육제도, 즉 다양한 학생을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노력의 계승이 이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는 영역이 있다.
첫째, 교육재정확보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미흡하고 부처간 영역구분등으로
평생학습사회구현에 차질이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구조는 부담주체와 지출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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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둘째, 직
업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투자 확대를 위한 관계 부처의 협조 미흡으로 평생교육이
지지부진하다.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하면서 여전히 학교교육 중심의 현 체제는 개혁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에 통합이 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가 미흡한바 기초단위의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지배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교
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전국수준의 교육개혁추진이 발목을 잡히는 현상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넷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육성에 대한 구체적 실행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획일적인 교과과정의 평준화 모형의 대안으로 현정부에서 다양한 자율학교를 시
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화된 진정한 사립학교가 일정수준 균형을 잡는 것이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립대 법인화, 교원평가제도, 학력평가제도 등 현장과 증거에 기반
한 주요한 개혁정책과제들이 국회에서 정체되고 있는 현상도 타파되어야 한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행정부 중심의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와 같은 심의기구에서 나아가 행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개혁과제의 공론
화하고 추진하도록 추동력을 지원하는 개혁추진체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정치,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해갈등을 조정할 교육리더십의 확립, 교육주체들의 책무성의 강화 등에 대해 사회적 합
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21세기
교육개혁은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 이의를 제
기할 사람을 별로 없다. 역사를 통해 정책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
로 사회적 합의와 타협으로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평생학습사회로 발전시킬 때 우
리에게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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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3

교육개혁의 주요 쟁점 및 극복 방향
홍 후 조 교수 (고려대 교육학과, 교육과정학 전공)

1. 머리말
1995년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교육개혁위원회, 1995)은 산업화 민주화에 성과에
기반한 문민정부에서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관련하여 ‘열린 교육 사회, 평생
학습 사회’의 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었다. 당시
세계사적 문명흐름에 대해 대한민국으로서 취할 수 있는 장기비전으로서 세계화와 정
보화는 적실한 것이었다. 이 개혁안은 상대적으로 자율과 경쟁, 교육 수요자 혹은 소비
자 중심의 교육적 생산성 향상, 학교생산성 중시의 지표로서 학력이나 고객의 만족도
혹은 책무성 달성 중시, 학교의 교육수행의 질과 업적 및 만족시키는 정도를 가늠하는
평가, 학교의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학교교육정보의 공시 등을 추구하는 신자유주
의적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어 이명박정부에서도
이런 경향은 어느 정도 같은 궤도를 따르고 있다. 발표된 지 15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5․31 교육개혁안은 초․중등학교 교육 전반의 변화 방향과 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화와 세계시장화, 인류의 이동과 다문화화, 중국의 급부상과 미국의 쇠퇴,
금융위기와 무역불균형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안정, 통일준비와 동아시아의 평화구축,
인터넷 등 디지털 정보화와 지식 폭증, 뇌 유전 양자역학 나노 우주 등 과학기술의 발
달,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급증, 복지 요구 증대, 생태계의 위기와 녹색성장
지향,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쓰임새에 무감각해지는 과학기술의 성과 등을 고려할 때,
초․중등학교교육은 꾸준히 개선되어야 한다.
세계화, 다문화, 정보화, 지식기반사회의 특징은 더 강해지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적
응여부는 우리를 일순간에 흥하게도, 망하게도 할 수 있는 동인(動因)으로 작용하고 있
다. “특히 2010년에 들어서면서 격화되는 超세계화와 超정보화의 각종 도전과 한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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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 싼 동북아 국제관계의 급변 등으로 이대로 가면 한반도의 선진화도 통일도 모두
실패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박세일, 2010, 선진통일연합 발기문
중에서). 신자유주의를 넘어 시장과 정부의 균형, 공공영역의 확대를 통한 교육취약계
층의 복지 증진, 사적 영역에 대한 적절한 통제, 특히 과도한 개인의 이기적 자유를 넘
어 공동체의 공동이익을 강조하는 공동체적 자유주의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박세
일․나성린․신도철 공편, 2008; 박세일, 2010).
산업의 구조는 제조업에서 지식산업으로 바뀐 것은 모방, 복제, 뒤따라가기에서 벗어
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에 따라 개개인은 더 이상 평생직장에 머무르기 어려우며 두 개 이상의 직업
을 동시에 갖거나 이직을 통하여 자신에게 보다 적합한 미래를 찾아가는 변화를 겪고
있다. 우리 국민은 국내 거주인(settler)으로서 만족하기 보다는 세계 속에서 더 나은 삶
의 기회를 찾아 나서게 되었고(nomad), 한국의 지도는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박세일 외,
2008). 이 외에도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스마트 그리드 시대에 대처해 나가야
하며, 자유와 평등의 균형 문제를 해결하여 공정사회,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하고, 통일
과 반패권주의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공동체 형성이라는 거대 이슈에 처해있다.
즉, 5․31 교육개혁안이 지역 및 학교 수준에서 교육 자율성의 증대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 비하여, 앞으로 초․중등교육은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인류사회라는 인간사
회 전망 속에서 장기적인 시간 전망과 세계적인 공간 전망으로 우리 삶의 폭과 질을 결
정함으로써 세계수준의, 세계통용의,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교육(world class education)을
창안해야 할 입장에 놓여있다. 내외적인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어서 더 이상 5․31
교육개혁안에 의존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아래와 같은 교육쟁점과 교육과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2의 5․31을 기획할만한 때라고 본다. 5․31직후 영국식 개혁에
경도된 것처럼, 미국식교육을 받은 교육자들이 미국교육을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듯
무작정 영미식의 교육 개혁 차용은 우리 교육의 장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유효하지는
않을 것이다. 짧은 식견에 기대어 감히 제안하면, 앞서가는 교육선진국을 본받으려면,
초․중등교육은 상대적으로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를, 대학교육 이상은
미국교육을, 영재교육이나 우수아 교육은 이스라엘, 싱가포르, 홍콩, 러시아를, 장애를
가진 특수아를 위해서는 미국 등을 선택적으로 본받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에 대한 거시적 관점을 제공해 온 5․31 교육
개혁안의 성과를 재평가함으로써 초․중등학교 교육의 어제와 오늘을 반성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더 큰 국가사회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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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과 학교교육의 역할 측면을 제대로 제시하는 것은 필자의 역량을 벗어나 있다. 우
리가 학교교육의 여러 측면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학교교육의 중심을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으로 놓고 볼 때, 이
글에서는 교육문제를 다루거나 교육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다음과 같은 6개의 핵심
요소와 2개의 주변환경을 기초로 한다.
⑦공식적 교육제도(법규, 인사, 재정, 시설 등)
⇩
왜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가?
⑤
교
⇨
수
자

⇨

⇧

①교육목표
⇩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는가?

⇨

⇩

②교육과정
⇩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는가?

⇨

⇩

③교수학습
⇩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는가?

⇨

⇦

⑥
학
습
자

④교육평가

⇧
⑧비공식적 교육문화(역사, 풍토, 관행, 상식 등)

[그림 1] 교육의 핵심요소와 주변 환경

학교교육의 핵심은 교사와 학생간 상호작용이다. 교육의 질 문제는 ‘교사와 학생간
상호작용의 품질이 얼마나 높으냐’의 문제이다. 교사 학생간의 상호작용은 교육목표를
두고, 교육과정에 따라, 교수․학습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확인은 교육평가
를 통해서 하게 된다. 교육의 질은 내부의 상호작용의 품질이 좌우한다. 열의 있는 교
사, 학습의욕과 동기가 충만한 학생은 가장 기본적인 내적 요건이다. 교육내적 상호작
용이 질 높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은 외부의 공식적 교육제도와 비공식적 문화이다.
이들 외부 세력은 교육 내부의 상호작용이 질 높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긍정적(촉진
적) 혹은 부정적(규제적) 역할을 수행한다. 누가 누구와 더불어, 왜, 무엇을, 어떻게, 어
떤 장소와 여건 속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는가? 그 교육은 어떤 지원과 통제를 받
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에 놓여 있는가를 통해 교육문제와 쟁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각 요소에 대해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진술하려고
한다. 일부 항목은 쟁점이고 일부 항목은 문제로 본 것이다. 쟁점은 견해를 달리하여 다
툴 뿐 타협만 있을 정도의 심각한 사안인데 반해, 문제는 해결가능한, 해결을 기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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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이다. 교육이 규범적이라고 할 때 쟁점이 해소된 뒤에야 초․중등학교의 공통 의무
보편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학술적 논의를 위한 쟁점은 필요할 수 있으나 쟁점을 끌어
안고 교육을 실천할 수는 없다. 이점에서 교육에서는 일찍부터 정치적 중립이 중요시되
었다. 숙의를 거치면 쟁점 중 일부는 사실상 해소 가능하고 해결가능한 문제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총45개의 소항목을 다루고 있는데, 1) 교육목표에 관한 학부모와 교원의
견해 차이, 2) 교원의 교육과정 재구성권 주장과 교단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갈
등, 3) 개별 교과의 지식체계 강조와 교과통합적 내용의 포함을 강조하는 총론과 각론
사이의 갈등, 4) 고교 교육과정의 발전 방향으로서 문․이과와 진로 집중과정과의 갈등,
5) 평준화․비평준화 갈등과 제3의 길로서 진로화의 등장, 6) 교과서 발행제의 자율화를
통한 질 향상 가능성의 논란, 7) 학급당 학생수와 학교당 학생수의 적정 규모 확보를 위
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거대규모 학교 분할, 8) 국가의 학업성취 관리로서의 학업성
취도평가와 이를 일제고사로 보는 시각 간의 대립, 9) 수준별 수능과 진로별 수능의 대
립, 10) 인권조례와 미성년자 성장기 학생의 자율성 허용 정도, 11) 무상급식을 비롯한
과잉복지와 이로 인한 순수교육비 위축 논란, 12) 단수자격교사의 복수자격화 전환, 13)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역할, 14) 교장공모제의 확대, 15) 정치인으로서
교육감의 선출방식의 적절성, 16) 중단위 교육지원청의 도입, 17) 사교육기관의 사업영
역과 학교와의 관계 설정 등은 명백히 쟁점화 될 수 있는 주제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문제로서 해결가능한 것들도 있다. 다만 정치적 입장과 경제적 이해관계로 쟁점화된 것
도 있다. 필자는 쟁점에 그치지 않고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선진화된 교육을 위해서 어
떤 문제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였다. 오히려 제 글의 제목
은 “5․31 이후 교육개혁의 주요 과제 및 그 개선 방안”에 가깝다.
진술의 형식은 먼저 각 요소에 대해 비판적 이해를 위한 몇 가지 질문을 기술하고 그
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모든 분야의 대안모색이 그러하듯이
여기서도 과거와 현재교육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보다 나은 미래교육에 대한 창의적
대안 탐색을 두 축으로 한다. 5․31이후 등장한 몇 가지 쟁점만 가려내어 심도있게 다
루려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교육적 과제를 발굴하여 논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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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이념과 교육목표의 현황 이해와 대안 탐색

❚교육이념과 목표 관련 질문
1. 5․31 교육개혁안의 이념적 지향점(자율, 경쟁, 책무)은 지속될만한가?
2. 초․중등학교 보통교육을 두고 여야, 보수와 진보 등은 교육적 이상이 달라도
좋은가?
3. 다음세대에게 국가공동체의 운명과 번영, 동아시아의 패권현상, 세계화의 파고
를 어떤 관점과 의도로 가르쳐야 하는가?
4. 국가수준에서 최소교육성취는 설정할 가치가 있을까?
5. 우리는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의 자기존중감을 길러주고 있는가?
6. 학교에서는 정설화된 지식 이해를 넘어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길러주고 있는가?
7. 학교에서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주고 있
는가?

교육이념과 목표는 교육을 끌고 가는 정신이다. 5․31이후 교육의 자율화, 다양화, 특
성화, 민주화, 자율화, 복지 등으로 이름은 변했지만 학교교육을 보다 자율적이고 경쟁
적이며 책무성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근대국가가 학교라는 기관과 제도를 만든 것은 집에서 잘 크는 아이들을 모아서 공공
재원을 들여 보살피기 시작했다는데서 찾아진다. H. Spencer의 가장 중요한 지식의 종
류 나열이나 B. Bloom의 교육목표분류학을 보면 서구사회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주로
개인의 잠재력 개발이나 자아실현에 더 큰 중점을 두는 편이다. 그러나 후발 산업국가
인 일본, 한국 등은 국가의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에 중점을 두는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독재, 개발독재를 거치면서 발전교육론을 강조했지만, 최근 들어 학교교육을
통한 개인간 치열한 경쟁과 경쟁에서 승리를 통한 사회적 지위상승을 학교교육참여자
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다. 또한 50대를 중심으로 여론주도집단들이 산업화 민주
화를 달성하는 가운데 국가 정부 권력에 대한 권위의 타파와 함께 조직적 체계적 이념
적 반대를 행동습관화 해 온 면도 교육에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 이 점에서 5․31은
서구식 개인의 자율, 창의, 경쟁력, 성과, 평가, 정보공개, 책무성 달성 등을 강조하는데
일조하였다. 즉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보다 나, 가족, 집단, 계층, 정파, 지역 등 사회
의 부분 특수 이익을 옹호하거나 이를 두고 갈등하는 현상에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였다. 박세일의 견해를 교육에 적용하면 분단의 극복을 통한 통일된 대한민국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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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동아시아의 패권국의 등장을 막는 동북아평화체제 구축, 세계정세의 흐름 등에는
까막눈인 세대를 키워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계에서는 보수와 진보 혹은 전교조와 교총으로 대변되는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감들이 각종 사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치적 이념, 지지하는 정당에 따
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는 것이다. 여기에 학교, 교원, 학생들이 휘둘리는
것이다. 이성호(2010) 교수는 교육계가 대립하는 쟁점을 학교선택권(고교 다양화), 학력
향상 관리(학업성취도평가), 인성교육에 있어서 자율과 훈육의 문제(학생인권), 교원평가
시스템, 교육복지(무상급식), 교육내용(애국심교육) 등 6가지 측면으로 정리한 바 있다.
이런 대립에서 자라는 다음세대는 당파적 이해를 대물림하는 것을 배울 수밖에 없다는
데 학교환경의 한계가 있다. 공동체의 운명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눈감은 세대를
키우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인가에 대한 회의가 적지 않으며, 이를 교정하는 새로운 교
육이념을 수립할 때이다.
1) 학교교육에서 개인간 경쟁과 공동체 성원간 협동심의 배양
학교는 학생들을 치열하게 경쟁시키라고, 학교간에 특정 대학에 몇 명을 보내느냐를
두고 치열하게 순위다툼을 하라고 만든 곳은 아니다. 국가 전체로 볼 때 대입시나 각종
평가를 통한 순위경쟁은 제로섬 게임이다. 석차 점수 등급에 의한 잦은 비교는 학생간
선의의 경쟁도 낳지만 비교 시기 질투 우월감과 열패감 등을 낳고 성인이 되어서도 지
역, 계층, 집단, 가족 등에 속하여 상호 대립과 갈등을 일삼으며, 역사적으로도 국가가
어려울 때 충성심과 단결을 유발하기보다, 구한말처럼 매국노가 속출하거나 6.25처럼
동족상잔의 전례가 적지 않았다. 학교는 학생들을 사회적 존재로 키워서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 세워졌다. 학교는 독창, 독주, 개인운동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합창, 합주, 단
체운동을 하여 공동체성을 높이려는 곳이다. 학생들 사이에 협동학습을 통해 협동적 문
제해결력과 공동체적 협동심과, 학교간에 협력하여 보다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역할분담하도록 하는 방향전환이 요구된다.
2) 부분이익에 충실한 소시민 양성과 국가공동체와 세계화에 관한 開眼
교육은 다음세대로 하여금 어떤 면에는 눈을 뜨게 해주고, 어떤 면에는 까막눈을 만
드는 역할을 한다. 세계화는 국가 이상의 문제나 쟁점이 강 건너 불이었다고 내 발등의
불로 옮겨온 현상의 심화이다. 교원들은 다음세대와 민족적 국가적 이익을 위해 정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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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와 갈등을 넘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즉 나, 가족, 계층, 집단, 지역
의 부분 특수 이해에만 매몰된 사람을 길러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 이상의 문제나 과
제에 대해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분열했을 때, 역사적으로 우리는 동아시
아 패권국가에 의해 침략되거나 식민지를 겪어왔다. 한 조사(한국대학신문, 2003.11.10)
에 따르면 전쟁이 났을 때 나라를 위해 나가 싸울 것이라는 대학생들이 중국 60.6%, 한
국 37.7%, 일본 13.8%였다고 한다. 현재 교육계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50대들은 집단
적 체계적 이념적 행동적으로 국가와 정부를 반대해온 것을 배운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회가 변하고 국가적 민족적 이익과 목표가 달라졌음에도 교단의 가르침을 통해 (예,
한국근현대사) 다음세대조차 그렇게 만드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한국사를 근현대사만
별도로 가르치면 동아시아, 세계사 흐름 속에서 우리 민족, 국가의 우여곡절을 파악하
지 못한다. 그러므로 19세기 말 조선과 대한제국처럼 그리고 오늘날 북한처럼 개인과
공동체의 운명에 대해 까막눈을 만드는 것은 교육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가르치고, 국가공동체에 대한 합리적 개방적 애국심과 공화국(자
유, 평등, 공공선, 법치)에 대한 헌신을 다음세대에게 철저히 가르치도록 교육목표를 수
정할 때라고 본다.
3) 학교교육에서 열패감 조성과 자아존중감 함양
교육계 관행에 비추어 교육성과에 대한 적절한 성취없이 진급 진학이 자동적으로 이
루어지거나, 공부가 지필고사의 시험문제풀이로 된 것,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기효능
감, 비효율적인 공부습관,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은 교육의 큰 위기
이다. 석차, 석차등급과 같은 평가결과표기, 국영수 성적의 과대평가, 학습 스트레스, 특
정 대학 합격자에 대한 과도한 우대, 대학의 서열화 등이 대다수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과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 핀란드(Board of Education, 2005)에서는 국가의 교육목표로
학교교육을 통해서 자기존중감을 높여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머리공부에 시달린
학생들이 겪는 좌절과 열패감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자아존중감, 자기존중감 고양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4) 학력 인플레와 국가수준 학업성취관리와 최저교육성취기준의 설정
초․중등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해야할 바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국가교육과정 문서 등에 수록되어 있으나, 정작 국가수준에서 달성할 최소교육성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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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어 있지 않다. 거의 모든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자동 졸업을 하며, 졸업기준도
없고 있더라도 잘 지켜지지 않아 국민의 학력(學歷) 수준만 높이고 있다. 이 문제의 해
결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 헌법 31조 1항의
개정에서 출발한다. 즉 기초 기본 교육은 성, 계층, 지역, 연령, 언어, 국적, 인종 등 어
떠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균등하게(기회, 과정, 성과의 균등조차 보장하는) 교육되어야
하고, 이를 넘어서는 심화 특수 전문 교육에 대해서는 학생의 적성과 사회적 진로라는
교육적으로 온당한 기준을 따라, 차이에 알맞게 교육될 필요가 있다고 해야 교육적이
다. 전자는 교육복지로서 책임지는 교육이고, 후자는 각자의 생업을 돕는 맞춤형 교육
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부진한 학생이라도 학교교육을 받았다면, 문해력과
수리력 관련 성취나 예술과 체육 및 진로 등과 관련한 성취를 언제까지는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그 성취정도를 평가하고 반드시 달성하도록 지원 독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
보적인 읽기(9세), 쓰기와 가감산(10세), 승제산(12세), 일상의사소통으로서 영어구사
(BICS, 15세), 학교교육을 마치기 전에 기초직업기술의 습득(중도탈락자와 대학미진학
자)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필고사를 통해 암기 회상을 넘어 실제로 할 줄
아는 능력과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5) 소결
5․31 교육개혁안의 이념적 지향점(자율, 경쟁, 책무) 중 일부는 보완되어야할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로서 자율을 배워가는 학생들에게 허용되는 과잉 자율은 관리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또한 부분적이고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 다름이 있지만
국가공동체의 명운과 지속가능한 발전, 동아시아에서 패권국가의 도래에 따른 우리가
위험에 처해온 역사적 사실 앞에 그리고 북한과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세
대에게 동일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學歷보다 學力, 實歷보다 實力이 중요하다. 초등, 중학, 고교,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의
기준이 명실상부하도록 의무교육을 마치는 지점에서 졸업자격시험을 치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한 학교교육을 통해 아무리 부진한 학생이라고 반드시 거두어야할 최소한의
성취는 기준으로 고시되어 공유된 상식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개인간 경쟁보다 협동적 문제해결력을, 근거없는 우월감이나 열패감보다 자
기존중감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설화된 지식 이해를 넘어 창의적 문제해결
력,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교육목표와
방향을 재정립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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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정의 현황 이해와 대안 탐색

❚교육과정
1.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일시적 개정과 여러 기관의 분산관리는 얼마나 해로운가?
2. 교과교육에서는 통합적 주제들(글로벌, 창의, 인성, 진로, 친환경 등)을 어느 정
도 반영하고 있는가?
3. 어떠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책임지는 기초 기본 교육과, 어떤 차이를 따
라 알맞게 이루어지는 심화 특수 전문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은 제대로 만들어
지고 있는가? 교과 교육과정 분량의 적정화
4. 유-초, 초-중, 중-고, 고-대학간 학습연계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5. 고교의 진로 집중과정은 국영수 편중, 문이과 양분을 넘어설 잠재력을 발휘하겠
는가?
6. 고교 교육의 진로화는 평준화, 비평준화 갈등을 넘어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7. 학교에서 1인 1휴대악기, 1운동 성취는 불가능한가? 예체능교육 강화
8. 중등학교에서 직업진로교육은 소홀히 해도 좋은가? 직업교육의 소홀
9. 교과서 발행제의 자율화는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가? 인정제 확대

교육과정은 교육목표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고, 좁게는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가르치고 배우는 소재로서 교육 내용과 활동을 말한다. 세계화 시대에는 공교육으로서
초․중등학교 교육을 통해 국가 이상의 과제와 문제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세계수준의 좋은 것으로 갖추어야할 필요성이 한층 더 높다. 교육과정 분권
화를 취하던 영미권 나라들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틀, 지침)을 가지기 시작한 것
도 이런 필요를 반영한다. 대학원부터 대학, 중등학교, 초등학교 등이 차례로 세계교육
시장에 편입되고 이렇게 길러진 노동력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으므로, 교육의 질적 수준
을 국가적으로 보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기준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의해 규
정된다. 5․31 교육개혁의 구체적인 모습이 교육과정 개혁으로 나타난 것도 이를 반영
한다. 이를 계기로 교육개혁의 마무리를 교육과정 개혁으로, 학교교육에서 교육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시각이 형성되었다. 1997년, 2007년, 2009년의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총
론 개정에서는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비수준별 교과의 집중이수, 고
교의 진로 집중과정 등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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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연구 개발의 일시성과 분산관리 현상
세계화 시대에 있어 국가이상의 문제와 과제에 대한 대처 필요성은 국가교육과정기
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국가교육과정기준은 지나치게 지방 이하를 통제, 관
리, 인허가하는 데에 골몰해왔다. 또한 수학 과학, 도덕, 한문, 영양, 보건, 전문상담(진
로), 사서 등 개별 교과가 부분이익을 관철하기 위하여 교과의 지위를 전체 총론보다
우위에 두는 일들을 서슴없이 저질러왔다. 과목을 교과로, 특정 분야 전문인을 교사로
둔갑하는 일들도 적지 않았다. 또한 교과부, KICE, KRIVET, KERIS, 한국과학창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등등 총괄 조정되지 않는 연구 개발 관리가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또한 총론 개정과 함께 자동적으로 각론 전체를 재개정하는 폐습도 계속되고 있다.
이를 우려하는 인사들은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 개별 교과의 지위만을 강화하는 입법을
금지하고,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립해 국가교육과정기준을 통합적으로 연구 개발 및
질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국가교육과정기준의 기능을 낮은 수준으로
모든 학교에 일괄 적용하기보다, 중수준으로 높게 만들어 그 이하의 학교들은 강제 개
입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그 이상 학교들은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대폭 허
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나가는 것도 논의되고 있다.
2) 교사의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권과 교단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계에는 교사들의 구체적인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 권한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
았다. 특히 국가 이데올로기를 다루는 인문사회계 교과에 대한 전교조 계열의 교사들의
교육과정 장악 노력이 가중되었다. 인문사회계 교과들은 정상과학이라고 할 만한 정론
을 정립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를 개별 교사들에게 맡기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특수
이해관계를 대변할 여지가 높다. 이를 방지하려고 국가(해당 시기 정권을 잡은 집단의
대변자)는 공공재로서 교육과정을 통해 다음세대에서 해당 가치와 세계관을 재생산하
려고 한다. 여기에서 오는 충돌이다.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검정이나 당대의 갈등 현안
을 다루는 계기수업을 두고 일어나는 논란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단교사들이 지
켜야할 가치이고 윤리이다. 인문사회계 교과에서 정치적 이념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을
개별 교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정파적 이념주입을 허용하는 것
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공공재로서 학교교육과정이나 교과서검정기준은, 세계화 시대
에 개방적 정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패권을 다투는 동아시아 강대국 속에서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반패권주의를 옹호하는 가운데, 헌법이 추구하는 방향에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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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선진국으로의 국가번영을 준비하는 측면에서 국가교육과정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정상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계는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권한이 많다. 개인의 특기신장과 관계 깊은 예체능교과에서는 교사들이 다양한 장르와
종목 및 소재를 활용할 여지는 충분하다. 인문사회계 교과에서도 교사들은 기본 방향
이나 교육목표 및 주요 내용을 지키면서 그 가르치는 소재, 방법, 수단을 창의적으로 개
발 활용할 수 있다.
3) 교과별 지위강화논리와 교과 내용의 수준과 범위의 적정화
교과는 학습자의 성장과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기초 기본
교육에 해당하는 시기와 교과들은 학생들의 어떠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책임지
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넘어서는 심화 특수 전문 교육은 학생들의 적성과 능
력 및 학업과 직업 진로에 따라 알맞게 이루어지는 맞춤형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그러
나 우리나라 교과교육과정은 각자 중요성을 강조하고, 통합보다 독립을, 선택보다 필수
를, 적정한 시기나 기간보다 더 일찍부터 더 오래도록, 더 많은 시간과 더 높은 수준과
더 넓은 범위를 요구하며, 각종 시험에 들기를 요구한다. 교육과정 개정에서 계속되는
문제는 과도한 내용의 적정화이다. 수업, 학습, 과제, 시험에서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었고, 학교급간에 단절된, 교과간에 단절된 것들의 중복, 낙차, 비약, 도치, 누락 등을 해
소하려는 노력이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총론의 각론 조정이라는 과정과 활동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데서 일어났다. 학습자와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교과전문
가들의 의견을 과잉 대변한 교과의 수업 학습 과제 시험을 학생들은 감내해 내야 하는
실정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교과의 종류 구분, 그 지위와 이수방식에 대한 설계가 약했
기 때문이며, 나아가 고교에서는 진로 집중과정의 도입에 대한 결정에 따른 그 종류 결
정, 설계, 구현방안, 대입시를 통한 강화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데서 겪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연구 중심 대학의 일부 학자들에 의한 어린 학생 수준의 통합과
융합을 강조하는 데서 진로별로 선택하는 학습과 입시는 주춤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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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동일한 기초 기본 교육과 상이한 진로 집중과정

<표 1> 학교급에 따른 교과 영역의 지위 배분
학교급
교과영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

국어

공통필수

진로별 선택(핵심/보완/교양)

영어

공통필수(수준별이수)
(제2)외국어(필수선택*)

진로별 선택(핵심/보완/교양)

수학

공통필수(수준별이수)

진로별 선택(핵심/보완/교양)

인간사회

공통필수

공통필수(집중이수)

진로별 선택(핵심/보완/교양)

자연과학

공통필수

공통필수(집중이수)

진로별 선택(핵심/보완/교양)

필수선택(집중이수)

진로별 선택(핵심/보완/교양)

직업기술

-

공통필수

체육

공통필수

필수선택*

진로별 선택(핵심/보완/교양)

예술

공통필수

필수선택*(집중이수)

진로별 선택(핵심/보완/교양)

자율과목

-

선택

진로별 선택(핵심/보완/교양)

* ‘필수선택’은 등가성을 지닌 하위 영역 중 선택하여 필수로 이수하는 교과목. 직업기술, 예술, 체육, 제2
외국어, 종교 등에서처럼 국가 혹은 학교가 필수로 부가하려면 등가성을 지닌 것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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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영수 편중, 문이과 양분, 평준화 비평준화 갈등의 극복
교육과정 총론은 주로 교육목표를 달성할 교과나 활동의 종류를 두고 그 유지, 삭제
폐지, 추가 신설, 축소 약화, 확대 강화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영어의 도입이나 체
육교육의 강화, 중학교에서는 제2외국어의 확장(국제결혼이민자 엄마들의 언어, 베트남,
몽골, 카자흐스탄, 필리핀 등)과 비수준별 교과의 집중이수 등을 총론에서 결정한다. 총
론은 또 제2외국어, 직업기술, 체육, 예술을 필수로 이수하되 하위영역에서 선택하여 이
수해도 되는 문제 등을 결정한다. 고교에서는 국영수 편중, 문이과 양분, 평준화 비평준
화의 갈등을 해소하는 교육과정 설계가 요구되었다. 2009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진로 집
중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중학교 집중이수와 고교 진로 집중과정은 구호에 그칠 뿐
교육과정 대강화, 학교교육과정 자율화의 미명에 휘둘려 그 구체적인 설계도 없고, 구
현 방안과 이의 실천을 강화하는 조치가 없어 도리어 학교 현장에 낭비와 시행착오 및
방향 상실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진로 집중과정이 가진 잠재력을 펼쳐보이기도 전에
유명무실화되는 것은 그만큼 문이과 양분 및 평준화 비평준화의 변증법적 극복에 대한
대안에 무관심하다는 방증이다. 여기에는 고교 대학간 학습(공부, 교육과정) 연계가 핵
심임에도 이를 강화하는 대입시나 대수능은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진로 집중과정의 구체화에 따른 문이과 양분, 평준화 논란, 무질서한 입시의 극복 가능성

 진로 집중과정의 요구
(대중화 속의 획일성 탈피)

 국영수 과중, 문이과 양분, 평준화-비평준화 대립 벗어나기로 결정
➡

 적인시교를 통한 적재적소의 인재 양성
 진로별 상이선택 교육과정 만들기

 진로 집중과정의 설계

 핵심, 보완, 교양과목 : 선택 집중 균형

(열쇠, 팔괘, 삼각 모형 적용)

 열쇠모형, 팔괘모형, 삼각모형

 진로 집중과정의 구현
(진로 집중과정 개설에서

 교육청의 지원과 조정
➡

학교간 역할분담과 협력)

 진로 집중과정의 강화
(진로별 대입시)

 학생의 적성과 능력, 사회적 진로의 다양성

 학교간 역할분담, 학교간 협력
 개별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 여러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대입시 타당화, 치를만한 입시 만들기

➡

 선수학습 과목 이수 철저
 모집단위별 특성화, 동일 모집단위 동일 교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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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 지식체계의 폐쇄성과 통합교과적 공통 교육내용의 진입
개별 교과의 지적 내용이나 활동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려는 입장과 교과를 넘어 중요
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 사이에 갈등이 적지 않다. 교과들
은 한정된 시간에 많은 지식들을 넣어 가르치려고 들고, 총론에서는 각 교과에서 내용
의 범위와 수준을 적정화하고, 교과간 학년간 교육내용을 연계할 것을 촉구하지만 이를
마땅히 제어할 방법이 없다. 시대에 뒤진 내용, 모든 학생들이 배우지 않아도 될 내용,
여러 교과에서 중복되는 내용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총론측에서
는 각 교과에서 교육의 일반목표에 가까운 세계시민성, 창의성, 인성, 사회성, 진로, 친
환경생활 등에 대해서 적절히 통합하여 교수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런 기대가 난망한
데서 새로운 교과나 과목이 별도로 등장하고 있다. 학습자의 요구와 사회 요구를 반영
하여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치면 새로운 요구가 줄어들겠지만, 기존 교과가 방어벽을 쌓
고 있으면, 보건, 영양, 전문상담, 사서 등 해당 단체들이 별도의 입법을 통해 학교교과
로 진입해 온다.
6) 머리공부의 강조와 직업기술 교육의 소홀
학생들의 공부가 뒷심이 딸리는 이유는 학교공부를 지나치게 책상머리공부, 머리공
부, 책공부, 글공부에만 치중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많다. 오감을 고루 활용하거나 손
발과 온몸을 움직여하는 활동성 공부, 실험, 실습 실기 등 현장에서 생생하게 배우는 공
부를 학교에서는 덜 시킨다는 것이다. 덜 시킬 뿐만 아니라 공부가 아니라고 여기는 견
해도 적지 않다. 학생들 중에는 무미건조한 지식공부에 지쳐서 학교부적응을 보이는 경
우도 적지 않다. 사회적으로 우울증이 심한데, 학생들의 23%가 이런저런 모양의 학습스
트레스로 심신질환을 겪고 있다고 한다. 친환경, 노작, 공동체 협동을 강조하는 대안학
교가 인기를 끄는 것도 이런 연유와 관계 깊다.
대학진학준비교육 일변도로 인해 중등수준에서 직업교육이 맥을 못추고 있다. 학부
모, 학생, 고용주 모두 이를 외면하고 있다. 최근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를 통해 직업교
육의 활성화를 기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직업교육이 가진 교육적 가치가 전문계고의 쇠
퇴와 더불어 쇠락한다는 점이다. 대학진학공부로 전문계 학생들이 대거 이동했다면, 대
학진학생의 50% 이상이 이공계로 진학한다면, 기초직업기술교육이 가진 교육적 효과를
일반교양교육에 반영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liberal arts의 정신을 되살린 균형
잡힌 초․중등학교 교육이 요청된다.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궁리하고 기술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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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물품을 만들고 하는 데서 성취를 느끼고 실험 실기 실습 중심의 직업기술교육의
효용을 더 많은 학생들이 누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진학자, 중도탈락 청소년들
이 거주지 인근에서 손쉽게 그리고 의무무상으로 기초직업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생생한 일터 현장, 공장과 가게들이 네트웍을 형성하여
다음세대의 생업을 위한 기초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7) 문이과 공부 강조와 예술 체육 교육의 소홀
지필시험에서 정답을 맞혀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초․중등교
육의 현실적인 지상과제가 되어옴에 따라, 교사들도 학생들을 교실에 묶어두고 시험문
제풀이에 매진하도록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 학업성취도평가, EBS수
능강좌, 수능모의고사, 수능시험 등이 학생들의 운명을 좌우하니 그것의 밖으로 나오는
것은 오히려 탈선이 된다. 그러할지라도 학생들의 심신의 건강을 챙기는 일을 개인사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예술과 체육활동이 주는 효용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었음
에도, 文弱을 지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방과후학교, 기숙사학교 등으로 학생들의
학교체류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1인1체1예를 시행할 수 있는 시공간적 인프라가 갖추어
졌음에도 이를 프로그램화, 제도화하지 않은 나태함이 학생들의 심신을 병들게 하고 있
다. 체격에 비해 체력이 약해지고, 비만과 고도비만자가 늘어나고, 심신허약자들이 증가
한 학교교육은 건강할 수 없다. 선진적인 교육에서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체육 교
육의 건강한 균형을 지향한다. 이점에서 최근 이루어진 배당 시간 20%가감이 예체능을
침범하지 못하게 한 교과부의 조치는 잘 한 것이다. 또한 학교는 예술 체육 교육기회를
자원이 빈약한 가운데서 독점하기보다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그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
원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8) 교과서 발행의 자율화 확대와 질 향상
교과서는 수업자료의 하나이지만 우리나라 초중학교 교실에서는 수업의 중심에 있다.
국민의정부부터 교과서의 외형은 판이하게 달라졌다. 또한 1교과 다책주의로 보조교과
서의 종수도 늘어났다. 최근 들어 심의없는 인정교과서를 중심으로 교과서 정책은 국검
정에서 검인정으로 자율화를 지향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정보다 검정이 낫다는 평판은
있지만, 심사를 거친 검정보다 심의가 허술하거나 없는 자율화한 인정 교과서가 질적으
로 낫다는 것은 좀처럼 입증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국정 이데올로기를 담당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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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국사, 도덕 등 인문사회계 교과서를 다른 계열의 교과서와 같이 다룬 결과는 한국근
현대사 파동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처럼 교사의 질이 높거나, 특목고처럼 학생의 수준이
높은 곳에서는 교과서는 많은 자료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교과서는
수업과 학습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교과별로 국검인정 중 어떤 발행제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구분
고시의 기준을 재검토할 때이다. 또한 교과의 특성에 따라 교과서가 다종이어야 하는지
그것들은 수업과 학습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교과서가 현재 형태여야 하는지에 대해
서는 많이 따져볼 일이다. 가령 매년 미술교과서를 사주기보다 그 비용을 모아서 화첩
과 도록을 주제별, 시대별, 작가별로 사주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더 도움이 된다. 수업과
학습에 사용빈도가 낮은 경우 교과서 지급방식을 바꾸어 학교비치용으로 전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과서 내용 구성도 매우 중요하다. 즉 단원 내용에 밀접한 진로
직업, 창의성 사례를 빈 구석에 싣는 일, 주요 용어를 글로벌 언어인 영어와 동아시아
언어인 간자를 병기해주는 일, 사회와 과학의 외래어 외국어를 원어의 발음기호대로 적
는 일 등은 교과서가 文化材로 작용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9) 소결
5․31에 따른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 2007 교육과정의 수준별 수업, 2009
교육과정의 비수준별 교과의 집중이수와 진로 집중과정은 교육과정이 가야할 길을 잘
제시하고 있는 편이다. 국가교육과정기준은 일시적 개정이 가져오는 혼란과 낭비 및 통
합조정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 연구 개발되고 있다. 결과적으
로 교과 교육과정은 학생학습에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기준을 중수준으로 만들어 그 이하의 학교들에는 개입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그 이상 학교들의 교육과정에는 자율성을 대폭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학문중심 교육과정 이후 교과는 자신의 지식체계로 철옹성을 쌓
고, 학습자와 사회적 요구와 소통하려는 일에 인색하였다. 지필고사시험을 중시하는 우
리교육문화에서 글로벌, 창의, 인성, 진로, 친환경 등은 교과에 통합되어 학습될 부분이
지만 좀처럼 교과가 그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교과의 지위 강화논리인 중요
화, 독립화, 필수화, 조기화, 장기화, 다량화, 시험화에 따라 과목이 교과로 과장되었고,
수준은 높아지고 범위는 넓어져 교육과정 개정기마다 내용 적정화가 숙제로 남아 있다.
다행히 수준별 수업과 함께 비수준별 교과의 집중이수(정상이수), 고교의 진로별 선택
과정으로서 진로 집중과정이 이를 교정하려는 단초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진로 집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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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지닌 국영수 편중, 문이과 양분, 평준화 비평준화의 갈등, 복잡하고 무질서한 대입
시의 정리를 가능하게 할 잠재력이 본격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교육을 통한 머리
공부와 온몸공부의 조화, 공부머리와 생활머리의 동시 연마, 1인 1휴대악기연주와 1운
동의 습득, 기초직업진로교육의 강화는 전통공부의 병폐를 넘어서야할 과제이다. 교과
서를 문화재로서 더 활용해야 하고, 교과특성에 맞게 발행제를 적정화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수업의 현황 이해와 대안 탐색

❚수업
1. 잠자는 학생은 깨어날 기미를 보이는가?
2. 교사의 ‘가르침’보다 학생의 ‘배움’으로의 전환은 가능한가? 학생중심교육
3. 학교는 왜 좀처럼 설명식 수업을 못 벗어나는가? 혹은 교과 특성에 맞는 수업방
법의 실시는 왜 어려운가?
4. 한국 학생들은 다른 나라 학생에 비해 학습효율성이 턱없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5. 무학년제 수준별 이동 수업에서는 실제로 학습이 활발히 일어나는가?
6. u-, e-러닝은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는가? blended learning의 확대
7. 학생들은 교실에서 협동적 문제해결력을 배울 수 있을까?
8. 작은 학교는 정말 아름다울까? 학교 및 학급 규모의 적정화
9. 학교의 시간은 어떻게 낭비되는가? 학교시간운영의 효율화

학교교육의 중핵은 교사 학생간의 상호작용에 있다. 모든 교육활동은 수업을 잘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업은 학생의 개인적 집단적 변화, 발달, 성장, 학습을 위한
것이다. 5․31 교육개혁을 전후로 한 열린교육은 초등교육에서 풀뿔리운동과 같이 전개
되었다가 쇠퇴하였다(김재웅, 2010). 이후에도 교실수업개선,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단
선진화(정보화), 자기주도학습력 제고, 학생중심, 수준별 수업, 교수학습센터설치 등을
통해 수업개선 노력이 있어왔다.
1) 교사주도 수업과 학생의 수업 참여 확대
전통적인 독서백편의자현식의 학습문화, 설명식 주입식 교육, 암기와 회상, 지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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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정답맞히기, 협소한 공부관, 사교육의 선행학습으로 인한 호기심과 주의력 상실,
체벌전면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인한 교수권의 위축 등으로 학교수업은 잠
자는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사실상 사교육에서는 문제풀이형, 점수올
리기식 공부가 만연하고, 학교에서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공개와 반영 등으로 좀처럼
변화로 다가서기 쉽지 않다. 교사주도수업은 OECD국가들간의 비교연구에서도 우리나
라 수업의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기주도학습, 구성주의적 학생주도의 수업참여, 협
동학습, 손발과 온몸을 사용하는 공부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실수업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공동체 성원 사회적 존재를 키우기 위한 협동학습, 협동적 문제해결력에 대해
서 정부 차원에서는 좀처럼 격려하지 않는다. 시험치기, 상주기, 입시에서 합부 결정하
기가 모두 개인단위여서 협동적 학습법이나 문제해결력은 우리 교육 풍토에서는 격려
받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설명식, 암기회상식, 정답맞추기식 공부로 인해 좀처럼
창의력 신장의 수업과 평가 방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 최다 학습시간 투입과 최저 학습효율성
OECD 국가들의 학생들은 주당 30시간 전후로 학습시간을 투입하지만 우리나라 학생
들은 주당 50시간 정도를 투여하고 있다. 최장학습시간임에도 세계 최저 학습효율성이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1996년 이후 수준별 수업을 적용해왔고, 2009 교육과정에서
는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8개 이하로 줄이고, 중학교에서 집중이수를, 고교에서는 진로
집중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 양성 연수에서도 수업방법은 강조하지만 학습하는 방
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에는 별달리 강조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학습효율성을 높
이는 학습방법의 개발과 교육은 우리 교육의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3) 강조되는 수준별 수업과 평가방법의 합의 실패
수준별 수업은 5․31 이후 계속되는 교육개혁과제였다. 초기에는 수준별 교육과정으
로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교육과정기준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하여 최근에는 수준별 수
업으로 변화되었다. 교과내용의 위계성, 학생간 학업성취격차가 큰 영어와 수학 혹은
과학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특목고에서는 예술 영역에서도 이루어진다. 수준별 집단
편성은 수업이해능력이 유사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알맞은 평가방법
을 찾지 못하여, 수준별 수업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수준별 수
업은 고교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 즉 고교에서 진로 집중과정이 본격 적용되면 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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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법에 우선한다. 즉 진로는 학생들이 학습할 교과의 종류(명칭, 분야)와 그 분량
(횡적 범위와 종적 수준의 곱), 이수 시기와 장소, 교사, 학습집단, 교재, 평가방식 등을
결정한다. 진로의 하위에 있는 수준이 갖는 교육적 의의는 일부 교과목에 한정된다. 즉
진로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교과목을 공부하지만, 진학할 대학의 형편에 따라 수준과
범위가 조절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준별 수업은 중학교 이하에서 적극적으로 적용
되어야할 학습자 집단 구성과 수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고교에서 진로를
제쳐두고 수준이 올라온 것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국영수 우선의 병폐에서 유래된 것이다.
4) 교과교실제와 교과 특성에 맞는 수업 실시 여건 조성
교과교실제의 확대는 교과 특성에 맞는 수업을 격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등학교
의 교사별 교실, 모든 교과의 교과교실화 등은 낭비이고, 학교 업무에 협력이 필요한 교
사들을 칸막이지우고 있다. 교과교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과특성에 맞는 수업방법,
학습방법을 개발 적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대부분 학교가 과학실을 갖추고 있지만 실험
실습하면서 과학을 과학답게 가르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실험
실습을 통해 반드시 학습되어야 할 항목을 지정하고 실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더 중
요하다. 물론 과학을 과학답지 않게 가르쳐도 무방한 시험을 고치는 것이 더 급선무다.
상식적으로 교과나 활동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모든 교과의 단위수업시간은 같을 수
없다. 기준시간길이보다 더 길거나 짧은 것이 정상이다. 교과마다 학생들의 발달에 맞
는 이론강좌와 실습활동에 필요한 기준시간길이를 재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교과
내용과 활동에 알맞는 융통성있는 시간 적용이 요구된다. 차시, 일간, 주간, 분기, 학기,
학년, 학년도, 학년군 등 학교시간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특정 과목은 학생들
의 학습수준에 따라 무학년제로 운영되거나 속진과 유급을 허용해야 하지만, 여건이 허
락하는 학교들도 운영편의상 좀처럼 시도하지 않는다. 모든 학생이 초․중등학교에서
12년을 보낼 필요는 없다. 더 짧을 수도 더 길수도 있을 것이다.
5) 규모의 교육과 학습집단의 적정크기 확보
효과적인 수업에서 학급당 학생수, 학교당 학급수의 규모는 매우 중요하다. 교사에게
도 몇 개 학급의 수업을 들어가는가는 중요하다. 그렇지만 학급은 행정적 관리적 효율
성 차원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 학급 속에서 개별화된 배려와 관심이 이루어질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수업의 질이 높아진다.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 수업은 적정규모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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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야 할 것이다.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는 것은 대안교육이나 섬지역과 같은 불가
피한 여건 등 특정한 상황에서만 맞다. 거대학교를 분할하거나 초미니학교를 통합 운영
하는 것은 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교육적 경험의 심화를 위해서 긴요하다.
6) 수업에서 ICT활용 장려와 클릭 교사의 양산
5․31에서 거론한 정보화와 열린학습사회 구현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서
든지 무엇이나 배울 수 있다는 edutopia를 실현시켜왔다. 학교수업에서 ICT활용은 새로
운 기회이면서 위기이다. 오프라인 교사보다 온라인 교사가 더 재미있게, 더 잘 가르치
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학생들은 내가 당장 여기서 0선생님에게서 00과목수업을
주의해서 배울 필요를 덜 느끼고 있다. 지금 교실은 가히 edutopia dilemma를 겪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도 적지 않은 교사들이 상업용 수업진행자료를 클릭하면서 수업을 진행하
여 스스로를 보조자로 끌어내리고 있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전문성은 마모되고 있다. 고
교에서는 자율학습, 방과후학교의 각종 문제풀이시간에 EBS 수능강좌나 인터넷강의 수
강이 보편화되고 있다. 디지털 세대 학생들은 게임, 디지털 자료, 모바일 유러닝, 인터
넷 동영상 등을 통한 학습에 익숙해있다. 학생에게 디지털 기기는 게임과 오락 소비용
에서 학습과 생산용으로 쓰이도록 IT교육을 다시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은 실질적
인 프로젝트학습이나 실험 실습 실기 등의 방법으로 수업하여 온라인 강의와 차별화를
해야 하지만, 각종 시험이 온라인수업을 더 강화시켜주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를 비롯
하여 향후 디지털화 정보화가 극대화되면 교사에 의한 직접 교수는 대체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다. 실력있는 아바타가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여기는 이
들도 늘어나고 있다. 학교수업은 수준별 수업, 집중이수, 교과교실에서 교과 특성에 맞
는 수업, ICT활용 수업, 협동학습, 자기주도학습력 신장, 수업에서 학생참여확대 등의
방안을 질적으로 심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7) 소결
5․31이후 열린교육, 열린수업, 수준별 이동수업, 구성주의적 협동학습, ICT활용수업
등이 꾸준히 장려되었다. 선행학습으로 호기심과 주의력을 결핍한 학생들은 교실에서
잠을 자거나, 교실관리에 취약한 일부 교사들은 수업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중심수업, 학생참여활동수업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교사의 설명식 수업이 대종을
이룬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협동적 문제해결력, 팀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세계최장학습시간에 세계최저학습효율성을 보이고 있어 효과적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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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방법의 지도와 습득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학생의 시간활용과 함께 학교의 시
간활용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대입시에 가까울수록 시험대비수업, 시험문제풀이수업이
학교공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무학년제 수준별 이동수업, 유급과 속진 등의 탄
력적인 적용은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 교실에서 상업용 수업진행자료를 클릭하는 교
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재학중 익명성이 사라질 정도 크기의 학교규모, 각종
집단활동을 하는데 적절한 규모의 학급규모를 갖추게 하는 것도 수업의 질을 끌어올리
는데 있어 중요하다.

