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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자유학기제 정책에 따른 학교변화의 사례를 분석하여 2016년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A중학교의 학교변화 사례
를 질적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중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를 통해 전반적인 학교변화를 유
도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 구조적 측면과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둘째, 

자유학기제 운영의 초점을 교수-학습 개선 또는 진로체험 중 어디에 둘 것인지를 선택하여 실천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셋째, 자유학기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기대와 신뢰를 향상시키고, 교육청 차원에
서는 교사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수업시수 조정,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평가부담 해소 및 교사의 교육활동 이외의 업
무를 경감시키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주제어 : 자유학기제, 학교변화, 변화요인, 진로체험, 사례 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 case of school change according to the free semester 
policy and provide its suggestions for the entir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in 2016. For the study, a middle 
school case was examined qualitativel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tructural change and 
psychological change should be simultaneously implemented in order to bring out overall school change. 
Second, the free semester should be focused on either teaching and learning improvement or career experience 
by having concrete action plans. Third, school stakeholders' trust and expectation should be improved by the 
consistency and continuity of the policy, and local educational authorities should reduce teachers work load as 
well as unnecessary works from the other areas besides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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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유학기제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보다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며 자신의 꿈과 끼를 발견하고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을 지닌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한 박

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자, 학교변화의 실천 방안

으로 도입되어 운 되고 있다. 이러한 자유학기제 정책

이 도입된 주요 배경으로는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이 안

고 있는 문제 들에 한 근본 인 성찰과 OECD 국가를 

심으로 미래지향  역량을 강조하는 세계 인 교육 흐

름의 향을 간과할 수 없다[1,2].

자유학기제 졍책은 2013년 5월 ‘자유학기제 시범운

계획’이 발표되면서 구체화 되었다[3]. 2013년 2학기부터 

42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가 시범으로 운 되기 시작하

고 2014년에는 38개의 연구학교와 732개교의 희망학교

에서, 그리고 2015년에는 2,471개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운

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국 으로 면 실시될 

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14년부터 국에서 처

음으로 모든 학교에 자유학기제를 면 시행하고 있다. 

2014년 자유학기제를 운 하고 있는 국 80개교를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4], 지역별 편차 없이 자유학

기제 정책에 한 이해와 태도가 정 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교육과정 운 , 교수-학습방법, 로그램운   

평가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아가 자유학기제 운 학교의 인식 정도가 비운 학교보

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육 반의 변화’

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정책이 성공 으로 정

착한다면 학교 장에 기존의 상태나 제도, 교육활동을 

변화시키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5]. 따라서 이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성에 한 심과 더

불어 자유학기제 운 에 따른 학교변화의 측면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과 같은 외  요인이 어떻게 학교

변화에 향을 주는가를 악하기 해서는 단 학교 수

의 다양한 내  요인들이 실제로 학교변화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나마 학술 인 측면에서 자유학기

제에 한 연구가 다각도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

은 자유학기제 정책 방향에 한 연구(최상덕 외, 2013; 

박균열, 2014; 이덕란, 2014; 김이경, 민수빈, 2015), 자유

학기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진로교육 등 특정 주제에 

한 운  방안 연구(김미진 외, 2014; 장 진 외, 2014; 이

병환 외, 2015), 자유학기제에 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 

연구(홍후조 외, 2013; 김진섭, 2015)  해외 사례 연구

(김나라 외, 2013; 김진숙, 2013)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수 에서 자유학기제 운  사례 연구를 질

연구방법으로 분석한 연구는 2편[5,6]에 불과하며, 이

들 연구도 학교변화의 측면에서 자유학기제 운 을 분석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자유학기제 정책에 따른 

A 학교의 학교변화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 을 도출하

는 데 목 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학교변화의 개념과 분석틀을 설정하고, 이 분석틀을 바

탕으로 연구 상 학교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

과는 2016년의 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운 과 성공 인 정착을 한 시사 을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

2. 이론적 배경

2.1 자유학기제의 취지 및 운영

자유학기제는  정부의 핵심 인 교육정책이다. 자유

학기제란 학교에서 교육과정  한 학기 동안 학생들

이 간  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

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 과 교육과정을 유연하

게 운 하는 제도이다[3]. 개정된 「 · 등교육법 시행

령」(2015.9.28)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한 학기를 자유

학기로 지정해야 하며,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

생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한 체험활동을 운

하여야 한다”(제48조의2).

최상덕 외(2015)에 따르면, 자유학기제는 정책 기에 

진로체험에 큰 비 을 두었지만, 재는 교수-학습 개선

과 교육과정 신 그리고 이를 통한 교육 반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5]. 자유학기제와 련한 찬성과 반

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철균, 황은희, 김은 (2015)은 

자유학기제 교육활동의 특징을 4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4]. 첫째,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 하고 학생의 선택권

을 제공한다. 둘째, 학생의 심과 흥미를 기 로 내  동

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다양화 한다. 

셋째, 지필식 총 평가를 폐지하고 교과별로 핵심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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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을 마련하여 평가한다. 넷째, 학교와 지역사회 간에 

력  계를 형성하여 진로체험 활동 등 다양한 로

그램을 운 한다.   

자유학기제의 운  모형은 크게 진로탐색  모형, 

동아리활동  모형, 술·체육  모형, 학생 선택

로그램  모형의 4종류이다. 단 학교는 자유학기 동

안, 오 에는 학생의 참여와 활동을 심으로 ‘공통과정’

의 기본 교과를 운 하지만, 오후에는 학생의 흥미와 

심사에 기 한 ‘자율과정’을 자유롭게 편성, 운 할 수 있

다.

2.2 학교변화 

학교변화는 ‘교육개 ’, ‘교육 신’, ‘학교 신’ 등과 연

하여 다소 혼동된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용어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존의 상태나 제도, 

활동들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나간다는 공통 을 가

지고 있다. 

서용희와 주철안(2007)은 교육개 , 교육 신, 학교

신을 구분하고 있는데, 교육개 은 국가주도의 체계 인 

제도 측면에서의 교육 변화를 가리키고, 교육 신은 효

과의 지속 인 향상을 해 체제 체의 의도 이며 계

획 인 교육의 변화를 의미하고, 학교 신은 교육 신 

에서 시행 범 가 단 학교에 한정되었을 때 사용한다

고 보고 있다[7]. 진동섭 외(2014)는 ‘변화’를 ‘개 ’과 ‘

신’ 등을 아우르는 가치 립 인 용어로 이해하면서, 단

학교 구성원들의 의도 , 비의도  변화를 포 하는 

개념으로서 학교변화를 규정하고 있다[8]. 

그러면 학교변화의 궁극 인 목 은 무엇인가? 우선 

학교 변화의 궁극 인 목 을 학업성취도 향상으로 보는 

학자들(황채석, 2000; 곽수란, 2009)이 있다. 이기명과 천

세 (2011)은 학교변화의 궁극 인 목 에 한 논란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재 교육개  정책의 목 이 학업성

취도 향상이며, 학교변화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향

을 미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는 데는 이견

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9]. 그러나 박상완(2009)의 

지 처럼 이러한 인지  차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학생들

의 정서 , 사회  변화도 학교변화의 궁극 인 목 으

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10].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학교변화는 학교의 본질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존의 학교가 학교 구성원 간 혹은 

학교를 둘러싼 환경과의 의도 이거나 비의도 인 상호

작용을 통하여, 학교의 여건이나 교육활동을 새롭게 변

화