5. 교육평가의 현황 이해와 대안 탐색
❚교육평가
1. 선다형 시험 폐지는 가능한가? 서술형, 수행평가의 확대
2. 절대평가는 출제, 채점, 결과표기에서 일관성을 지킬 수 있는가? 절대평가의 확대
3. 교과특성에 따라 성적표기는 달라야 하는가? 평가결과표기 방식 개선
4. 학교단위평정제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가? 대학의 고교 내신 활용에서 자율성
5. 평가결과를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개선에 피드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는
매우 어려운가?
6. ‘치를 만한’ 입시란 무엇인가? 대입시의 타당화, 모집단위별 특성화, 고교-대학
연계입시
7. 입학사정관제는 대입시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는가? 신뢰도와 공정성 확보, 사
교육 유발요인 차단

교육의 성과를 확인하고 교육의 과정을 개선하는데 평가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입시의 경우 하급학교의 교육 전반을 좌우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은
시험이 끌고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험에 대비해 공부하고,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은 공부할 필요도 없다고 여기는 학생도 적지 않다. 사실상 수업도 시험이 지탱
해주고 있는 면이 많다. 시험을 강화해 수업을 지탱해 줄 것을 호소하는 교사들도 있다.
1) 절대평가에서 출제, 채점, 성적표기의 일관성 확보 실패
학생 학업성취평가에는 일상적인 내신산출을 위한 교내평가와 각종 모의고사형 교외
시험, 학업성취도평가, 고입선발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이 있다. 5․31이후 수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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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절대기준평가를 강조해왔다. 수준별 수업에 알맞은 차별화된 평가를 다각도로 시도
했지만 여의치 않다. 중요한 시험이 선택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서술형이나 수행평가
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절대평가는 성취기준을 시도단위나 국가단위로 해야 하지만
교사들은 가르친 대로 평가하는 평가권을 요구하고 있다. 절대평가는 출제는 기준을 따
를 수 있지만 서술형이나 수행형의 경우 채점이나 성적표기를 일관되게 할 수 없는 약
점을 지니고 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과 내일의 나라는 학생의 자기발전평가를 강조하
지만, 각종 시험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잘 하는 상대적 평가를 강조하여 경쟁적 성격
이 강하여 간혹 부작용을 낳고 있다.
2) 선다형 문항의 축소 약화와 서술형 수행형 평가의 확대 강화
선다형, 선택형 문항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서술형, 논술형, 수행형과 같은 문항을 늘
리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서술형의 경우 어릴 때부터 차츰 단어, 구, 문
장, 문단,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의 에세이를 쓰는 것으로 고도화해 나가는 것이 자
기표현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 방법이다. 평가에서는 출제, 채점, 성적표기에서 결
국 성적표기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평가결과 성적표기는 초등학교는 장점 중심
의 문장형이어서 부진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90점 이상을 맞은 것처럼 과장되고 있으며,
중학교는 점수와 석차, 고교는 5수치(점수, 평균, 표준편차, 이수자수, 9등급)를, 중등에
서 예체능 과목의 경우 우수 보통 미흡의 3평어제를 취하고 있다. 일견 체계화되어 있
는 듯하여도 고칠 점이 많다. 초등 고학년의 국어 수학 등의 경우는 정확한 평가 정보
를 전달하는 것이 문해력과 수리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중학교와 고교
의 석차나 석차등급의 경우 학생간 불필요한 비교와 경쟁을 유발하고, 교육적으로 긍정
적인 의미는 약하므로 속히 폐지됨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신 초등의 국어 수학, 중학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고교의 진로 집중과정별 핵심교과 등은 4수치(점수, 평균,
표준편차, 이수자수)만 표기하도록 하고, 그 결과 활용은 사용자에게 일임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즉 교과교육의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평가의 도구나 성적표기를 달리하
는 방안을 새로 마련해야할 것이다. 학교에서 교사의 평가권을 확대하되, 임의평가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과, 진로, 학습자집단, 학교특성 등을 고려한 학교단
위평정제를 확립하여 공시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3) 국가수준의 학력관리로서 학업성취도평가와 일제고사라는 비난
국가수준에서 기초학력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평가를 일부 학년만 표집하여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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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전교조를 중심으로 일제고사라고 폄하하며 학생들의 시험거부를 조장하고 있
다. 또한 평가결과를 정보공시차원에서 공개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에서 이를 교사와
학교관리자의 능력과 연계하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평가결과에
따라 기초미달자를 없애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어 줄어들기는 하지만, 기초 수준의
학생들에 대한 보정학습이 없어 학년과 학교급을 올라갈수록 학습부진아는 점증한다.
학업성취도평가의 경우에도 서술형, 수행형 문항을 포함하여 교사들이 방학을 이용해
채점하고 이를 수업개선에 반영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평가결과를 교과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에 피드백하는 제도나 절차는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늘 시험치고 성적 알려주
면 방학에 들어가는 형태를 띤다. 그야말로 평가를 위한 평가만 반복되고 있고, 교육개
선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 미달과 기초 수준이
높은 교과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적정화와 수업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치를만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입학사정관제: 수준별 시험과 진로별 시험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비중이 큰 언어, 수리, 외국어는 과잉 통합
되어 있어 진로에 따른 분화가 필요하고, 비중이 적은 탐구영역은 과잉 분화되어 있어
적절한 수준의 통합이 필요하다. 또한 이공계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외국어 언어
부담은 동일하면서 수학과 탐구영역은 어려워 수험부담이 과중하여 기피의 원인이 되
고 있다. 대수능의 경우 고교 교육과정을 좇아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교에서 진
로 집중과정을 도입하면 이에 따라 진로에서 핵심되는 교과목을 모집단위별 시험과목
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로별 대수능을 만들면 그나마 치를만한 시험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고교별 내신, 전국단위 수능, 대학별 고사 등 모든 대입시는 고교 학습과 대
학 학습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고교와 대학 교육 모두에 도움이 된다. 대학
의 모집단위별로 꼭 필요한 선수학습과목을 확인하는 시험일 때 대입시는 보다 타당한
시험이 될 수 있다.

[그림 3] 고교-대학 교육과정 연계(출처: 홍후조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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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 입시의 경우 학생의 교과 성적 이외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경력을 반영
하고 있어 고교교육의 성격과 방향을 바꾸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대학간 서열을 완화하
는데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만 전형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와, 사교육의 장기화, 종합화, 개별화, 고액화 유발 위험성을 안고 있어 대책 마련
이 필요하다. 대입시는 전반적으로 타당화되어야 하고, 고교 대학간 학업의 연계를 취
해야 하며, 선발용을 넘어 교육용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하며, 준비에서 사교육에 덜 기
대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모집단위별로 특성화되는 입시는 고교 학습과 연
계되며, 그 관리는 대학입학업무의 분권화를 요청하고 있다.
5) 학생평가에서 교원평가와 기관평가로의 확장
학생평가를 넘어 교원평가, 기관평가, 교육과정 수업 평가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경우 법제화가 시급하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는
만족도와 같은 간단한 평가를 받고, 교원들 상호간에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다면평가
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학교교실은 공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수
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학교관리자와 학부모 및 동료 교사들에게 개방되어도 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평가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성취를 보이는
교사의 수업모니터링은 학교관리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다만 이를 계기로 수업과 학생
지도의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교사와 학교관리자의 협력이 더욱 요청되는 부분이다. 교
원평가는 수업과 학생지도 개선을 위해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 교육청 등
의 기관평가는 부문별로 일정 주기로 실시하는 것이 부담을 더는 방법이다.
6) 소결
실제로 시험이 학교현장을 좌우하고 있다. 그것도 선다형시험, 지필고사에서 정답맞
히기가 주종이다. 초등학교부터 서술형이나 수행형 평가는 객관성 확보, 순위경쟁에 밀
려나 있다. 단어, 구, 문장, 문단,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의 논술로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필고사를 넘어 수행평가, 총괄평가를 넘어 교수학습과정에 피드백되
는 진단평가와 형성평가는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다. 교사가 하는 일이 잡다하고
과중한 데서도 강요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기초학력진단평가나 학업성취도평가는
기초미달자를 없애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수준 학생들의 보정학습이 충
실하지 못하여 학년이 높아질수록 기초미달자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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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평가는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출제 채점 결과표기의 일관성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
에 교육적으로 관철하기는 쉽지 않다. 내신성적 산출에서 교과특성이나 그 목적에 맞게
결과표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석차나 석차 9등급이 있어 학교교육 본래의 목적을 훼
손하고 있다. 초등의 국어 수학, 중학교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고교의 진로별
핵심교과의 성적표기에서는 4수치(점수 평균 표준편차 이수자수) 표기방식을, 나머지
교과는 학습자의 특성의 기술이나 우수 보통 미흡의 3평어로 제안되고 있지만, 고교에
서는 학교단위의 특성(교과, 학생집단, 진로, 학교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학교단위
평정제의 보완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입시가 치를만한 것으로 타당하게 만들어
지고, 모집단위별 특성화로 고교-대학 학습연계가 이루어져서, 유의미한 경쟁과 선발을
유발하자는 방향에 대한 제안은 나왔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고교 진로 집중과정의 구현
과 대학에서 입시관리의 분권화는 진전이 느리다. 최근 확산되는 입학사정관제의 확대
는 신뢰도와 공정성의 확보와 사교육의 장기화 개별화 고액화 종합화를 제어할 수 있
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학생평가뿐만 아니라 교원, 학교, 교육청 등 기관평가도 확대되
고 있으며, 그 결과의 공시와 이를 근거로 각종 상벌이 주어지는 것에 피평가자들은 점
차 익숙해지고 있다. 평가결과의 피드백을 통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개선은 다양한
평가를 통해 제도화되어 갈 것이다.

6. 학생들에 대한 현황 이해와 대안 탐색

❚학생
1.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누려야 할 인권은 교사의 교권과 양립될 수 있는가?
2. 학생의 교육선택권은 무엇을 두고 행사되어야 하는가?
3. 고교 단계에서 기숙사학교는 많을수록 좋은가?
4.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위기학생은 학교와 교사의 책임인가?
5. 무상(의무)교육은 어느 쪽으로 더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6. 다문화가정의 언어와 문화를 교육적 자원으로 삼으려면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
는가?

학생은 교육수혜자이자, 교육의 존재이유이고, 교육할 기준이다. 학생의 교육적 성취
는 교육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보람이다. 학생중심, 학습자중심, 열린교육, 수준별 수업,
학습부담 감소, 교과목과 학교 선택권 확대, 한 가지만 잘해도 혹은 돈 없이도 대학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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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등등은 모두 학생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자한 것이다. 특히 학생의 자치, 인권,
학습권, 자율성 등은 줄곧 확대 강화되고 있다. 5․31 교육개혁안의 혁명적인 측면은
교육을 학교 교원과 같은 공급자 중심에서 학생 학부모 기업과 같은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다. 가히 교육계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1) 자율을 익히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될 자율성 정도
열린교육의 학생 존중, 수준별 수업, 학생의 교원평가 참여, 자유수강권 제공을 통한
방과후학교 참여 독려, 일부이지만 학업성취도평가의 선택권 부여, 학생인권조례 제정,
체벌전면금지, 무상급식 등등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발언과 권리를 신장하였다. 역으로
교사들의 교권은 위축되어 왔다. 교권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의 교육은 사무적이고 기계
적인 활동 수행에 불과할 수 있다. 지식과 기능을 전수하는 데에는 소수의 모범적 방법
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창의성, 덕성, 의지 등을 키워주는 데에는 더 많은 교육방법이
요청된다. (흔히 우리가 예를 드는 서양의 식당에서 부모들이 남에게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자녀들에게 공중도덕심을 심어주기 위해 따끔한 훈육을 하는 것을, 학교의 교사도
할 수 있어야 교육은 이루어진다.)
자율을 배워가는 학생들에게 자율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뇌과학에 따르
면 여자는 25세, 남자는 30세가 되어야 철이 든다고 한다. 소학을 거쳐 대학을 배우는
것이 순리이다. 학생의 용의에 관한 규정, 소지품 및 일기검사, 휴대폰 소지, 표현의 자
유, 체벌전면금지, 교내 집회허용 등이 학생인권존중과 맥을 같이 한다. 교육수요자로서
학생중심, 학생존중, 자기주도성, 자율과, 교육공급자의 자율, 경쟁, 평가, 책무 등이 가
지는 교육의 성숙한 측면의 강조는 살리되, 미성숙한 학생을 배려하는 것과 성숙한 시
민을 대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초․중등학교 교육의 특성에 맞는 교육관
을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성숙한 민주시민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져온다. 그
렇지 않으면 설익은 인권을 내세워 ‘고삐 풀린 망아지들이 날뛰는’ 교실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거기서 자녀들이 자라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결국 교실 붕괴를 가져
온다. 교육은 교수자 주도이되 학습자의 적성 능력 진로와 같은 요구를 존중하는 방향
으로 설정되어야할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누릴 학습권과 인권은 다른 학생들의
그것과 교사의 교수권과 병립될 때 성립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존중되어야 학생 선택권의 학교급간 차별화
학생들의 학습권 행사는 무조건 넓을수록 좋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학생들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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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적 선택권은 학교, 교사, 과목, 교과, 과정, 계열,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동, 방과후 학
교의 프로그램 등을 두고 행사된다. 학교는 학생의 교육적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 초등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방과후 학교, 중학교에서는 여기에 더
하여 선택과목이나 제2외국어, 직업기술, 예술, 체육 등 필수로 이수하되 하위과목을 선
택할 수 있어야 한다. 고교에서는 이런 주변적인 것에 더하여 핵심이 되는 학교, 계열,
진로 집중과정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또 진로에 따라 적정한 입시과목을 선택할 수 있
을 때, 자신의 적성 능력 진로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진정한 의미의 선
택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학생들의 교육적 선택권은 임의로 방임된 상태에서 행사되기
보다 교육적으로 안내되면서 행사되어야 참다운 교육적 성취에 이를 것이다.
3) 학습과 교육에 앞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
최근 적지 않은 학생들이 운동부족, 비만, 저시력, 왕따, 자기관리와 대인관계능력 부
족, 불안, 스트레스, 우울 등 학습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보이고
있다. 왕따, 학교폭력 등 학생들의 병리적 현상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더구나 중증
장애아들도 통합교육에 따라 한 교실에 있어 교사들의 업무는 늘어나고 있다. 학교에는
학습이나 교육보다 상담이나 치료가 요구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해 방과후 돌봄 기능도 학교에 요구하고 있다. 학교는 교육적으로 허약
해진 가정의 기능을 대신해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위기학생은
WEE 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든 사회적 복지를 학교가 감당하는 무리이다.
학교는 전통적 의미의 학습센터 기능과 종합적 사회문화센터로서 기능 사이에서 방황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자는 도심에서, 후자는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에 적절한 학교
기능일 수 있다.
4) 교육취약계층의 교육복지의 적정화 수준
교육취약계층에게 취학전 교육, 심지어 고교 교육에 대한 무상화가 논의되고 있으나,
학업중단률이 높은 다문화가정 자녀(초등 25.6%, 중학 59.2%, 고교 81.1%)를 비롯하여
미취학 중도탈락생들에게 필요한 의무교육과 기초직업기술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응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일이다. 또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등 국
제결혼이민자의 언어를 제2외국어화함으로써 2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득과 부에 비례하여 모든 공과금을 물릴 때 자본주의는 건전하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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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한다. 중산층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적정한 복지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각종 재정에
의한 무상급식 등의 과잉복지는 결과적으로 가장 가난한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
야할 것을 빼앗아버리고 만다. 나아가 입시준비의 사교육과 가정불화가 많은 고교생을
위해서는 농산어촌의 폐교를 활용한 기숙사학교를 늘려서 건전한 사회성과 자연친화
및 인성의 전인교육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5) 소결
학생중심 교육, 학생인권조례, 학습권보장, 학교선택권보장 등은 학교에서 학생의 입
지를 넓혀주고 있다. 5․31 교육개혁안은 그간 공급자중심 교육에서 수요자중심교육으
로 전환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었다. 다만 열린교육, 이해찬세대로 속칭되듯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하거나 태만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재가 필
요할 것이다. 즉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누려야 할 인권은 다른 학생들의 권한이나 교수
권과 병립가능해야 한다. 또한 학생의 진정한 선택권은 적성과 진로에 따라 알맞게 교
육받을 권리를 충족시킬 때이다. 고교수준에서 기숙사학교를 늘리는 것은 가정의 부모
자녀관계의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노작의 생활화, 자연친화 및 공동체 일원으로서 규
범의 획득 등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학습스트레스나 학교부적응으로 병리현상을 겪
고 있는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가 더욱 중요해졌다. 무상의
무교육이 가장 시급한 집단은 중도탈락자와 미진학자이며 이들에게는 초중학교 의무교
육의 완성과 함께 기초직업기술교육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적 네트웍 구성이
절실해졌다. 국제결혼이민자들의 언어를 제2외국어로 확대 지정함으로써 그 자녀들의
학교적응력과 자기존중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7. 교원에 대한 현황 이해와 대안 탐색
❚교원
1. 그들은 스승과 선생님 자리에서 내려왔는가? 교권과 학습권의 충돌
2.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들을 분발시키고 있는가?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3. 교단 교사의 직급은 적을수록 좋은가? 교사의 발달, 승진 제도
4. 학교교사도 학원강사만큼 본업에 충실할 수 있을까? 교무지원인력 고용
5. 교단교사의 복수자격화는 전문성을 훼손하는가? 교사수급과 운용
6. 학교의 장기발전을 이끄는 유능한 교장을 어떻게 확보할까? 교장공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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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과 유전공학이 극단화되어 아바타가 싸이보그를 기르지 않는 한, 교육에서 교
사만큼 중요한 존재는 없다. 학생이 더 나은 배움과 삶을 열어가는데 적극적으로 개입
하고 배려하는 이가 교사다. 일상적인 학습과 달리 교육은 성인 교사가 주도하고 성장
기 학생의 요구를 존중하는 인간활동이다. 교사는 학생과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의 더
나은 삶과 배움을 열어주는 존재이므로 귀하고 보람된 일에 종사하는 이들이다.
1) 우수교사 확보를 위한 교원양성제도의 정비
학제는 6-3-3제이고, 의무교육과 교육과정은 9-3제이고, 교사운용과 수업 담당은 6-6제
인 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학생수용과 교사운용에서 잦은 경직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향후 교사는 유-초 저학년, 초등, 초 고학년-중학교, 중학교, 중고교, 고교 등으로 상하
학년군과 학교급이 중첩되도록 양성되어야 한다. 또한 초등예비교사는 담임과 교과전
담, 중등예비교사는 제1과 제2전공으로 복수자격을 구비하도록 양성되어야 향후 교육
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된다. 학급당 학생수, 학교당 학급수를 적정화하
는 것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신규임용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국립 교사대의
통합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과잉 양산을 보이는 중등교사후보생수를 대폭 줄여
야 한다. 우수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꾸준히 마련되어야 하지만, 교사자격증 남
발에 의한 예비교사 양산도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 교직수행의 가장 기본은 우수한 지
력이 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교직과목의 경우 전국단위 대수능에서 해당
분야의 1,2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대학진학 후 비사대 교직을 누구나 이수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역으로 일정 등급 이하를 받은 학생들이 교직을 이수하는 것
은 적극 막아야 할 것이다.
2) 단수자격교사의 복수자격화 전환
교육과정 개정이나 교육개혁 정책에서 교사들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데, 그
원인은 단수자격을 가진 교사들이 수업시수 변화에서 오는 직업적 불안정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개혁에 동참하려면 교직이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신임교사의 경
우 복수자격교사를 우대 임용하고, 가급적 모두 필수적으로 복수자격으로 교직에 입문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초등 교사는 담임교사로서 수업시수를 일정하게 유지(예: 주당
20시간)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거나(이 경우에도 주당
28시간 이하와 같이 일정시간을 넘지 않도록 함), 교과전담 교사를 확충해서 교육의 질
을 높이고 고용도 늘린다. 또한 중등교원의 복수자격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모든 중
등교원에게 복수 자격을 갖추게 함으로써 수업시수의 축소 조정이나 소규모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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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상치과목을 가르침에 있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의 질 개선, 교과
상치의 탈피, 교사운용의 융통성, 과원교사의 해소, 교직의 안정화 등에도 도움을 줄 것
이다. 교원 의견 조사 결과 찬성의견(51%)이 반대의견(29.3%)보다 많았다.
3) 사립학교 재정지원과 교원의 공개투명 임용
현재 사립학교나 대안학교의 교원수급도 정비될 필요가 있다. 소위 옆문이나 뒷문으
로 임용되지 않도록 투명화해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에서 재정결함보조를 통해 교사의
보수를 국민세금에서 지원받는 교사들을 신규임용하는 경우, 공립과 같이 임용절차를
거치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 방안은 해마다 공사립 전체 신규임용의 2-3배를 2차 시험
까지 합격시키고 이들 중에서 3차 시험인 면접과 수업시연을 통해 사립학교가 뽑아가
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 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교육
의 질도 더 향상될 것이다. 준공립화되어 재정결함보조금 받는 사립교 교장에 대한 업
적평가를 교육청에서 엄격히 실행하여 피드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설립자 교장에 대한
보수지원도 공립학교처럼 정년까지만 해주어야 교주(校主)의 장기집권에 따른 학교정체
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
4) 교사당 적정 수업시수의 법제화
교사들의 수업담당시수를 법제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한 교사가 한 학기 동안 가르치
는 학생수도 법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의 규모, 학급당(수업단위당) 학생의 규모,
교사당 수업시수, 교사당 담당 학생수 등은 모두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지표
들이다. 담당과목수와 학년수를 기준으로 교사당 수업시수를 적정화하는 것이다. 즉 담
당하는 학년수와 교과수가 많을수록 수업시수를 적절히 줄여주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교사의 경력을 감안하여 점증하다가 점강하는 식으로 법정수업시수를 정할 필요도 있
다. 이렇게 될 경우 교사의 수업시수가 많은 사립학교에서는 신규수요가 늘어나고 그렇
지 않은 공립학교에서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5) 1, 2급 교사의 정체와 교단교사의 직급다층화를 통한 성장과 발전 추동
교원의 교육 서비스 질이 교육의 질이다. 교단교사가 신이 나서 교육해야 교육은 잘
된다. 교단교사가 스스로 발전하고 승진할 목표를 가질 때, 그리고 부단히 노력하고 자
기 쇄신할 때 교육은 발전하므로, 교단교사가 발전할 수 있는 동기와 계기를 제도적으
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교단교사의 직급을 현재처럼 2급과 1급 2개만 두게 되면

❚90

【제 1 세션】주제발표 3: 교육개혁의 주요 쟁점 및 극복 방향

교단교사는 자기발전의 동기를 찾기 어렵다. 현재처럼 1,2급 위에 수석교사제를 제한적
으로 시행하는 것은 다수 교단교사집단들과 부조화를 이룬다. 수업, 학생, 교단, 학교와
멀어질수록 승진할 수 있다고 교사가 지각하고 있다면 교단은 ‘병든 상태’라고 진단할
수 있다. 학생수 학교수 급감과 교장공모제의 확대에 따라 기존의 승진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소규모학교나 교육청의 통폐합에 대해, 교단 밖으로 나가야 승진하는
식으로 사회화된 비교단교원들이 반대하는 것도, 교단교사에게는 승진의 기회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다들 교단밖으로 나가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이다. 근평의 문제를 둘
러싼 부작용도 여기서 초래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걸맞게 교단교사의 승진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치유될 수 있는 병폐이다.
현행 교단교사 직급은 동기유발, 성장과 인정에의 욕구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을
무시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A. Maslow의 성장의 욕구 위계설을 원용하면 교단에서
수업지도를 충실히 하고 학생 지도를 성실히 한 교단교사가 인정, 승진, 존경받을 수 있
도록 대안적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상응하는 교원성장 욕구
를 반영하는 교단 교사의 직급 다층화가 필요하다. 일본에서 10년마다 교사면허증을 갱
신하듯이, 필요하면 계급정년제와 유사한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교단교사가 ‘교직의 꽃’
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업, 학생지도, 교단 업무에 헌신할수록 인정받고, 승진하
고, 존경받는 교단 풍토를 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승진체계를 제도화할 때 공교육 정
상화는 가능할 것이다. 교사들은 일생의 경력을 두고 초기에 교직에 남을 것인가, 중기
(40대를 전후로)에 교단에 남을 것인가 관리자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이
루어지도록 승진체계를 설계하는 것이다. 수석교사제라고 하여도 또 이들에게 학습년제(안
식년제)를 부여하는 것도 이런 제도적 하부가 정비되었을 때 더욱 유의미해질 수 있다.

수석교사(6년∼)
우수교사(5년∼)
긍지교사(4년∼)
보람교사(3년∼)
희망교사(2년∼)
수습교사(1년∼)
명칭(승급을 위한 최소 연수)

인원 수업 연수 멘토 보직
비율 시간 시간 멘티 자격

[그림 4] 교단 교사 직급의 다층화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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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둘러싼 쟁점
교육에서는 제대로 배웠는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초․중등교육은 교실에서 교사의
가르침이 중차대하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쳤느냐가 더 중요하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대다수 교원들을 떳떳하게 만들어 준다. 이미 대학사회에서는 교수평가가 안정되고 심
화되고 있다. 교원을 평가할 수 있는 이들은 동료이거나 학교관리자 혹은 학부모 학생
들이다. 그런데 교원에 의한 교원평가는 현행의 것을 수정하는 종합적 전문적인 것으로
하되, 이와 달리 학생 학부모들에 의한 평가는 현재보다 더 간단한 만족도가 조사가 더
타당하다. 가령 ‘교장선생님께서 내년에도 우리 학교에 계시는 것이 좋습니까?’ ‘귀한
동생이 있다면 0선생님께서 담임을 맡기면 좋겠습니까?’ ‘어여쁜 동생이 있다면 0선생
님한테 00과를 배웠으면 좋겠습니까?’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말한다. 현실적으로 자세
하고 종합적인 평가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사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런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에 가까운 교사에게는 상을 주고, ‘전혀 그렇지 않
다.’에 가깝게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교사에게는 학교관리자가 수차례 교실업무수행을
모니터링하여 종합적 전문적으로 판정하고 조언하여 교정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법제화되고 그 쓰임새가 뚜렷이 정해져야 하고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 필자는 교단교사의 직급다층화와 맞물려야 한다고 본다.
7) 교장공모제와 교장선출보직제
교장은 큰 책임이 있지만 공립교 교장을 비롯하여 최소한의 일만 하고, 기존 교육을
관리하는 정도에 그치는 교장이 너무 많다. 무사하게, 대과없이 교직을 마치려는 안일
한 교장이 적지 않다. 열심히 일하는 교장에게는 이웃학교 교장들이 눈치를 주고 만류
하여 의욕을 꺾어 버린다. 전교조 등으로부터 시달린 교장들이 눈치나 보면서 무사안일
한 자세로 일관한다. 교장 인사 순환 주기가 1학기-3학기 정도로 제 멋대로 여서, 안정
된 학교경영, 학교단위책임경영을 찾아보기 어렵다. 꾸준히 학교를 개선해도 최소한 5
년 이상 걸리는데, 교육감 선거, 4년 중임제한 등과 연동되어 잦은 인사 교류로 학교발
전이 방치되고 있다. 학교교육의 장기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공립교가 거의 없다. 교
장은 학교관리자가 아니라 학교혁신의 선구자여야 학교교육이 발전한다.
연공서열이 정해진 상황에서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한 논란이 드세다. 업적과 능력에
따른 교장 임면,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교장직의 개방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교
장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확대하여, 현직에 필요한 교장수의 2배 정도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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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보하고 이들 중에서 유능한 교장이 뽑히도록 한다. 교장 임용 후보자들을 중심으
로 한 교장‘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장의 업무수행을 평가받고 책임지고
잘 한 교장은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최소한 한 학교에 최소 5년 이상 근
무하며 학교자율화에 더하여 책임경영을 하고, 교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 개방형, 공모형 교장직을 확대하고, 교장에게 학교혁신을 위한 교직원 채용
권(구성권)을 주어도 좋을 것이다.
8) 교단교사의 본업화를 위한 교무지원인력의 확충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원한다면, 학교도 현재와 같이 교원과 직원만으로 꾸려가서는
안될 것이며, 교사들의 잡무를 대폭 줄여주는 교무지원인력을 대폭 늘려야할 것이다.
교단교사는 교과 수업 지도와 학생 생활 인성 진로 지도에 한정하도록 업무에 대한 관
련 법규를 재정비해야 한다. 교육계 내부에서 생산 전달되는 각종 공문의 총량이 제한
되어야 하고, 특히 국회나 지방의회 및 외부기관과 단체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공
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가능하거나 창구일원화가 되어야 교사가 본업에 충실할 수
있다. 현재 교사들은 학교행정실에서 하지 않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잡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이 부실한 교육의 핑계가 되기도 한다. 교단교사가
교과수업지도와 학생생활지도에 충실하도록 하려면 이들을 다른 업무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OECD국가들의 전체교육비에서 차지하
는 인건비가 80%이나 우리나라는 70%에 불과한데, 그 차이는 우리나라가 교무지원인
력을 적게 고용하는데 있다. 교무지원인력이 전국적으로 2만명 정도에 불과해 적어도 3
만명 정도를 추가 고용해, 교사들이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려 주어야할 것이다.
9) 소결
교사는 교육의 주축이다. 교사가 학생 생활 인성 진로 지도와 교과수업지도에 열의와
전문성이 높을 때 교육은 정상화된다. 다른 잡무들은 교무지원인력을 확충해서 맡겨야
한다. 법정수업시수를 규정 공시하고, 교단의 직급을 계속적인 성장이 있도록 다층화함
이 맞을 것이다. 학생수 학교수 급감과 교장공모제의 확대에 따라 기존의 승진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교사가 지식과 정보 기술을 가르치는 존재라면 기계적인 사
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자기자녀를 길러주기를 바란다면 교사들에게 더 큰 자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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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를 부여해야할 것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평가는 간단
한 총합적 평가로 끝내고, 대신 지속적으로 낮은 평정을 받는 교원들에 대해서는 동료
들이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수행의 질을 높이고 학생학습권을 보호해야할 것이다.
학교의 장기발전을 이끌 정도로 교장은 책임지는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함이 바람직하
다. 우수교사확보차원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시험 1,2차 합격자 중
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교육제도에 대한 현황 이해와 대안 탐색

❚교육제도
1. 초․중등교육의 분권화, 대학의 자치라는 두 축은 여전히 유효한가?
2. 누가 교육감을 뽑았는가? 교육감 직선제
3. 교육행정기관은 어떻게 정비되면 좋을까? 중단위 교육지원청의 도입
4. 6-3-3학제, 6-6제 교원양성과 수업운영, 9-3제 교육과정과 의무교육제도는 서로
불일치해도 되는가? 거시학제의 정비 요구
5. 무상(?)급식에 밀려서 순수교육비는 줄어도 되는가? 교육재정의 합리적 배분
6. 사립학교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누려야 할까? 여건, 자격, 경험

교육계는 사실상 관료적 지배가 우세한 편이다. 행정직에서 교육을 좌우하는 법규,
인사, 재정과 같은 3대 핵심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
용이 핵심이지만 교육정책이나 제도에서는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많은 경우
교육의 내적 과정, 질적 수준을 좌우하는 교육과정과 수업은 교육정책결정자들에게 블
랙박스와 다름없다. 거시적인 교육정책과 중단위의 교육과정 정책을 통해 미시적인 교
실의 수업실천으로 이어지도록 ‘교육제도와 정책의 교육화’는 절실하다.
1) 학제, 교육과정제, 수업제의 상충에서 오는 교육적 낭비 제거
6-3-3의 학제, 9-3의 의무교육과 교육과정제, 6-6제의 교원양성과 수업담당제는 교육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사실상 학생의 성장발달에 상응하여 편의상 갈라놓은
것들이 각종 이해관계로 인해 학교에서 원활한 교사 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12년 일
관제를 운영하기는 어렵더라도 9-3년제 방식의 학교운영은 교원 운용, 교육과정과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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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학생수용 등을 원활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향후 교사는 유-초 저학년, 초등, 초
고학년-중학교, 중학교, 중고교, 고교 등으로 상하 학년군과 학교급이 중첩되도록 양성
되어야 할 것이다. 유초중은 보다 미분화, 통합된 교육이 필요하고, 고교는 진로별 선택
교육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학생수 학교수
가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하면 보다 융통성있는 교원양성과 운용, 학생수용이 절실하다.
2) 소규모학교 통합과 거대학교 분할을 통한 적정규모화
적정규모가 되어야 교육은 제대로 실시된다(optimal scale of education). 전국적으로 전
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1,800여개, 100명 이하가 2,700여개나 있다. 교과부는
과소규모 학교(예: 전교생 100명 이하 학교, 20명 이하 분교 등)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장, 교감 등 학교관리직 정원의 축소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역으로 거
대규모 학교를 분할하여 학교를 더 만들어 학교관리직을 확대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이미 있는 학교를 통합하여 협동 운영하는 경우에는 반대가 심하다. 교과부는 2012년까
지 소규모 유초중고 500곳을 통폐합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소규모 대안
학교는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고 있다. 섬지역은 1명의 학생만 있더라도 학교와 교사가
있어야 하지만, 육지로 연결된 인구과소지역에서는 학교는 통폐합되어 종합사회문화센
터로 자리잡도록 재편되어야 한다. 형편에 따라 각 면에는 유-초 저학년 학교, 큰 면지
역이나 2-3개 면에는 초등학교, 초등 고학년과 중학교, 중학교, 읍지역 이상에서는 중고
등학교 등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수용하여 학교규모를 적정화함이 바람직하다.
도심의 고교를 이전하거나 거대 중고교를 분리하여 고교를 농산어촌으로 이전하고 기
숙사를 더 많이 짓는다면 학생인구 분산효과, 사교육절감효과, 전인교육효과, 부모-자녀
관계의 정상화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정부 당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대폭 줄인 이후, 정부는 학생수 자연
감소를 고려해 학급당 학생수 축소를 적극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인
구증가지역은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이 넘어 개별화된 배려를 하기 쉽지 않다.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전후로 대폭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 교사들은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
영,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초등의 경우 학년당 평균 약5개 학급에, 학급당 평균 21
명 정도의 학생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는 학년당 학급수를 약 8개 학
급, 고등학교의 경우 약 7개 학급, 학급당 학생수는 17~19명 정도를 적정하다고 보고 있
다. 이를 종합하면 초․중․고의 경우 재학하면서 익명이 사라지는 400명 전후로 한 학
교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수는 20명 내외가 교육적으로 적당하다고 교사들은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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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인구이동으로 밀집이 계속되는 지역에서 거대규모학교, 과밀학급을 분할하여 적
정규모의 학교를 추진하는 것은 교육의 질 향상에서 중요하다.
3) 교육계 혼란과 교육감 선출 논란
교육자치제에 따라 유권자가 교육감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것은 일견 자연스럽지
만, 교육감의 성향을 잘 모르는 가운데 선출되고 있어 민의를 대변한 교육감이 선출되
지 못하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드는 막대한 비용, 선거라고 하기에도 무색한 정도의 투
표율, 득표율로 교육감이 선출되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교단교사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라면, 교육감의 업무 성격은 사실상 정치적 행위로 점철되어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교단교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 처리, 학생인권조례, 조세
부담을 넘어서는 무상급식 강행, 전면체벌금지 등을 둘러싼 대립을 볼 때, 일부는 좌로
일부는 우로 가자고 학교를 이끌 때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교사와 특히 학생들이다.
교육감은 이미 정치인이라는 것을 모두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
과 확대라는 초․중등교육의 기본목표를 달성하는데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인사들이라면,
집권여당의 안정적 국정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교육계를 정치적 논란에서 상대
적으로 자유롭게 하려면 대통령에 의한 임명제로 복귀하는 것도 지금보다 나쁘지 않다.
정치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눈가림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할 때, 정당
의 지원과 추천을 받거나 광역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것도 방법이다. 간
선제는 아니더라도 교육계 인사들이나 학부모들만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직접 선출제도
고려할만하다. 교육감 선출에 대한 논란이 종식되어야 정치적으로 오염된 교육계 혼란
이 줄어들 것이다.
4) 학교에 대한 다층적 관리통제와 장학지원의 중단위 교육지원청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입장에서 보면 학교를 ‘간섭’하는 곳이 다층화되어 있
다. 이는 중복된 교육 통제를 낳고 불필요한 공문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학교
밖에서 교육을 통제 지원하는 기구는 일원화될수록 좋다. 인터넷, 교통통신망의 발전으
로 생활권이 넓어졌으므로 이에 맞게 교육행정체계를 개편해야할 것이다. 특히 학생수,
학교수 급감에 따른 학교 재배치 재구조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16개 시도에서 교육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178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근접 지원하고 있으나, 학
교에서 볼 때는 통제 간섭하는 기관이 다층화 문제는 풀리지 않은 셈이다. 기관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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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과다한 예산 소요, 공문의 중복 생산, 중앙집권적인 유산 등으로 인해 학교는
‘섬겨야 할 곳’이 많은 셈이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과 시군구(지역) 교육청을 생활권
역으로 중단위로 통합, 60~70개의 교육청으로 단일화하여 학교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
다. 담당하는 학교수, 학생수, 교사수, 생활권역 등 규모를 감안하여 현재 지역교육지원
청보다 중단위 교육지원청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예산 절감, 인원 감축, 공문
축소 등의 효과를 학교에 가져다 줄 수 있다. 물론 이는 광역단위 행정기구 개편과 맞
물려 있다.
5) 무상급식과 순수교육비의 적정 확보
교육비는 주로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비에서는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시설 설비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순수 교육비나 직접 교육비는 늘
부족한 형편이다. 아직도 공립학교는 맨손수업과 싸구려교육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소
위 귀족학교라고 비난받는 사립고를 보면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야 양질의 교육이 가능
한지 가늠할 수 있다. 현재 인건비 인상 없이도 호봉승급분만 연간 6천억원이 증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 교육재정으로 일부 충당될 수밖에 없는 ‘무상’급식비가 확대될 것이다.
양쪽 협공을 받는 순수교육비는 더욱 피폐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서 교육재정에
의한 무상급식비 확대는 교육파괴행위에 해당한다. 행자부나 지자체, 보건복지부 등에
서 감당할 일을 교육청이 감당하는 것은 복지정책의 적도집권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
보인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인건비와 시설비 및 기관운영비를 제외하고 수업을
위한 순수 교육비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서울시에서 초등학생 1인당 연간 2만원의
학습준비물비용을 지원해 준비물을 개인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없는 학교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 수업을 위한 비용으로서 직접교육비의 확보가 필요하다. 즉 실험, 실습,
실기, 교외 현장학습, 부진아의 보정수업을 위한 수업보조원 지원, 평가 도우미 지원 등
실질적인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재정확보는 순수교육비에 대한 별도의 회계를 요구한다.
6) 중앙집권, 교육지원청, 학교자율화
학교자율화 조치가 다각도로 취해지고 있지만, 시도교육청 등이 여전히 중앙집권적으
로 통제하고 있어, 학교는 자율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은 인사, 재정, 시설
설비 등 온갖 권한을 다 갖고 학교를 통제하고 있다. 학교교육 자율화를 더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 기존의 교육 관련 각종 규제를 혁파하여, 교육행정체제를 제로베이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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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 단위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이웃학교와 협력하
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정하고, 여기서 못하면 교육청이 돕고, 교육청이 못하
면 교과부가 돕는 식으로 상향식(bottom-up) 자율화가 필요하다. 교육개혁 프로그램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평가 진단하여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투입되어 개선이 이루어지도
록 학교의 자생력을 강화함이 바람직하다. 즉 중앙집권적 교육정책을 바꾸어 학교가 해
결이 절실한 숙원문제를 자가진단하여 이를 교정하려고 할 때 지원을 요청해오면 지원
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건실한 사립학교의 자율화, 건실한 공립학교의 자율화를 시작으로 많은 학교가 자율
적 전문적으로 책무성 높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분권화의 방향이 아닌 진정한
자율화를 추진한다. 학교 단위 자율학교를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되, 학교의 학
생선발, 납입금 책정, 교원임용,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재정 지출 등의 자율화를 확대
한다.
7) 소결
중앙집권적 교육정책과 관리는 좀처럼 완화되지 않는다. 중앙에서 기획하고 그 기획
에 순응하는 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지원은 손쉬운 관행이다. 세계화시대에 세계수준의
교육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중앙기획은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특히 교복투사업이나
기초학력미달학교처럼 일정수준 이하의 지역이나 학교에 대한 교과부의 강제적인 개입
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교육정책을 바꾸어 학교의 절실한 문제를 자가
진단하여 이를 교정하려고 할 때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교와 교원
입장에서 교육과정과 수업운용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것을 교육제도 운용과 정책수립
집행 및 성과평가에서 핵심에 두어야할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적 혼란과 파행,
교육의 정치적 오염을 낳고 있어 손질이 시급하다. 학교입장에서는 모든 정책과 공문
및 지원이 일원화되고 원스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현재의 중층적인 교육청
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6-3-3학제, 6-6제 교원양성과 수업운영, 9-3제 교육과정과
의무교육제도는 서로 불일치하여 학생수용과 교사운용에서 심한 경직성을 낳고 있다.
조세부담률을 넘어서는 과잉복지는 장기적으로 싸구려복지이거나 복지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역풍을 맞게 될 것이고, 충당하려면 다른 교육비용을 대폭 줄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적정한 교육복지가 교육과 사회를 견실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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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문화에 대한 현황 이해와 대안 탐색
❚교육문화
1. 한국교육의 고질병은 치유될 수 있는가? 독서백편의자현의 공부
2. 교육열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學力과 學歷, 實歷과 實力
3. 학생들은 사교육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자기주도학습력과 협동적 문
제해결력의 겸비
4.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인가? 평생학습인가? 교내의 준사교육인가?
5.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비전문가(학부모단체)의 교육참여는 무엇인가?

식민지, 전쟁, 산업화, 민주화 등으로 신분제가 철저히 파괴된 한국 사회에서 학력과
학업성취도가 정치적 권력, 경제적 부와 소득, 사회적 지위와 명성 등을 배분하는 기능
을 얼마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교육적 관행
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정설화된 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는 수업에 대한 고
정관념, 시험 준비로서 공부, 교과서와 머리공부에 대한 과도한 비중, 좋은 학교에 입학
하기 위한 경쟁, 국영수 편중, 문이과 양분, 자녀의 성적에 따른 평준화 비평준화에 대
한 선호, 교육보다 등위와 선발을 위한 각종 시험, 사립학교에 대한 과도한 의존, 값싼
공교육, 교육비의 사부담 과중,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무조건적 저자세, 사교육에의 의
존 등이 그것이다. 교육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공유하는 상식은 한 나라의 교육수준을
좌우한다. OECD 국가들이 소득 2만불 시대에 어떤 교육을 해왔는가를 비교해 볼 필요
가 있다. 오늘날 한국교육은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수준을 유사하게 반영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교육정책결정자, 학교관리자, 교육연구자, 교단교사, 학부모의 교육적 관
심은 교육개선을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장래에 도움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초점을 두
고 기울여지는 것이라기보다 상호 분열되어 있는 편이다.
5․31이후 교육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다. 학급당 학생수 35명 이하 감
축, 학생수․학교수의 급감에 따른 소규모 학교의 통합 운영, 학년도의 탄력적 운영, 교
과교실제 확대, 수준별 수업, 방과후학교를 비롯한 교육복지의 확대, 영양․보건․전문
상담요원의 교사화, 학업성취도평가의 전면 실시, 대수능의 약화와 입학사정관제의 확
대, 교육자치제 확대, 지역교육지원청 및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을 통한 교육 거버넌스의
변화 등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교육문제들이 잔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신제도주의
자들이 말하는 제도와 문화의 관성은 매우 끈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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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운영위원회의 부침, 학부모 권리의 강화와 교권의 위축
학교에 새로운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 5․31 교육개혁의 중요한 성과였
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지원과 견제를 받는 학교운영을 낳았다. 그
러나 교육감간선제 직선제를 거치면서 학교운영위를 ‘다루는’ 학교장들의 솜씨는 이들
을 무력화시켰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당초 취지대로 운영하기 위한 학교경영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이 재차 강구되어야할 것이다. 학부모와 교원 혹은 학교의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설정이 필요하다. 자녀를 맡긴 입장에서 학부모가 일방적으로
저자세를 보이거나, 학부모들의 간섭의 도가 지나쳐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
해 새로운 관계정비가 요구된다. 최근 학교를 둘러싼 각종 사소한 민원과 교권 침해 및
위협, 소송의 만연은 바람직한 교사-학부모 관계가 아니다. 학생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에 대해서도 교사가 약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여, 교사의 학생 보호감독 책임의 한계
를 좀 더 분명히 해주어야 안심하고 교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빗나간 교육열과 교육열의 공공적 승화 유도
현재 교육문화와 풍토는 우리 교육을 문제, 모순, 불만이 있는 현 상태로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청소년과 사회인의 삶의 그릇된 자세 형성과 교육문화풍토가 심각하다. 매일
경제신문(2009.7.2, A26면)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산층에 편입되기 위해 일본 사람들
은 성실한 노력과 기술에 기대는데 반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교수학기간을 길게 하여
지식인층에 편입하는 것과 부동산 투기 및 재테크에 기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인문적
물리적 환경이 매우 빈약한 핵가족에서 부모의 자녀 직접교육은 조급성, 스트레스, 압
력, 즉효성 기대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그 역풍이 고스란히 교실로 전
달되고 있다. 학교와 교원에 대한 기대과잉이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미국 대통령과 교육장관이 칭송하듯이 나라발전의 동
력이다. 그러나 학부모 교육열은 학교가 조장해 온 학생간 경쟁과 상승작용을 하여 각
종 부작용도 빚어내고 있다. 학생들의 학업을 둘러싼 스트레스 증가, 성적 석차 상훈을
둘러싼 교육비리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고, 사교육활동과 사교육비 증가에도 일조하
고 있으며, 부정전입학과 위장전입, 조기유학과 각종 시험의 재수생 양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문제는 내 자식을 위한 교육열을 어떻게 우리 모두의 자녀들을 위한, 다음세대 모
두를 위한 교육적 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제도적 문화적 고민이 적었다는
점이다. 향후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확대에 기여하는,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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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교육열을 순방향으로 유도하는 묘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학부모정책이 시
작된 것은 다행이다.
3) 공부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 필요
우리나라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를 다녀야 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해야 한다는 기
대와 포부는 높으나, 이는 주로 개인적, 가정적 관심의 교육문제에 치우칠 뿐 ‘우리 아
이들’을 기른다는 대승적 차원의 공공성은 부족하다. 학생들은 주로 지식의 이해와 습
득을 공부라고 여기나, 실제적 능력을 키우거나 가치관과 태도를 확립하는 것, 품성과
인격을 도야하는 일을 공부라고 여기지 않는다. 심지어 인성과 사회성, 체력은 어떠해
도 좋다는 식의 막무가내가 횡행하고 있다. 학교는 지식의 습득과 앎을 중요하게 여기
는 단일한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 학생들도 머리공부에만 골몰하여 평생학습자로서 꾸
준히,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힘이 부족하게 되고, 또한 지식 영역 외의 다른 학습 영역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교육에서 밀려나 있다. 학생들은 무작정 공부를 할 뿐 TIMSS,
PISA 등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학습의욕, 동기, 흥미, 목표,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다는 평생학습의 구호에 따
라, 그리고 선택형 시험이 횡행함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이나 시험준비 수업을
지금 여기서 그 선생님과 함께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가히 ‘edutopia dilemma’
라 할 만하다. 그만큼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교육기회는 흔한 것이 되었다. 시험에
대비하는 중등학교의 수업은 외부의 유명강사의 그것에 자주 비교되고 있다. 국가 차원
에서는 균등한 정도의 교육수준을 보장할 뿐, 학습자 집단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교육
목표 설정도 국가 차원에서는 분명하지 않다. 사교육은 번창하여 국제적 투자가 이루어
지는 입시산업으로 성장하여 어떤 입시방안이 나오더라도 적응 및 진화할 정도로 강력
해졌다. 실제로 유․초등의 영어와 예체능, 중학교의 영어, 고등학교의 수학을 중심으로
사교육이 만연하며, 만성적․의존적․수동적 학습자도 늘어나고 있다. 사교육이 중요해
지고 공교육은 졸업장 받는 수단으로 추락하고 있다. 지육 덕육 체육, 아는 것과 할 줄
아는 것, 인문사회계 과학기술계 예체능계 교과, 머리공부와 손발공부 및 온몸공부, 진
학교육과 직업교육, 배움과 삶, 학교 가정 사회 삶의 ‘균형이 공부’라고 재정의될 필요
가 있다.
4) 사교육기관의 역할 규정: 경쟁과 보완
수험생 부모 입장에서는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자녀의 성적만 효과적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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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면 좋은 것이라는 시각이 만연해 있다. 열린학습사회에서 사교육은 평생학습의
일환이어서 성인기에는 문제가 크지 않으나, 학교학습기 학생들에게는 문제가 되고 있
다. 공교육의 학교와 경쟁관계에 있기도 하고,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이 학교의 수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늦게까지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체력에 달려 수업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규수업과 방과후 수업 후에 사교육
조차 참여해야하므로 심신이 피곤하다. 그래서 사교육을 실시하는 시간제한도 조례로
지정되었다. 무엇보다 사교육비를 능히 부담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사이
의 위화감 조성이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 EBS수능방송이나 강남구청의 인터넷 방송,
개별 학교의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은 문제가 안 되고, 상업적 사교육만 문제가 된
다. 일부조사에서는 사교육 기관이나 종사자의 능력 및 정성이 오히려 학교와 교원들의
그것보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더 만족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사교
육을 보고 공교육이 닮아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공교육이 사교육이 효율적으로
흉내 내지 못하는 교수학습 프로그램과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런 대안적 체험프로
그램조차 사교육업체에서는 더 다양하게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사교
육기관이나 종사자들도 사회교육기관으로서 학교가 제공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방과후,
주말, 방학 중 보살핌, 복습이나 과제를 관리해주는 역할,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와주는
기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기관 등으로 그 역할과 성격을 학교교육의 보
완기관으로, 공익기관으로 재조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사교육이 학교교육
과 경쟁관계가 되기보다 사업영역을 보다 분명히 하여 역할분담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
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의 공부가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확대로, 학생간 경
쟁보다 학생간 협동, 학교간 협력으로 그 성격이 변해야할 것이다.
5) 소결
교육풍토와 문화는 교육이 숨쉬는 공기에 비유할 수 있다. 교육관련자 전체의 교육적
상식이 당대의 교육수준을 결정한다. 5․31이후 교육문화풍토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경영 가버넌스의 변화는 역사적 의
미가 매우 높다.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들의 협력하여 학교운영하는 것이나, 학교와 지
역사회가 협력하여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문화와 풍토를 바꾼 것은 의미가
크다. 아직도 학교공부를 통해 개인적 자본의 형성과 확대에는 교육열이 높지만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확대에 대해서는 열의가 높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학부모단체의
결성이 늘어나고 학부모의 교육정책에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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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돕는 방법에도 책무성이 중요해졌다. 사교육이 학교교육을 피폐하도록 하지 않기 위
해서, 학생들이 중복적으로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교육과 경쟁관계가 아닌 사
교육의 사업영역을 분명히 명시하는 즉 학교교육에의 보완적 기능을 감당하는, 사회교
육 평생학습기관으로 기능을 명확히 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10. 요약 및 결론
이 글은 5․31이후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에서 풀려야 함에도 잘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쟁점과 문제를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교원, 학생, 교육제
도, 교육문화 등 8가지 측면에서 다루어 본 것이다. 필자는 세계화 정보화보다 더욱 복
잡다기한 오늘날의 국제 및 국내 정세 속에서 당시의 신자유주의보다 성숙한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이념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 글을 썼다.
교육은 다음세대로 하여금 어떤 면에는 눈을 뜨게 해주고, 어떤 면에는 까막눈을 만
드는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학교교육은 개인적 자본의 형성과 확대보다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확대가 중요하므로 학생간 경쟁보다 협력과 협동적 문제해결력을 키우고, 학교
간 경쟁보다 학교간 협력을 통해 더욱 고품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지필고사 정답찾기식 공부를 벗어나 글로벌, 창의성, 인성과 사회성, 진로
를 강조할 필요가 높다고 보았다. 교육목표로서 부분 특수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다음세대를 기르는 일을 중요하다고 보았다.
교육과정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및 질 관리를 통합 조정하는 국가교육과
정위원회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보고, 교육내용과 관련해서는 중학교의 수준별 수업과
집중이수, 고교의 진로 집중과정의 안착이 교육의 질 향상에서 중요하다. 국영수 편중
이 아닌 각 교과의 제구실에 기대는 고교에서는 진로 집중과정의 설계, 구현, 강화를 통
해서 획일적인 문이과 양분과 공허한 평준화 비평준화 갈등을 벗어날 내실있는 잠재력
과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교과교육에서는 영어교육의 내실화, 1인1예1체
교육의 실현, 중도탈락자와 비진학자의 기초직업기술교육의 무상의무교육 구현 등을
강조하였다. 교사와 학생이 다같이 우수하지 않는 한 교과서는 여전히 중요하므로 발행
의 자율화도 중요하지만 질적 보장은 더 중요하므로 교과특성에 따른 발행제의 구분
기준 재정립이 더 중요하며, 교과특성에 맞게 학교비치용 교과서를 확대하고, 교과서
내용은 교과통합적 주제(글로벌, 창의, 인성, 진로)를 포함하여야 문화材 구실을 톡톡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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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교수학습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교사의 설명식 수업이 많은 점을 벗어나 학생 참여와
활동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교과교실제를 통해 교과특성에 맞는 수업방법이 개발
적용되어야 하고, 특히 학생들에게 학습방법을 강조하여 가르침으로써 세계최장학습시
간에 세계최저학습효율성을 보이는 폐습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화가 교육에 확
대되는 것은 불가치하고 필요하지만, 학생에게서 게임과 오락 소비에서 학습과 생산용
으로 전환할 필요성과, 교사에게서 상업용 수업진행SW가 확대되어 교사의 전문성이 마
모되는 현실에 대처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교육평가는 학생, 교원, 기관, 대입시 등에 걸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선택형을 전면
폐지하고 서술형, 수행형 평가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교과특성에 맞는 성적표
기의 개발 적용을 통해 학생의 학업특성의 장단점을 모두 서술한 문장기술, 3평어(우수/
보통/미흡), 4수치(원점수/평균/표준편차/이수자수), 학교단위평정제(교과/학생집단/진로/
학교특성 반영) 등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의 본래 취지를 감소시키는 석차
와 석차등급의 표기 폐지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생과 학부모
용은 만족도조사로 간략히 하고, 그 결과가 저조한 교사의 수업과 학생지도 상태에 관
한 학교관리자들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학생과 관련하여 5․31 교육개혁안이 수요자중심교육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
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율적이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과도한 자율을 허용함으로써, 학
교와 교실에서 기본적인 훈육이 어려워 수업조차 되지 않는 교실이 늘어난 것은, 미성
년자로서 초․중등학생의 성장기 특성을 간과한 점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른 학생
의 인권이나 교사의 교수권과 병립가능한 정도의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 인정,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알맞게 교육받을 권리를 충족, 기숙사학교를 통한 사회적 존재의
육성, 상담과 치료가 시급한 학생에 대한 복지 제공, 중도탈락자와 미진학자에 대한 초
중학교 의무교육의 완성과 기초직업기술교육의 무상의무로 제공, 국제결혼이민자들의
언어를 제2외국어로 확대 지정하는 것에 대해 논하였다.
교원에 관해서는 무엇보다 교단교사들이 수업지도와 학생지도라는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교무지원인력을 확대 고용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사립학교
에서도 우수교원의 확보하도록 제도화하고, 모든 교원이 복수자격을 가지도록 격려해
야 학교운영이 원활해지며, 특히 수석교사제를 보완해 교단교사의 직급다층화를 제도
화해야 할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한 교원능력개발
평가의 개선, 학교의 장기발전을 이끌 정도로 교장은 책임지는 리더십에 대해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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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도에서는 6-3-3학제, 6-6제 교원양성과 수업운영, 9-3제 교육과정과 의무교육제
도는 서로 불일치하여 학생수용과 교사운용에서 매우 경직성을 띠고 있음을 지적하였
다. 교복투사업이나 기초학력미달학교처럼 일정수준 이하의 지역이나 학교에 대한 교
과부의 강제적인 개입은 여전히 불가피하겠지만, 중앙집권적 교육정책을 바꾸어 학교
의 절실한 문제를 자가진단하여 이를 교정하려고 할 때 지원하는 방식으로 학교자생력
을 키우는 교육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교육감 직선제로 인한 교육적 혼란과
낭비, 공문처리의 단일 창구와 총량제 실시, 중층적인 교육청 제도 개선으로서 중단위
교육지원청의 도입, 무상급식과 같은 과잉복지의 폐지, 교육과정과 수업 지원을 중심에
두는 교육정책의 정체성 회복 등에 대해 논하였다.
끝으로 교육풍토와 문화에서는 점차 유명무실화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재건, 지역사
회가 협력체제 구축,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확대에 기여하는 교육열 유도, 사교육의 사
업영역 지정을 통한 학교교육과 보완적 기능 강화 등을 논하였다.
산업화, 민주화의 성과에 힘입은 문민정부의 세계화 정보화의 문명사적 흐름에 잘 편
승한 5․31 교육개혁안은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타 역할을 잘 수행해왔다. 특히 자율,
경쟁, 평가, 공개, 복지, 권리, 책무 등은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의 획기적 전환을 이루었
다. 교육은 더 이상 학교와 교원의 몫이라기보다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꾸려가는 사
업이 되었다. 이후 교육자치의 성장과 함께 학생들의 권한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한편
으로는 교실붕괴현상으로 대변되듯이 자율과 책무에 균형을 잡기 어려운 미성년자, 자
율을 익혀가는 초․중등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확대라는 초․중
등학교의 본래 역할의 특수성에 기초한 교육발전계획을 새롭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정
보화 세계화도 거세졌지만 우리 앞에 놓인 다문화, 저출산 고령화, 친환경과 지속가능
한 발전, 통일준비, 선진화, 반패권주의적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등의 국가사회적, 지구
촌적 도전과 과제를 다음세대가 슬기롭게 수용하여 주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계
획이 필요하다. 즉 자율, 경쟁, 정보공시, 책무성 등 신자유주의적 측면만 아니라, 협동,
배려, 공정과 복지 등의 공동체적 자유주의적 전환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쟁점과 과제들이 수두룩한 것을 보면 제2의 5․
31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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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5 ․ 31 교육개혁의 평가 및 과제”
발표문에 대한 토론
양 정 호 교수 (성균관대 교육학과)

1. 발표문에 대한 몇가지 사항
이번 5․31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는 어느 순간에 한번은 점검하고 지나가야 할 부분
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교육정책 흐름에서 5․31개혁과 현 정부
의 교육정책은 상당부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난 정책의 평가를 통해 현재 진행중
인 개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할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도 높다고 생각한다.
이번 제1세션에서는 5․31 교육개혁의 주요내용, 이후 교육개혁 추진현황, 주요 교
육개혁 쟁점을 다루고 있는데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토론자의 입장
에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몇가지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한다.

2. 발표문에 대한 몇가지 생각들
우선 서정화 교수님의 발표문을 보면, 그동안 다양한 교육개혁관련 위원회가 있어
왔지만 5․31 교육개혁을 주도한 교육개혁위원회처럼 영향력이 큰 위원회가 없었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편이다. 특히 대통령이 교육에 어느정도 관심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각
종 교육관련 위원회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점에서도 볼 때 교육개혁위원회는 다른 위원
회보다 활동여건이 유리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역기 거의 모든 역대 위원회처럼 교
육개혁안 수립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인 점을 아쉬운 부분이고, 다른 위원회처럼 집권초
반에 “준비된 정부”처럼 교육개혁안을 바로 실행에 옮기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은 바로 현장에 적용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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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취하고 관련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교육개혁 추진의 단점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관련 위원회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소수의 몇사람이 반복적으로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은 깊이 생각할 부분이다. 특히 정부가 교
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의 교육개혁을 구상한 집단과 새로 등장한 정부의
교육개혁을 구상 또는 집행하는 집단이 서로 겹쳐있는 경우를 지금까지의 역대 교육관
련 위원회 구성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결국 이런 문제가 내부 인력풀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곰곰이 되짚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향후 추진과제의 1순위로 인성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들고 있는데, 1순위가 인성교육으로 나타난 것은 토론자의 입장에서는 의외라고
생각하며 이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발표자에게 묻고 싶다.
두 번째 발표는 박정수 교수님의 5․31이후의 추진방향을 보게 되면, 5․31개혁의 영
향력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거의 모든 주요 교육개혁의 뿌리가 5․31개혁안으로부
터 시작되거나 논의된 사항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비록 정부에 따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적용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지만 대체로 큰 틀
에서는 역대 어느 정부와 상관없이 5․31 교육개혁안의 일정부분이 추진된 경우가 많
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발제자의 입장에서 대학입시, 평준화,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정상화 논의에서 수단가치에 집중해서 실질적인 평생학습사회
실현에 근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조금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고 본다. 토론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교육의 범위가 초중등부터 대학, 그리고 이
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 평생학습이 이전에 비해 정착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
고 발제자와 동의하는 부분은 대학의 자율적인 진입과 더불어 퇴출구조를 명확히 마련
했어야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숫자로만 볼 때, 200여개의 4년제 대학,
140여개의 전문대학을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인구에 대비해 너무 많은 측면이 있는 것
이 사실이다. 이렇다보니 다양한 문제들이 대학에서 나타나게 되는 측면이 있어 일정부
분을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인증제
와 다양한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해 본다.
마지막 세 번째 발표인 홍후조 교수님의 주요 교육개혁 쟁점은 상당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여러 쟁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점도 있었으나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에
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다. 여기서는 몇가지 관심이 가는 쟁점부분만을 집
중적으로 토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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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주요 의무 중에 하나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것이며 여기에는 학생의 가정배
경에 관계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학력을 학생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
해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와 최저순의 학력유지는 매우 중요한 문
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위해 일정부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특히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학교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자녀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
도 문제라고 본다. 실제로 학부모에게 전달되는 학생의 학습활동은 중간, 기말고사나
모의고사의 성적표로 대표되는 점수만이 제시될 뿐이지 학생이 수학과목에서 오늘 무
엇을 배웠고 우리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기는 쉽지 않다. 이
런 우리 현실과는 다르게 외국에서는 가능한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업성취 정도를 제대
로 알려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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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스콘신 메디슨시 학부모 포탈(사회과목 자녀 성적산출 세부 예시)
Welcome to the Madison Metropolitan School District Campus Portal!
Here you will find instant access to accurate, current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about your child(ren)'s school attendance, grades, class
assignments and more!
SOC111-4 American Experience 1
Teacher:
Grading Task Summary
Legend:

Final Grade

In-Progress Grade

Grading Task

Quarters Q1

Grade Not Available Yet
Quarters Q2

Quarters Q3

Quarters Q4

Progress Grade
Quarter Grade

A
93.70%

Exam Grade
Semester Grade
Term Q2 Semester Grade Detail
Total Points - first quarter
Assigned Multipli
Date
er

Pts
Poss

Name

Due Date

Score

%

Road Trip Project

09/17/2008

1.0

40

37

Heritage Project

09/28/2008

1.0

65

69 106.15

American Identity Scantron

09/28/2008

1.0

70

58

92.50
82.85

Map Quiz

09/28/2008

1.0

10

8

80.00

American Identity Portfolio

10/07/2008

1.0

90

83

92.22

Extra Credit

10/10/2008

1.0

0

Transformation of US port

10/15/2008

1.0

105

101

96.19

Transformation of US scantron

10/17/2008

1.0

70

64

91.43

Progressive Research Project

10/27/2008

1.0

40

38

95.00

Bibliography

10/27/2008

1.0

5

Progressive Tea Party
Performance

10/27/2008

1.0

25

23

92.00

540

506

93.70

Total Points - first quarter Totals

Comments

5 100.00

또한, 입학사정관제는 국내의 여러 가지 대입현실을 고려할 때, 정착하는데 시간이
걸릴수도 있는 제도이지만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안정적이고 빠른
속도로 대입제도로 정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시모집이 60%이상을 넘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이 더 늘어가고 있으며 주요대학의 경우 입학사
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도 50%이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학생이 충실한 고교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된다는 점을 긍정적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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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입학사정관제에서는 해당 전공에 필요한 과목들을 기본적
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학생의 전공선택 및 진로선택에 맞춘 학
습활동이나 해당 교과의 추이를 고1부터 고3까지 전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고 있다. 이런
방식이 확산되면 자연스럽게 고교교육도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궁극
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교교육 활성화, 대입의 해당내용 반영으로 이어진 고교-대학
연계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가능하게 하기위해서도 2009 개정 교육과정
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교육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도 보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
루어지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선발된 학생 사례
○ K대 물리학과 S군 : 실천적 나노물리학 전공을 꿈꾸며, 과학반동아리활동과 과학실험
경시대회 참여 등의 적극적 활동이 인정됨
○ Y대 생명공학전공 K군 : 초등학교 5학년부터 전자기파의 파동을 연구하여 국제학술
지에 논문을 실은 경력 인정

○ J대 신문방송학과 J군 : 중고등학교의 꾸준한 방송반 활동,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
년 리포터로 활동한 경력이 높이 평가
○ D대 국어국문학과 J군 : 고등학교 재학시절 판타지 소설 15권을 쓴 경력을 인정받음
○ K대 문화콘텐츠학과 W양 : 초등학교 때부터 한 편씩 시를 쓰기 시작하여 중2 때는
시집을 발간하였고, 고교 때 친구들과 함께 문학동호회 '몽상가'를 조직, 정기적으로
문학작품을 논하는 등 다양한 활동과 학생부 교과 전체 성적은 부족하나 국어 성적
상위권 유지 인정

○ D대 법학과 M군 : 사회 선택과목인 ‘법과 사회’가 개설되지 않아 스스로 해당 교과서
를 구하여 공부를 하였으며, 교과서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기
도 하고 법과 사회를 선택하여 공부하는 학생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는 등 법학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활동을 해 온것이 인정받음

앞으로 5․31 교육개혁 또는 5․31+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초당적인 교육개혁위원회의
출범이 필요해 보인다. 교육이라는 분야의 성격상 영향력과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분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흥망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 교육정책의
일관성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위상을 지닌 교육개혁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오늘의 주제에서도 이런 측면이 언급되었
다는 점은 앞으로 교육개혁의 추진체 설립의 위한 첫발걸음이 아니가하는 기대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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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5․31에 교육개혁의 평가 및 과제”
발표문에 대한 토론
이 대 창 선임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5․31 교육개혁의 평가와 과제”에 대한 세분의 발표는 5․31 교육개혁이후 15년간의
교육개혁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유익한 제언을 하고 있다고 본
다. 대부분의 지적과 제언에 대해 토론자도 동의를 하는 바이다.
5․31 교육개혁의 정신은 우수인재의 양성 그리고 보편적이고 공정한 교육혜택이 제
공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다. 이를 위한 학습자중심의 교육실시, 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였다.
15년간 4개 정부를 거쳐 오면서 실시된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에
게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히려 해외에서는 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공교육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먼저, 국내에 거주하는 선진
국 출신 외국인들 중에서 자녀들을 한글을 가르쳐 언어장벽이 없는 경우 우리나라 공
립학교 교육에 비교적 만족스러워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물론 한국어가 어려운 경우
부족한 국제학교와 비싼 교육비 때문에 불편해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부러워하는 사실중의 하나는 높은 대학진학률이다. 우리는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늘어나는 고숙련-고기술-전문직 인력수
요를 감당할 고등교육 이수자가 부족한 상태이다. 기술진보와 세계화로 인해 미국을 비
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에 있어서 고숙련 기술자와 저숙련 기능자에 대한 수요는 늘어
나고 중간 수준의 기술보유자에 대한 수요는 해외로 이동하든지 또는 자동화로 대체되
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대졸인력에 대한 부족현상은 없고
오히려 초과공급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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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나친 양적확대와 이에 걸
맞지 않은 특색 없는 교육 그리고 국내외 산업수요에 적응력 부족을 들 수 있다.
첫째로 5․31 교육개혁과제중 우리나라 증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체계에서 있어
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것이 새로운 직업교육체제 구축이다. 직업교육의 미발달에 대해
현 정부에서 마이스터 고교 육성 등을 시도하고 있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 전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과제, 그리고 대학과정에 특성화
교육 및 진로교육, 직업교육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추진되는 취업률 공시제
를 더욱 강화하고 취업률이 낮은 일반 대학의 경우 전문대학으로 전환, 퇴출 등 대학구
조조정 기제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향후 정규직에서 파트타임제로의 전환과 같은 다양한 고용형태간의 이행, 실직자의
재취업, 여성의 재취업, 재직자의 재교육, 은퇴시기 연장 등 노동시장 이행(transition)확
대에 대비해 평생 직업교육 확대에 대학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초중등 그리고 대학교육에 이르기 까지 자율성 제고 및 수월성 강화를 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한계가 많은 것도 사실
이다. 정책 추진의 한계점은 역시 공감대 부족을 들 수 있다. 보다 많은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가치 제시 그리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협력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그
핵심은 공정성확대에 있다.
5․31 교육개혁과제 추진 중 가장 부족하고 발목을 잡은 것은 형평성 확대 부문이다.
현 정부도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현재 공정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월
성 제고를 위한 모든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 정책의 혜택은 모두 고소
득층 자녀에게 돌아가고 교육이 더욱 가난을 대물림하게 되는 수단화된다는 주장과 이
에 동조하는 계층 때문이다.
기술발전과 경제의 세계화 진전으로 소득분배가 더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5․31 교
육개혁이 추구하는 바가 우리사회에 착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악화되는 소득분배에
교육개혁이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는 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토론자는 우리나라
교육 전 과정 즉, 유치원과정부터 초중등, 고등교육 나아가 국가가 운영하는 해외유학
장학제도에 이르기 까지 국민들에게 교육에 있어서는 기회균등이 주어진다는 인식, 부
모의 소득에 따라서 교육기회가 제한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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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과거의 교육환경에서는 가능했던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인식을 뒤집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어릴 적부터 우수한 학생이 불우한 가
정환경으로 인해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하거나 사교육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상황
을 벗어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모든 저소득층 우수학생에게 이러한 혜택
을 줄 수 없고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일부 우수학생들만이라도 해외유학까지 지원이 가
능하도록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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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현 정부의 교육개혁에서 학부모 교육권은
실현되고 있는가
이 정 호 변호사 (행복한학부모재단 사무총장)

1. 서
발제자들은 1995년 5․31 교육개혁이후부터 지금까지 교육개혁의 진행 방향과 내용
그리고 개혁방식에 대하여 각 기술하면서 현재 진행형인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도 열
린교육, 글로벌교육, 수요자 중심교육을 주요 아젠다로 내건 5․31 교육 개혁기조를 유
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나아가 현 정부의 교육개혁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
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교육개혁추진에 대하여 시사점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논하고 있
다. 다만 교육개혁의 큰 축의 하나가 수요자 중심교육인데도 불구하고 헌법 규정과 대
법원,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재확인된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현 교육개혁의 방
향과 내용에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 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 같다.
따라서 간략하게 현 정부의 학부모정책 방향과 그 외 다른 교육개혁정책에 있어 과연
학부모의 교육주체성이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 내용
헌법재판소 2000. 4. 27. 판례를 비롯한 다수의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이 헌법의
전체적인 취지와 정신,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 36조 제 1항, 행복추구권
을 보장하는 헌법 제 10조 등을 근거로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인정하면서, 부모는 자녀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 사회관, 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는 바, 자녀교육권은 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
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할 것인가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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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수단에 관한 결정권을 뜻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이처럼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
으로서 자녀에 대한 교육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권리이자 의무로 누구보다도
부모가 자녀의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부모에게 다른 교육주체보다
원칙적으로 우선하는 교육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학부모가 누구보다도 자녀를 잘 알고 자녀의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도
록 국가 차원의 학부모 지원이 필요한 반면 다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
에 다른 교육 주체보다 우선한 학부모의 의견과 참여가 정책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
이다.

3. 현 정부의 학부모정책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 정부에서 2009. 5. 교과부에 학부모지원을 위한 학부모
정책팀을 설치(올해 학부모지원과로 확대개편 되었다.)하여 ‘학부모와 더불어 이룩해 나
가는 교육선진화’라는 목표아래 지역 풀뿌리 학부모회 활성화를 통한 학부모의 학교참
여, 학부모에 대한 교육정보제공, 학부모 교육을 통한 자녀 양육능력의 강화를 위한 여
러 정책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이 학부모정책은 최근 교과부가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
모 스스로도 자녀교육에 있어 자신의 책임을 잘 인식하고 있어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학부모에 대한 관점의 전면적인 수정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
가할 만하다. 그러나 학부모는 교사와 달리 직업적이거나 조직적이지는 못한 반면 자발
성을 전제로 하므로 지금과 같은 초기단계 국가차원의 학부모정책은 단위 학부모회 활
성화 등과 같이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틀과 방향을 제시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점차 학부모 스스로가 역량을 키워가고 인식의 틀을 갖추기 시작하는 시
기가 되면 각 단위 학교급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풀뿌리 학부모문화의 자발성을
앙양시켜 주는 탄력적인 지원과 단위 학교급내나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조
손가정 등 개별 가정의 힘만으로는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기 어려운 학부모에 대한 교
육복지 차원의 맞춤식 지원(NO PARENTS LEFT BEHIND)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
라고 본다. 이러한 학부모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이를 구체적으로 전담하
는 학부모지원센타가 필요하다고 본다. 학부모지원정책이나 학부모지원센타설치는 근
거법령이 있어야 구체적인 추진력을 갖게 될 것이므로 학부모지원관련법안의 제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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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교육정책에 있어 학부모 교육권실현
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종래 표본집단에 대하여 실시하던 학업성취도 평가를 현 정부에서는 전수 평가로 실
시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교원단체 등은 아예 학업성취도 평가를 서열화를 이유로 반
대하거나 최대한 결과공개 범위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특히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
에관한특례법(이하, 교육정보공개법이라 합니다.) 제 5조 2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을 공
개할 경우 개별학교 명칭은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 규정은
2008. 국회에서 당시 여야가 공개의 범위를 타협하여 학교수준의 정보공개에 관해서 원
칙적으로는 공개되어야 하나 유보 혹은 비공개로 한다는 입장을 넣은 것에 불과하다”
고 본다. 따라서 학교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공시하지 않는 학교 정보에 대하여 교
육정보공개법과 같은 법률보다 상위법인 헌법상 ‘알 권리’ 보장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게 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학업성취도평가 정보 공개청구소송에서 위 교육정보공개법이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정보공개 원칙과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근거로 공개하라
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즉 교육관련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
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인 교육정보공개법이 오히려 법 제정 전보다 정보공개의 기본
원칙과 상위법인 헌법상 알 권리에 저촉되는 법해석과 적용 결과를 낳는다면 이는 분
명히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능력평가는 몇 년간의 시범 실시를 포함하여 10여년간의 논란 끝에 현정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전면 실시된 바 있다. 교사의 전문성향상이라는 목적하에 동료교원평가,
학생평가, 학부모만족도조사를 각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우수교원에게는 학습연
구년 등 인센티브를, 미흡한 교원에게는 능력향상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시작초기부터 교원단체들은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현재는 학부모만족도조사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제시 근거로는 학
부모들이 학교에 한 달에, 심지어 1년에 한 번도 오지 않는 사람이 많아 판단근거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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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고 참여도도 낮다는 것인데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학부모가
상대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소외되어 왔고 학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측면이 많았다
는 반성적 고려에서 학부모지원정책이 처음 실시되는 이시점에서 오히려 과거 문제점
을 학부모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면이 있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학교교육
의 동반자내지 조력자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학부모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방법의 다양화와 평가의 단순화, 평가 익명성 보장을 통해 가능한 한 학부모
의 참여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5. 결
위에서 살펴본 외에도 현 정부는 공교육강화와 사교육 대책, 방과후학교강화, 입시사
정관제 등 혁신적이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선 교육 현장에
서는 학부모를 불편한 존재로 인식하고 학부모의 학교학교참여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남아 있다. 수 십년간 다양한 사람들의 심리상담치료를 해온 심리상담가이자 작가
인 ‘토니 험프리스’(Tony Humphreys)는 자신의 저서 ‘선생님의 심리학’ (A Different Kind
of Teacher)에서 ‘학부모의 참여는 학교 문제를 푸는 열쇠다.’ 라고 주장하면서, 비록 적
지 않은 수의 선생님들이 학부모의 교육참여 증가에 위협을 느끼지만 이는 잘못된 생
각이며 학부모는 학교시스템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재능과 기술, 지식,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통계상으로도 학교에 자원봉사 등 학교 참여를 해 본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이 교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하는 바, 이런 측면에서 학교나 교사들은 학부모들을 경계할 것
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을 통해 교육발전과 학생 선도의 진정한 동반자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아무리 훌륭한 교육개혁도 이에 상응하는 교육주체들의 인식이 따라
변화되지 않는 한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교육개혁에 있어 부
디 간과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그래야 모든 교육개혁정책에서 학부
모의 자녀 교육권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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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5․31 교육개혁의 평가 및 과제 토론문
최 강 식 교수 (연세대학교)

1. 총 평
- 다양성, 자율화, 책무성 강화 등의 교육 개혁 방향: 상당한 공감을 얻고, 또 부분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미시적인 각종 정책들이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였지만 현재 추진 중이거나, 일부 성
공적인 결과를 거두고 있음.
- 그러나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과연 얼마나 큰 변화가 있다고 여기
는지는 미지수임.

2. 공교육 정상화는 제대로 되었는가?
- 사교육을 줄이는 것이 과연 공교육 정상화에 가장 중요한 정책인가?
- 교육의 contents는 얼마나 바뀌었는가?
- 고등학교의 문과, 이과의 분리 교육은 과연 바람직한가?
- 예체능 교육은 일반학생을 위한 것인가 전문인 양성을 위한 것인가?

3. 한국에 사학은 과연 존재하는가?
- 학생선발권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사학
- 등록금을 자유롭게 책정하지 못하는 사학(등록금 상환제를 실시하는데도 필요한가?)
- 기여입학 반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자신들이 학교설립 이념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는 사학: 모든 교육을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또 관리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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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교육을 통하여 specialist를 길러내는가 아니면 leader를 길러내
는가?
- 미국대학의 역사: (A. Kronman, Education‘s End)
1) 최초의 대학 (Harvard, Yale 등) 설립부터 남북전쟁 이전까지: 지식의 전달보다는
인생의 참의미를 찾고자하는 노력 (인문학 중심의 교육)
2) 남북전쟁이후 (Johns Hopkins, Cornell, UC 대학 설립이후): 독일대학 모형으로 지
식전달보다는 연구를 통한 지식 개선이 고등교육의 주요 목표: 이때부터 학과가
생기고 주어진 학문 영역내의 교육이 진행됨
3) 1960년대 월남전 이후: 전문화의 심화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상당수 대학은 文史哲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 한국 대학
역시 학부제 도입 등을 통하여 이러한 시도를 하였으나 오히려 文史哲 교수들의 반
대로 실패.
- 현장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자는 것이 과연 고등교육의 역할인가?: 현장 교육만 받아
서 나중에 기업의 CEO는 누가 하나?
- 한국은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그러면 학부 교육은 전문화의 함정에서 벗어나 있
는가? (학부 미시경제학을 수학적 모형으로만 가르치려고 하는 시도?)

5. 노동시장의 문제점이 교육시장에 악영향
- 명문대학 나온 졸업생이 생산성이 높은 것은 대학에서 교육을 잘 받은 것인가? 아
니면 능력있는 학생을 선발해서 인가?
-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답은 중요하지 않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인
재를 뽑는 것이 중요: 결국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을 할 수 밖에 없음.
즉, 명문대 출신을 처음에 대규모 채용할 것임.
- 명문대 출신은 비명문대보다 평균적으로 우수하지만 모든 사람이 반드시 우수한 것
은 아님. 따라서 일정기간 근무 후 우수하지 않은 사람을 퇴출시키는 것이 가능해야 함.
- 현실에서는 이것이 시장 경직성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자분배분 현상이 교육시장의 학생, 학부모에게 그대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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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입장에서는 무조건 명문 대학 진학이 지상과제 (입시를 위한 과도한 사교육).
=> 대학입학 후의 교육은 무관심 (비싼 등록금을 낼 incentive 부족, 취업 사교육 시장
증가, 재수강 통한 GPA 올리기)

6. 상위 10%의 학생이면 누구나 세계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야!
- Harvard, Yale 등 미국 명문대학 입학이 어려운가? 국내 명문대 입학이 어려운가?
=> 학업 성취도 (SAT 점수)만 놓고 보면 한국 대학이 훨씬 입학하기 힘듦.
- 지방거점 도시, 수도권 등에 세계 200대 대학에 포함될 수 있는 대학 20개만 만들자!
=> 5만명의 학생이 최고 명문대 진학
=> 정부지원? 규제완화? 어느 것이 더 한국 현실에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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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

미래교육에 대한 요구, 비전과 전략
김 태 완 원장 (한국교육개발원)

이 발표문은 우리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장차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미래
교육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구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1)

Ⅰ. 서론
1. 미래 교육에 대한 ‘요구’와 비전
오늘날 우리 교육을 둘러싸고 학습자를 포함한 여러 주체들(Stakeholder)의 요구가 역
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 변화에 대하여 민감할 필요가 있는데, 그
것은 교육도 다른 분야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
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한 기본적 수요를 나타내는 학령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5년
1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자녀 출산율의 감소에
따라 초․중등․고등교육 학령인구(6세~21세)가 2011년 약 970만 명에서 2020년 743만
명(2011년 대비 약 76%), 2030년 616만 명(2011년 대비 약 63%) 규모로 작아진다.
이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양이 그만큼 작아지는 것, 그리고 이에 따라 공급자
로서는 고객의 확보를 위한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진다는 것, 그리고 소비자 선택권의
범위가 커지는 것 등을 의미한다.

1) 이 글은 본원이 수행 중인 ‘미래교육비전 제시 연구’의 중간 결과를 수정․보완하여 작성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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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인구구조의 변화는 중
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그 변화는 유아, 초등, 중등, 고등교육 등 각 분야에 다양한 방식
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표 1> 학령인구 전망(2005~2050)
연도

합계(6~21)

초등(6~11)

중등(12~14)

고등(15~17)

대학교(18~21)

2005

10,575

4,016

2,058

1,864

2,637

2011

9,709

3,124

1,892

2,045

2,648

2020

7,434

2,510

1,291

1,364

2,269

2030

6,163

2,209

1,131

1,175

1,648

2040

5,580

2,001

1,075

1,071

1,433

2050

4,602

1,525

838

909

1,329

※ 자료: 통계청(2005). 전국 장래인구추계.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조적으로 고령화에 따라 전통적 의미의 ‘비학령인구’인 성인들
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구성 비율이 커짐에 따라서 취학 학령인구 위주의 교육서
비스 체제는 성인들의 새로운 교육 수요에 부응할 필요도 있다.
인구변화처럼 어느 정도 전망이 가능하고 또 조절이 어려운 추세가 있는 반면,세계화
나 정보화 등의 추세는 교육에 대한 요구 변화에 영향을 주지만 정책적 개입 여부에 다
소 달라지기 때문에 전망이 더 어려울 수 있다.
대체로 오늘날의 저출산 고령화는 미래에는 초고령 사회로, 세계화 추세는 글로벌 중
심국가인 한국 사회로, 정보화 확산은 미래의 정보통신기술의 보편적 활용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학문과 기술의 발달로 지식사회가 정착되고 복지와 권리 보장의 추세는 미
래에는 결국 소비자 선택의 사회로 변화해 갈 것이다. 더욱 중요한 변화로 남북관계가
있으며 오늘날 남북한 관계의 진전 추세는 미래에는 통일한국으로 도달할 것이다.
<표 2> 사회추세의 변화 전망
현 재

․0 ~ 14세 인구구성비 15.6%
․65세 이상 인구구성비 11.3%
․세계화와 다문화로의 변화
․정보화의 확산
․학문과 기술의 발달
․공급자 중심 교육 서비스의 잔존
․남북한 관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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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

미 래

․0 ~ 14세 인구구성비 11.4%
․65세 이상 인구구성비 24.3%2)
․글로벌 한국
․정보통신의 보편적 활용
․지식사회의 정착
․소비자 선택의 사회
․통일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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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미래 교육비전을 진지하게 탐색하는 일은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미래 교육비전은 급속한 변화 속에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
를 설정하는데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가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도출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2. 논의의 범위
미래 교육비전에 대한 검토는 인구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변화의 추세를 고려
하여 발전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며 자칫 논의 범위가 한없이 넓어질 수 있는 주제
이다. 따라서 몇 가지 전제를 설정하고 범위를 한정한다.
본 발표문에서 ‘미래’는 2030년을 상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로부터 2030년에 이르는
동안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요구들이 분출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인데 여기서
는 그것을 ‘미래 교육에의 요구’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들이 바라고 있는 미
래 교육체제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속성들이 있을 것인데 그 것을 ‘미래 교육의 비전’
이라고 정의한다. ‘전략’은 바로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다.
미래 교육에 대한 일부 논의들은 교육체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사회적 추세
들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미래 교육의 모습을 그려왔다. 따라서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예측을 위해 아주 정교한 도구와 기법의 개발에 많은 노력들이 투입되었다. 이러
한 접근법은 예측이 정확하게 되기만 하면 비전과 발전방안의 도출은 쉽다고 전제하기
쉽다.
물론 사회 추세 전망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그것
으로부터 미래의 교육 비전이 자동적으로 연역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설득력
있는 요구 전망에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일한 미래 전망을 하면서도 어떤 요구가
예견되는가에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 전망은 요구분석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요컨대, 교육체제(Educational System)는 관계자(Stakeholder)의 요구에 부응하여 발전되
며 미래의 교육체제(Educational System in the Future)는 미래를 향해서 변화하고 있는 요
구에 부응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요구의 변화를 미래의 ‘새’ 교육체
제의 설계(Design)에서 반영해야 하는데 이것은 시스템 개발(System Development)의 성
격을 갖는다[그림 1].
2) 인구구성비 출처: 통계청(2006.11). 장래인구추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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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세
- 인구학적
- 국제적
- 과학기술적 변화
등

교육체제에
대한 종전의 요구

요구 종합
- 문헌 분석
- 전문가협의
- 분야별특성분석

교육체제에
대한 새로운 요구

미래교육
비전

미래의 새 교육체제
(New Current
Educational System of the
Future)

현재의 교육체제
(The Current
Educational System)

교육체제의
개발
(System
Development)

[그림 1] 사회추세, 요구, 교육체제의 변화

Ⅱ. 미래 교육에 대한 요구
다음으로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등의 분야별로 미래 요구를 전망해
보고 미래 교육의 비전 정립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를 살펴본다. 지적할 것은 여기서
유아교육, 초등교육 등의 분야를 검토하는 것이 곧 미래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과 같은 현재의 ‘학제’가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미래에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은 오늘날과 같은 학교 형태가 아닌 ‘전혀 다른 형태’의 교육기
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 유아교육
유아교육은 영유아가 생애 초기에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교육으로서 그 교육적 효과
가 크다. 정부는 유아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교육기회의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미래 유아교육에 대한 요구에 영향을 미칠 추세로서는 자녀 저출산과 기혼여성의 경
제활동 증가, 다문화 사회의 확산, 정보통신의 발달과 네트워크 사회의 가속화, 사회 양
극화 현상의 심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 속에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유아교육의 미래 모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여러 추세와 관련해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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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교육 기관, 교직원,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시설 등에 대한 요구가 어떻게 변화해갈 것
인지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거버넌스 측면에 대해서는 질 높고 보편적인 유아 무상교육을 제공하며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적 일원화가 보장하고, 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기관과 조직 체
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교직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사의 자격 내실화, 다양한 전문적 지식과 핵심 역량의 구비,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한 교원의 처우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제
기될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갈 기본소양을 기르기 위
한 민주시민 교육과 다양한 감성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정보 활용 교육, 환경에 대한 합
리적 이용과 생태중심 사고를 위한 교육, 종일제 특성화 및 심화 프로그램, 그리고 발달
지연, 영재유아, 다문화 가정 유아 등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다.
특히 유아의 참여를 교육과정 실천의 중심에 두고, 유아 주도의 깊이 있는 탐구 프로
젝트를 통한 문제해결 학습 방법, 테크놀로지에 기반을 둔 다양한 교수매체와 교육 콘
텐츠를 활용한 교육, 교사-유아, 유아-유아 간의 질 높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
한 학습, 수행평가를 통한 유아성취의 질적 평가에 대한 요구도 중요하게 될 것이다.
교육을 위한 환경에 대해서는, 발달적 요구에 적합한 시설 확충, 첨단 교육 환경의 조
성, 유아교육과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 제공,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학습
공동체로서의 핵심 역할에 대한 요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2. 초등교육
초등교육의 미래 요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저출산을 들 수 있다. 초등교육
학령인구는 2011년 310만 명에서 2030년까지 매년 평균 1.8%씩 감소하여 2020년 250만
(현재의 약 80%), 2030년 220만(현재의 약 70%)명으로 감소된다. 한편 다문화 가정이 지
속적으로 증가한다. 법무부 보도자료(2010. 7.12)에 의하면, 2010년 6월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약 120만 명으로 그 중 취업자격자들이 55만 명, 결혼이민자가
14만 명,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이 8만 명 정도이다. 결혼이민자는 2005년에 7만 5천명에
서 2010년 6월말에 13만 명으로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8.2%나 증가하였다. 이 밖에
세계화, 다문화 사회의 확산, 그리고 사이버 교육체제의 발달 등이 초등교육에 영향을
줄 것이다.

135❚

2010년 5․31 교육개혁 평가 및 미래교육 비전 심포지엄

초등교육도 고등교육과 마찬가지로 세계화 속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수준 향상
에 따라 열린 교육,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부각될 것이며 인구 유동 증가는
홈스쿨링 수요도 발생시킬 것이다. 물리적 공간에 특정 시설을 갖춘 장소뿐만 아니고
그러한 장소를 포함하여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 놓은 사이버 공
간에서의 학습 요구도 부각될 것이다.
교사들은 맞춤형 교육자, 안내자, 조력자, 진로지도자, 네트워크 활용 전문가, 학부모
교육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의 지적 수준과 발달 정
도, 그리고 학습 장애 특성 등을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고 노동활동이 가능한 고령집단
이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에 투입되어 양육기능 및 인성교육자로서의 역할
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제기될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력을 최대한
계발하는 교육,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의사소통 기술 및 대화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
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다문화학생 증가에 따라 초등학생 때부터 열린 세계
관과 다양성을 존중하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문화적응 프로그램 등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부모들의 이동 증가에 따라 초등학생들이 어느 지역이나 나라에 가서든지 적응할 수
있도록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성과 적응에 필요한 유연성을 함양하는 교육에 대한 요
구가 증가하게 될 것이며, 여성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남녀공존을 위한 더욱 강화된 새
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을 초등학교때부터 해야 한다는 요구, 그리고 좀 더 체계적인 환
경교육, 녹색성장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다.
아울러 사이버 공간에서의 소통을 통해 소외를 극복하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동체
삶을 영위하는 교육도 강조되게 될 것이며 다양한 국가 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필
요한 시설과 설비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이다.

3. 중등교육
초등학교 감소세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학령인구(12~14세) 및 고등학교 학령인구
(15~17세)는 2011년 대비 2030년에는 각각 약 59%, 그리고 57%로 규모가 줄어든다. 이
와 함께 향후 세계화, 사회의 다양화, 개성화 및 개별화에의 지향, 학습네트워크의 발달,
교육체제의 유연화,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확산 등이 중등교육에 대한 요구 변화에 영향
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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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을 하는 조직이나 체제와 관련해서는, 개방화, 유연화 된 체제 구축을 통해
미래 사회에 부응하는 질 높은 교육 서비스의 제공,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요구 수용
을 위한 학교 기능의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혁신, 기회균등을 위한 공교육 투자 확대
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교육적 소외집단 배려 등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
다. 학기제와 학년제 운영 유연화, 고등학교 무학년제 및 학점 이수제 도입 등 수요자를
배려하는 정책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원과 관련해서는, 인사운영의 유연화와 특수 전문가의 교직입직기회 확대, 학습자
의 고등정신능력 배양을 위한 교수 및 수준별 수업 등에 대한 교사 전문성 개발, 교원
평가제 확대, 시민단체 및 지역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들의 참여 확대를 통한 효율적 학
교경영 등의 요구가 중요해질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현장 주도의 혁신 노력’이 요청될 것이
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개설, 운영해달라는 요구가 지속될 것이다. 이와
함께 폭넓은 인성교육을 위한 창의적 체험 활동 및 학습자 주도 학습 프로그램의 제공,
교과 집중이수제 활성화 등 미래형 교육과정의 운영의 운영, 가정학교(home-schooling)
제도의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통합,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을 조화하
는 공정성 제고 요구가 전망된다.
교육 방법과 관련해서는 미래사회 가치관의 개성화와 다양화에 부합하는 맞춤형 학
습 지원, 학습자 주도 학습에 적합한 교수․학습 과정 운영,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
량 증진에 초점을 둔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적응적 교육방법의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될 것이다.
교육 환경과 관련해서, 첨단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 환경 구축, 교육정보
화를 통한 학습자의 편의 제공 등의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4. 중등 후 비고등교육
‘중등 후 비고등교육’(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은 학위를 전제로 하지 않
으면서, 중등 교육 이수자에 대한 직업적 지식 및 기술 전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교
육으로 OECD 국제교육분류체계는 각국 교육을 비교할 때 교육의 한 분야로 설정하
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분야의 교육이 국가교육체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또 이
분야의 교육의 일부는 고등교육과 연계되기 때문에 교육의 한 분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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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이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은 전통적 ‘양성훈련’ 수준으로 그 훈련은 노동
부의 ‘양성훈련’ 정책의 일부로 내려왔으며, 과거 산업화 단계에서 기능인력 양성 및 자
기계발 기회 제공에 상당히 기여하였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 속에서 점차 그 사회적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중등 후 비고등교육이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한 이수한 사람들에 대해 학위와
무관하게 직업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양성훈련의 범위에 포괄되지 않는, 중등 후 비고등교육의 사례들이 존
재한다. 이들 교육훈련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지식서비스 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기관들로, 입학 요건을 정하지 않고 교육과정을 마쳐도 학위를 수
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서 전통적 양성훈련기관들과 유사하나 그 교육훈련의 내용
과 수준이 보다 ‘지식집약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 분야의 요구 전망은 노동 수요 측면에서 산업 발전에 따른 숙련 수요의 변화를 가
장 근본적인 변화 요인으로 설정하고, 중등 후 비고등교육과 현실적으로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정규 학위 과정에서의 변화를 보조적으로 검토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전통적 양성훈련 수준에서의 중등 후 비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사회적 수요가 지
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전통적 기능 인력에 대한 산업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양성훈련 희망자들도 제조, 건설업에서의 기능인력 양성을 목표로 고졸 수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대한 관심을 줄여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전통적 양
성훈련 기관 및 정부 내부에서도 전통적 양성훈련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
으로, 이러한 상황은 향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고등교육 수준에서의(고등교육과 어떤 형태로라도 연계되는) 중등 후 비고등교
육 수요는 고품질의 교육훈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전제로, 향후에도 이어질 것
으로 전망된다. 우선 인력 수요 측면에서 앞으로 지식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고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력과 각종 정책
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당분간 노동시장 성과 관점에서 고등교육의 적합성에 대한 논
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 수준에서 학위를 전제로 하
지 않는 교육프로그램들이 직업적 전문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충분한 품질을 계속 유지
한다면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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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등교육
고등교육을 둘러싼 수요자들의 요구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녀 출산
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2030년 대학 학령인구(18세~21
세)는 2011년 260만명에서 2030년에는 164만명으로 현재 대비 약 63%의 규모로 작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취학률은 일정한 한계가 있고 노동력 수급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책이 복잡하지만 우선 고등교육 요구 자체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
러나 한편에서는 노령화와 지식사회화의 고도화에 따라 ‘계속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
면서 뒤늦게 대학문을 두드리는 ‘성인학습자들’이 증가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활
동(Cross-border higher education activities)’이 활성화될 것이다. 세계화가 가장 큰 영향을
줄 분야는 고등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비쿼터스 IT가 보편화되는 유비쿼터스
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고등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단일 기술과 학문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
는 ‘융합기술과 학문’의 발전 역시 고등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들은 현재도 고등교육의 제 영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
는 메가트렌드(저출산․고령화, 국제화, 유비쿼터스 사회의 도래, 학문간 융합 등)와 관
련해서 고등교육체제(기관, 교원, 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시설)에 대한 수요자(학생, 기
업, 지역사회 등)의 요구를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고등 지식의 생산에 걸맞는 교
육 서비스와 체제 구축의 요구가 커질 것이며 이는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와
함께 개방성, 유연성 등은 미래 고등교육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 또한 4년제 대학과 전
문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강해질 것이다. 국가가 고등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학생수가 감소하
는 상황에서 국․공립대학의 역할을 조정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
도 전망된다. 아울러 학업능력과 열의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재정 지원의 확대
요구도 거세질 것이다.
교직원과 관련해서는 전문 역량을 갖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질 높은 교육과 연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지금도 있는 것이지만
특히 전세계적인 고등교육의 무한 경쟁시대에서 수요자들의 선택 범위가 커지면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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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교직원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다. 교직원의 업적 평가 시스템 개선,
법인화되는 국립대의 교원 임용 방식과 승진제도 개선을 통한 교육서비스 개선 요구가
커질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교육의 국제 호환성 제고 요구가 커질 것이고(학기제 개선
등 포함),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탁월할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아울러 취업과의 연계 등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사회적 적합성을 높여 학문 및
취업에서의 전문 역량을 제고하고, 스스로 학업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클 것이다.
고등교육은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요구가 커질 것이
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합하는 교수학습방법, 학생의 다양화(다문화, 탈북자 등)에 부
응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및 서비스 개발,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활성화될 수 있
는 대학 풍토 조성 등의 요구가 커질 것이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대학 캠퍼스 및 첨단
설비 활용이 용이한 대학교육 환경을 제공해달라는 요구, 학문간 융합과 통섭을 촉진하
는 대학 캠퍼스 조성 등의 요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교육은 향후 ‘좀 더 개방적’과 ‘좀 더 첨단 기술적’이라는 요구에 늘 직면할 것
이다. 이미 많은 대학들이 웹을 통해서 질 높은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한편으
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3). 대학이라는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고
등교육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폭발적으로 제기될 가능
성이 농후하다.
이제까지 유아교육에서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관련되는 사회추세들과 향후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는 요구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이들이 미래 교육비전의 정립과 전
략을 도출하는데 주는 시사점을 요약할 수 있다.
현재의 교육체제는 이미 가시적으로 진행되어 온 저출산 고령화, 세계화, 정보화 등
과 관련해서 나타난 요구들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요구는 개
방적이고 유연하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 조직과 프로그램의 제공, 능력있는 교직원, 첨
단의 교육환경 조성 등의 요구로 집약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통적 교육
관에 얽매인 출세 위주의 교육과 학벌 숭상의 교육관, 성인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전통적이고 관료적인 교육체제의 유지를 지지하는 세력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무료강의 제공 웹사이트로 MIT Open Course Ware를, 자기강의자료 제작 웹사이트로 Moodle의
open-source community-based tools for learning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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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향후 인구구조가 초고령화되고 명실 상부한 세계 속의 한국이 되며, 디지털화
된 지식사회가 구현되는 미래에는 이제까지의 경직된 학교체제를 타파하고 완전히 개
방적이며 인을 위한 학습제도를 완비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요한 키워드들을 열거하면 양질의 고급화된 교육 서비스, 열린 시스템, 자기주
도적 학습 능력의 함양, 수요자 중심, 다양한 교육, 맞춤형, 그리고 창의적 교육 등이다.
이러한 요구는 미래 교육체제가 갖추어야 할 속성들을 구체화하는데 큰 시사점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미래 교육 프로그램의 성패는 수요자의 선택에
좌우되는 ‘소비자 선택의 원리’와 교육의 개선은 ‘현장주도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교육
수요자 인구의 절대적인 감소와 국제개방사회에서 교육서비스는 이제 획일적인 중앙
주도적 공급자의 의사가 아니라 현장에서 부각되는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며, ‘좋은 교육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러한 여러 다양한 요구는 결국 관련법제의 개선 요구로 집약된다는 것이다.
5․31 교육개혁 당시 교육관련법제의 전면적인 개선에 역점을 둔 사실은 바로 그 당시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법제개선으로 집약시킬 필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Ⅲ. 미래 교육의 비전과 전략
교육에 대한 요구와 그 시사점을 고려하여 미래교육의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고 분야
별로 지향해야 할 목표와 과제를 제시한다.

1. 미래교육의 비전 : “수요자가 선택하는 교육”
미래 교육에 대한 요구의 변화를 종합해 볼 때, 미래 교육의 기본적 특성은 교육 프
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의 우수성 여부를 ‘수요자가 결정’하는 체제가 될 것이며, 수요자
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교육은 도태되는 ‘수요자 중심 교육’이 될 것이다. 미래에
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수요자 의사에 관계없이 제공하는 교육이나 수요자를
존중하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기관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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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가 선택하는 교육은 교육기관, 교직원,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시설에 있어서
그 질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수요자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육이다. 따라서 미래
의 교육은 그 형태 및 조직, 교직원,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시설 및 환경에서 치열한 경
쟁을 하게 되며 수요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교육이다. 물론 이러한 경쟁은 엄
격하고 공정한 규칙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미래 교육의 비전을 위한 전략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질 높은 교육의 제공이다. 미래 교육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적 수준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데 지원을 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의 질은
내용과 방식, 교원 그리고 시설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이수 결과의 사회적 적합
성도 포함된다. 세계적 관점에서 경쟁력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비 전

전

략

①‘질 높은 교육서비스’의 제공

‘수요자가 선택하는 교육’

②‘개방적 교육제도’구축과 운영
③‘현장주도 교육혁신’
의 추진

양질의 보편적 유아교육

① 교육의 질적 양적 수준 선진화
② 맞춤형 교육의 활성화

열린 세계관과 자기학습력을
함양하는 초등교육

③ ‘열린 세계관’의 함양
④ 자기주도적 학습력의 제고

수요자를 배려하는 현장 주도
중등교육

⑤ 현장 주도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⑥ 학교가 주도하는 교육 혁신
⑦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배려하는 교육

고도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중등후 비고등교육
세계적 고등지식 생산허브로서의
고등교육

⑧ 산업수요 중심의 인적자원 양성 및 활용
⑨ 유연하고 개방적인 학사제도 구축
⑩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교육 서비스

[그림 2]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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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개방적 교육제도의 구축과 운영이다. 국내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적으로
도 학생 이동이 쉽고 그 이수자격의 호환정도가 고도로 높아야 한다. 수요자는 그러한
개방적 교육제도 속에서 자신의 요구와 부합하는 프로그램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표준과의 합치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
셋째, 대부분의 교육 혁신 즉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특성화 등은 학교를 비롯한
현장 교육기관이 주도하여 이루어지는 ‘현장 주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수요자 선택의
교육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학교나 현장 교육기관의 주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중앙 주도의 정책이 교육 프로그램의 변경과 혁신의 모든 것을 망라할 수 없으며
중앙은 일정한 원칙과 방향을 가장 합리적으로 제시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제시하는 규칙은 학교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려 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 중심이어야 할
것이다.

3. 분야별 비전과 전략
가. 양질의 보편적 유아교육
유아교육에 대한 요구를 고려할 때 미래 유아교육은 ‘양질의 보편적인 유아교육 서비
스를 제공하는 교육’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종전까지는 유아의 취원률을 제고하는데
관심이 컸지만 미래의 유아교육은 취원률의 제고를 넘어 교육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
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유아교육기관과 관련해서 보편 무상교육을 통한 유아의 기본 교육권리 보장,
유아교육․보육의 유기적 거버넌스 실천, 유아교육기관의 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및 관리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교원의 역량강화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교원양성 체제의 재정비, 수요자 중심의
교원 재교육 과정 제공, 사립기관 교원의 처우 개선, 기관 특성에 따른 교원 평가제 도
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아 및 가족, 사회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 유아 교육내용의 특성화 및 심
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문제해결 및 관계 중심 교육을 위해 문제해결 중
심 체험학습 활동 개발과 지원, 첨단과학 기술을 활용한 교육방법의 지평 확장, 유아에
대한 관찰과 체계적인 수행평가를 통한 개별화된 교육방법의 적용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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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유아교육 시설의 첨단화를 위해 질 높은 첨단 교육시설에의 접근성 제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첨단정보의 활용,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을 통한 유아교육
의 확장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열린 세계관과 자기학습력을 함양하는 초등교육
초등교육에 대한 요구를 고려할 때 미래 초등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열린 세계관을
갖도록 하면서 자기학습력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열린 세계관과 유연한 적응력을 갖춘 사람의 육성이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세
계에 적합한 열린 세계관을 갖춘 인재가 되도록 초등교육 단계에서 다양성과 서로 다
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즐길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갈수록 가속도가 붙
고 있는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이 요청된다. 또한 자기가
태어난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어떠한 곳에서든지 자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굴․육성하는 개별화된 맞춤형 초등교육이 되어야 한다.
인구 감소로 인해 아동이 줄게 되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
여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맞춤형 초등교육은 개인의 인성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인성 및 사회성 계발 교육, 개인
의 인지능력에 적합한 맞춤형 인지능력 계발 교육, 개인의 신체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 및 체력 증진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셋째,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개별
화된 맞춤형 교육을 통해 튼튼한 기초학력과 자기 학습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길러
내야 한다. 미래에는 인재라는 단어 안에 창의적이라는 말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국가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가 공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초등교육 단계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공존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하는 가슴 따스한 인간이 되도록 교육시켜
야 할 것이다.
다섯째,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구의 생태 및 환경 보존 및 문제 극복에 대
해 높은 관심을 가진 사람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행복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초등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에는 행복한
삶이 더욱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초등학교가 행복한 삶의 공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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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해야 할 것이다. 학교는 학습 및 자기 성장의 공간임과 동시에 행복한 삶의 공간
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부모의 자녀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줄어드는 대신 초등학교
의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 변화에 맞추어 초등학
교는 교육의 공간이자 동시에 학생들이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될 삶의 공간으로서의 역
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 수요자를 배려하는 현장주도 중등교육
중등교육에 대한 요구를 고려할 때 중등교육은 ‘수요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중등교
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
램이 현장 주도로 개설되고 운영되며 한 사람의 학생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개성과 소
질을 살려주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되 그것이 학교나
교육기관의 주도적 제안과 개발을 하도록 하고 그 것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
원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전일제와 통신제, 시간제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
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그들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된 경우 학교에서 먼저 이를 제안하고 정부는 그것을 지원
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수요자들의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
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중등교육 분야의 많은 혁신은 학교들이 먼저 주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책
을 펴야 한다. 여기서 ‘혁신’이라 함은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 설립과 경영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상향적 교육 개혁, 교육기회의 다양화 추구, 미래
형 학습자 선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등은 학교가 필요한 경우 개발해 나갈 수 있는 풍
토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인지를 불문하고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
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재학하는 학교에 따른 차별, 이수하는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차별, 학업 능력의 차이에 따른 차별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꼭 갖추어야 할 능력
을 함양하지 못하고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인재
라도 아껴야 하는 시대’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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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도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중등 후 비고등교육
미래의 중등 후 비고등교육은 ‘고도 지식기반 사회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대한 모방․추격 단계에서 벗어나 다른 국가
들의 발전을 선도하는 상황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력의 확보가 지속적인
성장 발전에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전략은 ‘산업 수요 중심의 인력 양성 활성화’이다. 특히 기존 산업
화 단계에 적합한 전통적 양성훈련의 규모를 새로운 산업 수요에 맞춰 조정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 양성훈련 기관의 프로그램 혁신, 교수요원 역량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투자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지식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요구되는,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 교육 수준의 중등 후 비고등교육 기관들을 육
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향후에도 지식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특정 전문 분
야에 특화된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기존 전통형 양성훈련 기관의 변화 혹은 고등교육 수준의 새로운 중등후 비
고등교육기관의 확대 모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은 산업 수요와의 조응
성이다. 산업 수요와의 조응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의 사례와 같이 산업계와 협력 관
계를 전제로 하는 재정 지원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와 같이 인력 양성 사업에서 지원 대상 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구획하는 것을 폐지
하고, 정부가 설정한 인력 양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교육훈련기관에 대해 문호
를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과거의 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구획이 실제로 교육훈
련 시장에서 대학 등에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계속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며, 기존의 교
육 관행을 유지 존속시키는데 기여했다는 비판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새로운 재정 지원 방식을 통해 중등 후 비고등교육기관도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기관들도 산업 인력 수요 변
화에 보다 적절하게 대응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마. 세계적 고등 지식 생산의 중추
저출산․고령화, 국제화․세계화, 유비쿼터스 사회의 도래, 학문간 융합 등의 사회 변
화 트렌드를 고려할 때, 미래의 고등교육은 ‘국내외 인재들이 모여드는 세계적 고등지
식 생산의 중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 성장의 동력이 되는 고등 지식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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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중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고등교육체제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학사제
도를 가져야 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고등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체제의 개방과 유연화가 꼭 필요하다.
특히 최악의 상황에 처한 우리 나라 대학원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문제되고 있는 시간강사제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포함한 교수 인사
제도의 선진화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생의 입학과 편입 제도 등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해소하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것으로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학위
체제를 선진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학생의 다양화를 포용하는 지원체제가 마련
될 필요도 있다.
둘째, 국경과 지역 경계를 넘는 개방에 관련해서 국제화된 고등교육 자격 호환체제를
구축하고 한편으로는 지역 교육연구문화의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대학 역할 강화를 추
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등교육의 효율화를 위해서 취업률의 제고 등 대학교육의
사회적 적합성을 제고해야 하며 융․복합 학문 등과 혁신 학문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
자를 통한 교육 서비스의 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이 글은 한정된 범위에서 미래 교육에 대해서 예상되는 요구들을 집약해보려고 노력
했고 관련해서 미래 교육체제가 가져야 할 속성이 무엇이고 그 구현을 위한 과제가 무
엇인가를 제시해보려고 노력했다.
향후 모든 면에서 고도 발전을 이룰 것으로 생각되는 미래의 교육 비전과 전략을 구
상하기 위해서는 특히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겸허하고 진지하게 파악해가는 자세
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항상 수요자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
는 연구 접근이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열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5․31 교육 개혁 당시
많은 분들이 의욕에 넘쳐 장래의 우리 교육의 청사진을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미
래의 준비를 위한 희망과 포부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오늘날과 같이 교육의 각 분야가 고도로 분화되고 통합성이 약해진 상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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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연구들이 더욱 필요하며 다양한 정책들을 통합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기본
구상’이 나올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5․31 교육개혁 당시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 각
분야가 분화되었고 각 분야별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다. 교육 분야도 내부적으로 다양
한 분화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광범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고 이것을 미래 교육체제의
설계에 반영하는 일은 고도의 협력 체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교
육 분야 유관 연구 및 전문기관들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 글이 제안한 내용이 미래 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미래 비전을 세우
며 전략을 구체화하는 노력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경청해주신데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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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2

교육과정․교수학습․교육평가의
미래 비전과 전략
김 성 열 원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Ⅰ. 서론
□ 1995년에 발표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5․31
교육개혁안(교육개혁위원회, 1995)’은 당시 21세기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한국교육의 일대 전환점을 제공한 교육개혁안의 종합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음
□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5․31 교육개혁안은 종전의 교육
개혁안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 됨(김재웅, 2010)
- 첫째, 교육의 개념을 보다 넓게 해석하여 학교교육에 한정하지 않고 학교 밖의
교육까지도 과감하게 끌어들이고 있음
- 둘째, 교육체제의 일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원리에 의하여 교육체제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표현되어 있음
- 셋째, 정보화․세계화를 일종의 문명사적 전환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응한 적극
적인 교육개혁 작업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음
- 넷째, 개혁의 방향은 급진적으로 설정되었으나 그 실천 전략으로 점진적 개혁
을 택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다섯째, 교육개혁 방안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1998년까지 GNP의 5%에 해당하는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러한 5․31 교육개혁안은 문민정부 시절에는 물론 그 이후 후속된 정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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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변화 없이 비교적 일관된 방향 속에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이 비
교적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21세기가 10여 년이 경과한 이 시점, 5․31 교육개혁안 이후 교육개혁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1) 한국 교육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음
□ 이 글에서는 5․31 교육개혁 이후 추진된 교육과정․교수학습․교육평가 각 부문
의 개혁에 대하여 정권이 바뀜에 따라 강조점이 다소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하며
정부별로, 즉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그리고 MB 정부로 구분하여 개혁
의 전개와 그 특징을 요약하고,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이들 각 부문에 대한 미
래 한국 교육개혁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Ⅱ. 교육과정․교수학습․교육평가 부문의 5․31 교육개혁과 전개
【5․31 교육개혁안의 개요】

□ 5․31 교육개혁안이 지향하는 신교육체제의 비전
○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열린교육사
회(Edutopia), 평생학습사회” 건설’이며, 신교육체제의 특징은 ‘학습자 중심 교육’, ‘교육
의 다양화’,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교
육의 정보화’, ‘질 높은 교육’ 등 여섯 가지임
□ 신교육체제의 수립을 위한 포괄적 방안(교육개혁위원회, 1996)
○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학교공동체」구축
○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
○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 운영
○ 교육 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구축
○ 품위 있고 유능한 교원 육성
○ 교육재정 GNP 5% 확보(1998년까지)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지원으로 교육과정․교수학습․교육평가 각 부문에 대한 성과분석 연구가 현
재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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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 부문 5․31 교육개혁과 전개
가. 교육과정 개혁안
□ 신 교육과정 편제 도입
○ 신 교육과정 편제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체제’와 ‘고등
학교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체제’ 설정임
○ 지식․정보의 양이 급증하는 지식․정보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공통
기본교육 기간을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중에서는 학교급별 개념이 아닌 학년제 개념에 기초한 일관성 있는 교
육과정 체제를 갖춤
○ 고등학교 2∼3학년은 학생의 능력, 흥미 및 장래 진로를 반영하는 선택과목 위
주 교육의 교육과정 체제를 갖춤
□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 학생의 능력, 적성, 필요,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최대로 고려한 수업을 통해 학
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준별 교육
과정을 도입함
○ 수준별 교육과정 유형에는 비교적 학습 내용의 위계가 분명한 교과를 단계별로
세분화한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기본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심화학습 또는
보충학습이 가능하도록 한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과목 내용의 다양성
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과목들을 종류와 수준별로 설치하고 학생들이 선택하도
록 하는 ‘과목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이 있음
□ 학습내용 감축
○ 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각 교과 ‘내용’의 항목 수를 제6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현재 수준의 70% 내 정도가 되도록 정선하여 감축함
○ 제7차 교육과정의 각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교과별로 ‘필수 학습 요소’를 근간
으로 정선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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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지원체제 확립
○ 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체제로서 중앙정부 수준과 시․도 교육청에 각각
교육과정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해 심의하도록 함
○ 교육과정위원회의 교육과정 편성 및 심의 과정에 해당 교과전문가 외에 타 분야
전문가(학자, 교사, 학부모, 사회인사 등)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함
○ 국가 수준에서는 ‘국가교육과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기존의 여러 교육과정
위원회를 통합․조정하도록 함. 시․도 교육청에는 ‘교육과정위원회’와 교육과
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할 전담부서를 설치함

나. 교육과정 개혁의 전개
□ 문민정부: 신 교육과정 체제 수립
○ 문민정부는 신 교육과정 체제를 수립하고 1997년 12월에 제7차 교육과정을 개
정․고시함
○ 제7차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
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 및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교육청과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
육과정’을 표방함
○ 제7차 교육과정은 5․31 교육개혁의 교육과정 개혁안의 대부분이 반영된 교육
과정임. 5․31 교육개혁에서 세계화 교육 및 외국어 교육 강화 방안이 제시된
초등학교 3학년 영어교육이 1995년 1월에 고시되어 1997년 3월에 3학년부터 시
행됨
□ 국민의 정부: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
○ 국민의 정부는 5․31 교육개혁의 신 교육과정 체제에 따른 제7차 교육과정이 각
급학교에 적용된 시기임
○ 제7차 교육과정은 2000년 3월부터 학교급별 및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됨. 따
라서 이 시기는 5․31 교육개혁의 신 교육과정 체제의 학교 현장 시행상의 공과
가 노정되는 과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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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수립
○ 참여 정부는 제7차 교육과정의 학교 시행의 공과에 대한 성찰과 함께 새로운 교
육과정 개정 체제 수립과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진 시기임
○ 일시․전면적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사회의 다원화 및 급
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각계각층의 교육과정
개정 요구에 탄력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시 개정 체제를 도
입하고 2007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함
- 학교 수준 교육과정 강조에 따른 학교 자율성 확대
-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수업으로의 전환
- 교과 집중이수제 도입
□ MB정부: 교육과정의 다양화․자율화 확대
○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이 보다 확대되고 있음
- 국정과제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알차고 흥미 있게 바꿈: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자율권 확대’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화 방안의 하나로 6․11 교육과
정 자율화 방안(2009. 6. 11.)을 발표함2)(교육과학기술부, 2009)
○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고시됨(2009. 12. 23.)
-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의 표방하에 제7차에 이어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추구
하는 인간상’ 및 학교급별 교육목표를 계승하면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
의 인재 육성을 새롭게 강조함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기간을 9년으로 조정하고 고교 1학년부터 선택 교육과
정 체제 도입
․ 학년군 및 교과군에 기초한 교육과정 편제 도입
․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
․ 학년․학기 집중이수 확대
․ 학습경감 차원의 학기당 8교과목 이내 이수 제시
․ 고교 교과 영역과 교과(군) 개념에 따른 선택 교육과정 편제 전면 도입
․ 고교 학교자율과정 도입
2) 국민공통기본 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 증감 운영 허용,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통합 운영,
고교 1학년 교과의 이수시기 전 학년 확대, 고교 전 교과 대상의 선택 과목 신설 허용(교육감 승인),
고교 일반선택과목과 심화선택과목 구분 폐지, 자율학교 학년군 및 교과군 도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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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학습 부문 5․31 교육개혁과 전개
가. 교수학습 개혁안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 5․31 교육개혁안에서는 교사와 교과서 중심의 획일화된 주입식 교수학습 방법
에서 탈피하여 학생이 중심이 되는 토론학습, 탐구학습, 실험 및 실습학습, 창의
적 문제해결학습,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등을 정착시키기 위해 자기주도적 학
습능력 향상을 교수학습 방법 개선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함
□ 개별화 학습
○ 아울러 학생이 자신의 능력 발전 정도와 학습진도에 따라,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개별화된 교수학습을 통하여 학생 개인의 잠재능력이 극대화되
도록 개별화 학습을 강조함
□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교육
○ 또한, 학습자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학습할 수 있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를 충분히 개발하여 개별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 이 외에도 학교교육 보완 차원에서 방과후 학생의 흥미, 취미 및 학교실정과 지
역특성에 알맞은 각종 교육활동을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수학습 개혁의 전개
□ 문민정부: 정부 주도의 열린교육 확산
○ 열린교육은 인간교육, 전인교육, 개성교육, 공동체교육, 창의성 교육을 표방함.
당시 학교 현장의 풀뿌리 운동으로 시작되었던 열린교육을 5․31 교육개혁을
계기로 문민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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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정부의 열린교육 확산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실붕괴, 학력저하 등의 문제
가 제기되면서, 열린교육은 2001년도부터 ‘교실수업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
었고(학교 81132-265, 2001. 2. 20.), 더 이상 교육부의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되지
않음. 그러나 열린교육의 기본 정신은 ‘교실수업 개선 지원 기본계획’에 남아 이
후 교수학습 정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교육인적자원부, 2001)
□ 국민의 정부 : ‘교실수업개선’으로의 전환
○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5․31 교육개혁안 및 문민정부에서 표방한 기
본 방향의 연장선상에서 교수학습 개혁 추진
○ 문민정부에서의 교수학습 개혁이 거대 담론 중심의 제도 개혁의 틈새를 비집고
새싹을 피웠다면, 국민의 정부에서 교수학습 개혁은 학교, 교실교육 혁신 차원
에서 교수학습이 차지하는 위상을 확립하고 기본 인프라(예: 중앙 및 시도 교수
학습센터 운영 등) 구축 등 교수학습 개혁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 참여정부: 교수학습 혁신 추진
○ “교육혁신”을 강조한 참여정부는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 참여와 자
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을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로 삼음
○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은 교육의 수월성이나 효율성 논리를 비판하면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확대를 주요 과제로서 추진하였음. 그러나 교수학습 개
혁 측면에서는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
○ 국민의 정부에 이어 중앙 및 시도 차원에서 전개된 교수학습센터 사업은 당시
교수학습 지원이라면 교수학습 자료 보급 정도로 인식하는 수준에서 교실수업
개선 자체를 도모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낸 핵심적인 교수학습 정책
에 해당함
○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주요 교수학습 정책을 일별하면 다음과 같음
- 자기주도적 학습의 강화
- 학생중심의 교육활동 지원
- 교사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 학교교육 내용의 다양화를 위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및 확산
- 중앙-시도-지역/단위학교 교수학습센터 설치 확산 및 이러닝 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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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정부: 교원의 교수학습 활동 지원 강화
○ MB 정부는 ‘교원의 교수학습 활동 지원’의 측면에서 교수학습 개혁 정책을 추
진하고 있음. 교수학습을 직접 변화시키기보다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함
으로써 교수학습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점이 이전 정부들의 접근과
차별화됨
○ 특히, 영어교수법 개선 등 교과 교수학습 개혁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
고 있는 추세임. 아울러 미래 사회 대비 창의적 인재 육성을 그 어느 때보다 강
조하며 지식 위주의 교과학습을 보완하는 창의체험 학습 활동을 중시하고 있음
○ MB 정부에서 지난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온 주요 교수학습 개혁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영어로 수업하는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교육
- 교과별 교수법 및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인성 교육
- 기초학력 미달자 맞춤형 지도 및 자료 지원
- 다양한 수업 전략을 활용한 방과후 활동 활성화
- 교원의 수업전문성 평가와 지원
- 학습에 참여하고 싶고 가고 싶어 하는 다양한 학교 만들기

3. 교육평가 부문 5․31 교육개혁과 전개
가. 교육평가 개혁안
□ 수준별 평가와 수행평가 도입
○ 5․31 교육개혁안에 제시된 ‘학교와 프로그램의 다양화,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라는 초․중등교육 정책의 교육목표는 ‘인성 및 창의성을 존중하는 교육과
정,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 운영’이라는 교육개혁 방안
으로 연계되어 ‘열린교육’, ‘제7차 교육과정’과 같은 교육정책이 추진되었고, 그
에 따라 수준별 평가와 수행평가라는 교육평가 정책이 추진됨3)(김신영, 2010)

3) 수준별 평가와 수행평가 정책은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국민의 정부’ 시기에 구체적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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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생활기록부 도입 및 학생 선발 제도 개혁 제안
○ 5․31 교육개혁안의 ‘대학입학전형의 자율화’라는 교육목표는 ‘국민의 고통4)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라는 개혁 방안으로 연계됨. 종합생활기록부(1996년 8월
학교생활기록부로 명칭 변경)를 도입하여 이를 대입전형의 주요 자료로 활용하
도록 함
○ 학생 선발 제도 개혁을 위한 개선 과제로 다음을 제시함
- 국․수․영 위주 대학별 고사 폐지
- 사립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 부여
- 전형 자료 활용 방법의 자율화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의 자율화
- 중학교 학생 배정 방식 개선
- 고교 학생 선발 방식 개선
- 특수목적학교 선발 방식 개선

나. 교육평가 개혁의 전개
□ 문민정부: 학생평가 방식의 전환
○ 1996년에 도입한 학교생활기록부는 기존의 평가방식과 달리 상대평가 대신에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전체 총점 대신에 과목별로 성취수준과 석차를 제시하도
록 했음. 교과 성적과 더불어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특별활동, 단체활
동, 봉사활동, 학생의 성격 및 품성 등 비교과활동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여 학
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국ㆍ공립 대학은 국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
발하고, 사립대학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학교생활기록부를 주요 전형요소(국ㆍ공립대 40% 이상 의무 반영)로
함으로써 대학의 자율 확대 및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점
수가 높은 학생을 뽑는 입시’를 ‘다양한 능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전형’
의 개념으로 바꾸었음
4) 국민의 고통은 ‘획일화된 암기 위주의 입시교육 및 과열과외로 인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과 학교
교육의 공동화 현상’을 의미한다(교육개혁위원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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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교육개혁안에 따른 교육평가 정책은 학교교육의 본질 추구를 위한 교육
체제 구축과 교육의 질 관리 체제 구축에 필요한 기제로서, 비록 문민정부 시기
에 구체적으로 실시된 정책은 많지 않지만, 향후 정부의 교육평가 정책의 모태
가 되었다는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음
□ 국민의 정부: 대입제도 개선과 수행평가 전면 도입
○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제시된 평가 부문의 핵심 정책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
을 중시하는 전형방법 유도’라 할 수 있음(교육인적자원부, 1999)
○ 1998년 발표한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은 다양한 선발 방식의 허용, 대학
의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권 보장을 특징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교육
인적자원부, 1998)
- 학교생활기록부의 개선 및 반영 비율 자율화(국․공립 대학 포함)
- 수능시험 개선: 총점 표시 폐지, 영역별 점수와 9등급 제공
- 학력과 관련된 자료 이외의 전형 자료 활용
- 전형 유형의 다양화: 특별전형 및 추천제 확대, 무시험전형
○ 한편 5․31 교육개혁안에서 제안한 수행평가를 1999년 3월부터 모든 학교에
전면 도입함
- 학습자 중심의 열린교육, 창의성 신장, 인성 교육,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배양
등을 위한 정책을 강조
- 학생들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려는 학교생활기록부 도입의 취지와 연계
○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의 질 관리와 책무성 제고를 위한 대규모 평가를 시행
- 199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5)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매년
평가를 시행해오고 있음
- 학습부진아 교육의 강화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2002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
○ 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은 5․31 교육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승계하여
현장에 착근시키는 정책과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음

5) 1998년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라고 칭하였으나 초ㆍ중등 교육법에 ‘학업성취도 평가’라고 규정되
어 있어서 2002년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명칭으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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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수능․내신 등급제로 전환
○ 참여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된 교육평가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2004년의 ‘학
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임(교육인적자원
부, 2004)
○ ‘2008학년도 개선안’은 ‘2002학년도 개선안’의 시행상의 문제점들을 교정하기 위
한 개선적․보충적 성격을 지니며, 크게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 제고와 수능
등급제로 요약할 수 있음
- 대학입시에서의 내신 비중이 커짐에 따라 절대평가 평어(수/우/미/양/가)가 과대
평가되는 ‘성적 부풀리기’의 현상이 발생. 이러한 병폐와 사교육 과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05년부터 상대평가에 의한 내신 9등급제로 전환
- 수능 점수제를 폐지하고 영역별 석차에 의한 9등급제로 전환하여 수능 의존도
를 낮추고 다양한 전형요소의 활용 유도
○ ‘초3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강화’(표집규모
확대) 등도 초․중등교육 관련 평가 정책의 대표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MB 정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시행 및 대학입학 전형 선진화
○ 기초학력향상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전수 시행 및
평가결과를 공시함
- 2009년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평가 형태로 전환
- 2010년 결과부터 ‘학교알리미’를 통해 학교별 결과를 의무 공시
- 국가가 주관하여 실시하던 ‘초3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시ㆍ도 교육청 주관의
‘교과학습 진단평가’에 통합
○ 학생의 다양한 잠재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학입학사정관제 도입하고
확대함
- 학생의 잠재력, 창의성, 소질 등 다양한 요소를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
여 학생 선발
- 학교생활기록부, 수능성적, 포트폴리오, 자료 등 다양한 전형요소를 해석하여
활용
○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교원능력개발 평가를 전면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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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민정부에서 현 MB 정부에 이르기까지 다소의 부침과 굴
곡이 없지 않았지만 적어도 교육과정․교수학습․교육평가 개혁 부문에서는 5․31 교
육개혁안이 신교육체제의 비전으로 표방한 ‘학습자 중심 교육’, ‘교육의 다양화’, ‘자율
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 운영’,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교육의 정보화’, ‘질
높은 교육’ 등의 기본 정신과 방향이 승계되어 현 MB 정부에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Ⅲ. 교육과정․교수학습․교육평가 미래 비전과 전략
1. 교육과정: “창의․인성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과정 지향”
□ 다가오는 사회는 ‘창의성’과 ‘더불어 사는 삶’의 태도를 지닌 인간을 요구함. 따라서
학교교육과정은 창의성과 바람직한 인성을 지닌 인재를 기르는 데 적합해야 함
□ 이러한 전제하에 이하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설계, 글로벌 시민성 함양, 학교 교육
과정 자율화를 위한 학교의 교육과정 거버넌스 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부문
에서 추구할 미래 비전과 전략을 간략히 살펴봄

가.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핵심역량 기반 교과 교육과정 설계
□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에 필요한 핵심역량 증진을 위해 교과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을
핵심역량 중심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설계 관련 주요국의 동향】

○ 최근 주요국에서 학교교육 단계부터 학습자의 핵심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OECD는 개인의 성공적 삶과 사회의 발전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규명하여 학교교육과
생애 학습의 최대 목표로 상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교과 교육과정과 핵심역량을 연계시키고 있음. 대표적인 나라
로서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영국을 들 수 있음

○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영국의 경우는 기존의 분과적인 접근과 분과 간 연계를 통해 핵심
역량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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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역량 교육과정 설계 방향
○ 향후 교육과정 개선에서는 인간상 및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핵심역량(예: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정보처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기관리 능력, 기초학습 능력, 시민의식, 국제사회 문화의 이해, 진로개발
능력 등)을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 필요
○ 학교급별 혹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핵심역량 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 내용과 성취기준을 국가수준에서 제시하고, 여타의 내용은 단위 학교 및
교사의 재량에 맡김
○ 모학문 중심의 기존의 교과 교육과정 설계 방식을 보완하여 핵심역량이나 현대
사회의 이슈 중심으로 교과 내용을 재구조화함

나. 글로벌 시민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 글로벌 시민 육성 강조
○ 2010년 G20 정상회의 국내 유치 등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전을 거듭해 가는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시민 육성이 필요
○ 1995년 5․31 교육 개혁(안)에서부터 표방해 온 민주 시민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
을 시대 변화에 적합하게 강화 필요
글로벌 시민: 국가나 세계 가운데 어느 한 관점에 치우치지 않은 ‘국가 시민성과 세계
시민성을 고루 갖춘 사람’을 의미함. 국가 시민성은 높지만 세계 시민성이 낮은 경우
국내 다문화 집단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고, 세계 시민성은 높지만 국가 시민성이 낮은
경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됨(이승미 외, 2009)

○ 단위학교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글로벌 시민 육성을 위한
심도 있는 프로그램 적용
□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세계 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
○ 2009 교육과정 총론에 초․중등학교 교육의 방향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사람’ 설정함
○ 지구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세를
기르도록 교육 목표와 내용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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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과 외 활동을 통한 세계 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
□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시민 양성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 강화
○ 국제어로서의 영어 교육 강화, 의사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영어과 교육과정 개선
○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제권 또는 국가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영어 이외의
제2외국어에 의한 의사소통능력 증대를 위한 제2외국어교육의 개선
□ 교육과정에 다문화 소양 함양 내용 반영
○ 한국사 교육 등의 내실화를 통해 민족정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열린 민족주의
의 기반 위에 세계 시민 정신 교육 추구
○ 국내외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협동할 수 있는 다문화적 소양
을 함양시키는 내용 구성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관련 교과 교육내용을 구성할 때에 세계 시민교
육의 내용 요소 제시

다. 단위학교 교육과정 거버넌스 체제 운영의 활성화와 내실화
□ 단위학교 교육과정 거버넌스 체제로서의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 제6차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결정 분권화’ 제창을 기점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자율화 확대, 6․11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에 따른 교육과정 자율화 정
책 전면 부각,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자율화 정책 확대에 따라 교육과정 거버넌
스가 중앙에서 학교로 이동해 옴
○ 향후 교육과정 자율화가 학교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5․31 교육개혁안에서 제안되어 구축된 단위 학교 내 ‘학교 교육과정위원회’가
학교 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그 운영이 보다 활성화되고
내실화되어야 함
연구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중․고 교사들의 62.1%가 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
로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데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지만,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따라 실제 학교가 교육과정 자율성을 발휘하는가에 대해서는 29.7%의 대단히 낮은 인식
을 나타내고 있음(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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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시도-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지원 체제 구축
○ 학교의 교육과정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 내 의사
결정 체제 구축과 함께 학교 밖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함(예: 시․도 교육청 또
는 교육지원청 수준에 ‘교육과정 자원 센터’ 구축)
- 지원 체제는 교육과정 실천 교류의 장(場)으로서 역할․기능하여, 학교․교사의
교육과정 의사결정 요구에 따라 상시 접근 가능하도록 함
□ 교육단계별 학업 성취기준 명료화
○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향후 학
생들의 교육과정 종료 시점에 구비되어야 할 학업 성취기준을 명료화하여 제시
할 필요가 있음.6)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수준에서 최저 학력을 보장할 기준이
없어 기초⋅기본 교육을 갖추지 못한 채 초․중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가 많음.
학년군 및 학교급별 종료 시점에서 도달해야 할 성취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이 잘 성취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홍후조, 2010)
□ 학교장의 교육과정 리더십과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개발
○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학교 교육과정을 둘러싼 다양한
요구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함
○ 교사는 주어진 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학습자의 능력과 요구에
맞게 적극적으로 재구성하여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실천해야 함

2. 교수학습: “교사와 학생이 함께 탐구하는 학습공동체 형성”
□ 최근의 세계적인 교육개혁의 초점은 학습 및 학습 환경의 변화임. 그동안 많은 국
가에서 학교의 질을 개선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교사 연수 프로그램, 공
학적 기술 활용, 교육과정 개선, 학교자율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재구조화 등의 개
혁을 추진하였지만, 교실 활동을 학습의 장소로 탈바꿈하기는 쉽지 않았음
6) 영국의 국가 교육과정에는 초․중등 교육에서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성취목표(attainment target)를 8수
준으로 구분하고 각 교육단계별(key stage 1-4)로 어느 수준까지 가능하도록 가르쳐야 하는지가 명확하
게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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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에서도 강조하듯이(Istance, 2010), 진정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원과 구조에 치우친 개혁이 아니라, 학습 자체에 초점을 두고 실시해야 한다는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임
□ 5․31 교육개혁안이 표방하는 수요자, 학습자 중심의 교육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듯이 교사의 역할이 간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
해야 한다고 할 때, 교수학습 개혁의 방향은 그 핵심 과제가 무엇이든 교사와 학
생이 함께 탐구하는 창조적 학습공동체 형성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전제하에 이하 창의성 신장, 기초학력보장, 교원 전문성 신장과 관련하여
교수학습 부문에서 추구할 미래 비전과 전략을 살펴봄

가.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및 학교교육의 개선
□ 창의성 신장을 위한 학교교육 및 교실 수업 혁신의 필요성
○ 흔히 ‘주입식 교육’, ‘암기 위주 교육’, ‘주지주의 교육’ 등으로 학교교육이 폄하
되곤 함
○ 이러한 문제 인식에 터해, 정부는 수용적 지식교육을 탈피하여 창의적 인재 육성을
도모하는 교육으로 학교교육을 전환하기 위해 ‘집어넣는 교육’에서 ‘꺼내는 교육’
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함(2010 교과부 업무보고, 2009)

【 21세기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교육의 지향 】
○ 과도한 지식 교육에서 균형 잡힌 교육으로 나아가야 함
○ 지식 수용, 지식 습득 교육에서 지식 활용이 강조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함
○ 정답교육에서 지식구성이나 지식창조가 강조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함
○ 진도 나가기 수업에서 맞춤형 학습으로 전환해야 함
○ 칸막이 교육에서 넘나들기 교육으로 나아가야 함
(김성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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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20% 감축에 따른 교육방법의 구체화
○ 싱가포르의 TLLM 원리에 따르면 단지 내용만의 감축으로 비판적 사고력, 창의
력이 배양되지 않음

※ TLLM(Teach less, Learn more)의 원리
첫째, 학교 교육이 핵심 지식과 기능을 키우고 개성을 신장시키는 데 집중하도록 하고
교육과정 운영 시 시간을 충분히 주며 실용과목을 다수 개설하여 학생들의 선택
의 폭을 넓힌다.
둘째, 학교 수업이 이해, 탐구, 비판적 사고, 질문하는 능력 등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셋째, 기계적 학습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기주도적 학습과 실험을 장려하기 위해 시험
및 평가 방법을 바꾼다.
http://www3.moe.edu.sg/corporate/contactonline/2005/Issue13/big_pic/bigpic.htm

○ 교육내용뿐만 아니라 가치, 방법, 대상 면에서도 감축되어야 할 부분과 증가되
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요청됨
□ 교과교육 교수학습 혁신
○ 지식전달 또는 수용 위주의 교육방법에서 탈피하여 체험학습 활동 강화, 창의적
체험 활동과 교과 학습의 연계 강화, 여러 교과가 연계된 통합적 학습 경험 추
구 등이 요구됨
○ 교과별 창의성 신장 교육과 더불어, 교과별 칸막이 교육을 지양하고 교과 간 경
계를 허무는 창의적 융합 지식을 산출할 수 있는 교수학습이 요청됨
□ 교사의 인식 및 전문성 제고
○ 지식전달자의 역할에서 “개별 학생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
는 역할”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관련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갖추는 예비교사 교
육 및 현직교사 연수가 이루어져야 함
○ 학생-교사 모두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자’로 재탄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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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 학교학습 환경 조성
○ 세계적으로 미래사회 대비 학습환경 혁신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음
○ 학습자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독창적이며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전통적
교실, 학교환경을 새롭게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창의적 교육방법 특성화 학교/프로그램 운영
○ 창의성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육방법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므로 창
의적 교육방법(예: 다중지능, 체험학습, 토론학습 등)을 중점화하는 ‘교육방법 중
점학교’를 지정해 다양한 창의성 계발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나.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기초학력보장 체제 구축
□ 교육격차에 따른 교육 형평성 제고 정책의 확대 요구
○ 200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시행 결과, 그 동안 심증으로만 알고
있던 지역별 학교별 학력 격차, 즉 교육 양극화 현상이 객관적 수치로 확인됨
○ 현행 학교교육은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사회’ 실현에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2010년도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의 가치를 강조함
-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

○ 현행 교육 체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는 요원함
○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정부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2008 학업성취도 평가 결
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하여 지
원하기 시작함(교육과학기술부, 2009)
○ 2009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전년도 대비 기초학
력 미달 비율 감소율은 학년별 전체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감소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괄목할 성과를 거둠7)(교육과학기술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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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향상 중점학교 중심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은 국가수준의 기초학력보
장 체제의 일부에 불과함
○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모든 학생들을 위한 기초학력보장
체제 구축이 요청됨
□ 기초학력보장 체제 구축의 방향
○ 기초학력보장 체제는 계층, 지역 등을 막론하고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이 중도에
서 실패하여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의의를 둠
○ 기초학력보장을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학습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학
습체제 구축이 요구됨
○ 기초학력보장은 사후 보장보다는 사전 예방적 기회 균등 접근을 지향함
○ 취약계층 아동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생애주기적 관리를 통해 교육 기회의 균등
을 도모함
○ 보육과 교육, 복지를 연계하는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지향함
□ 비전 및 도달 학업성취수준 설정
○ 기초학력보장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비전 제시
- 예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모든 국민(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 기초학력보장 시 도달 기대 수준 명료화
- 기초학력보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급별 교육과정 이수 시 도달해야
할 학업성취수준을 명료히 해야 함
- 아울러, 학년별 도달 성취수준을 명료히 하여 실질적인 기초학력 관리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함
□ 진단․평가 체제 구축
○ 학습 영역 진단․평가체제 구축
- 출발점 학습 수준 진단체제 구축
- 영역별․수준별 학습 수준 진단․평가체제 구축

7) 2009년도에 지정된 1,440개 학력향상 중점학교 가운데 1,250개교(86.8%)가 미달 기준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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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저해요인 진단 체제 구축
- 학습부진으로 판별된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부진 원인 진단 실시
- 특이 사항 발견 시 2차 전문가(기관) 진단 의뢰
○ 학습활동이력관리 체제 구축
- 각종 진단․평가 결과 및 학습 과정에 대한 이력 관리
- 학년별, 학교급별 연계 관리(단, 개인정보 보안철저 요망)
□ 학습지도 체제 구축
○ 예방 체제
- 출발점 진단 결과에 따라 부진의 잠재 가능성이 높은 아동들을 선별하여 지도
○ 제 진도 유지하기(Keep-Up) 학습 체제
- 교사 관찰이나, 영역별․수준별 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형 지도 제공
- 정규수업 시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담당 교사가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지도하도록 함
- 학습보조교사, 특별지원교사를 투입하여 정규수업 중 부진학생 학습 보조
○ 따라가기(Catch-Up) 학습 체제
- 제 진도 유지하기 학습으로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방과 전후, 방학 중 학
습을 통해 보정하도록 함
- 학습 수준 세부 진단에 따른 개별 맞춤형 보정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함
- 인력, 자원 등의 문제로 학교 내 지도가 어렵다면 민간 위탁이나 사이버 보정학
습 체제를 구축하여 지원하도록 함
□ 관련 지원 체제 구축
- 방과 전후에 갈 곳이 없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보육체제 구축
- 식사 및 숙제, 독서, 휴식, 놀이, 문화, 체육활동 등을 지원
○ 학습저해요인 진단에 따른 상담/치료/복지 지원 체제
- 교육지원청이나 지역사회에 다중지원팀/센터를 설치하여 학습 외 도움이 필요
한 학생․학교 지원(순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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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도 마련 및 정비
○ ‘기초학력보장법(가칭)’ 제정: 기초학력 수준, 영역, 예산 지원 등
○ 졸업자격제 도입
○ 학교 내 기초학력부 설치 운영 등

다.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교육 체제 개선
□ 교사양성체제의 개선
○ 학교교육, 교실 수업의 문제는 교사들이 교과내용에 관한 전문성은 갖추었지만,
학생 이해, 학습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바 적지 않음
○ 이러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과도하고 무기력한 지식교육을
탈피해야 하는 것처럼, 교․사대 교육도 편협한 교과지식, 이론교육을 탈피하여
지식활용 및 실천이 담보되는 균형 잡힌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특히, 학습자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교․사대를 막론하고 학교나 학교 밖에
서 학생학습 및 관련 행동을 관찰․연구하는 필수 과목 개설하여 장기간에 걸
쳐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교원임용체제 개선
○ 교원임용체제 역시 21세기 인재 육성에 걸맞은 방식으로 개선이 요구됨
- 현행 초․중등 교원 선발에 면접 및 실기평가가 있지만, 객관식이든 논술형이
든 정답 위주의 지필고사 성적이 당락에 주요 변수가 되고 있음
- 정답 위주 시험으로 선발된 교사에게 창의적 인재 육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교원 자격증을 부여하거나 임용을 결정하기 이전에, 1년 정도의 인턴교사로 학
교에 근무하게 하며 교원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점검하고 본인 스스로의 적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
□ 교원연수체제 개선
○ 교육과정의 개정이나 교과서 교체만으로는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
올 수 없음
○ 현장 교사들에게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수업 전문성에 대한 효과적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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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프로그램 제공 및 학교 현장 수업 개선과 연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현장 수업 지원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업장학 조직, ‘국가수업장학센터(가칭)’ 설립이 요구됨
○ 관련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원능력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임

3. 교육평가: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평가체제 구축”
□ 창의⋅인성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서열을 강조하는 획일적인 평가를 지양하여 학
생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평가체제 구축이 요구됨
□ 이하 이러한 평가 개선 방향에 기초하여 학생평가 및 대입제도 개선,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 대규모 평가 활용과 관련한 교육평가 부문 미래 비전과 전략을 살펴봄

가.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다면적 학생평가 방법 강화
□ 다양성, 창의성을 존중하는 평가 지향
○ MB 정부 교육개혁의 핵심인 창의⋅인성교육 실현에 적합하지 않은 현행 주지
교과 성적 위주의 “서열 경쟁”을 심화시키는 학생평가 체제 개선의 필요성 대두
○ 학생들의 능력⋅적성을 함양하고 창의⋅인성을 갖춘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
도록 학생평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전환해야 함
- 서열을 강조하는 획일적인 평가에서 다양성, 창의성을 존중하는 평가
- 인지영역에 치중하는 평가에서 다방면의 능력을 평가하는 종합적인 평가
- 수치화 정보를 제공하는 양적평가에서 서술정보를 제공하는 질적 평가 병행
- 선택형 문항 지필검사 위주의 평가에서 서술형 문항과 수행평가 확대
- 결과 중심의 평가에서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고려하는 평가
□ 역량 중심 평가 도입
○ 교과 지식 중심의 분절된 내용 조직의 틀 안에서 학생들의 성취 목표를 ‘행동’
의 형태로 기술하는 수준을 넘어서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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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화한 성취기준(standards)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학생평가가 요구됨
□ 절대평가 도입
○ 현행 평가 체제는 학생의 교육목표 달성도 확인 및 교육효과 파악 곤란
- 교육목표의 달성도와 무관하게 시험점수 ‘순위’로 ‘석차등급’이 산출됨
- 입시를 위한 ‘객관성, 공정성’의 확보에 치우쳐, 학생 개인별 능력 향상과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는 교육적 기능 미흡
○ 학생평가는 성취기준에 근거한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도록 함
-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한 평가에서는 일정한 교육기간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학
습의 결과로서 보일 수 있는 지식과 기능에 대한 성취수준(achievement level)을
설정하고, 이는 중요한 평가 준거로 역할함
- 학교 현장의 교사가 주도하는 학생평가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강
점과 약점에 대한 피드백 정보를 제공하여 교수학습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
교육 내실화를 도모함

나. 종합적⋅전문적 사정 중심의 대입제도 구현
□ 대입전형 요소의 실질적 다양화
○ 성취기준 중심의 평가, 학생의 학습을 위한 평가가 학교 현장에 자리 잡기 위해
서는 대입전형 요소의 실질적 다양화가 요청됨
○ 점수 위주의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 창의성, 소질 등 다양한 요소
를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 선발
□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 정착
○ 현 정부의 대입 자율화와 맞물려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정착
지원(‘입학사정관 전문양성․훈련프로그램 지원사업’)
○ 입학사정관제를 중심으로 학생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전형방식의 선진화 추진
- 입학사정관제는 단순 성적 합산에 의한 선발이 아닌 학생 특성을 부각한 전형
요소에 의한 선발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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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기록부, 수능 성적, 각종 포트폴리오, 자료 등 다양한 전형요소를 해석
하여 활용
○ 자질 있는 입학사정관의 확충으로 입학사정관제 정착
- 전문적 식견으로 평가하는 대입전형 전문가 활용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
학사정관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가 관건
- 여러 전형 자료를 통해 학생의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역량과 전문성이 축적되어야 함

다. 공정한 학생평가 정착을 위한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
□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의 요구
○ 학생 수준에 적합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교사는 전문성을 신
장해야 함.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능력은 학교교육의 개선을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전문성임
○ 학생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될 때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 야기됨
□ 교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질 관리 체제가 구체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추
구하는 인간상의 특성을 평가 목표로 구체화하는 일, 성취기준에의 도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 정보를 수집하는 일, 미도달이 확인되었을 경우 보정해
주는 일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와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국가수준 혹은 지역수준에서 교사의 평가 전문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
램을 장기적으로 기획･운영 및 보급･확산함
○ 교사의 학생평가 전문성 결여에서 오는 오류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연수 프로그
램의 운영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라. 실증적 연구 기반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 수준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 국가 수준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대규모 평가 자료 활용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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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은 인적 자원을 미래의 국가 자본으로 인식하고 국가 수준에서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교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
고 있음
○ 국제 학력평가(TIMSS, PISA 등)를 통하여 교육성과와 변화를 국제수준에서 파
악․비교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PISA 2006(57개국 참가) 읽기 1위, 수학 1～4위, 과학 7～13위
- TIMSS 2007(59개국 참가) 수학 2위, 과학 4위
○ 수능과 학업성취도 평가 원자료 공개를 통한 다각적 연구 수행은 객관적 데이터
에 의한 교육정책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함
□ 국가 수준의 체계적인 학생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 대규모 평가 자료 활용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체계적인 데이
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의 계획 및 설계를 보완해 나가는 체제를 갖
출 필요가 있음
- 학생 단위 데이터 관리
- 학생 개개인의 향상도를 판단하기 위한 수직 척도 점수 제공
-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맥락변인 체계 정비 등
□ 대규모 평가 자료 활용 모형 구안 및 현장적용 실천 방안 마련
○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시행, 영어능력평가시험 등 국가수준의 대규모 평가 결과
에 대한 최적 활용모형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현장적용 실천방안 수립
- 국가 차원에서 학생의 성취수준과 함께 학교 교육의 성과를 진단하고 교육정책
의 방향과 교육청 지원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음
- 교육청은 국가에서 수립한 학력향상 지원정책의 세부방안을 수립하여 지역 내
학교에 재정적 지원과 특별 프로그램을 적용함
- 학교는 개별 학생의 성취영역 정보를 파악하고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수준별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음
-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전문가 집단에서는 공개된 교육정보를 통해 제시한 교육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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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신교육체제로의 개혁을 도모한
5․31 교육개혁안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학습자 중심의 교육 등과 같이 우
리 교육의 지향에 일대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온 획기적 방안이었다고 할 수 있음
□ 5․31 교육개혁안에 제안된 방안과 과제들이 모두 순조롭게 실현된 것만은 아니
겠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적어도 교육과정․교수학습․교육평가 부문
에서는 문민정부에서 현 MB 정부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 방향 속에서 개혁
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교육과정 부문의 경우,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 교육과정 운
영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수준별 교육과정과 수업, 고교 선택 교육과정, 재량
활동 등 학습자와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이 확산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배려와 나
눔의 공동체 의식을 지닌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초․중등 교육과정의 설
계와 운영이 더욱 강화될 전망임
□ 교수학습 부문의 경우, 5․31 교육개혁안의 불씨를 당긴 열린교육 확산 및 학교교
육의 핵심으로서 수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교실수업 개선 노력이 교수학습센터
운영과 더불어 활성화되어 왔고, 최근 들어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방법 개발․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향후 이러한 방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
이며 특히 ‘교사-학생이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자’로 자리매김하는 학습공동체
로서 학교, 교실 학습이 강조될 전망임
□ 교육평가 부문의 경우, 교육과정․교수학습 부문의 개혁과 동일선상에서 수준별
평가와 수행평가를 통한 학습자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평가, 창의․인성
교육을 뒷받침하는 평가 방식 등이 도입되었지만 ‘객관성의 신화’에 매몰되어 그
꽃을 피우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았음. 하지만 최근 들어 5․31 교육개혁안에
제시되었던 학생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종합적․전문적 평가체제 구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더욱 내실 있는 평가체제로 정착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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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지식기반사회와 세계화의 진전이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5․31 교육개혁
안의 대전제인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개혁의 방향은 미래 우리 교
육에서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전망됨. 성공적인 개혁은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사
람의 변화를 요구함. 따라서 정책 결정자-정책 집행자-정책 연구자-정책 대상자 간
의 상호소통, 공감대 형성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개혁은 우리 교
육을 보다 선진화된 교육으로 나아가게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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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3

진로교육과 평생직업교육훈련의 미래
권 대 봉 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Ⅰ. 진로교육 1)
1. 문제제기
□ 진로교육은 학교교육의 본원적 기능으로서 학교혁신 차원에서 진로교육 개선 필요성
대두
○ 대학입시 중심으로 편성․운영되는 교육과정을 창의적 실용적 교육과정으로 혁신
할 필요가 있음
* 전통적인 듀얼시스템에서 종합학교 체제로 학제를 개편한 핀란드는 학교교육의 다양성
을 지탱하는 주된 기제로 진로상담 기능을 강화함

○ 개인 측면에서 능력과 적성에 관계없는 무분별한 대학 진학 지양 필요
- 최근 고졸자의 대학진학률은 감소하는 추세
<표 1> 고교졸업자의 고등교육 진학률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일반계고
→ 고등교육

88.3

87.5

87.1

87.9

84.9

81.5

특성화고(舊전문계고)
→ 고등교육

67.6

68.6

71.5

72.9

73.5

71.1

1) 이 글은 2009년 본원 내부 보고자료(이지연 선임연구위원)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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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진학자의 경우 구직난, 전공-적성 불일치로 편입학․휴학, 4년제 대학 졸업후
폴리텍대/전문대 재입학 등 비용과 시간 낭비 예방 필요
- 입시준비의 결과로서 선택한 대학이 ‘좋은 대학’의 기대치에 미흡하거나 진로적
성에 맞지 않아 중퇴하는 학생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표 2>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의 중퇴율
중퇴율 = 당해년도 제적학생수/전년도 재적학생수×100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대학교

4.3

4.2

4.1

4.8

4.1

전문대

7.4

7.5

8.2

8.3

7.8

○ 기능인력부족과 입직자의 전공-직무 불일치로 인한 기업의 불만족 해소를 학교의
교육과정 혁신을 통하여 해결 필요
- 산업현장과 교육훈련과정의 불일치로 교육훈련 수요자(기업․학생)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 증대 및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비용 증가
*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에 평균 19.5개월, 1인당 6천8십8만원 소요(경총, 2008)

□ 진로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혁신 요구는 직업기술 교육 확대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 OECD와 EU는 개인 단위의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에서 나아가 국가 단위의 직업
기술교육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핵심수단으로서 진로교육의 위상을
강화
- 중학교 최종학년에 직업진로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는 공공정책으로서 학교 진로교육의 역할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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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교육의 현재
□ 진로교육을 위한 독립교과 ‘진로와 직업’의 제한적 운영
○ 진로교육을 독립교과를 통해 학습하는 장점이 있으나, 진로선택․정보탐색에 중
심을 두어 진로교육의 일부만을 제공
- 진로교육의 전제인 생애기초역량 교수학습으로 전환 필요
* 현재 ‘진로와 직업’ 교과는 고2～고3 시기의 선택과목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고1의 교과
재량활동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음. 중학교 교육과정에의 ‘진로와 직업’ 교과는 2009 개
정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으로 신설되었으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관련 독립교과는
편제되지 않음
* 채택률: 일반계고 50.5%, 전문계고 44.0%(2008, 직능원)

○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진로발달수준에 따른 학년군․학교급간 계열성(sequence)
과 통합성(integration) 확대 필요
* ‘진로와 직업’(시․도교육감 인정도서) 2008년 현재 19종(초등 4종, 중 6종, 고 9종) 교과
서의 지속적인 개정 및 보완 작업 필요

○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에게 ‘진로와 직업’을 할당함으로써 교과 운영의 효과성 저하
□ 특별․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할당 시간의 부족
○ 특별․재량활동에 할애하는 범교과 학습영역이 다양하여

진로교육에 할당되는

시간이 절대 부족
* 현 연간 수업시간 대비 특별․재량활동 시간은 평균 14.1%에 불과
* 국가 교육과정에 명시된 범교과 학습주제는 7차 교육과정 16가지→2007 개정 교육과정
35가지→2009 개정 교육과정 38가지로 확장하고 있어 실질적인 범교과 학습주제로써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

○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가 확대되어 적극 활용할 수 있으나,
체험 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절대 부족
- 직업체험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부족하고 학습결과가 학습성과로 연계되지 못
하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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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실생활에 필요한 진로개발 역량습득보다 지식습득의 학업성과를 우선하는
가치가 팽배한 상황
○ 학생 대다수(81%이상)의 진로경로가 대학진학인 상황에서 학교는 학생의 개인차․
다양성에 대한 합리적 대응 능력이 부족
- 개별학생의 진로희망과 무관한 다수 교과 암기가 대학입시와 밀접한 상황
* '입시 성적'을 위한 지식 습득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시험성적 향상과 관련이 없는 교
육활동은 부분화․형식화․주변화 되어 교육활동으로부터 소외되며, 시험성적을 올리기
위해 수면시간과 운동시간을 줄이면서까지 많은 시간을 공부에 할애

(시간:분)

요일별· 학교급별 학습시간
4:12
2:34

1:31
3:06

일요일

5:58

4:08

7:49

9:04

초등학생

중학생

토요일

1:20
1:39

10:47

평일

4:37

고등학생

대학생 이상

[그림 1] 학생의 학습시간(2009년)
자료: 통계청(2010). 200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 국가 수준의 강력한 진로교육 추진 리더십과 정책 역량 발휘 필요
○ 다양한 부처․기관의 진로교육 업무가 수행되나, 부처간 유사 업무를 조정․총괄
하는 범부처적 협의체가 부재
* 2006년 9개 부처 공동 ｢평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 계획안｣ 입안, 이후 부처 통합․구조
조정 등으로 추진 동력이 모호
* ‘국가진로교육전문위원회’ 폐지(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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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진로-일’ 상호연계를 지원하는 교육과정 활성화 유도
○ 진로상담․지도, 체험학습․진로특강 등 학교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나 단순․일회
적 행사로 각 활동이 학생의 진로선택․준비와의 연계 미흡
* 전체 진로교육 운영 방법 중 상담 및 지도가 52.5%, 교과활동은 30.9%, 체험중심 학습은
7.1%(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이나 각각의 상호연계를 위한 접촉점(contact point) 부재

○ 학생 진로고민에 대한 심층상담 활동 미흡, 비체계적인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성 부족 등 진로교육의 성과 미미
- 이러한 현상은 교과교육과 진로교육의 분리를 가속화
□ 진로교육 담당 교사의 양성체계 부실로 전문성 취약
○ 초․중등 진로교육 전담 인력의 양적 부족과 함께 전문성을 갖춘 인재 유인 체계
필요
- 진로상담부장: 단위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치중
- 전문상담교사: 2010년 현재 883명이 배치(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576명).
학생상담 중심의 역할수행으로 학생의 진로교육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구조
○ 진로교육 담당 전문인력의 ‘자격-양성-활용-재교육’ 체제 확립 필요
- 국가자격의 ‘직업상담사’ 혹은 ‘전문상담교사’ 검정체계와 양성된 자격취득자의
활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등교육단계에서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필요
* 교원양성과정의 진로교육 관련 교과 개설 현황(2009년 기준)
․ 교육대학: 5개 대학 27개 학과(전체 교육대학 학과의 15.9%)에서 28개 교과 개설
․ 사범대학: 15개 대학 48개 학과(전체 사범대학 학과의 12.8%)에서 50개 교과개설
․ 일반대학 교육과: 2개 대학 2개 학과(전체 교육과의 1.7%)에서 2개 교과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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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교육․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국가의 사회정책 핵심 요소로
진로교육의 순기능이 강화되도록 ‘교과통합 진로교육*’의 실천과 보급이 긴요한 시점
* ‘교과통합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내용을 필수교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교과서에 수록하여 교과와 진로교육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교육과정

3. 진로교육의 미래

◦ 중등 단계 필수 학습영역으로 진로교육이 포함되도록 국가교육과정에 제시
◦ ｢학습-진로-일｣ 연계를 지원하는 교육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필수교과서 집필지침에 명기하고 ｢교과통합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
◦ ｢교과통합 학습자원 센터｣ 운영을 통한 지속적 R&D 보급․확산
◦ 모든 교사의 진로교육 전문성 함양을 통한 학생의 학습 수월성 제고

□ 중등 단계 국가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을 필수 학습영역으로 제시
* 덴마크는 의무교육기간의 교육과정 중 범교과 필수영역으로 도로안전, 보건․성․가족
교육, 교육․직업․노동시장 입문이 포함
* 우리나라 교사들이 중요시 하는 범교과 학습영역으로는 인성교육(69.9%), 환경교육
(48.7%), 성교육(39.6%), 진로교육(36.6%), 민주시민교육(34.6%)의 순(2009,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표 3> 덴마크 의무교육기간의 교육과정
영역

분야
인문학
(humanity)

독립교과
영역

실용 및 창조
(practical & creative)
과학
(science)

범교과
필수영역
자료: Danish Ministry of Education(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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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
◦
◦
◦
◦
◦
◦
◦
◦
◦
◦

덴마크어
◦ 영어
종교학
◦ 역사
사회
체육
◦ 음악
미술
◦ 실과
수학
◦ 자연과학
지리
◦ 생물
물리/화학
도로 안전
보건교육․성교육․가족교육
교육․직업․노동시장 입문(educational, vocational,
and labour market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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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통합 진로교육｣의 명료한 지침 마련
○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진로교육 내용을 국가-지방-학교수준의 구체적 지침으
로 개선하고 교과서 편찬 시, 관련 지침이 반영하도록 전략적 접근을 강구.
* 국가수준 교육과정: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의 반영, 지방수준 교육과정: 시․도교육
청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마련, 학교수준 교육과정: 단위학교 학교교육 및 교육과정
계획 반영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단위학교의 ‘교과통합 진로교육’
정착 토대 마련
○ ‘교과통합 진로교육’ 현장성 증진
- ‘중앙 집중적 의사결정’구조에서 진로교육의 수요자(산업체) 및 학습자의 ‘참여
적’ 의사결정 구조 전환
- 지역과 학교의 여건․필요에 따른 자체적 편성․운영 허용
□ ‘교과통합 학습자원 센터’ 운영을 통한 우수 자료개발․보급․확산
○ ‘교과통합 진로교육’에 대한 지속적 R&D로 학습자료 개발․보급․확산
- 학교급․교과(군)간 교수․학습자료 및 진로교육핸드북(매뉴얼) 개발
- 수업동기를 촉진하는 다양한 미디어 자료(동영상, 플래쉬, 애니메이션) 개발
- 교과군별 연계된 진로개발 역량간의 규준(standard) 개발
- 체험중심적․자기주도적 ‘교과통합 진로교육’ 교수․학습방법 기술 개발
□ 교원 양성과정과 재교육과정에 ‘진로와 직업’ 교과 필수 이수
○ 교원양성과정에 ‘진로와 직업‘을 필수교과로 운영하고 진로교육 전문성이 전 교사
의 핵심 역량이 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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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지원체제 확보
○ ｢교과통합 진로교육｣ 법적 근거 확보 필요
- 교육기본법(제3장 교육의 진흥),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
조(학생의 진로지도)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진로지도시책)에 ‘교과통합 진로교
육’ 법적 근거 확보
- 평생교육법에 ‘교과통합 진로교육’ 운영 지침 명시
○ ‘교과통합 진로교육’ 연구학교 타당성 검증 후 모든 학교로 적용 확대
♧ ｢교과통합 진로교육｣ 외국 사례
○ ｢교과통합 진로교육｣ 진로교육 운영 국가 :
-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핀란드, 덴마크 등
○ ｢교과통합 진로교육｣ 법령 직접 명시 국가
- 덴마크 Folkeskole Act(범교과통합 필수 주제로서 진로교육 반드시 포함)
- 미국 Carl D. Perkins IV Act (예산확보, 교과통합 진로․기술교육을 위한 인문진
로 규준․역량 추출․상세 가이드라인 제공, 학습자원센터 운영 등)
○ ｢교과통합 진로교육｣ 성공 사례
- 미국 플로리다주 Career Connection, 오하이오주 Standard First, 워싱턴 주
I-CANS(Integrated Curriculum for Achieving Necessary Skills) 등
○ ｢교과통합 진로교육｣ 지원 체제의 공통점
- 강력한 법령 근거에 의한 예산지원 및 학습자원센터 운영
- 인문영역과 진로영역의 규준 개발을 위한 지속적 R&D
* 플로리다 Sunshine state Standards, 오하이오 ITAC(Integrated Technical & Academic Competencies),
텍사스 TEKS(Texas Essential Knowledge and Skills in Career & Technology areas) 등

- 통합교과과정 지침 개발
- 자율적 통합 교과과정 운영 및 수업자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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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학교․산업체․지역사회 등 親 ‘교과통합 진로교육’ 문화 정착
○ 자녀 진로지도를 위한 학부모 대상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강화
- 시․도교육청, 학교 주관의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 학부모 대상으로 학교 교과학습과 자녀 생애의 관련성을 교육
○ 학교 진로체험 기회 확대, 학습성과 인정 시스템 운영
- 각 교과와 연계된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 및 대입 가산점 인정
- 체험에 기초한 학생의 진로성취․진로의지가 대학입학사정관의 주요 판단 요인
이 될수 있도록 홍보 강화
- 매년 5월 ‘직업세계 체험주간’(교육과학기술부 주관)에 관련 교과별 활동이 연계
되도록 설계 강화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내실화
- 학기․방학 중 진로․직업체험 참여를 수업이수 또는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추진
-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학생의 건전한 일 가치 및 직업의식을 고취시키고 학교 교
과학습과 진로선택․준비가 상호 통합되도록 학교 안․밖의 지원
* 외국 사례: Career Start Week(5일, 일본), 일터로 자녀 데려가는 날(미국), 전환학년 제도
(아일랜드), Job Shadowing 프로그램(미국, 캐나다), Occupational Work Experience 프로그
램(미국)
* 아일랜드의 전환학년(transition year) 제도: 중학교→고등학교 진학 후(고1) 1년 동안 원하
는 직업․기관에서 직업체험, 봉사, 회사운영 등을 경험하는 필수 학년 제도

○ 진로교육 공급자․수요자로서의 기업체 요구 수렴 제도화
- ‘교과통합 진로교육’ 자료개발 시, 기업체 목소리를 경청하는 채널 마련
-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미래직업
세계가 요구하는 새로운 역량과 교과의 연계성을 개발하는 워크숍․세미나, 직업
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 우수 참여 기업에 대한 포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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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 기업 구인난과 청년층 구직난 해소에 근원적으로 기여
○ 진로교육 활성화로 과도한 대학 진학 억제
○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선택으로 직업기술교육 확대
□ 교과와 진로개발 역량 통합으로 창의적․실용적 교육 확대
○ 실생활 유용 역량 및 기술 습득을 우선하여 학습동기 증진, 학업 성취도 제고
○ 수동적․피상적․단기적 학습효과 대신 적극적․실제적․장기적 학습효과의 성취
가능하여 알차고 흥미로운 교육과정 실천
□ 학교 안 ‘교과’와 학교 밖 ‘삶’간의 통합적 시각 함양
○ 단일 교과목표를 넘어 학생의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생애에 대한 학습 맥락이 확
장되어 학습자의 통합적 시각 함양
○ 암기 위주의 지식 이해와 습득 중심에서 지역사회․직업현장의 일 맥락과 연계된
학습으로 전환 유도
□ 親-진로교육 문화 조성
○ 교과와 분리된 진로교육에서 교과와 통합된 ‘가정-학교-산업체-지역사회’ 동참의
교수-학습방법으로 親진로교육 문화 조성
○ 학생은 본인의 진로적성에 기초한 직업선택과 준비를, 사회는 진로개발역량 소유
자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사회적 비효율 완화
- 교육과 노동시장의 양적․질적 불일치 완화로 개인․사회적 비효율 해소
- 대학 진학 보다 개인차(진로적성․진로목표․진로열망)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
회분위기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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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생직업교육훈련2)
1. 문제제기
□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부진 현상이 지속
○ 최근 전반적 고용 사정 부진 속에서 저학력․저소득 취약계층의 고용 사정 악화가
두드러짐
- 중졸 이하 저학력 취업자 4,755천명․실업자 162천명(2010년 3월), 저소득 취업자
약 5백만 명 추정(2009년 현재,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취업자)
○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참여도 타 계층에 비해 부진
- 직업교육훈련 참여 비중 대졸 28.2% vs. 중졸 이하 7.9%, 상용 46.2% vs. 일용
5.6%(‘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09년 8월)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한정할 경우 격차 크기가 줄어드나 여전히 취약계층의
직업교육훈련 격차가 존재
<표 4>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 참여율(%)
구분

학력별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전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졸이하

7.9

25.6

고졸

17.1

30.5

대졸

28.2

34.9

상용

42.6

37.9

임시

18.2

20.5

일용

5.6

19.9

자료: 통계청(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시자료.

2) 이 글은 2010년 본원 내부 보고자료(최영섭 연구위원)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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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학력층의 교육훈련 참여가 EU회원국 평균보다 모두 부진
- 중졸 이하 직업교육훈련 참여율 7.9%로 EU 평균(16.3%)의 절반 이하
* 스웨덴․핀란드․영국 등의 중졸 이하 참여율이 우리나라 고졸 참여율(17.1%)과 유사

- 조사기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취약계층의 교육훈련이 주요 국가에 비
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진
* 조사기준: 한국 임금근로자․직업교육훈련, EU 전체 성인․전체 교육훈련
<표 5> EU-25의 교육훈련 참여율
(단위: %)

구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스웨덴

52.1

69.1

84.6

노르웨이

35.7

48.2

66.3

핀란드

33.6

46.3

69.4

영국

28.1

42.5

50.7

네델란드

23.7

40.5

61.0

EU(25개국) 평균

16.3

33.3

52.8

주: 정규 및 비정규 교육훈련 참여 모두 포함, 2010년 4월 현재 최신 자료임.
자료: Eurostat(2008). Adult Education Survey.

○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 직업능력개발 정책 추진이 긴요
-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제도 개선 등이 시도되고 있으나, 여전히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제도적 제약들이 존재
- 특히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알선․연계해 주는 상담 인프라
가 취약하여 효과적 훈련 참여 유도에 한계

2. 평생직업교육훈련의 현재
□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개인 주도 훈련 지원 중심으로 실시
○ 정부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사업주를 통한 지원과, 근로자․실업자 개인
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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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지원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훈련을 시킬 경우 정부가 지원, 특히 중
소기업 훈련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특화 사업도 실시하고 있음
- 사업주 주도 훈련에서는 훈련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가 선별 참여
하므로 취약계층의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
○ 개인 지원은 근로자․실업자 개인이 훈련에 참여할 경우 비용 지원
- 재직 근로자는 근로자수강지원금․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실업자는 직업능력개
발계좌제(ETPL)․국비 무료 훈련 방식으로 개인에 대해 직접 지원
* 훈련 기간 중 훈련 참여 유도 및 생계 보조를 위해 실업자에 대해서는 훈련 수당(식비․
교통비) 지급, 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도 2009년부터 실시 중

- 훈련 참여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실업자 등의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하여
취약계층의 훈련 기회 확대에 기여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 계층 존재
○ 대표적 개인 지원 사업인 수강지원금 훈련 참여자 분석 결과, 사업주 훈련에 비해
여성․단순직 근로자의 참여 가능성이 더 높음(직능원, 2009.12)
- 그러나 수강지원금 훈련도 고학력 계층이 주로 활용하여 훈련 자체를 어려워하는
미숙련 계층의 훈련 확대에는 크게 도움 되지 않는 상황
* 고용보험 가입자 중 대졸자는 28.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강지원금 훈련 참여자 중
대졸자는 37.6%로 대졸자의 수강지원금 훈련 참여 가능성이 여타 계층에 비해 높음
<표 6> 전체 근로자와 수강지원금 참여자의 교육수준별 분포
(단위: %)

구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이상
전체

전체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11.1
37.6
18.6
28.7
4.0
100.0

전체
21.9
40.2
11.8
22.4
3.6
100.0

수강지원금 훈련 참여자
2.9
35.3
22.4
37.6
1.8
100.0

자료: 통계청(2009. 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고용노동부(2009), HRD-net.

197❚

2010년 5․31 교육개혁 평가 및 미래교육 비전 심포지엄

○ 취약계층 대상 집중 지원 서비스의 규모가 제한적
- 2009년 이후 심층상담-직업훈련-집중구직서비스가 통합된 ’저소득층 취업 지원
패키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2010년 2만명 수준에 그침
- 중졸 이하 실업자 16만2천명(‘10. 3월) 및 저소득 취업자 규모를 고려하면 실제 취
약계층의 처우 개선 효과는 제한적
□ 제도적 맹점과 사회적 인프라의 부족이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부진의 원인
○ 직업능력개발 사업별 사업 대상 구획으로 인한 제도 활용상 제약
- 고용보험 가입 재직 근로자․전직 실업자는 고용보험 회계, 고용보험 가입 경력
없는 신규 실업자 등은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활용
- 또한 지원 사업별로 취업자․실업자의 경직적 지원 대상 구분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취약계층의 훈련 참여에 제약
- 실업 ↔ 취업(Ⅰ, Ⅱ ↔ Ⅲ, Ⅳ),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 ↔ 가입 취업(Ⅰ ↔ Ⅱ) 변
동이 잦은 취약계층의 경우 정부 지원의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미가입

취
업
자료: 통계청(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시자료.

Ⅱ
지원 단절

지원 단절

Ⅲ

Ⅰ

자

지원 중단

지원 중단

지원 중단

실

Ⅳ

업

자

지원 실시
*지원 중단: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단절: 사업 대상 변경으로 지원이 단절됨
[그림 2] 고용보험 가입․취업여부별 지원 현황 및 정부 지원 중단/단절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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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업자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현재 정부 지원 실업자 훈련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무직자에 한정, 영세자영자는
임금근로자 취업을 전제로 직업 능력개발계좌제 참여 가능
* 영세자영자 지원대상자: 연간 매출액 80백만 원 이하(2010년 말 한시)

- 그러나 근로 여건이 취약한 임시직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은 현재 일자리가 있
다는 이유로 실업자 훈련 참여 불가능
* 고용보험 가입 비정규직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고용보험 미가
입 비정규직은 여기에서도 제외
* 실업자 훈련 기간 중 생계비 대부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상환 부담을 감안하여 저임
금 아르바이트 일자리라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선호

○ 직업훈련 참여에 소극적인 계층에 대한 훈련 참여 유도 제도 마련 필요
- 현재 정부 지원은 교육훈련에 적극적인 집단이 먼저 교육훈련에 참여하거나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한정된 재정 지원 방식
- 그러나 객관적으로 훈련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훈련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은 계층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
- 제도적 지원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제도 이용이 제한
○ 공공 취업 지원과 기타 취약계층 지원 인프라의 연계 필요
- 취업과 연계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공공 취업 지원 인프라가 주요 선진국에 비
해 크게 부족
* 국가고용서비스 인프라 현황: 한국 82개소 2,859명('08년), 독일 851개소 9만 명, 영국
1,144개소 7만4천명, 일본 639개소 1만8천명(OECD, 2005 고용전망보고서)
* 2007년 기준 GDP 대비 공공고용서비스(PES) 투자율이 OECD 회원국 평균에 1/5에 불과
(OECD, 2009 고용전망보고서): 한국 0.03, 영국 0.28, 덴마크 0.28, 독일 0.27, 스웨덴 0.21,
OECD 평균 0.15

- 또한 취약계층과 접촉 기회가 많은 사회복지사 등의 경우에도 취업 지원이나 직
업훈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취업․훈련 상담 등은 실시 못함
○ 성인 대상 전문 훈련 상담 인력의 양적 확대 및 전문성 향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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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훈련 상담 인력은 2009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 사업 확대에 따라 채용
된 계약직 상담 인력 300명 운용 중
* 이들 중 상담 경력자 16.4%에 불과, 상당수 기업 경력자 차지(40%)
* 상담 관련 체계적 연수 등도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에 투입

- 외국의 경우 장기간의 전문적 직업․훈련 상담 인력 양성 과정을 거쳐 현업에 투입
<표 7> 훈련 상담 인력의 경력 유형별 분포(2009년)
(단위: 명, %)

경력

공무원

교사․훈련

기업

상담

기타

상담원
(비중)

61
(20.5)

51
(17.0)

131
(43.8)

49
(16.4)

7
(2.3)

<독일 직업상담사 양성 과정>
○ 실업자 대상 훈련 상담 업무는 Mannheim 대학의 연방고용청 학위 과정을 거친
직업상담사가 담당
- 2006년 9월 이후 연방고용청(Bundesanstalt fur Arbeiter)의 노동시장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규 학사 학위 운영
* 학위 과정 동안 연방고용청과 기간제 고용 계약 체결, 학위 취득 후 정식 채용

- 1년 3학기제 운영으로 3년 이내에 정규 학사 학위를 취득

○ 효과적 훈련 상담에 필요한 일자리․훈련 관련 정보 인프라 정비 필요
- 고용노동부 직업정보시스템(KNOW)에 수록된 직업은 약 700개(‘10년)로 외국에
비해 내용 및 범위가 제한적
* 독일의 훈련 상담 정보 인프라인 BerufeNet에 수록된 직업은 2010년 1월 현재 3,100개이며,
동영상 자료 등을 포함하여 매월 갱신

- 일자리 및 훈련 관련 상담이 고용지원센터의 상담 창구에서만 이뤄져 취약계층
의 수시 상담 수요 대응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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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성인 대상 경력 개발․훈련 상담 인프라 운영
○ 경력 개발․훈련 상담은 전화상담(Career Advice Service), 대면 상담(Nextstep), 웹
기반 상담(Skills Accounts) 등 세 가지로 운영
- 전화 상담 서비스로 매년 정보 요청 12백만건․전화/이메일 상담 9십만건 실시,
대면 상담 서비스로 약 35만 건 상담 실시 등
- 상담자의 1/3이 실제 교육훈련에 참여, 상담자의 1/5이 실제 일자리를 찾는 성과
○ 2010년 하반기 이후 Adult Advancement and Career Service(AACS)로 통합 예정
- 모든 성인 대상으로 ‘원스톱의 일관된 경력개발․교육훈련 상담 서비스 제공’ 목표

3. 평생직업교육훈련의 미래

○ 끊김없는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 방식 도입
- 재정원천별, 취업여부별 사업 대상 구분을 없애고 취약계층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실시
○ 취약계층 훈련 참여 유도를 위한 상담․정보 인프라 확충
- 취약계층의 잠재적 훈련 수요를 현재화시킬 수 있는 상담 기능 강화
○ 취업 지원 패키지의 지원 대상 확대
- 심층 상담․집중 훈련 지원이 필요한 모든 계층에 대해 취업 지원 패키지를 적
용, 사업의 사회 통합 기능을 제고

□ 개인 훈련 지원에 통합 지원 방식의 도입
○ (통합)‘직업능력개발카드’를 통해 개인 주도 훈련에 대한 통합 지원 실시
- 일반회계․고용보험의 재원별, 실업자․취업자의 취업 여부별 사업 대상 구분을
폐지하고, 개인 대상 지원을 ‘직업능력개발카드’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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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직업능력개발카드’를 통해 각 개인은 취업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
* 단 취업자의 경제적 처지가 상대적으로 양호함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DB 등을 통해 취
업 후 소득 수준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정부 지원 수준을 조절

- 정부의 재정 원천별 관리는 사업 단위 관리 방식을 탈피하고, 참여자 취업 상태
등에 대한 행정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정부 내부적으로 관리
○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실시
-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도 ‘직업능력개발카드제’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고용보
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
- 이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고용보험의 활용범위가 가입자에 한정되는 점을 고려하
여 일반회계에서 조달
□ 내실있는 훈련 상담을 위한 상담․정보 인프라 확충
○ 일자리․훈련 관련 정보 콘텐츠의 확충 및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 지역별 일자리 수요 및 일자리와 훈련 직종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한 정보 콘텐츠
확충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
* 고용노동부 직업정보시스템(KNOW) 수록 직업 정보를 최소 1천개 이상 직업으로 대폭
확충, 갱신 주기도 최소 1년 주기로 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

- 통합 정보 조회 및 제공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부처별 관련 정보망의 통합․연계
및 실시간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DB 수록 내용도 대폭 충실화
- 특히 지원 대상자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을 위해 국세청 소득 정보에
대한 실시간 조회 시스템을 구축, 운영
* 상담 현장에서 조회 여부 동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
* 현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는 차상위 계층까지만 데이터가 관리되어 지원 대상 확인에
한계

○ 민간 및 관련 업무 종사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훈련 상담 기능 강화
- 고용지원센터 구직 등록 과정에서 간이 훈련 필요성 검사를 신설하고, 동 검사
결과에 따라 실제 훈련 상담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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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Skills Accounts Self-Test: 개인의 Skills과 Interests에 대한 온라인 자기 진단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검사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훈련 분야 등을 안내

- 고용지원센터 훈련 상담 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 HR 전문 기업에 대한 아웃소싱,
고용지원센터의 전문 훈련 상담 인력 확충 등 추진
- 사회복지사․평생교육사 등에 일자리․훈련 관련 초기 상담 기능을 부여하고, 심
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 유도
* 이를 위해 지역별로 사회복지사 등 대상의 정기 일자리․훈련 정보 워크숍 개최, 업무
매뉴얼 개발․보급 등 추진

- 지역별로 심층 심리․의료 상담을 담당하는 심리․의료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를 제공
○ 직업․훈련 상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별 교육과정 운영
- 독일의 직업상담사 양성과정 사례 등을 참고하여 직업․훈련 상담원 전문성 확보
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 개설, 운영
* 현재 서울대에서 운영 중인 직업상담 전문가 과정의 확대 및 과정 수료자에 대한 특별
채용 등 추진

- 민간의 직업․훈련 상담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을 통해 민간
직업․훈련 상담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추진
□ 집중 훈련․취업 지원 서비스의 대상 확대
○ 저소득층 취업 지원 패키지 사업의 지원 대상 개편
- 기존 사업 대상인 저소득층 외에 집중 상담 및 장기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모
든 구직자에 대해 취업 지원 패키지 사업 참여를 허용
* 중년 사무직 퇴직자의 경우 퇴직 후 심리적 불안정에 대한 심리 상담, 장기간 전직 훈련
이 필요하나, 현재는 높은 과거 소득․자산 수준으로 인해 집중 상담 등에서 제외
*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태에서 중년 퇴직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
어 이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

- 이에 따라 취업 지원 패키지 사업을 저소득층 외에 심층 일자리․훈련 집중 지원
이 필요한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고, 대신 소득 수준․훈련 필요성 여부 등에 따
라 지원 내용을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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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은 무료 훈련 외에 훈련기간 중 생계 보조를 위해 훈련수당․생계비 대부 확대,
중산층 이상 참여자에 대해서는 일부 비용을 자기 부담토록 유도

○ 취업 지원 패키지 사업의 규모를 연차별로 대폭 확대
- 취업 및 훈련 상담 인프라 확충과 연계하여 취업 지원 패키지 서비스가 전체 구
직자 대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
* 미국, 독일 등 취업 지원 시스템이 발달된 국가들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취업 지원 패
키지와 같은 집중 취업․훈련 지원 서비스가 보편화

- 현재 연간 20천명 수준의 취업 지원 패키지 사업 규모를 매년 최소 100% 이상 확
대, 집중 취업․훈련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
* ‘10. 2월 1달 동안 고용지원센터 방문 신규 구직자 141천명, 이 중 고졸 이하 약 70% 차지

□ 사회통합을 위한 취업 취약계층 인력정책 조기경보체제 구축
○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통한 기초 통계 생성․관리 시스템 구축
- 기초 통계를 바탕으로 실업과 취업을 함께 고려하는 주기적인 인력수급전망 실시
- 기초 통계를 바탕으로 사회불안 계층의 직업능력개발과 직업능력 인증제의 연계
하는 취업촉진 기반 마련
○ 직업능력개발 취약계층(고용보험 혜택이 없는 실업자, 노숙인 등)을 지원하기 위
한 특별지원센터를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2009년말 현재 81개소)에 설치하고,
230개 기초 자치단체별로 확대 운영 필요

4. 기대효과
○ 취약계층 훈련에 대한 ‘끊김없는 지원’(seamless support) 기반 구축
- 재정 지원 사업 통합을 통해 취업과 실업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훈련 중에도 생
계 유지를 위해 일자리를 유지해야 하는 취약계층의 안정적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기반을 구축
* 재정 지원 통합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 소요는 489억원(기존 지원금 852억원)으로 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오지 않으며 친서민 정책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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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에 소극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 유도 인프라 구축
- 객관적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취약계층에 대해 본인의 소극적 태도를 극복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 통합 기회를 제공
○ 심층 상담을 거쳐 직업훈련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훈련 효과성 제고
- 개인의 적성․일자리 가능성을 고려하여 훈련 참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훈련
참여자의 만족도 및 향후 취업 가능성 제고에 기여
○ 고용과 훈련 정책의 실질적 연계성 강화 및 친서민 정책 효과 제고
- 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고르게 집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훈련 이후 취업
가능성을 높여 친서민 정책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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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4

디지털 사회를 향한 미래 학교의 비전
천 세 영 원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Ⅰ. 서 론
정보사회의 도래는 우리 일상의 급속한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사회 각 분야
에서 약진하고 있는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의 등장은 우리 사회의 의사소통 구
조와 지식의 형태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인터넷 보급의 확대에 따라 인적․사회적 네
트워크의 형태는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개개인의 참여와 협업에 기반을 둔 집단지성은
사회적 생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환경 변화는 교육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양
질의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근대의 학교제도가 정립되었듯이, 정보사회
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 산업사
회의 학교 및 교육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관심은 15년 전인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의 ‘5․31 교육개혁안’을
통해 구체화 된 바 있다. 특히 ‘5․31 교육개혁안’에서는 교육정보화를 교육개혁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언급하였다.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정보화를 ‘기존 교육의 틀과 방식은
물론 관련법과 관행, 나아가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정보화 사회에 맞게 재조정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으로 명시하였다. 정부는 교육개혁안 발표 이후 교육정보화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하여 교육과 정보화를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다.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이하 교육과학기술부로 기술)는 5․31 교육개혁안
발표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1996년부터 5년 단위로 교육정보화 발
전방안을 수립하였으며, 현재는 4단계 째의 교육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
서는 5. 31 교육개혁안 발표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정보화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미래 교육의 발전 동력으로서의 교육정보화의 미래에 대해 조망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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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육정보화 추진 동향
1. 우리나라 교육정보화의 주요 성과
1995년부터 4차에 걸쳐 성안된 교육개혁안의 내용 중 교육정보화에 관련된 내용은
1996년 8월 20일에 발표된 3차 개혁안에 집대성 되어 제시되었다. 이 안은 장기적으로
정보기술활용교육의 도입 및 환경구축, 학교정보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소외지역에 대
한 정보기술 관련 교육환경의 정비, 학교 도서관의 멀티미디어화, 지역 교육정보지원센
터의 지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기본계획의 정신 하에 교육과학기술부
는 교육에서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지금까지 추진하
고 있다.
먼저 정부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한 1단계 교육정보화 종합발전방안을 통해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체제 및 인프라․제도적 측면에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
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교육․학술정보화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정비하였다. 1996
년도에 학술진흥재단 산하에 첨단학술정보센터를 설립하고, 1997년에는 한국교육개발
원 산하에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이 두 개의 기관은 1999년도에 한국
교육학술정보원으로 통합되어 본격적인 교육정보화 추진을 위한 조직기반을 갖추게 되
었다. 둘째, 주요 교육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개통하고, 위성 교육방송을 개국하였다.
1996년에 국가교육정보 포털 서비스인 에듀넷을 개통하였고, 1997년도에는 학술정보서
비스(RISS)를 개통하였다. 또한 나이스(NEIS)의 전신인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프로그
램과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1996년, 1997년에 각각 개발․보급하였다. 이와 함께
교원정보활용능력평가제(1999), 학교정보소양인증제,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 제정(2000), 전체 교원 1단계 정보화 연수완료(1997～2000) 등으로 학생 및 교
사의 정보소양능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세계적 수준의 교육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정보접근성을 강화하였다. 전국 모든 교원에게 PC를 지급하고, 모든
학교에 인터넷 및 교단선진화 기기를 보급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정보화 물적
기반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후 정부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ICT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시행된 ‘교육혁신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정보화종
합발전방안’의 주요 추진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단계 발전방안을 통해 구축된 인프
라를 기반으로 교수․학습활동에서 ICT활용 촉진하였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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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EBS 수능강의,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실시 등 교
육정보서비스의 고도화로 이러닝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 및 보편화를 이루었다는 점
이다. 또한 이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 등 현안 교육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적극적 전략
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셋째, 나이스의 고도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나이스 회계영역의 수기장부 폐지로, 회계장부가 58개에서 11개로 축소되
는 등 행정업무가 경감되고 나이스를 통한 민원처리로 국민들의 교육행정 만족도가 크
게 향상되었다. 넷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00년
부터 2005년도에 걸쳐 총 50만 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만6천 명의 저소
득층 자녀에게 PC를 지원하였고, 38만 명에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였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된 교육정보화 3단계 발전방안은 u-학습사회, 인재강국
구현을 목적으로 크게 4가지 방향에서 정책이 추진되었다. 첫째, 전 국민의 지식 창출
및 학습 역량 강화로 이러닝 기반의 교수․학습체제를 고도화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 내재화된 현장 중심의 교육정보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학습 환경의 유비쿼터스화를 통해 학습자 기반의 학습체제를 마련하고, 신기술의
교육적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전개하였다. 셋째, 교육정보화 글로
벌 리더로의 도약을 위해,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정책 및 사업 컨설팅 등 국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넷째, 지식정보격차 해소 및 안정성 강화로 저소득
층 및 장애우, 코시안 등에 대한 교육복지 차원의 정보화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작
년까지 추진해온 교육정보화의 단계별 추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단계별 교육정보화 발전 단계
구분

1단계(1996~2000)

2단계(2001~2005)

3단계(2006~2010)

목표

인프라 구축

ICT 활용 활성화

교육학술서비스의 선진화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을 ․교수학습활동에서 ICT활용 ․개인별 맞춤학습 지원
촉진 및 이러닝 보편화 ․유비쿼터스 기술의 활용
위한 안정적 기반 마련
추진방향
․세계수준의 교육정보화 ․고등교육 및 교육행정분야 ․고등 및 평생분야로 정
인프라 구축
정보화 체제 도입
보화외연 확대

초중등교 ․에듀넷 개통
육정보화 ․정보소양 기준 개발

․에듀넷 중심의 정보공유 ․웹 2.0 기반의 에듀넷 재
체제 운영
구조화
․사이버가정학습 등 이러 ․디지털교과서 활용 기반
닝 체제 활성화
마련
․학생 및 교원의 정보활용 ․표준, 정보윤리, 저작권
능력 개발
이슈 대응 강화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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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단계(1996~2000)

2단계(2001~2005)

3단계(2006~2010)

․글로벌 학술정보 유통체
․Library 2.0 기반의 RISS
제운영
재구조화
․대학 E-Campus 구축 본격화
․이러닝을 통한 대학 교수
․이러닝을 통한 대학 교수
학습 촉진 지원(KOCW)
학습 지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교육
․디지털 교육재정 시스템
프로그램 보급
행․재정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통
도입 등 교육행정 지원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보화
서비스 확대
개발 보급
고등교육 ․학술정보서비스(RISS)
및 학술 개통
정보화 ․E-Campus 구축 논의

세계화
교육학술
정보시스
템고도화

․개도국 PC 보급 지원

․이러닝 국제컨설팅
․지식서비스 해외 진출

․초중고 정보 물적기반 구 ․초중고 정보 물적 기반 ․물적기반 안정화
축(교원 1인 1PC, 학교인 고도화(학생 5인당 1PC, (침해사고 대응체제 구
터넷 연결, 교단선진화 멀티미디어 교실, 모둠 축,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
기자재 보급)
학습실 보급 등)
입 등)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0a) 재구성

한편 2010년도에는 4단계 계획으로 불리는 「교육과학기술정보화 기본계획」을 성안
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계획은 그동안의 정보화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인프라 중심의 정보화에서 소프트파워 중심의 정보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개별
사업 중심의 정보화에서 벗어나 소통과 융합의 정신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협력
하는 열린 정보화를 지향하고 있다.

2. 해외 교육정보화 정책 추진 현황: 미국과 일본의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최신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교육에 활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은
전 세계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최근 기술 수준의
급격한 발전과 혁신과 맞물려 정부 수준, 국가 간 협력, 국제기구, 민간을 넘어서 급속
히 확대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교육정보화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소개된 최신의 기술
동향과 함께 미국과 일본에서 올해 발표한 교육정보화 종합 계획에 대하여 살펴봄으로
써 기술과 교육의 정책 조화를 어떠한 식으로 추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 교육부는 지난 2010년 3월5일 국가교육기술계획(National Education Technology
Plan, 이하 NETP)을 발표하였다. NETP는 최신 기술을 동력으로 운용되는 21세기 학습
모델 추구하면서 학습, 평가, 교수, 인프라, 생산성을 5대 주제로 하여 이와 관련된 교육
의 핵심 목표와 권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비판적 사고, 복합적 문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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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협력,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등 21세기 기술 및 전문 지식들을 전 교과 내용으로
수렴하고, 학교의 평가시스템 재검토, 각종 데이터, 교과 내용, 자원 및 전문기술 등에
대한 교사들의 접근을 확대를 통한 연계 수업 모델(model of connected teaching)로의 전
환, 인프라의 확충, 신기술의 활용도 재고를 위한 교육과정 재설계 등의 내용이 포함되
어 있다.
이번 NETP의 발표와 관련하여 교육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이중
NETP와 오바마 행정부의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이하
ESEA)의 교육 목표의 부조화와 NETP 실행 예산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
부는 ESEA에서 특히 수학과 독해와 같은 핵심 과목의 성적을 중요시하고 있으나 NETP
는 교육의 창의적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미국 교육정책이 창의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데이터 기반의 교수 및 정책 결정 또한 강조하는 이중성을 가지게 되
었다고 평가하며 상반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
의론자들은 NETP에서 권장하는 초고속 또는 무선 프로그램을 갖추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학교들의 예산은 감소하고 있어 계획을 추진할 예산, 기금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계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찬성론
자들은 NETP를 통해 모든 어린이들이 각각의 환경에 적합한 높은 수준의 교육과 평가
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하였으며, 이번 NETP를 통해 미국의 교육정보화 수준
의 대폭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교육의 정보화가 어린이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
을 기르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고 간주하고 ‘교육정보화 비전’을 설정하였다. 교육
정보화는 ①정보교육(어린이의 정보 활용능력 육성), ②교과지도 시 ICT의 활용(ICT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이해도를 높이는 수업 실현), ③교무(敎務)정보화(교직원이 ICT를
활용한 정보 공유를 통해 더 세심한 지도를 하는 것, 교무부담의 경감) 등 3가지 측면에
서 교육의 질 향상을 지향한다. ‘교육정보화 비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들의 정보 활용능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①정보 활용의 실천력, ②정보
의 과학적 이해, ②정보사회에 참여하는 태도가 중요하며, 이 3가지를 연관 지어 균형
있게 익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교과서는 교사가 전자칠판을 통해 학
생들에게 보여주며 지도하기 위한 지도자용과 학생 개개인에게 배포되는 학습자용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발행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는 교원용이어서 개개인의 학습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해 학습 이력을 파악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학습자용 개발이 필요하다. 셋
째,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1인 당 1대의 정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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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를 보유해야 하며, 교사 역시 전자칠판과 프로젝터, 실물 투영기, 지상파 디지털
TV 등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현재 일
본의 학교 내 LAN 정비율은 81%, 광섬유 접속이 가능한 학교는 67%, 30Mbps 이상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학교는 66%에 그치는 등 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초고속 교내 무선 LAN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문부성에 따르면 ICT를 활용해 지도할 능력이 있는 교사(2010. 3월 말 기준)는
평균 60~70% 정도이며, 2009년도 중에 ICT 활용 지도력에 관한 연수를 수강한 교사는
19.2%에 불과하고 교사 능력의 지역 간 격차도 큰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는 인터넷을 활용한 이러닝 연수, 대면 연습을 중심으로 한 연수지도자 육성
등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밖에 교육정보화에 필요한 관리․평가체제를 구축하면서 총괄책임자인 교육
CIO(Chief Information Officer)를 교육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울러 교육
CIO가 교육․기술․행정 모든 분야에서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이다. 또한 교육적 노하우가 있는 퇴직 교사 또는 기술 능력이 있는 민간기업 퇴직자
등 외부 ICT 지원원(支援員)을 배치해 정보단말기 및 디지털기기의 결함, 정보통신 네
트워크의 장애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ICT 활용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여 모든 교사
가 혼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측면에서 교육
정보화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 제공, 조사 연구, 연수, 교무 정보화
사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과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종합적 추진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3. 차세대 정보기술의 발전 전망1)
정보 기술은 정보처리 기술, 정보수집 기술, 정보통신 기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
히 정보통신 기술은 정보기술의 세 요소 중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일반인
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
여 모바일 러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었다. 엠러닝(mobile learning) 이후에 더
욱 발전된 정보처리 기술과 정보수집 기술을 기반으로 유러닝(ubiquitous learning)이라는
학습자에 적응화되고 학습 환경에 최적화된 학습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이를 적절하게
1) 이 절의 원고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정광식 교수의 원고를 필자의 허락을 받아 전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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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학습자의 관계와 감성을 학습환경에 반영하는
스마트 러닝(smart learning)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 기술과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대
표되는 차세대 정보기술은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측면에(정보처리 기술, 정보수집 기술,
정보통신 기술)에서 어떻게 발전할 것이며, 이러한 정보 기술의 발전이 이러닝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본다. 현재까지 연구되어온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정보 통신 기술) : 끊김없는 연결(Seamless Connectivity)과 서
로 다른 네트워크 기술간의 통신이 가능해지며, 모든 사물들이 다양한 형태의 네
트워크에 항상 연결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형태의 네트워크에서도 모든
이기종 기기간의 연동을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술이다.
② 인간 친화 유비쿼터스 기술(정보 처리 기술) :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User Centered
Interface)와 기기로 사용자가 기기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처음 접하는 사람
을 포함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및 기기 적응화 서비스를 제공
한다. 또한 컴퓨팅 기능이 탑재된 사물(Smart Things)로 가상공간이 아닌 현실 세
계의 어디서나 인간의 생활환경에서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의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술이다.
③ 사용자에 최적화된 콘텐츠 적응화 기술(정보 처리 기술) : 사용자의 환경과 사용자
의 선호도에 따라 최적의 콘텐츠를 생성하고 사용자의 단말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
와 전송 방식을 선택하여 제공해주는 기술이다.
④ 지능화된 사물(정보 수집 기술) : 의미론적 상황인지 동작 (Semantic Context awareness)
으로 사용자의 상황(장소, ID, 장치, 시간, 온도, 날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추론하여 사용자의 환경과 감성까지도 추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술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편재성, 지능성, 상시성으로 요약될 수 있
다. 첫째 편재성은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다양한 사물이나 장소에 컴퓨터 디바이스가 상호 연결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을 부
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컴퓨팅 기능을 사물 속에 내재화(Embedded)시키거나 휴대성
(Portability, Mobility)을 높이는 것이 있다. 둘째 지능성은 컴퓨터 기기들이 외부의 환경
이나 상황을 능동적으로 인지하고 반응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 컴퓨팅 기술과 유비쿼터
스 컴퓨팅 기술이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컴퓨터가 환경을 인지하여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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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거나 스스로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뜻한다.
셋째 상시성은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기존 장소와 시간
에 의존적이었던 컴퓨팅 환경으로부터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특징을 결정하게 되며, 그러한 유비
쿼터스 서비스의 하나로 유러닝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러닝은 끊김없는 유무선 네트워크, 학습자의 학습단말기, 학습관리 시스템 등이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과 접목되는 체제이다. 즉 유러닝은 [그림 1]과 같이 학습이 발
생되는 실제 환경인 물리공간에서 학습자의 정보와 학습 환경정보를 이용해 학습자에
게 필요한 학습상황과 내용을 추정하고 전자공간에서 그에 적합한 최적의 콘텐츠 및
학습관리정보를 제공함으로 학습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그림 1] 유러닝의 개념도

유러닝은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내용에 상관없이 어떤 기기로도 학습할 수 있는 교
육환경 조성을 전제로 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
게 된다. 목적으로는 학습자가 학습활동을 하는 위치에서 가장 효율적인 도구를 선택하
고 이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받는 것이다. 따라서 유러닝은 지리적
으로 고정된 학교에 학습자가 구애받지 않는 원격교육, 옥외 교실등이 활용됨에 따라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어지는 동시에 학습자의 연령과 진도에 맞춘 최적의 교육이
가능해진다. 학습자가 교실 안이나 밖에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실시간에 현장감 높은
강의 내용을 대화형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원격이용자는 수강 및 복습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유비쿼터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이 향후에 스마트 러닝의 기
반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네트워크 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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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된 컴퓨팅 자원이나 응용프로그램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팅 환경으로, 사용자
는 컴퓨팅 자원(소프트웨어,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이나 필요한 응용프로그램을 필
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서비스 계약(SLA;Server Level Agreement)에 따라서 서비스
의 품질을 보장받으며,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 환경이다.
기존의 분산컴퓨팅 환경에 비하여 클라우드 컴퓨팅은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하고 활
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IT 업계의 많은 개념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
팅 환경에서 사용자는 데이터나 응용프로그램을 자신의 단말기에 넣지 않고 필요한 프
로그램과 필요한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받게 된다. 현재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향후에는 응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며, 데이터와 응용프로그램이 혼합된 콘텐츠 중
심의 서비스가 지원될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학습자들이 주변의 일반 단
말기를 자신의 학습 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학습 콘텐츠를 단말기 없이도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러닝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① 지능형 가상 학습장의 구축: 다양한 단말기와 학습 환경을 가진 학습자들이 모여
하나의 가상 학습장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학습 관계를 형성한다. 이를 위해서 사
람, 사물, 공간의 유기적이고 지능화된 센서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단말기를 통해 지능형 가상 학습장에 참여한다. 가상 학습장에 접근하
기 위한 응용프로그램이나 학습 콘텐츠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통해 학습자가
직접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② 콘텐츠, 서비스 및 네트워크의 융합: 학습 콘텐츠는 멀티미디어를 기반으로 하지
만, 학습 콘텐츠에 이미 콘텐츠를 플레이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과 학습자의 학
습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이 부가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자
의 학습 활동을 기반으로 적응화 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적응화시키는 서비스
는 지능형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수행된다. 그리고 학습 콘텐츠의 전달은 어떠한 네
트워크 서비스 환경에서도 끊김없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서비스는 통신, 방송, 인
터넷망의 어떤 플랫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호환성을 가지게 된다.
유비쿼터스 환경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교육 환경은 학습자중심
의 콘텐츠의 운용과 학습자간 관계 및 학습자와 교수자간 관계를 얼마나 충실하게 지
원할 수 있는가에 따라 성공이 좌우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 콘텐츠의 작동/형식/
색인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능형 학습관리시스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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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 관계를 온라인상에서 지원할 수 있는 SNS, 학습 활동과 학습 콘텐츠 정보를 교수
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서비스, 학습자와 교수자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Ⅲ. 새로운 교육개혁의 동인(動因)으로서의 교육정보화
1. 교육정보화의 지향점: 교육(Education) 3.0 체제의 구축
20세기 초중반에 걸쳐 세계 각국은 교육에 접근성 강화와 교육의 질적 수준 개선, 다
양한 실험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개혁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
한 전통적 교육에 대한 개혁은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라는 의미에서 소위 교육2.0이라는
개념으로 명명할 수 있다. 1983년 미국에서 "위기의 국가(Nation at Risk)" 보고서에서 교
육의 당면한 문제점을 주목하면서 20세기 후반(1980년대)에 당시 학교 체제가 보다 높
은 학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문성과 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교사, 평
가, 리더십 등 각 측면에서의 개혁을 시도 하였다.
이러한 교육2.0 체제는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담는 개혁이다. 특히 요즘의 많
은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시간 외에는 인터넷, TV, 핸드폰 등 뉴 미디어에 접속하고 있
기 때문에 기술 기반의 미디어를 활용해야만 한다. 최근에는 웹2.0의 영향으로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의 영향으로 많은 학생들을 이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는 10대의 90%가 SNS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의 새
로운 직업의 70%가 보험, 은행, 헬스케어 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판단, 통찰,
협동 등이 중요한 직업으로 바뀌었다. 이는 수학과 리터러시 역량이 직업을 구함에 있
어 더 이상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써 변화된 인재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트렌드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세계 각 은
21세기 학습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새
로운 교육체제를 본고에서는 교육3.0 체제라고 지칭한다. 21세기 학습의 비전을 달성하
기 위한 교육 3.0의 접근방법은 새로운 21세기 역량(skills), 교육학(pedagogy), 기술
(technology), 적응적 개혁 어젠다(adapted reform agenda)가 혼합된 총체적 변화(holistic
transformation)를 요구한다. 즉, 위 4가지 요소는 첫째, 주요 교육과정을 보완하기위한
역량, 둘째, 이들 역량을 기본적인 지식적․수리적인 측면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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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 위한 교육학, 셋째, 새로운 역량과 교육학을 전통적인 교육보다 더 기본에 충실하
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의 사용, 넷째, 교육과정, 교사, 평가, 리더십
등의 어젠다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도록 복합적으로 교육개혁의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교육3.0 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발전된 형태와 내용의 정보화
비전을 언급하기로 한다.

[그림 2] 교육 3.0 체제의 개념도2)

2. 교육정보화 분야의 개혁과제: 모든 이를 위한 스마트러닝의 확산
가. 학교 수업의 개혁: 디지털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교수학습 체제
과거 학교가 지식의 전달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던 시기에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도
지식의 전달에 효과적인 도구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교수-학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깊이 있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전달받는 학습과 다르게 다른 학습자, 교수자,
소프트웨어 툴, 물리적 환경 등 유기적인 시스템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축
해 나가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스마트 교수-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나 교수-학습지원체제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학습 과정에서 자료를 수집, 분석, 종합하고,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교류하며, 한 팀으로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2) Equipping Every Learner for the 21st Century(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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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등 학습자 활동중심의 교수․학습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스
마트 러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행 교과중심의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혁이 전제
되어야 한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저학년까지는 3R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되, 고등정
신능력이 요구되는 학습의 경우 문제해결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
해 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체제를 장기적으로 구축해 나가
야 한다. 즉, 학습자가 여러 가지 사고를 하는 과정에서 타인들과 소통하고, 협력과 경
쟁을 하고, 자료를 찾고, 수치나 기호를 처리하며, 통계적 분석을 통해 전체적 모습을
추론하며, 정보를 가공하고 조작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 통해 스스로의 지식체계를 만들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교과서는 문자 처리, 수치 처리, 자료 구성,
자료의 정리 및 구조화 기능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사고활동을 촉진하는 기능이 포
함되어야 하며, 다양한 자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야 한다. 미래사회에 유용한 지식은 구체적인 과정 속에서 체험을 통해 활용되어진다.
때문에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는 단순 전달식이나 암기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활
동이나 삶의 체험을 동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지식은 개인이 의미를 해석하고 공동체
속에서 공유하는 구성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되므로 절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며 잠정적인 특성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교과서는 교사와 학습자, 학습
자와 학습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미래사회에서 교수-학습 활동에 활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학습도구는 사고(thinking)의
도구, 의사소통의 도구, 자료조사 분석의 도구, 자료 제작과 변환의 도구, 지식 공동체
구축의 도구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교과서는 이러한 다양한 지식생성 도구들
을 포함한 것으로, 단순히 다양한 형태로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들이 24시간 365일 휴대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육체적 기능과 편리하고 안전하게 연계될 수 있
어야 한다. 동시에 학생들의 특성을 감안한 물리적 견고성, 간결한 디자인 등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초기에는 TMPC(Tablet & Mobile PC)라는 용어로써 그러한 요구를 표현
하였다. 입력 방식으로 키보드나 마우스 이외에 필기도구 형태의 입력기를 고려한 것이
다. 최근의 기술로는 음성인식 기술도 포함된 입력기기가 가능하다. 동시에 언제, 어디
서나 다른 사람(교사, 동료학습자, 학부모, 전문가 등과 자료와 정보의 원천 등)과 소통
하기 위해서 모바일 기능을 필요로 한 것이다.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스마트 기술은 이러한 디지털 교과서의 물리적 형태와 입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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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 패드에 접거
나 두루마리처럼 말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키보드, 타블렛 기능, 음성입출력 기능 등이
종합된 하드웨어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한편,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것은 새로운 교수-학습 환경
을 기반으로 이상적인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는 일
이다. 전통적인 학습을 디지털 교과서 환경에 그대로 이식하는 것의 효과성, 경제성, 긍
정적 또는 부정적인 부수적 효과에 대해서 검증하여야 하며, 이러한 바탕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교수-학습이 가능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디지털교과서 개발 정책을 연구, 개발, 검증, 보완의 순환체제로 개편
하여야 하며, 전문 기관 중심 체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교과서는 우리나라 정보산업계의 질적 도약의 기폭재가 될 수 있다. 디
지털교과서에 필요한 하드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도구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및 네트워
크 서비스, 콘텐트와 자료 등은 대부분 산업체에서 개발하거나 서비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교과서 연구와 개발 및 보급에 관령한 국가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련
산업계, 연구계, 학계 등의 참여와 역할 분담과 연계가 중요하다. 특히 관련 정부 부처
간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디지털교과서의 이상적인 용도는 교과서가 단순히 지식의 전달 수단이 아닌,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통해 새로운 학습내용을 구성해 가는 데에 가는 데에 있다. 디지털 교과
서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자료와 정보 또는 콘텐트를 바탕으로 학습자 개인 또는 동
료 학습자와 팀을 구성하여, 자료 입수와 처리, 관찰과 실험, 조사와 탐구, 토론과 논의
등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쌓고, 이를 디지털 교과서에 포함된 다양한 지식생성 도구를
이용하여 학습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교과서가 학습에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행 교
육과정의 개혁이 필요하다. 즉, 국가가 제시하는 교육과정은 대강화 수준으로 변모하여
야 한다. 또한 교과서의 심의 제도는 서책형 교과서와 같이 교과서의 양과 내용 보다는
학습자와 교사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과 기능, 자료의 시의성과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한편,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과 활용에는 과거 서책형 교과서와 다른 비용이 발생한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비 등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이를 누가, 얼마나,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여부, 의무교육의 경우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인가 여부, 가
격이나 요금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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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정보서비스의 개혁: 교육정보화 인프라 재구조화
1) 교수-학습 서비스 품질 고도화
1996년 에듀넷이 개통된 이래, 국가와 민간에서 제공하는 교육정보서비스는 교육의
기회를 확충하고, 학습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기존의 교실 중심의 학습체제를 보완하
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교육수요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사교육비 경감 등
정책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교육정보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
고 있다.
현재 에듀넷은 교사와 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수-학습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은 특화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또한 나이스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행정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국
가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은 중․장기적으로 통합 운영될 필요가 있
다. 즉, 나이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행정 정보와 교수-학습서비스를 통합한 새로운 형
태의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를 통해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변인에 대한 정보를 교사와 학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온
라인 기반의 학습자 수준별/적성별 학습 경로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궁극적으로
는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과 신뢰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정보서비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 보다 다양한 학습 콘텐츠
를 발굴․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행의 에듀넷은 중․장기적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습의 주체가 참여하여 교수-학습 자료를 다양하게 생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참여형
미디어 센터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에듀넷을 학습정보 교류 인프라
로 확장하고, 미디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클립(Clip) 자료 중심의
Edu-tube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SNS 기반의 실시간 질의응답 서비스를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1인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는 인프라로 진화시켜야 한다.
또한 학습자의 학습 행태 정보를 축적하여 개별학습과 맞춤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학
습 행태정보 기반의 KRB(Knowledge Resource Bank)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행의 에듀
넷이 단순한 검색기반의 정보공유시스템이라면, 이를 학습자 정보와 연계하여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방대한 양질의 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양질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방송국, 도서관, 박물관 등과 연계하여,
이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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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또한 영상 친화적인 새로운 세대를 위해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콘텐츠
등 학습자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첨단․감성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
충할 필요가 있다.
2) 정책지원 서비스 고도화
한편 과학적인 교육정책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에서는 1990
년대 후반이후 미국, 영국, 호주 등과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같은 맥락의 Data-driven,
Data-based, Data-informed, Evidence-based Policy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6월 ‘정보기반 인재정책 지원서비스(안)’을 마련함으로써 객관적 정보와 자료에
기반을 둔 교육정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체제 구축에 기초를 마련하였다. 본고에서는
정보기반 인재정책 지원서비스에 내용과 추진계획 등을 통해 미래의 교육정책 지원 서
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총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정보기반 인재정책 지원 서비스의 기본
개념은 정부나 교육유관기관이 수집, 관리, 서비스하고 있는 교육관련 DB를 상호 연
계․통합하고, 이를 통하여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책입안자의 합리적인 정책 의사결정
과 국정 운영 및 연구자들의 학술연구에 필요한 교육관련 데이터와 통계자료를 서비스
하는 것이다.
유아,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학습 전반에 걸친 DB와 데이터가 상호 연계됨으
로써 종단적․횡단적으로 데이터가 서로 연결된 다양한 데이터 세트가 생성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수립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각급 학교를 통해 수시로 수집되었던 통계
자료도 시스템을 통해 추출 가능해진다. 이것은 일선 학교교사들의 문서 처리 등 행정
업무를 경감시키고, 기관간 정합성과 연계성이 낮아 활용에 어려움이 컸던 교육 자료들
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분석 기법을 통한 고부가가치 정보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
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보기반 인재정책 지원서비스는 1) 서비스 기반 구축, 2) 일반 연구자를 위한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3) 국회, 정부, 교육청의 정책입안자를 위한 정책 및 업무지원 서
비스, 4) 관련 법․지침, 제도 정비 등 총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연도별
계획에 따르면 2011년에 유아, 초중등, 고등, 평생 등 관련 DB의 연계와 이를 통한 다양
한 데이터세트 생성․제공 체제가 정비되고, 2012년에 ‘정보기반 인재정책 지원서비스’
가 본격적인 실시될 예정이다.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국회는 정책평가, 국정감사에 필요
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고, 정부는 과학적 연구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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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평가와 정책수립으로 일관된 정책기조 유지 및 교육․복지․고용․일반 행정
전반과의 연계를 통한 인재정책 평가와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교육청은 교육청 수준
의 체계적 데이터 관리, 정책기획, 평가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교육행정기관의 업무, 인
력 효율화 및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교사 입장에서는 데이터에 기반을 둔 효과적인 교
수․학습 및 학급경영 실천이 활성화되고 대외 통계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행정업무가
경감될 것이다. 각종 출연연구기관은 기관간 보유정보 연계를 통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
는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며 관련한 학술연구 활동도 활성화될 것으
로 기대된다.
요약하면, 정보기반 인재정책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실증적인 데이터나 증거(evidence)
에 기반을 둔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정책의 성과는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변화와 관련한 각종 데이터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피드백 될 것이다. 즉, 고교
평준화 정책, 고교 다양화 정책, 사교육 대책 등 기존에 수행된 국가수준의 교육 정책의
공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기초한 정책의 보완과 변화 방향이 설정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지역 및 학교특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분석을 토대로 지역 및 학
교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맞춤형의 교육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
로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합리화와 과학화를 통하여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교육 제도의 개혁: 유연한 교육체제 구축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변화는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패러
다임의 변화는 교육의 참여 주체, 교육체제, 그리고 교수-학습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교육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세
이전의 도제 시스템을 통한 개인별 학습 시스템이 산업혁명 이후의 산업화 시대로 들
어서면서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현재의 단선적이면서 일률적인 학
교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사회의 도래는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맞
춤형 학습 지원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의 변화 핵심은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적시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단선형 학제에서 비선형적이고,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
학습이 가능한 맞춤형 학습 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절에서는 교육과정, 교육인프라, 교육방법 등 교육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의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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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변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정보화가 접목된 학습자 중
심의 지능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지원체제 구축하고 교육기관들 간의 네트워크가 구축되
어 다양한 인간개발 프로그램과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학습자 요구에 최적화되어 실
시간으로 제공되는 교육환경을 구상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학교 혹은 교실 단위의 학습체제를 사회수요 맞
춤형, 학습자 맞춤형 체제로 전환하고,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IT기술(모바일) 활용
을 통한 유연한 학습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교과서/교육과정/교육내용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과제들을 다음 몇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화를 통해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러닝 시대
의 콘텐츠인 온라인 학습의 수업시수를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가 복잡해
지고, 다양한 학습 상황과 학습자의 요구가 증대하면서 개별 학습자의 학습 요구와 상
황을 고려해 주어야 하는 사회적 책무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병원 학교, 국가재
난상황에서의 학습의 지속성 유지, 상치교사 해소 등 학교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천재지변에 의한 학습의 지속성 유
지 등을 위해 수강한 이러닝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맞
춤형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공교육체제로의 전면적 혁신을 유도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강화를 위해 기존의 공교육 체제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학교에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는 ICT 교육환경을 최대한 활용하
여,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교육과정의 유연성 확보는 온라인 기반의 학습자 수준별․적성별 학습 경로 선
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맞춤형 학습 경로 선택 체계는 모든 학습자가
동일한 학습 경로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학습자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학습 경로
를 선택할 수 있는 체계로 현재 운영되는 형식적/비형식적 교육과정간 연계로 온/오프
라인 기반의 다양한 학습 트랙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다학제간 융합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이미 많은 선진국 예를 들면, 미국, 영국, 핀란드, 싱가포르 등에서는 학생의 수
준과 적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점제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 나라 역시
2010년 9월부터 일반계고등학교에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 예체능 영
역에서는 선택교과를 확대 시행하여 이를 추후 학점제와 연계 시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학기의 효율적 운영과 시간표의 탄력적 운영, 학교간
코스 및 수업 공유 등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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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수준별(기초/심화), 교과별 온라인 학점 풀을 구축하
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영어나 수학과 교과의 경우, 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준별 콘텐츠
를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운영하고, 그 외 타 교과의 경우에는 시기에 상관없이 선택하
도록 운영할 수 있으며, 학습자 e-포트폴리오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 학교급 별로는 초
반에는 고등학교 선택교과(국어 교과의 경우 심화 선택 교과는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중심으로 적용하되, 학습자 수요에 맞추어 중학교 - 초등학교 순으로 점진적 적용
이 필요하다. 적용되는 콘텐츠는 온라인, 모바일 등 각종 디지털 기기에 호환이 가능하
도록 개발되어야 하고, 특정 대학이나 특정 전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트랙 운영도
검토해볼 만하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지도․조언 및 종합적인
학습 컨설팅을 위해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원격화상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
에 이루어지 않았던 교육시스템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대학-교육청-고교간 연계를 통한 온라인 AP 제도의 확대 시행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AP(Advanced Placement) 제도란 대학수준의 교과목을 고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
는 것으로, 우수한 능력을 갖춘 고등학생들이 대학 수준의 교과목을 대학 입학 전에 수
강하고, 대학 입학 후 사전에 이수한 AP 과목 성적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미 고등교육법 23조(학점의 인정 등)에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
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법률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유사
제도로는 대교협에서 운영하는 ‘대학과목선이수제(UP)’가 있으며, 민족사관학교 및 한
영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자체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대학과목 선이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수시에 합격한 대학에서 예비대학생을 위해 해당대학에서 운영하는 수시합격자
대상 예비대학 프로그램과 지역과 대학의 협약에 의해 운영하는 지역단위 학점 인정
프로그램, 우수학생 대학과목선이수 프로그램 등이 개발․도입되어 추진 중에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온라인을 활용하여 그 효율성
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AP제도 중앙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다양한 전문
영역별 온라인 AP 과목을 개발․보급․운영하고, AP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하여 이
에 대한 인증 및 연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 입학사정관제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이며 공정한 입학선발 지원의 방안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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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래학교 구상: Future School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학교라는 조직적 교육의 형태가 가정이나 사회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비조
직적인 교육으로부터 독립하게 된 데에는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산업사회의 표
준화된 교육과정의 기반 하에 제조업에 투입될 교육된 많은 인력을 육성하는데 효과적
이었던 현 학교 시스템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다각도의 도전을 받고
있다.
학교의 체제적 변화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는 거시 사회 변화 요인들로서 1)사회문화
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 2)테크놀로지의 비약적 발전, 3)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로서의 새로운 밀레니엄 학습자의 등장, 4)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의 변화 키워
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학교체제의 변화 요인
사회 변화
테크놀로지 변화
학습자 특성
핵심 역량

인구감소 및 고령화, 세계화와 개방화, 다문화, 환경과 에너지 문제
모바일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온라인 협력과 의사소통 도구, 웹기술 발전,
유비쿼터스 컴퓨팅
개인의 자유 및 개별화, 네트워크/협업, 윤리의식 약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미래학습 기반 능력(창의적,
혁신적 사고), 협업과 상호작용 능력(의사소통능력, 팀워크, 리더쉽)

1. 미래학교의 변화 방향
이러한 변화의 요구 속에서 미래 사회 학교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학자에 따라서
는 먼 미래사회에서는 학교가 아예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하지만, 교육의 사
회화 기능이 존속되는 한 스쿨링의 개념은 어떤 모습으로든 남아있게 될 것이다. 앞서
살펴본 거시 사회 요인의 변화에 따라, 향후 10~20년 내의 미래학교는 교육이 학교에서
만 이루어진다는 관점이 약화되고 학교 기능이 사회 공동체와 밀접히 연계될 것이다.
학교 졸업장이 지닌 독점적 권한은 여전히 가치를 유지하나 약화될 것이다. 학교 체제
역시 시장 모델에 따라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나, 학교 교육이 실현하
여야 할 공공선에 대한 합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되면서 기존 오프라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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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물리적 학교 외에 기존 제도권 외의 학습기관, 가상, 네트워크 기반 학교 등에서의
다양한 학습 활동이 모두 물리적 학교에서의 활동과 동등하게 인정받게 될 것이다.
<표 3> 미래학교 모습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구분
2015~2020년

2030년

1순위

2순위

3순위

2-1. 핵심 학습 조직으로서의 2-2. 핵심적 사회센터로서의 1-1.관료적 체제
학교(3.89점)

학교(3.70점)

(3.40점)

2-2. 핵심적 사회센터로서의 2-1. 핵심 학습 조직으로서의 3-2. 학습 네트워크
학교(4.15점)

학교(4.00점)

사회(3.52점)

출처: KERIS Future School 2030 델파이 결과

학습자들은 개인의 생애 설계 모델에 따라 자신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교수자의
컨설팅을 통해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게 되며, 교수자는 기존 교과내용을 잘 전달해주
는 역할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부족한 부분을 진단해 보충해주고 각 학생에게 맞
는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촉진하고 컨설팅해주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게 될 것이다.
미래학교에서는 학교 내뿐만 아니라 학교 밖, 나아가 글로벌 자원과의 네트워킹과 연
계를 통한 협력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이 강화될 것이며, 평가의 측면에 있어 e-포트폴
리오 등을 통한 과정 중심의 평가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학교의 형태의 다양화, 전문화와 함께 설립 및 운영의 자율권이 점차 확대될 것이며,
사이버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구분이 불명확해지고 통합됨으로써 기존 온오프라인 교육
의 경계가 사라지고 교육의 공간과 방법이 획기적으로 변모할 것이다. 이러한 학교체제
의 변화 방향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학교체제의 변화 방향

교육 과정/방법
학교조직/거버넌스
학교 환경
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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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화, 국제화, 다문화, 다양화, 통합, 21세기 역량 중심 교육, 원격교육
평생교육센터 역할 확대, 국제화, 개방화, 행정의 디지털화, 자율권 확대,
지역사회 연계
개방화, 복합화, 네트워크화, 지능화, 유비쿼터스화, 가상학습환경, 가변형
공간,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공간, 사회적 학습 공간, 친환경
양성 및 채용의 개방화(전문가 참여 확대), 교사의 역할 다양화, 학습 컨
설턴트로서 역할 강화, 글로벌 역량, ICT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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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래학교는 학교 형태의 다양화, 전문화, 복합화를 통해 비단 학령기의 학생만
이 아닌 지역사회 주민 모두에게 개방된 중심 학습 센터로서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
게 될 것이다. 노령인구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이 학교 운영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며, 동시에 생애 학습자로서도 학교의 주요한 일원이 될 것이다. OER(Open
Education Resources)이나 KOCW(Korea Open CourseWare) 사례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듯이, 글로벌 자원과의 자유로운 연계를 통해 양질의 인적, 물적 교육자원 장소와 시
간의 구애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양성 및 채용의 개방화로 사회 각 분야 전문
가들의 교수자로서의 참여도 보다 활성화 될 것이다.

2. 미래학교 환경의 지향점
이러한 학교의 체제 및 내용의 변화에 따라 미래학교는 휴먼터치가 강조되는 1) 유비
쿼터스 기반의 학교(Ubiquitous School), 2) 글로벌․지역사회와 연계된 학교(Connected
School), 3) 생태친화적인 학교(Eco-friendly School), 4) 안전한 학교(Safe School), 5) 즐거
운 학교(Fun School), 6) 지능형 학교(Intelligent School)로서의 지향점을 갖게 될 것이다.
환경 설계에 있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를 반영,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고려한 도심형, 전원형, 복합형, 단일형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 모델이 도입되며,
기존 획일적인 직사각의 교실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공간, 기능적 공간, 융통성 있는 공
간, 소통의 공간, 통합적인 공간으로서의 학교 환경에 대한 재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림 3] 미래학교의 지향점

229❚

2010년 5․31 교육개혁 평가 및 미래교육 비전 심포지엄

3. 미래학교 환경 구축을 위한 과제
과거 문자 기반의 의사소통 방식을 넘어서 itunes, youtube 등와 같은 이미지, 사운드,
동영상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통과 문해 능력(literacy)은 문자만큼이나 보편
적이고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미래사회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
련한 이러한 역량은 기존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능력으로 간주되어 온 텍스트 중심의
3R(Read, wRite, aRithmetic)을 넘어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학습과 사회활동의
기반이 될 것이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단순히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의 활용법을 익히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화된 맥락 속에서 새롭
게 관찰하고, 사고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소양을 의미한다. 이
러한 측면에서 학습자들에게 합당한 도구와 환경을 갖추어주기 위한 인프라 구축 과제
는 문맹의 퇴치, 인권의 보장 등에 견줄 수 있는 미래 학교 환경 구축의 핵심 이슈로 다
음과 같은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무선 인터넷, 클라우딩 기반의 분산화된 학습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클라우
드 컴퓨팅에 기반한 형태의 테크놀로지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테크놀로지
사용에 대한 지원 형태도 지금보다 더욱 분산된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horizon report,
2010). 미래 사회에서는 학습자 혹은 교사가 어디에 정보를 저장하는가보다는 학습자나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정보를 바로바로 접속해 사용할 수 있는 체제에 대한 요구가 증
대될 것이다. 개별적인 하드웨어 특성에 구애없이 인터넷 상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학습정
보를 꺼내 활용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 환경과 클라우딩 기술의 도입은 무엇보다 기본적
인 과제이다. 클라우딩 기술 기반의 학교 체제 구축은 하드웨어 교체 비용 감소, 집중적
인 라이센스 관리, 소프트웨어 배포 용이, 보안 관리 강화 등의 장점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학교 전반에 걸친 u-교수학습 지원 체제(u-Learning Eco System)의 구축이 필요
하다. 자기주도적 학습, 맞춤화된 학습 관리 및 평가, 학습 컨설팅 및 멘토링 등의 학습
지원 기능 외에도 교무 행정, 시설 통합 관제, 학습 자원 관리 등에 이르는 학교 전반의
총체적 환경 측면에서 유기적인 학교 지원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물리적 학교
에서의 학습 활동 외에도 사이버를 포함, 다양한 학습 공간에 일어나는 학습을 관리해
주고 이를 물리적 학교 체제와 연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의 소프트 인프라 구
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개방화에 반드시 수반되는 학교의 안전 및 보안 문
제를 확실히 담보해줄 수 있는 IT 기반의 구축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소프트 측면에서
의 지능화된 교수 학습 지원 체제 구축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
가 보다 교수-학습이라는 고유한 학교활동에 몰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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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문명사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성안된 5․31 교육개혁안의 정신은 그 동안 추진해
온 교육정보화 정책의 이념적 기반이 되어왔다. 특히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의 변화, 획일적인 교육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으로의 변화, 전통적 교육의 양식
탈피 등과 같은 5․31 교육개혁안의 기본 정신은 정보화를 통해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교육정보화는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
아 왔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보화 정책이 추구해야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 사업들을 일부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정
보화 정책의 성과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특히 문제해결 능력이 정보화된 사회의 핵심역량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 통합 교육과정의 개발, ICT 등 정보통신기술 소양 교
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등 새로운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국가주
도의 획일적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학습자 맞춤형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 과
제들을 발굴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교육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 학제의 개편, 온라인
학습의 학점인정, 교육 내용과 방법의 변화 등 학교를 둘러싼 기존의 제도를 점진적으
로 변화시켜야 한다. 기존의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정보화의 강점을 교육체제와 연
계시키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보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 정보화와 관련된 법․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부처간 협력
을 통해 교육과 정보화가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야한다.
셋째, 정부의 교육정보화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교육정보
화를 추진하는 나라들이 교육정보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재정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다
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정보화를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교육재정 소요
로 이해하고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디지
털 교과서와 미래학교의 구축과 같은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의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 장기적 예산확보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장기적인 정책의 로드맵
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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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현재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우수한 인재양성에 달려있다고 판
단하고 교육 경쟁력 증진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창
의력과 자기개발능력을 갖춘 우수인재를 학교가 길러내길 바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경쟁력 강화가 최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다양한 국제적 비
교지표를 활용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 순위가 몇 위이고 지난해와 비교해서
올라갔거나 내려갔다는 식의 언론보도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특히 교육경쟁력이 국가
발전의 핵심적인 원동력으로 인식되면서 더욱 교육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다양한 형태의 교육개혁정책을 추진하였지만 현재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개혁안은 문민정부시절에 활동한 ‘교육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일 것이다. 흔히
1995년 5월 31일 발표되었다고 해서 ‘5․31 교육개혁안’이라고 불리는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는 대학교육을 비롯한 다양
한 교육현안에 대한 개혁방향이 제시되었다. 특히 대학관련해서는 대학입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추진, 대학의 정원과 학사운영 자율화, 대학평
가를 통한 대학교육의 질적 수월성 향상, 대학교육의 국제화 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
다(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1995).
교육개혁안 발표이후 지금까지 대입제도를 개선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지만
그 중심에는 정량화된 점수나 수치에 의한 선발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작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입학전형 요소를 공식화하여 정량적 차원에서
최대한 객관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상황과는 달리, 미국의 대학입시
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는 ‘개별적, 종합적 또는 포괄적 검토’를 바탕으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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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결정을 내리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양성관 외, 2008).
대학입학제도에 대한 개선노력 만큼 우리가 바라는 인재상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높은 학업성취 수준을 갖고 있지만 학업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은 크지 않고,
획일적인 교육을 통한 시험점수 중심의 우수인재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의 국가 경쟁력은 결국 인성이 뒷받침된 창의적 인재의 경
쟁력이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재에 대한
모습도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고, 더불어 살 줄
아는 능력이 요구되는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4년 10월 발표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
선안’에서 대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로 제기되면서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특기,
리더십, 봉사성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춘 학생을 우수학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졌
고, 학생들의 적성이나 소질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요청이 증대되
어 이를 대학의 학생선발과 연계시킬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때, 다양한 전형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입학사정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입학사정관제도
가 도입되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명박 정부도 교육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교육강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의 교육제도를 갖고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세계와 경쟁하는 인재
를 양성할 수 없다”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이 명확히 밝힌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
으며 학생선발이후에는 대학교육의 선진화를 통해 질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근
본적으로는 정부차원의 창의적인 인재선발 중심의 대학정책 추진보다는 대학들 스스로
가 경쟁력있는 인재육성의 필요성을 공감해 대학간에 서로 교육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
화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하다(박세일, 2006, 2008, 2010; 이주호 외, 2006). 대학들도 이런
국내외적인 추세 발맞춰 세계화와 정보화시대가 요구하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
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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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변화하는 인재상
1. 인재상의 변화
과거 개발중심 시대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한 화두는 다수의 평균적 수준을 갖춘
인력을 얼마나 많이 양산하여 산업계에 투여할 수 있는지의 문제였다. 그러나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하면서 경쟁력은 정보 및 지식의 질과 양 그리고 이를 창출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혁신능력의 문제로 발전하였다. 지식기반의 사회에서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혁
신이 요구되고 있으며, 교육기관은 지식창출과 이를 감당할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는 일이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적 경쟁력과 사회적 미래를 결정하는 핵
심요소로서 부상하게 되어 인재상에 대한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가 핵심주제로 부각되면서 어떻게 하면 능력중심 사
회로 빠르게 전환하는가에 모든 나라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OECD는 DeSeCo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e)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3개 범주의 9개 영역으로 설정하였고,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등도 <표 1>과 같
이 유사한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OECD가 제시하는 핵심 역량의 3가지 범주는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도구를 상호작
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사회적 이질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 등으로 이론적인 고려뿐
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윤현진 외, 2007; 홍영란 외, 2006). 우리나라도 국민의 지적 역량 및 직업에서의 기초
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표 1> 호주, 영국, 미국, 뉴질랜드 핵심역량 비교
호주 SQA

영국(NCVQ)
핵심 기술능력

+Collecting
analysing and

+Communication

organizing information
+Communicating
ideas and
information

미국(SCANS)
일터 노하우
+Information
+Foundation skills;

뉴질랜드
핵심 기술능력
+Information skills

basic skills
+Communication
+Personal skills;
improving own learning
and performance

+Information
+Foundation skills;

+Communication skills

basic skills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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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SQA

+Planning and
organizing activities

영국(NCVQ)
핵심 기술능력
+Personal skills;

미국(SCANS)
일터 노하우
+Resources

improving own learning +Foundation skills;
and performance

personal qualities

뉴질랜드
핵심 기술능력
+Self-management
skills
+Work and Study
skills
+Social skills

+Working with

+Personal skills;

others and in teams

working with others

+Using mathematical

+Numeracy;

+Foundation skills; basic +Problem-solving and

ideas and techniques

application of number

skills

decision skills

+Solving problems

+Problem solving

+Foundation skills;

+Problem-solving and

thinking skills

decision making skills

+Information

+Technology

+Information skills

technology

+Systems

+Communication skills

+Using technology

+Interpersonal skills

+Work and study
skills

+Modern foreign
language
출처: Mayer 1992b, p11. Scottish Qualifications Authority(2003). Key competencies: Some international
comparisons. p. 7에서 재인용.

대체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능력은 크게 갈등 조정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 능력, 시민의식, 창의력, 다문화 이해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삶의 향유
능력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기업과 같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은 의사소통능력, 문
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직업윤리 등으로 일반적으로 요구
되는 능력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윤현진 외, 2007).
능력과 학벌에 대한 일반국민과 기업인사 담당자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1]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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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능력의 구성 요소
출처: 윤양배 외(2008). 능력과 학벌에 대한 일반국민과 기업인사 담당자의 인식경향 분석.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느끼는 구성요소를 살펴본 결과, 일반국민은 리더십(79.4점),
문제해결력(79.3점), 직무수행 역량(77.8점), 적극성(77.4점), 외국어실력(77.1점) 등을 상
위 5개 항목으로 선택하고 있어 거의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양배
외, 2008). 따라서 앞으로 능력주의사회에서 필요한 핵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인재상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창의․인성교육의 전개
정부는 2010년 교육정책의 핵심과제의 하나로 창의인성 교육의 강화를 [그림 2]와 같
이 제시하고 있다. 초․중․고등 교육 단계에서 창의성과 인성이 조화된 교육과정을 제
공함으로써 글로벌 창의시대에 요구되는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전반의 학벌주의 풍토에 따른 입시위주․점수위주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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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현재와 같은 객관식 지필시험의 정답 찾기식 평가방식은 학생들에게 단편적인
지식암기능력을 강조하여 창의성 함양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학습 동기나 학습 과정보다는 점수로 나타나는 결과만을 중시하여 맹목적인 학
습,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교육적 학습이 만연하는 등 창의성 발달과 인성 함양
을 저해하는 가정․사회의 문제가 그대로 학교 현장에 투영되어 있어 기존 학교교육으
로는 창의적 인재양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독창성과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양성이
라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교육>

<앞으로의 교육>

▪과도한 분량, 짜여진 교육

▪적정한 학습량, 유연한 교육

▪획일적 교육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암기 위주, 정답 찾기 교육

▪문제해결과정을 중시하는 교육

▪교과서 중심 교육

▪교과와 체험활동이 융합된 교육

▪교육과정과 유리된 인성교육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인성교육

▪시험점수 중심의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

독창성과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 양성
[그림 2] 창의․인성교육의 방향

정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인성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집중
이수제 도입 등을 통해 학기당 이수 과목수를 축소하고, 학습분량도 감축하도록 함으로
써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학교 내에서는 교과
별 학습내용을 20%이상 감축하여 학습부담을 낮추고, 학기당 과목수 축소, 교과별 수업
시수 20% 범위내 증감,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블록타임제 등을 통해
학습의 집중을 높이려 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밖에서는 교과 체험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업, 대학, 정부부처, 지역사회 등 참여
주체를 확대하고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도입으로 교과교육과
체험활동의 결합을 통해 창의․인성 함양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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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도 각 대학의 설립목적이나 모집단위의 특성에 적합한 인재상을 설정하고, 대
학 및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는 창의성, 인성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창의․인성교육활동
을 대입으로 연결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입학사정관 전형이 될 것이다. 대학들은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모집단위의 인재상과 특성에 맞는 인재들을 선발하고자 창의
성, 인성, 학업의지, 학업성취도 등 다양한 평가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에서도 학업성적과 같은 결과중심의 준거에 만족하지 않고 학생선발을
위한 수행준거평가와 이러한 준거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들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대학생활의 성과가 성적이나 졸업여부와 같은 것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그 준거범위를 확장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라고 하겠다. 창
의․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 위해서는 앞서 지적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단순히 전통적인 학업성공 준거로서 반영되는 영역을 넘어서 광
범위한 영역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1922년 Darthmouth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이후 안정화 단계에 있는 미국에
서 조차도, 학생선발보다 중요한 것은 <표 2>와 같은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Schmitt, N., Oswald, F. L., & Gillespie, 2005).
<표 2> 대학에서의 수행 영역
구분

내용

지식, 학습,
일반적 원리
습득

◦ 지식 습득하기와 사실, 아이디어, 이론 및 이것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지속적인 학습,
지적 흥미 및
호기심

◦ 계속되는 학습에 지적으로 호기심과 흥미를 느끼기. 새로운 아이디어와 능

지 알기. 지식이발전하고 적용되는 관련 맥락 이해하기. 학점이나 GPA는
이 차원의 성공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력을 적극적으로 찾기. 핵심적 영역과 지엽적 영역 또는 새로운 영역 추구
에 적극성 띠기

예술문화적
◦ 전문가 수준 혹은 단순한 호기심 수준에서 미술과 문화를 감상하기
감상 및 호기심
다문화 포용 및 ◦ 문화, 민족성, 성별에 따른 개인의 다양성에 대해 개방성, 포용력, 관심 나
이해
타내기, 다문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영향력 행사하기
리더십

◦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하고, 집단과 과업을 조정하기 위해 집단에서 능력
나타내기. 집단의 대표자로 일하기. 집단에서 관리역할 수행하기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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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인관계 능력

사회적 책임감,
시민정신,
참여도

내용

◦ 비공식적인 사회적 상황이나 공식적인 학교 관련 상황에서 타인과 의사소
통하고 대처하기. 상황에 대한 사회적 능동성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반응하기

◦ 사회와 공동체에 책임감있게 임하기. 훌륭한 시민정신 나타내기. 이웃, 도
시, 주, 국가, 학교 등 주변의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능동적으로 참
여하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하기, 시위원회 공
청회 참석하기, 투표하기 등이 있다

◦ 학업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요구되는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신체적, 심리적
건강

보유하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적절한 식사, 규칙적인 운동, 타인과 건
강한 학업 및 친분관계 유지하기 등의 건강한 태도를 갖는 것이있다. 또한
알코올/마약 중독, 무분별한 성관계, 비효과적이고 비생산적인 대처 태도
등의 건강하지 못한 태도를 피하는 것이 포함된다.

진로성향

적응력 및
생활능력

◦ 대학입학 혹은 재학중에 선택하려는 진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기. 일반
적 혹은 특정한 직업관련 목표 확립, 우순순위 결정, 실천하기

◦ 학교나 가정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점차적이거나 갑작스러운 혹
은 예상되거나 예상밖의 변화에 대처하기. 하루 일과 계획 효과적으로 세
우기. 삶 속에서 만나는 새로운 문제와 도전에 대처하기

◦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목표와 우선순위 지키기. 여기서의 목표
인내력

는 장기목표(예, 대학졸업)에서부터 단기목표(예, 흥미없는 수업 매일 출석
하기)를 모두 포함한다

윤리의식과
정직성

◦ 잘 정립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태도 보이기. 일상생활에서는 시
험에서 부정행위 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남을 존중하는 행동 등을
의미한다

출처: 가톨릭대 입학사정관연구실 역(2009), 입학사정관과 학생선발, 학지사

이러한 영역들은 OECD가 강조하는 핵심역량 범주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성태제(2010b)는 우리나라 대학들도 대학에서 길러야 할 인성과 품성을 정하여 교
육하고 이런 특성들을 학생 선발에 점진적으로 반영한다면 교육이 홍익인간을 위한 교
육, 좀 더 전인과 공인을 위한 교육으로 변화될 것이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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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입학사정관제와 창의인재선발
1. 입학사정관제의 개념
입학사정관제는 고교의 교육과정 및 대학의 학생선발 등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채
용․활용함으로써 이들을 통해 학생의 성적, 환경, 잠재력,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게 하여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보다 자유로운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입학사정관은 다양한 전형자료를 심사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잠재력, 발전가능성 등 다양한 능력과 소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학여부를 결정하
는 대입전형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대학마다 인적․물적 환경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학생들의 특성 등 여건이 다르고, 대
입전형에서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의 역할이나 활동 정도는 매우 다
양하게 나타난다. 대체로 대입전형 기간이 아닌 평소에는 고교 및 대학 교육과정 연구,
대입전형 개선 연구, 입학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전형기간에는 제출된 전형자료
를 심사․평가하고, 전형 이후에는 입학생의 학업 및 학교적응을 지원하는 사후관리 활
동을 하고 있다. 물론, 대학의 입시전략과 전형방법에 따라 입학사정관이 합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전형의 일부과정에만 참여할 수도 있다. 입학사정관은
일반적으로 <표 3>과 같은 역할들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 입학사정관의 역할
구분

주요 업무

◦ 고교 정보 수집․관리 : 교육과정, 교육환경 등 고교 정보의 수집․관리
대입전형
이전

◦ 대학 교육과정 분석 : 대학 및 학과 인재상 연구, 교육과정 개선 연구 등
◦ 대입전형 연구 : 평가요소 개발, 전형방법 개발 등
◦ 입학 상담 등

전형기간
대입전형
이후

◦ 전형과정 참여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업계획서 등 서류심사,
심층면접 및 토론 평가

◦ 학업 및 학교 적응 지원 : 학교생활 및 진로 상담 등
◦ 재학생 및 입학생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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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전형 실시 대학의 일반적인 전형절차는 ①사전공지, ②서류심사, ③심층
면접/토론, ④최종선발 등 [그림 3]과 같이 학생선발을 위한 공통적인 전형절차 및 요소
를 공유하고, 여기에 개별 대학의 특성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전공지 단계에
서는 전형의 취지나 지원 자격, 선발기준 및 방법 등을 공지하고, 서류심사 단계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다. 심층면접/토론 단계에서는 서류심사를 합격한 학생들에 대하여 심층면접이나 토론
을 통해 서류심사 내용을 확인함과 동시에 학업적성, 학습동기,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
적으로 평가한다. 최종선발 단계에서는 대학별 입학사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사전공지
▪평가방향
▪선발기준

서류심사
▪학생부(교과․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수능성적 등

심층면접
▪잠재력, 창의성, 소질,
사고력 등 파악
▪인성 및 적성 파악
▪교육환경 조사

최종선발
▪합격자
결정

▪ 대학별 전형계획 주요사항 및 모집요강 속에 전형절차와 요소 등을 명시하고 준수하도록 함
▪ 서류, 면접, 토론 등의 다단계 평가 과정을 고려하도록 함

[그림 3]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통 전형절차

학생선발과 관련해서는 각 대학별로 추구하는 인재상이 다르고, 여기에 맞춰 입학상
담, 인터뷰, 전형자료 평가, 고등학교별 정보수집 등 다양한 입학정보를 활용하게 될 것
이므로 고정적인 선발절차를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학생선발을 위한 공통
적인 절차를 공유하고, 여기에 개별 대학의 특성을 추가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입학사정관제 추진 현황
올해 각 대학들이 내년 3월 신입생의 선발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2011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을 살펴보면 이전 년도와는 몇가지 차별되는 부분을 찾아 볼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수시와 정시의 학생선발 비중에서 처음으로 수시비중이 60%를 넘어 전체 모집인
원인 379,215명 중에서 231,035명을 선발하게 된다. 대학에 따라서는 수시선발 비중이 80%
이상인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수시의 비중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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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비중의 확대는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학생비중이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
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정부에서는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
해 2009년에 236억원에서 2010년에는 350억원으로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을 크게 늘려
각 대학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 따라서 수시모집에서 주로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선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할 필요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표 4> 2011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실시 현황

구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계(명)

대학(교)

모집인원(명)

대학(교)

모집인원(명)

’10학년도

88

23,317

20

1,379

24,696

’11학년도

114

35,423

25

2,505

37,928

2011학년도의 경우에, 수시모집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114개 대학
35,423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정시모집에서도 25개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2,505
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있다(<표 4>참조). 지금까지 일반화된 성적 중심의 학생선발 방
식에서 학생의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 자질 등을 고려해 대학별 특성에 따라 선발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학생선발 방식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입학사정관 전형과 대학의 인재선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고 정착하려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떤 학생이
대학에 들어오는 가에 달려있다는 점과도 연관되어 있다. 국가간의 인재전쟁이 더욱 확
산되는 시기에 과거처럼 단순히 시험점수가 높은 학생만을 선발하는 방식으로는 대학
이나 국가 전체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즉, 미래사회에는
지식 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의 선발 및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늘
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입학사정관제가 학생선발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은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학교의 건학이념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학업 수행 능력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교육환경, 학습과정, 소질･적
성, 인성, 창의성 및 성장잠재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기 때문
이다(그림 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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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교과 관련 요소>
쁬교과성적
쁬학년별 성적 추이
쁬학업관련 탐구 활동
쁬교과 관련 교내 수상실적
쁬방과후학교 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
쁬독서 활동
쁬자격증 및 인증
쁬진로탐색･체험활동
쁬동아리 활동
쁬봉사활동
쁬방과후학교 활동 등
<학교생활 충실도, 인･적성>
쁬공동체 의식
쁬리더십
쁬학업의지
쁬특별활동
쁬출결 상황
쁬교사의 평가
쁬교우관계 등
<학습환경>
쁬가정환경
쁬학교 여건
쁬지역의 교육여건
쁬학업수행의 장애극복 등

평가기준

종합평가

학업의지
및 전공 적합성

창의성
종합평가(holistic
approach)에 의한
최종 등급 평가

인성

⇒ 합격･
불합격
결정

학업성취도

성장잠재력
및 발전가능성

[그림 4] 입학사정관 전형의 평가요소 및 평가기준 모형(예시)
출처: 정일환 외(2010). 입학사정관제 운영의 공통기준 개발연구.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고려된 대학의 인재상을 살펴보면 ‘창의적 인재’,
‘도덕적 품성’, ‘열정과 도전정신’, ‘봉사인’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들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는 수능, 학생부 교과성적과 같은 정량적 점수만을 고려하여 선발하는데
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학생이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어떻게 자신을 계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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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그 과정을 볼 수 있을 때 이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 할 수 있을 것이며 주요대학
들의 인재상은 <표 5>와 같다.
<표 5> 2010학년도 주요 대학 인재상

학교명
KAIST
건국대학교

인재상
열정, 강한 신념, 개척 정신, 창의성, 상호존중, 윤리의식
전인적 인격의 지성인, 미래지향적 전문인, 공동체 발전의 선도자
자아를 실천하는 행복한 전인, 창의적 능력있는 실무적 전문인, 성실히 봉사하

고려대학교

는 참여적 민주시민, 통일을 준비하는 애국적 대한인, 변화를 주도하는 개방적
세계인

동국대학교

지혜와 자비를 겸비한 도덕적 현대인, 한국문화를 세계화하는 창조적 지식인,
고도산업기술사회에 부응하는 진취적 지도자
창조적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지식인, 타자, 타사회, 타문화, 타국

부산대학교

가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개방적 지식인, 국가․사회를 위해 지식을 활
용하고 봉사하는 지식인, 전문적 지식과 기술, 자질과 품성을 갖춘 유능한 직업인
도덕적으로 건전하며 정의롭고,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인성을 두루 갖춘 인재,
남과 함께, 남을 위하여, 남을 통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시대적 사명을
지닌 인재, 언어, 역사, 문화, 지리적인 한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 능동적으로

서강대학교

참여할 수 있는 세계화된 인재, 전통 문화와 외래 문화를 융합하여, 동양의 지
혜와 서양의 지적 전통을 조화시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내는 창조적인 인재,
여러 학문 분야를 고루 교육함으로써 비판적 판단력을 갖추는 동시에 정보화,
영상화와 같은 21세기 지식 전달 체계의 변화에 창의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미

성균관
대학교
연세대학교

래형 인재
인의예지의 품성과 신언서판의 능력을 갖춘 교양인,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으
로 디지털 시대의 신가치를 창출하는 전문가,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글로
벌 역량을 갖춘 리더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global leader, 이웃을 섬기고 인류사회에 헌신하는
인재, 교육과 봉사를 통해 사회의 책무를 다하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치고 실
천함으로써 세계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연세인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국가 및 인류사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

이화여자
대학교

하는 기독교적 인격을 지닌 자, 진취적인 개척 정신을 바탕으로 여성의 인격화
와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전문 인
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국제 수준의 학술지식과 실천능력, 미래사회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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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대학에서는 잠재력이나 성장가능성 등 지금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그 대
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주요 역량들을 서류나 면접평가를 통해 확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원자가 가진 열정이나 목표의식, 진로나 전공영역에 관련된 관심, 자
기주도적 학습능력, 창의력, 봉사정신, 리더십, 역경 극복 경험 등이며 2010학년도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사례는 <표 6>과 같다
<표 6> 2010학년도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 사례

대학명
건국대

경희대

주요 전형명

전형목적/평가 포인트

KU 입학사정관전형

특별한 경험이나 특정분야의 뛰어난 자질을 보유한 학생

II(자기추천)

선발
창의성과 열정, 이타심을 중요하게 평가. 입학사정관 전형

네오르네상스전형

지원자는 학과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창의적 도전정신을
보여주어야 하고,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항상 생각할 수 있
는 이타심도 가져야 함
학업성실성, 리더십, 공선사후 정신, 발전가능성, 창의력, 의

고려대

학교생활기록부우수자 사소통능력, 전공영역에 대한 학습동기와 잠재력 등 고려대
전형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지니고 있는지 평가

서울대
서울
시립대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포텐셜마니아
특별전형

성균관대 리더십특기자 전형
이화여대 고교추천 전형

전형의 취지를 고려하여 응시자의 학업능력, 교육 여건, 학
업관심도, 적극적 태도 및 열정 등에 초점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해당 전공분야에 대한 잠재력(소질)
과 탁월한 열정을 지닌 학생을 자기추천서, 교사추천서 및
심화다면평가 를 통해 개별적, 단계적, 종합적으로 평가
뛰어난 학업성적은 물론, 올바른 품성, 리더십과 봉사정신
을 갖춘 학생 선발
교내․외 활동에서 미래 지식인으로서의 리더십을 보였거
나 사회에 헌신할 발전가능성이 있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
수학 및 과학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으로서, 창의성과 자
기주도적 학습 및 문제해결능력을 지닌 학생에게 우선권

KAIST

2차(일반)전형

부여. 인성, 봉사정신 및 Leadership이 뛰어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무성과 미래의 지도자로 인류에 기여할 성장 잠재
력 등 함께 평가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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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형별 주요 평가
포인트는 학업성실성, 리더십, 열정, 책임의식, 봉사정신 등 학생의 인지적 특성만이 아
니라 정의적, 심동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생의 자기계발 활동을 높이 평가하여 선발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K대 물리학과 S군: 실천적 나노물리학 전공을 꿈꾸며, 과학반동아리활동과 과학실험경시대회
참여 등의 적극적 활동이 인정됨
○ Y대 생명공학전공 K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전자기파의 파동을 연구하여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실은 경력 인정

○ J대 신문방송학과 J군: 중고등학교의 꾸준한 방송반 활동,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리포터
로 활동한 경력이 높이 평가

○ D대 국어국문학과 J군: 고등학교 재학시절 판타지 소설 15권을 쓴 경력을 인정받음
○ K대 문화콘텐츠학과 W양: 초등학교 때부터 한 편씩 시를 쓰기 시작하여 중2 때는 시집을 발
간하였고, 고교 때 친구들과 함께 문학동호회 '몽상가'를 조직, 정기적으로 문학작품을 논하는
등 다양한 활동과 학생부 교과 전체 성적은 부족하나 국어 성적 상위권 유지 인정

○ D대 법학과 M군: 사회 선택과목인 ‘법과 사회’가 개설되지 않아 스스로 해당 교과서를 구하여
공부를 하였으며, 교과서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기도 하고 법과 사회를
선택하여 공부하는 학생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는 등 법학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활동을 해
온 것이 인정받음

입학사정관제의 운영이나 실제 평가과정에서 보듯이 대학의 학생선발방식이 현저하
게 변화되고 있다. 과거에 단순한 수식을 통해 여러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학생
부터 일률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을 대학들이 스스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대학
들도 이런 점수위주의 학생선발방식이 미래사회의 창의인재선발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
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대학이 이렇게 입시방식을 선진화하려는 사실을 일반 학부모, 학생 특히 교사들은 알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에서도 다양한 학교생활을 유도해서 학생의 잠재능력과 창의성
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할 때, 대학과 고교 모두가 인재선발 및 양성 방식을 지
금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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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학의 미래형 인재육성 전략: 선발중심에서 양성중심으로
1. 평가를 통한 대학교육의 질 관리
대학의 국제경쟁력과 대학의 질 관리 및 품질보증은 서로 밀접히 관련이 있다. 국제
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전세계 모든 교육수요자에게
외면당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엄격한 질 관리를 통해 품질이 보증된 대학에는 늘 수
요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즉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
는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과정을 마친 결과는 국내외에서 특별
한 문제없이 통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EU와 같이 국가간의 교류가 상당히 빈번히
일어나는 경우 대학체제의 통일이 필요하고 학위나 학점이 기관간에 상호 인정되는 것
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각 나라의 고등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필
요성이 점차 늘어나 고등교육의 질적 보장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INQAAHE-International
Network for Quality Assurance Agencies in Higher Education)가 18개국의 질적 보장 기관
의 지지아래 1991년 창설되었다. INQAAHE가 창설된 이래로 80개가 넘는 국가에 질적
보장 기관이 창설되고 개발도상국들의 괄목할만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김승보 외,
2007).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확산되면서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cross-border higher education)
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통해 학습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늘어
나면서 UNESCO와 OECD는 “UNESCO/OECD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의 질 보장 지
침”(UNESCO/OECD Guidelines on Quality Assurance in Cross-border Higher Education)을
만들게 되었다. 이 지침에는 고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단체를 정부, 고등교
육기관, 학생단체, 질 보장과 인증기관, 학위․자격인증기관, 전문단체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각 당사자들에게 질 보장 장치의 정립과 정보의 공개, 공정한 대우, 국제협력의 확
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박종렬, 배호순, 이영호, 2009).
대학의 국제교류 및 국제화가 진전될수록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기관이 늘어나게 되
고 질을 인정하는 기관이 더욱 중요해 지게 된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국가수준의 질적 보장과 인정 체제를 갖추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자국
내 대학의 인정을 넘어서 외국 평가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 받으려는 추세도 늘어나
고 있다. 미국의 공학인증인 ABET이나 경영교육인증인 AACSB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
라 외국에서도 인정 가능한 국제적인 인증제도이다. 최근 국제적인 공학이나 경영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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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받는 대학이 늘어나는 것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측면도 있고 국제화의 급속
한 진전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내년부터 국내대학을 대상으로 한 기관평가인증제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대학들은
대학자체평가와 더불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는 기관
평가인증을 받게 될 것이다. 기관평가인증은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요건을 충
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인증획득은 일반 국민의 해당 대학에
대한 신뢰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기적인 대학의 질 보증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요건을 충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입
장에서도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기관평가인증제는 도입이 필요한 제도이다.
또한 대학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질 관리를 통해 앞으로 국경을 넘은 학문교류가 더욱
확산될 시기를 대비해서 교육과정이든 학위든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
드는 것이 중요하고 국제적인 평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대학의 질을 계속해서 향
상시킬 필요가 있다.
예전의 2주기 대학종합평가의 경우 가중치 및 정량적인 평가지표를 많이 활용하는
양적 평가 중심, 평가내용이 위계적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모형, 평가지표가 너무 많아
평가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고, 대학의 특성이 평가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
조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새로운 기관평가인증제는 대학교육을 구성하는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질적인 평가 지향, 획일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개별 대학의 규모나
역사, 비전 및 특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평가, 대학의 기존 발간 책자나 정보공시내용 등
실제 자료(Authentic)를 중심으로 진행함으로써 대학의 준비 부담 최소화, 평가 준비 및
자기점검평가활동을 통해서 대학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컨설팅 지향 평가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세부 영역 및 준거
현황은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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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관평가인증의 세부 평가영역 및 평가 준거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0). 일반대학 기관평가인증제 편람.

2. 학부교육 선진화(ACE) 및 성과분석
세계적인 대학은 단순히 연구역량만이 우수한 것이 아니라 학부나 대학원에서 수행
되는 교육역량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최근 대학교육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OECD에서는 학생의 사고력이나 문제해결력
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대학생의 학습성과를 평가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OECD에서 실시되는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 AHELO)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도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진단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다(한국대
학교육협의회, 2009).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정부에서는 학부교육 선도대학으로
수도권 4개교, 지방 7개교를 포함한 총 11개 대학에 각각 매년 30억원씩 학부교육을 획
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10) 학부교육
선도대학 선정 대학별 주요 사업 계획은 <표 7>과 같다. 즉 정부는 이번 학부교육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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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지원사업(ACE)을 통해 대학이 이제는 학생을 ‘잘 뽑는 경쟁’에서 학생을 ‘잘 가르치
는 경쟁’으로 사고를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대학내 각 구성원들에게도 대학교육의 개선
없이는 대학의 경쟁력 확보도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표 7> 학부교육 선도대학 선정대학별 주요 사업 계획

성균관대학교

“교육과 연구가 균형을 이룬 잘 가르치는 대학”

기초 핵심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선진형 문리대학(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포괄)’ 형태로 학사구조를 개편
Academic Adviser(’09년 21명 → ‘13년 100명), 교육 조교('09년 998명 → ’13년 2,500명) 확대
“시간강사 없는 대학” 실현(‘09년 665명)
울산대학교

“개방과 공유(산학협력, 강의 공개 등)를 통한 학부교육 선진화”

산업체 장기 인턴십(6개월, 14학점) 및 산학협력 교수진 확충 → 산학 융합형 교육
대학원 폐지, 학장․학부장 공개 모집 등 학부교육 선도학부 중점 지원
OCW 및 강의 인터넷 공개, 실시간 강의 교류 등을 통한 강의의 질 관리
지역연계형 융복합 전공 교과과정 개편 : 융복합 기반강화(겸직교수제, 융복합 프로젝트
확대), 융복합 미니트랙 개발, 융복합 교육센터 운영 등
한동대학교

“창의․융합 특성화 학부중심 대학 선도 모델”

글쓰기 연계 특성화 전공 교과목, 학제간 융합(동일계열, 인문-이공계) 교양 교과목 개발
전공심화 교육과정(Advanced Program) 개발, 학부생 연구 및 연구학회 운영 지원
글로벌 전공봉사(GEM, Global Engagement and Mobilization) 활동 지원
강의 개선 및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평가 시스템(교과목․학과․대학 단위) 구축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0.6.9). ‘잘 가르치는 대학’ 11개교 선정 보도자료.

앞으로 학부교육의 성과평가는 대학정보공시제의 취업률이나 학습성과 평가 지표와
도 연계되어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
이다. 학과나 학교 선택을 위한 정보뿐만 아니라 각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특색 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대학과 비
교해서 대학 특성화가 미진한 대학은 자연스럽게 일반 국민으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차원에서도 대학의 학습성과 평가가 다양한 재정지원사업과 연계
되어 실적에 따라 우수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즉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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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는 대학의 질 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대학의 변화와 개선을 유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전의 평가결과와 비교해서 현재 대학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3. 세계화시대의 대학교육 국제화
국내․외적으로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우수한 인재의 양성과 확보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대학의 국제경쟁력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는 경제규모가 14위이고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과 LG를 보유하고 있다. 또 주요 선진 20
개국이 참여하는 G20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논의할
때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항상 뒤처지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비교된 각종 세계대학평
가에서도 경제수준에 비해서 대학경쟁력은 세계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점점 더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점을 고려할 때 대
학의 국제화도 피할 수 없는 현상이고 정부나 대학도 이제는 국제화를 통한 대학의 국
제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학의 국제화는 당연한 현상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전 세계는 점차 하나의
국가나 도시처럼 따로 각자가 서로 분리되기 보다는 서로간의 밀접한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사람 또는 국가 상호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도 예외가 될
수 없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점점 더 국제사회
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각 나라의 서로 다른 대학은 학위나 교육 프
로그램이 서로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학생,
교수, 연구자간의 상호교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대학도 더 이상 국제화 요구를 무시하거나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시대는 지났
다고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 대학이 살아남으려면 대학의 국제화는 당
연한 현상이고 이런 국제화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지를 깊이 고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대학의 교육여건 및 환경을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바꿔 전
세계의 유능한 인재들이 국내대학에 오기를 바라는 정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
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그림 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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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그림 6]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수 변화 추이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협의회(2009a). 2009 대학교육 현황분석.

둘째, 현재 정부차원의 대학 국제화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다
국가차원의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및 비전의 수립이 필요하다. 대학의 국제경
쟁력을 향상시키려면 단지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정부의 장기비
전에 바탕을 둔 집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우리나라 대학처럼 처음에는 비슷한 수준에
서 출발했지만 아시아에서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인정받는 대학들은 대부분 정부에 의
해서 길러진 대학인 경우가 많다. 아시아에서 최상위에 속하거나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
을 보유한 홍콩이나 싱가포르, 중국, 일본은 모두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지원 프로그램
을 통해 육성되었다. 정부차원의 엄격한 질 관리체제를 바탕으로 주요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해 국제수준의 대학을 정책적으로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대학들이 국제화 과정에서 구축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대학도 한 단계 업
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이며 현재 한․중․일의 고등교육 교류를 위한 Campus Asia 프로
젝트에 대한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국제화 비전
수립이 필요하고 국내대학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간 국제비교를 통한 경쟁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기구인
UNESCO나 OECD를 비롯한 주요기관들은 고등교육의 질 확보와 각 대학의 수준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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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기 위해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나 대학에 따라서는 대학평가를 통
한 순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내외 대학평가의 적절성이
나 신뢰성이 때론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대학간 국제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대학
평가 이외의 방법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 교육이나 연구 모두에서 대학의 국제화가 강
조되면서 대학평가에도 이제는 국제화 지표가 점차 비중이 늘어나면서 중요성도 증가
하고 있다(양정호, 한신일, 이석열, 2007). 이런 추세는 자연스런 현상이고 앞으로도 더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부분의 생산성이 논문 편수
와 특허 건수처럼 객관적인 지표를 주로 사용하면서 국내 대학의 연구력이 향상된 측
면도 있다. 수요자에 대한 대학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대학간의 경쟁
및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대학간 비교평가는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학평가가
대학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표 8> 국가별 HCR(자주 인용된 논문 연구자) 분포

순위

국가

1
2
3
4
5
6
7
8
9
10
30

미국
영국(UK)
일본
독일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호주
네덜란드
이탈리아
한국

2009년 말 HCR 수
(2008년 HCR 수)
4,099(4,029)
481(472)
262(258)
258(260)
190(185)
161(159)
115(113)
112(111)
99(100)
86(83)
4(3)

GDP순위
(2008/IMF)
1
6
2
4
11
5
21
14
16
7
15

출처: 조선일보(2010.1.4). ‘자주 인용된 논문 연구자’ 네 번째 한국인 탄생.

Ⅴ.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창의적 인재’라 할 수 있다.
미래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하는 것이 대학의 책무성 중에 하
나라고 할 때, 대입제도의 선진화는 이러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화를 의
미하며 학부교육의 선진화는 우수한 학생을 더욱 경쟁력 있는 인재로 양성하는데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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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대입 선진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면서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
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교와 대학이 잘 연계되었을 때 가능하다. 즉, 고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탐색,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심
있는 다양한 활동 경험을 갖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어야 하며, 대학은 학교교육과
정 속에서 학습한 과정, 활동들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하여 잠재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
야 한다.
학부교육의 선진화는 학생선발 중심의 사고에서 미래에 경쟁력이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이 현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하는 정책이다. 아무리 우수한 학생이 대학에
들어온다고 해도 대학내에 학생의 요구를 충족할 만한 시설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갖추
어지지 않았다면 대학 4년간의 시간은 해당 학생에게는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의 시대는 교육경쟁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간의 대학교육이 더욱 중
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들도 단순히 우수한 학생선발에 집중하기 보다는 우수한 학
생이 미래의 경쟁력있는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학부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7] 고등교육의 미래형 인재 육성 선순환 구조
출처: 김영길(200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28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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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대학에 대한 체계적인 질 관리를 통해 향후 경험하게 될 고등교육개방에
미리 대비할 수도 있고 세계수준의 대학평가체제 구축을 통해 세계적인 대학과 경쟁에
서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대학경쟁력을 향상시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그림7 참조). 이를 위해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개혁추진체계로
서 초당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미래교육을 대비한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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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개혁의 역사적 함의와 향후 방향
김 윤 태 명예교수 (서강대)

15년전 발표된 5․31 교육개혁은 현행 교육의 틀로서는 다가오는 21세기 문명사적
변화, 즉 정보화와 세계화 시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한국인이 겪고
있는 교육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의 틀로 신교육
체제를 구상한 것이다. 신교육체제의 비전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
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건설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받
을 수 있으며 자아실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교육복지사회(Edutopia)를 만드는데 있었다.
따라서 신교육체제는 (1) 교육기관 편의중심 교육으로부터 학습자 중심 교육, (2) 획
일적 교육으로부터 교육의 다양화, (3) 규제․통제 위주 행정으로부터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 (4) 교육의 수월성 확보를 위한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5) 열
린교육사회를 실현하는 교육의 정보화, (6) 평가와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통한 질 높은
교육 등을 기본 특징으로 한다.
신교육체제의 특징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교육개혁은 교육의 수월성을 신장하기
위해 학교간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한편, 소외계층의 지역을 위해서는 형평성
이 확보되도록 하면서 체계적 평가를 통하여 교육의 질이 관리되도록 추진함을 원칙으
로 하였다. 교육개혁 이후 자주 등장하고 있는 수월성, 자율과 경쟁. 형평성, 평가를 통
한 교육의 질 관리 등에 관한 쟁점들은 모두 교육개혁에서 이미 고려했던 원칙들이다.
5․31 교육개혁은 제도나 부분적 개혁 위주의 기존 교육개혁과는 달리 21세기 문명
사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체제 전반을 다룬 총체적 개혁방안이라는 점에서 역
사적, 교육적 의의가 크다. 당시 OECD 한국교육관계전문가들도 5․31 교육개혁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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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그들이 구상했던 개혁을 한국이 앞서서 단행함에 놀라워 할 정도로 5․31 개혁은
기존 교육의 근본 틀을 획기적으로 변혁시킨 대담한 개혁과제들을 포함하였다.
오늘 기조발제와 주제발표 내용은 대부분 5․31 교육개혁에서 고려했던 내용이어서
대체로 동의한다. 5․31 교육개혁이 다루지 않았다고 보아서 새 과제로 제안하는 것 같
은 과제도 있으며, 잘 추진되지 않은 과제를 새 과제로 제기한 것도 있다. 사실, 5․31
개혁은 초기에 비교적 잘 추진되었고 정권이 바뀌어도 추진은 미흡하였으나 기본방향
은 크게 변하지 않았던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구체적 개혁과제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특히 정권이 바뀌면서 개혁의지, 개혁과제의 우선순위 및 관심 여하, 재원 확
보 문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설득의 미흡, 집행자의 업무 추가 등에 따라 개혁의 추진
과 성과가 결정되어 이들 변인들도 고려하여 교육개혁방안을 평가하고 보완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오늘날 새로운 시대적 도전에 직면하여 교육개혁을 추가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오늘 발표내용에서 몇 가지 동의하는 것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서 인성 및 창의성 신장, 공동체의식의 강화, 정보화 사회
가 요구하는 능력 함양 등을 강조한다,
2) 급속히 다가올 듯한 남북통일에 대응하여 남북의 교육통합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구상한다.
3) 학생인구 감소에 따른 다양한 교육선택권 요구에 대비하고 초고령사회의 성인 교
육수요에 대응하는 평생교육체제를 수립한다.
4) 이주민 및 국제결혼 등의 증가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는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여
타문화, 타인종을 이해하는 적절한 교육체제를 구축한다.
5) 세계적 대학육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연구역량 강화 및 사교육 완화를
위한 학생선발 방법 등에 관하여 계속적 연구와 개혁이 필요하다.
6) 교육개혁방안 수립과 효율적이고 지속적 추진을 위한 상설 교육개혁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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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5․31 교육개혁의 역사적 함의와 향후 방향
이 종 재 명예교수 (서울대)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후 2000년대의 현재까지의 한국교육의 발전단계를 살펴 볼
때, 한국교육은 건국이후(1948)~1950년대의 기반조성단계에서 현대교육의 기초와 초등
의무교육을 성취하였다. 1960~1980년대의 한국경제의 도약과 고도 성장기에는 교육기
회의 확대와 양적성장을 이룩하였다. 1980~2000년의 한국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단계를
거쳐, 2000년대 이후 교육의 질적 다양성과 수월성과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교육발전단
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한국교육은 선진교육체제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선진형 교육체제”는 한국의 발전단계에서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성취한 이후
에 국가의 선진화와 병행하는 “선진교육체제”를 의미한다. 선진형 교육체제의 구축은
1995년에 수립한 “5․31 교육개혁”의 핵심 원칙이 되는 “소비자 중심 교육개혁”과 “교
육제도 운영에서 자율의 원칙”을 전략적 추진방법론으로 선택하고 있어, 현 정부의 교
육정책은 5․31 교육개혁의 핵심원칙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5. 31 교육개혁의 방향은 “문민정부”로 부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
박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승되어 왔다. 한국의 교육개혁정책의 역사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현상으로서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의 추진이 조령모개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5․31
교육개혁방안이 발표된 이후 15년 동안 기본정책방향과 핵심 가치는 유지되어 왔다. 신
교육체제의 특징을 구성하는 학습자 중심교육, 교육의 다양화,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교육의 정보화, 질 높은 교육 등의 6가지 핵
심가치는 꾸준하게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 중에서 학습자 중심교육과 자유와 평등
이 조화된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간에 강조점의 차이를 보여 왔다. 특히 참여정부
와 이명박정부간에 접근방법상에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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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으로 교육에서의 평등과 교육혁신에 대한 공동체 접근을 중시하였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교육개혁의 방향과 핵심가치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이의를 달
지는 않았다. 그러나 평등과 수월성, 다양성 그리고 서열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책의
입장을 달리 하여 왔다. 특히 참여정부는 교육에서의 평등과 복지의 보장에 중점을 두
어 왔고, 현 이명박정부는 자율과 경쟁을 통하여 교육에서의 다양성의 확대와 질적 수
준의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전자를 진보라 한다면 후자를 보수라고 부를 수 있다.
교육에서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는 각기 강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다. 보수가 “나라
의 과제”와 “세계속에서 국격”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서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는 반면에 진보의 성향은 서민의 요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되 나라의 과제
를 책임있게 생각하지 않는 인기영합주의에 흐르는 성향이 있다. 이 점에서 교육에서의
중도노선을 설정할 수 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한국교육의 시대적 도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은 이 도
전에 대응해 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한국의 역동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정이다. 경제
적으로 한국경제가 국제경쟁력을 지니는 지식기반경제로 새롭게 도양해야 하며, 정치
적으로는 한국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남북관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
육은 국민교육에서 우리나라 헌법이 명시하는 “자유민주주의제도”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장경제체제의 운영을 근간으로 하
는” 한국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 명박정부는 “창의적 인재육성”과 이를 위한 “선진교육체제의 구축과 운영”을 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선진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가치로서 정
부 교육정책은 자율, 다양, 책임, 배려 등의 핵심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중도실용이 강
조된 이후 “배려”가 핵심가치로 추가되었다. 이러한 핵심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
부는 다음과 같은, 서로 갈등하고 상충하는 정책과제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해가야 할 과
제를 안고 있다.
• 자율을 통하여 다양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며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고,
• 수월성과 평등성 간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 다양성 속에서 최소필수의 학업성취 수준의 보장하며,
• 뒤처진 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으로 교육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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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적 교육공동체와
• 경쟁력 있는 한국의 공교육을 육성하는 일이다.
한국교육의 문제를 규정하고 문제해결의 방향을 모색하고 적합한 방법을 논의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학업성취의 기준이다. 이 점에서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학업
성취를 “참 다운 학업성취”라고 할 때 이러한 학업성취를 이끌어내기 위한 “학교의 변
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무엇이 “참 다운 학업성취”의 내용이 되
어야 하며, 이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학교운영의 Paradigm을 타율적 행정통제로부터 단위기관운영의 자율과 책임,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이 중심이 되는 시장적 통제로 전환하는 문
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요구는 크게 보면 교육에서의 운영체제
(Governance)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정부의 교육
정책은 네가지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1) 소비자중심 교육개혁의 추진: 시장통제 중심으로부터 학생중심으로
현 정부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전략적 접근의 한 축으로 “수요자 중심”을 설정하고
있다. 소비자 중심 교육개혁의 추진은 교육에 대한 가치판단에서 소비자의 평가와 선
택에 의한 교육개혁 추진방식으로서 교육에 대한 시장통제기제를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장통제에 중심을 둘 경우에 학부모의 학교선택을 통하여 교육을 혁신하려
는 접근을 의미한다. 교사와 학교교육의 실적에 대한 평가와 정보공개 그리고 학교선택
이 주요 방법이 된다. 이 맥락에서 교원평가, 학교평가, 시․도교육청평가와 정보공개,
그리고 학교선택을 도입하고 있다.
그 접근의 목적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는 수요자 중심은 학생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
의 가치와 성과를 평가하는 관점으로 연장하여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이 이룩하는 학
업성취에 정책적 관심을 둔다. 이러한 관점을 ‘학생중심주의’라고 볼 수 있다. 이 관점
에서는 모든 학생들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학업성취로서의 품성과 능력을 계발
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하고 최소필수 수준의 학습성과는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규
정한다. 全人的 成長과 公人意識의 함양(정범모, 교육의 향방, 2009) 그리고 이 토대위
에서 個性의 신장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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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중심주의는 학생의 실질적 학업성취(가치)의 구현과 학업성취에서 뒤쳐진 교육소
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중시한다. “친 서민적 관점”은 교육에서 어려운 계층에게 공교육
제도 운영에서 최약보완의 원리를 적용하여 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차등적 보상의 원칙
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어려운 계층의 교육복지를 배려하는 관점이다.

(2) 교육제도운영에서 자율의 원칙: 자율의 확대에서 협동적 통치까지
“학교교육의 자율화”는 정부규제로 인한 교육획일화를 극복하고 단위학교운영의 자
율성을 확대하여 교육의 다양성과와 교육수요자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할 것을 지향한
다. 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 확대가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대하
고, 공교육의 질적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학교혁신의 “선 순환구조”를 창출하기 위
한 정책으로 설정되었다.
자율이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 개인차원의 선택과, 단위학교차원의 운영의 자율화와
지역차원의 자치가 확대되어 중앙정부의 통제는 상대적으로 줄게 되어 교육에 대한 통
치에서 정부의 통제모형에서 선진국가의 운영모형이 되는 “자율적 협력관계에서 통치
가 이루어지는” “협치”를(Government to Governance)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
여 자율을 토대로 한 운영체제(Governance)의 혁신과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자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위 조직이 자율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자
율의 권한과 일의 내용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의 균형적 추구: 수직적 서열화로부터 수평적
다양화로
한국 교육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 차”는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좋은 학교
를 찾는 교육경쟁과 사교육 경쟁으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위 평준화정
책으로 대응하여 왔다. 교육의 평등을 수직적 서열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평준화”를 지
향하게 되었다. 이제 평준화를 넘어서 교육에서의 평등과 수월성의 관계설정이 필요하
다. 획일적인 수직적 차원에서의 서열구조에서 수평적 차원에서의 多元的 선택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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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공공성 차원에서 교육에서의 평등은 당연히 추구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그러
나 교육의 평등은 획일(劃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에서 평등에 대한 새로운 관
점을 세울 필요가 있다. 교육의 평등을;
•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지역 간, 학교 간 교육여건의 균등성을 보장하고,
• 교육성취수준에서의 최소필수적 학업성취의 보장하고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보살핌(caring)"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학업성취와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교육기회의 배분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어 경쟁에서의 낙후가 배제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 교육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선택권을 보장하여, 개인적 차이를 지니고 있는 학생들
에게 자기에게 적합한 학습의 기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에서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길이 될 것이다.
교육에서의 평등을 “획일”과 “평준”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다양성속에 적합성”으로
그 의미를 재규정할 필요가 있듯이 수월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학업성취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가려는 방향에서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Excellence for All)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에서의 평등과 같이 수월성을
수직적 차원의 상위 서열을 의미한다는 관점에서는, 수월성의 추구는 서열경쟁을 의미
하게 된다. 이 맥락에서 수월성의 추구는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하며, 사회 불평등을 야
기하는 요인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수월성을 “모든 학생들에게”, 그의 “재능
계발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적합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최선을 향
하는 노력”이라고 정의할 때, 수월성을 수평적 차원에서 다양한 영역별로 재능 있는 인
재를 양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수월성을 평등성과 대립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수월성과
평등성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 평등성을 위에서 논한바와 같이
기회의 균등과 최소수준의 보장, 배려와 교육기회의 적합성을 높이는 개념이라면, 수월
성은 위로 열린 체제에서 각 개인이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평등을 학교차의 평준화로 보았기 때문에 초․중등교육에서 평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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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성을 대립적 관계로 파악하였다. 현 정부에서는 평등기조위에서 수월성을 적극적
으로 도입하려고 한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수월성을 상위서열의 차별화된 교육으로
보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수직적 서열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현 정
부의 수월성의 추구가 상위서열의 차별화된 교육으로 나가는가? 아니면 교육기회의
서열화보다는 다양화를 통한 특성화와 그 질적 수준의 향상을 지향하는가에 따라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의 지향이 정해질 것이다.

(4) “친서민적 배려”와 공동체적 접근
한국교육은 더불어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형성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 지난 60년의
한국교육의 성취는 초등의무교육단계에서부터 어느 누구도 학습의 기회로부터 소외되
지 않도록 배려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였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웠던 시기에 천막교실,
콩나물교실, 2부제 학급 속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저비용 취학기회 확대정
책”(Low cost approach)으로 교육발전의 기틀을 세울 수 있었다. “어느 누구도 학습의 기
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정신은 우리나라 학교교육
을 이끌고 가는 원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친서민적 관점”은 교육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계층, 지역,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
학습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공교육제도 운영에서 “최약보완의 원리”1)를 적용하여 약한
부분을 보완하여 주고, 차등적 보상의 원칙을 적용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복지관점
이 된다.

1) 한국의 새마을 운동의 원칙으로서 사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지원해 줌으로써 사회 전체의 역량을 확
충하려는 전략적 운영방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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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5․31 교육개혁 심포지엄 토론문
이 종 각 교수 (강원대)

수요자중심교육, 학교중심공교육제도를 보편적공교육제도로의 개편, 국민의 교육열
경영전략 모색 등에 대한 세 가지 선택적인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 수요자중심교육
◇ 5․31 교육개혁안은 ‘교육체제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 중
의 하나가, 수요자중심교육이다. 이것을 선언한지 15년이 되었지만 막상 수요자중
심교육이론이 없다. 무엇이 수요자중심교육인지? 왜 수요자중심교육이어야 하는
지? 어떤 것들이 수요자중심교육이 아닌 것들인지? 수요자중심교육이 되기 위해서
는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등등에 대한 이론과 연구는 아직도 거의 없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수요자의 진화에 비해 너무도 느린 학교의 진화는 커다란 숙제이다.
- 의문과 모순: 수요자중심교육을 한다고 하는 데도 수요자들로부터의 저항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 절차에서도 수요자중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공급자가 수요자중심적 정책이라고
하지만 수요자가 보아서는 수요자중심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수요자의 필요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보되어야 수요자중심성도
확보될 수 있다. 새로운 교육거버넌스도 절차적민주주의를 통하여 꽃필 수 있다.
- 기관평가가 5․31개혁안 발표 이후부터 도입되었으며, 평가를 통한 경쟁과 경쟁
에 따른 지원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하나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많
은 경우 신자유주의적 평가라기 보다는 중앙집권적 평가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관평가는 생각보다 ‘수요자중심적’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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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코 한 말 속에 문화가 담겨있다. 주제발표 중 어딘가에 ‘수요자에 대한 배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수요자는 배려 대상이 아니라 수요자는 주인이고 존중되어
야 할 대상이다.
- 수요자중심교육이 되기 위한 행정 단위로는 홍후조교수가 제안하는 중단위교육
지원청을 도입하고 시도단위 및 시군단위 교육지원청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
토할 필요가 있다.
-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부족한 한국문화에 수요자중심교육을 심기 위한 좀
더 철저한 검토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

▣ 학교중심공교육제도로부터 보편적공교육제도로의 개혁
◇ 선발에서 추첨제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 표명: 평등교육이나 사교육 경감정책
이라는 명분으로 타인의 교육자유에 대한 규제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자녀 혹은 본인의 학교선택이라는 중요한 일을 추첨
이라는 우연에 맡기는 비교육적인(국민의 자기주도적이고 책임지는 정신을 흐리
게 하기 때문에) 일을 평등이나 사교육경감의 이름으로 도입하고 있다. 유치원도
아닌 고교입학 수준의 나이에 학교의 입학 여부를 우연에 맡기는 것이 평등한 것
인가? 노력하여 노력 껏 성취하는 것이 평등한 것인가? 이러한 결정은 철학이 빈
곤한(결여된) 결정이거나 너무 손쉬운 타협 아닐까?
◇ 사교육문제 해결은 보편적공교육제도로의 개편을 통해 : 공교육기관, 사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등의 모든 학습기관을 국가교육과 국민의 공교육에 공헌하게 만드
는 보편적공교육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지금은 오직 학교만이 공교육기관으
로 인정되고 있다. 이런 제도로서의 공교육에 집착하지 말고, 가치로서의 공교육
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가치로서의 공교육은 학교 외의 다양한 교육기관이 기여
할 여지가 많이 있다.
- 학교는 중요한 교육기관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교육기관은 아니며 효율적이거나
평등한 교육기관도 아니다. 사교육기관도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 중
의 하나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적대시함으로써 낭비되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을
까?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교육, 사교육이 평생교육체제로 편입되는 제도적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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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교육, 학습기관으로
부터의 학습에 대해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게 만들도록 한다. 이것이 교육제도의
유연화 방향이고 평생교육체제로 가는 방향이다.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한 것에 대한 공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학습만 공인하
는 것은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제도가 아니다.
- 사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교육’ 과 공교육의 차별을 줄이고 모두가 국
가교육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유도하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공진화 전략을 모색
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의 공공성 확보 역시 공교육 뿐만 아니라 사교육도 공공
성을 확보하게 유도할 수 있다.

▣ 국민교육열의 국가경영전략 모색
◇ 5․31 교육개혁안에 중요한 발견과 선언을 한 것, 혜안을 담았으나 후속 연구도
조치도 결여된 것이 교육열의 경영문제이다. 개혁안은 아래와 같이 선언하고 있
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 다행스러운 것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우리의 교육열이다. 이
뜨거운 교육열을 창조의 에너지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의 물길(水路)을 만
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타고난 재주와 잠재 능력을 잘 계발한다면, 세계무대의
주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우리 나라에서 전문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는 한국인 예술가와 과학자가 많다는 사실이 이를 입
증하고 있다.”
요즘 광고 카피 중에서 “맥주 맛도 모르면서” . 이 광고 카피는 뭐를 안다고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 하는데, 기본인 “맥주 맛도 모르면서 뭘 안다고 그래!”라는 메시지를 담
고 있다.
이와 유사한 예를 교육정책이나 교육이론에서 찾을 수는 없을까? 교육열은 우리 교육
의 실재를 덮고 있는 분위기에 해당한다. 기본이나 저변에 해당한다. 이것을 무시하거
나, 과소평가하는 이론이나 정책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정책이나 이론 아닐까? 맥주
맛도 모르면서에 해당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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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옛날 왕이 치산치수 잘 해야 했듯이, 오늘날의 국가교육책임자는 교육열 경영 잘해
야 한다. 이열치열 하듯, 이교육열 치교육열의 방법도 모색해 볼 만하다.
100쪽에서 홍후조교수는 빗나간 교육열과 공공적 승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교육열이
심히 왜곡되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토론자는 이점에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교육열때문에 교육이 왜곡된 것이 아니라 교육
제도와 환경이 불량하기 때문에 교육열이 왜곡되어 나타난 것이라는 것이 토론자의 견
해이다. 즉 비난받아야 할 것이 교 육열이 아니라 국민의 교육열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
하는 교육제도와 교육환경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열 비난, 혹은 교육열 책임론은 널리 퍼져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 첫째로 약자비난론과 관련되어 있다. 교사에 대한 관
심에 비하면 학부모교육열에 대한 관심은 티끌수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교사에 비해 학부모는 그야말로 ‘작아지는 학부모’이다. 교육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약
자의 교육에 대한 열정(교육열)이 뒤짚어 쓰고 있는 형국이다. 둘째로 수요자중심교육
론과 배치된다. 교육열은 수요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정서이자 욕구이다. 그런데 그것
을 문제 삼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요자중심교육 관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들의 욕구를
어떻게 하면 만족시켜 줄 수 있으며 동시에 공공성과 연결시켜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관점이 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많지만 이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생긴 반대급부적 인식
태도가 반영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교육열을 수용해내지 못하는 교육제도와 환경에 의
해 생긴 문제점을 교육열의 문제점으로 대체하여 인식하거나 양쪽 다 문제이다(양비론)
라는 지적이다. 5․31개혁안에서의 선언처럼 교육열의 물꼬를 잘 열어갈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홍교수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며 토론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문제는 내 자식을
위한 교육열을 어떻게 우리 모두의 자녀들을 위한, 다음세대 모두를 위한 교육적 지혜
로 승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제도적 문화적 고민이 적었다는 점이다. 향후 사회적 자
본의 형성과 확대에 기여하는,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순방향으
로 유도하는 묘안 마련이 필요하다.”
미래사회의 감성이 중시되는 사회이며, 정서자본은 지금 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될 것
이다. 교육열은 한국인의 교육정서이고 이는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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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교육열 유통구조는 엉망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열 사고나 정체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교육열 고속도로나 교육열 KTX가 열려야 한다.
새뮤엘 헌팅튼이 가나와 한국을 비교한 것이 워낙 유명하여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저
서 '문화가 중요하다‘에서 가나와 한국의 발전의 차이가 문화차이에 큰 영향을 받았음
을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교육열‘을 꼬집어 말하고 있다.
하바드 대 인류학과 짐 토마스 교수는 1960~79년대의 한국의 획기적 고도성장의 원
인에 수치로 입증되지 않는 비결이 있다고 하면서(1997), “가난을 떨쳐버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길 원하는 한국인들의 심리가 한국의 기적을 일궈낸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열은 이런 심리가 교육영역에서 발현된 것이다.
오바마대통령도 한국의 교육열을 부러워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그 교육열의 주인공
인 우리는 그 교육열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힘을 잘 결집하여 효과를 보게 해야하
는 것이 우리 교육자들의 과제이다. 교육열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경영하는 교육정
책이 필요하다. 그런 연구의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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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5․31 교육개혁의 헌법정신 구현 공적과
향후 과제
강 인 수 부총장 (수원대)

1. 역사적 함의-헌법정신구현
5․31 교육개혁은 한마디로 국가주의 교육체제에서 학습자 중심의 국민의 교육권에
대한 헌법 정신을 구현한 의의가 가장 크다. 교육의 국가목적성과 사회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거의 절대적이었던 교육에 대한 국가의 권리를 상대화하고 어린이, 학생,
부모, 교원, 학교설치경영자 등의 헌법상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획기적으로 보장하여
교육에서의 실질적 민주화를 위한 법제를 갖추게 되었다.
5․31 교육개혁이 내건 신교육체제의 비전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이었다. 그리고 기본특
징으로 학습자 중심 교육, 교육의 다양화,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교육의 정보화, 질 높은 교육 등은 바로 교육에서의 헌법정신을 표
방한 것이다. 이와 같이 5․31 교육개혁의 이념은 교육에서의 헌법정신을 확인, 천명한
것이다.
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후부터 서구의 공교육제도와 기본 바탕을 같이하여
19세기 말부터 정립되기 시작한 공교육제도의 기본원리인 어린이의 교육을 받을 권리
의 보장으로서 의무성, 무상성, 중립성 등을 주요 원칙으로 지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교육법을 비롯한 실정법상의 각종 교육법규에서는 학생, 부모
의 중핵적 위치를 선언한 헌법을 외면하고 국가우위 정책을 계속하여 왔다. 이는 일제
시대의 국가주의 교육관이 해방 후 급하게 제정된 교육법제에서 표현을 달리하여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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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본적 사고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해방 후 미군정기, 6.25전쟁, 군사정권 등 격
심한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교육법도 적지 않은 변천을 겪어오면서도 국가주의 교육관
은 그대로 잔존하였다. 5․16 이후 국민교육헌장은 훌륭한 개별 덕목을 담고 있으면서
도 ‘나라의 발전이 나의 발전의 근본’이라는 핵심이념과 철학은 헌법상의 개인의 존엄
성과 개성화, 다양화라는 교육의 본질과 교육법상의 교육이념과는 거꾸로 가고 있었다.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성에 수반되는 국가의 목적성이 교육에 지나치게 강조되어 학생
과 부모, 교원 등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법익간의 충돌과 대립이 일어나게 된다.
한편 교육관계법은 이러한 국가주의, 전체주의적 이념은 그대로 둔 채 부분적 수정만
거듭한 결과 내용에서는 흠결이 있고, 조항 간 상호 저촉되고 상충되는 누더기 법이라
고 불리울 만큼 체제와 해석, 적용에서도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5․31 교육개혁이 이러한 교육관계법령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교육개
혁 이념을 실현할 교육법제를 새로 정비하여 단일법체제의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초중
둥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3법체제로 개편하고, 교육개혁의 비전과 목표를 담아 법률을
전면 개정하였다.
무엇보다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교육권의 중핵으로 하여 부모, 교원, 학교설치
경영자, 국가 등의 교육권 개념을 교육기본법에 규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의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부모의 학교교육참여권 보장, 학교선택권의 점진적 확대 보장,
국민의 학교 및 교육기관 설치권의 보장, 의무무상교육의 확대, 학업성취도평가 및 능력
인증제도 등은 교육에서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법제를 구축한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

2. 향후 과제
5․31 교육개혁의 역사적 의의는 상당한 수준의 평가를 받아 왔다. 교육개혁의 내용
을 담은 교육3법의 정신에 따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보장의 수준이 상당 수준 향상
되었고, 특히 새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과 판결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교교육의 민주화 진전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현재 반성과 재점검이 필요한 과제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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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이념: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인간을 기를 것인가 즉 교육의 이념에 대한 합의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개혁마다 바람직한 인간을 제시하였다.
(1986년: 21세기를 주도할 한국인상: 자주적 인간, 창조적 인간, 도덕적 인간,
5․31 교육개혁: 21세기 신한국인상: 더불어 사는 인간, 슬기로운 인간, 열린 인간,
일하는 인간)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
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법의 교육이념을 재해석, 활용하고 새로운 인간상
제시와 연계하여 교육을 통해 기르려는 인간상을 정립하고 전 교원과 국민이 알고 실천
하여야 한다.
○ 법치주의 실현 노력
- 법령정비: 법률과 시행령, 자치법규에서 헌법정신이 일관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교육3법의 정신과 내용이 정부의 시행령에서 그 반영
을 소홀히 한 점이 아직 남아있다(예를 들면, 학생의 징계사유등은 기본권 보장에
위배되는 구 일제시대의 조항이 잔존함). 특히 학생의 기본권에 대한 미흡한 내용
들이 오늘날의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법의 지배를 위한 준법교육 강화: 사회전반의 법무시경향을 극복하고, 학생과 교
원의 법의식 향상 교육을 강화하여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도
록 하여야 한다.
- 교육당사자의 교육권 개념의 바른 정립: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에서 규정한 정신
에 따라 교육당사자의 교육권의 개념이 바르게 정립되고 정부, 학교구성원 들이
공동으로 협력 노력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
립되어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부모와 법률에 의한 위임을 받아 교육하는 교
원의 기본적 의무이다. 자신의 가치관을 강제로 주입하는 수업은 교육의 중립성
을 위배하고, 보편적 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바른 이해로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고 협력관계인 공교육법리를 구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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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육당사자의 교육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교원양성교육을 포함한 교
직원 및 학생과 학부모의 법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한다.
- 학교선택권 등 학부모 교육권 강화: 일본, 독일, 미국 등 각국은 공통점은 학부모
교육권이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다. 교육권에 대한 국가와 학부모의 ‘동순위협력
원칙’ 정립(독일)되고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강화(미국)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
소는 학부모가 일차적인 교육주체이며, 원칙적으로 국가와 교원에 우선한다고 본
다. 학부모와 국가 간의 교육권충돌의 경우 법익형량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여 원
칙적으로 대등함을 뜻한다.
평준화입학제도의 부분적, 미봉책 보완으로 혼란만 계속되므로 근본적으로 개선
하여 다양한 교육, 각자의 수준에 맞는 교육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개인과 국가의
발전에 부합하여야한다
- 배분적 정의의 실현: 사회권적 측면의 강조는 기회균등을 절대적 평등으로 이해
하여 교육에서 자유보다 평등이 가치관의 표면에 나타나게 되면 교육은 획일성과
폐쇄성을 띠게 되고 악평등주의의 폐해에 빠지게 된다. 개성의 존중이 민주주의
의 원칙이다. 자유와 평등의 균형에 대한 보편적 준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
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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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진로 직업교육 개혁정책의 반성과 향후 추진방향
장 석 민 박사 (전 재활복지대 총장)

1. 토론의 관점
본고는 교육개혁의 역사적 함의와 향후 방향에 관하여 논의토록 되어있다. 교육개혁
전반에 관한 역사적 함의를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 하는 것은 토론자의 역량을 넘
어서는 것이기도 하지만 시간과 지면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개혁정책에 초점을 두어 논의 하고자 한다.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은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교육의 관점에서 진로직업교육은 다음과 같이
그 필요성 및 목적을 제시한다.

가. 개인 발달적 필요성 및 목적
1) 적성과 능력을 포함한 자아 특성의 발견과 계발
2) 다양한 일과 직업 및 기술의 세계에 대한 이해
3) 일과 직업에 대한 적극적 가치관 및 태도 육성
4) 진로 선택의 유연성과 다양성의 제고
5) 능동적 진로개척 능력과 태도 육성

나. 국가 사회적 필요성 및 목적
1) 다양한 인력의 균형된 개발 유도
2) 과도한 사교육 열풍 및 재수생 문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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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직 청소년의 대량적 배출과 비행화 문제의 예방
4) 건전한 사회적 직업 윤리관 확립
5) 국민 전체의 직업 생산성 제고
위에 제시된 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 체제는 성공적
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체제가 많은 교육개혁정책 추진에도 불구하
고 진로 직업교육의 관점을 제대로 수용하고 적용시켜오지 못한 데에 크게 기인 된다.
진로직업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는 많은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고,
이는 사회 구조적 문제점 -임금 구조 및 직업의 사회적 지위 구조의 불합리성- 과 연관
되어있다. 이를 도표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현상적 문제

원인적 요인

기술 인력의 양적 질적 불균형
∙ 기능인력의 부족 심화 경향
∙ 대졸 이상 고급인력의 대량적
실업 지속

교육체제의 취약성
∙ 인문위주의 교육체제 운영
∙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
∙ 교육 인플레이션 지속
∙ 직업기술교육의 위축

뾜

뾞

뾝

국가 발전 지체
∙ 지속적인 경제 발전 저해
∙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

학벌위주의 관료적 사회 구조
∙ 학벌 위주의 고용관행
∙ 학력간 임금 격차
∙ 직업의 귀천 의식

<직업교육 문제점의 사회구조적 인과관계>

이렇게 사회 구조적으로 연계된 문제점의 개혁 없이는 진로직업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의 개혁을 아무리 추진해도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진로직업교육의 개혁은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면에서
실패를 거듭해 왔다고 판단된다.
진로직업교육의 개혁정책은 일반교육체제는 말 할 것도 없고 사회 구조적 변인들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개혁정책이 되어야 하며, 개혁정책의 내용이 이론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적합성이 높아야 되며, 그리고 추진을 위한 병참적 지원전략(Logistic strategies)
까지 잘 수립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론자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진로직업교육 개혁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성해 보고, 향후의 추진방향을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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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직업교육 개혁정책의 반성과 향후 추진방향
1) 사회구조적 문제점을 포함한 통합적 개혁정책의 추진
직업교육 개혁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와 맞물려 있는 사회구조의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특성화고의 기능인 교육을 위한 개혁정책이 실효를 거
두려면 기능인들의 취업, 임금, 사회적 지위 등에 관한 개혁 조치가 사회구조개혁의 차
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직업교육개혁 정책도 그렇고
국민의 정부가 제시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정책도 직업교육정책과 맞물려있는 이
러한 사회구조적 차원에서의 개혁 정책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제시된 것 같다. 물론
이러한 사회구조적 개혁은 교과부 또는 교육계 인사들만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간과한다면 직업교육 개혁정책은 처음부터 절름발이 개혁안으로
출발될 수 밖에 없다.
직업교육의 문제는 이미 토론의 관점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구조적 문제가 교육
현상으로 나타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근본 원인인 사회구조적 변인의 개혁 없이,
교육현상만을 문제로 보고 고쳐봐야 미봉책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
명박 정부에서는 직업교육의 현상적 문제뿐 만 아니라 이와 맞물려 있는 사회구조적
변인들을 합리적으로 개혁하는 정책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이 균형 잡힌 개혁정책 추진
직업교육개혁은 전체 교육구조개혁의 틀 안에서 일반교육과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직업교육은 지금까지 일반교육의 주된 통로에 덧붙여
진 교육으로 그리고 막다른 골목의 교육(Deadend School)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직업교육은 지금까지 이류교육으로서 인식되어 왔다. 직업
교육도 일반교육과 대등한 주된 교육의 통로(Main Educational Track)로 설계 운영되
어야 하며, 일반교육과 대등한 사회적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과 방향에
서 일반교육의 개혁과 함께 직업교육의 개혁 정책이 맞물려야 한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를 포함한 역대정부에서 이러한 관점과 방향에서 직업교육 개혁정책을 수립한
경우는 없었다. 이러한 관점과 방향에서의 개혁정책이 앞으로 심도 있게 고려되고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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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직적 수평적 연계를 고려한 개혁정책의 추진
직업교육개혁은 직업교육훈련의 전체 구조 속에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간에 그리고
직업교육 기관간에 수직적 수평적 연계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교과부의
형식교육으로서 직업교육과 고용노동부의 비형식교육으로서 직업훈련은 상호보완적 역
할분담과 함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성화고교,
전문대학, 산업대학(기술대학 포함) 등도 수직적 연계(Articulation)을 가져야 기관간 역
할이 중복되거나 결여되지 않고 직업교육전체가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그
렇게 되어야 직업교육훈련기관간 기능이 서로간의 배타성(Exclusiveness)과 전체적 포괄
성(Inclusiveness)을 지닐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김영삼 정부의 직업교육개혁안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상호 관련된 변인
들을 다소간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제대로 시행하지는 못하였다. 이
명박 정부는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추진할 직업교육개혁 정책을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4)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개혁정책의 추진
직업교육개혁정책은 정부주도에서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시키는 방향에서 모색
되어야 한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교육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는 반면 민간의 참여와 역할은 확대된다. 직업교육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직업교육에 있어서 - 특히 평생 직업교육에 있어서 - 민간의 참여는 노
동시장의 요구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선진국들에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앞세우고 있는 우리나라
로서도 당연히 서둘러 정책화해 나가야 할 방향이다. 앞으로 교과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직업교육의 개혁정책을 재검토해 나가야 한다.
5) 연구에 기반한 개혁정책의 추진
직업교육 개혁정책의 추진은 연구개발, 시범적용, 일반화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 장기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디어 수준의 개혁 정책을 연구개발과정 없이 곧바로 현장
학교에 적용하여 시행착오만을 일으키고 거두어 들이거나, 시범적용을 통한 현장접목
가능성의 타진 없이 하향식으로 밀어붙이다가 정권의 퇴진과 함께 혼란만 가중시키고
중단된 개혁 정책들이 지금까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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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한 개혁 정책이라면 반드시 성공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지금까지 많은 개혁정책들이 실패한 것은 이론적 타당성이 결여되었었다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현실에 맞게 인내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던 점에 기인한 것들이
많다. 앞으로의 직업교육개혁 정책은 이론적 타당성의 충분한 검토와 함께 연구개발,
시범적용, 일반화단계를 거치면서 장기적 안목에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6) 행․재정적 지원 및 확산보급 전략을 포괄하는 개혁정책의 추진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투력은 말할 것도 없고 군수물자의 적시 지원(Logistic
strategies) 필요하다. 교육개혁에 있어서도 법적 뒷받침을 포함하여 적시에 행․재정적
지원이 없이는 개혁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 과거에 실패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행․재정적 지원이 부실했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개혁정책이 현장에 착근되려면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확산 보급(Dissemination &
Utilization) 전략이 정교하게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개혁의 주체자( Change agent)
및 주체기관( Change agency)을 선정하고, 개혁에 대한 저항을 해소하고 인식을 높여 나
가고 확산시켜 나가는 계획과 전략이 개혁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개혁정책을 살펴보면 개혁내용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확산 보급에 대한 전략은 간과했
던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의 개혁정책은 병참적 지원전략-즉, 행․재정적 지원 전략 및 확산 보급 전략을 동시에 포괄해야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7) 법에 기반한 장기적 일관된 개혁정책의 추진
직업교육 개혁정책은 정권차원을 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조급
하게 추진하다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 포기한 정책이 적지 않다. 정권이 바뀔 때마
다 유사한 개혁정책들이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용어로 포장되어 발전 없이 변화만 되
풀이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같은 정권 내에서도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정책의 일관
성을 잃게 만드는 예가 많았고, 이러한 부작용은 정권교체로 더욱 심화되곤 했다.
직업교육 개혁정책에 관한 한 이명박 정부는 김영삼 정부의 5․31 개혁기조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살만하다. 이는 정권에 관계 없이 정책이 장기적 일관
성에 의하여 그만큼 정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권의 교체나 담당자의 교체 때
마다 뒤짚어 엎고 새로 출발하는 방식보다는 이어서 발전시킨다는 성숙된 사고가 앞으
로 개혁정책을 성공시키고 정착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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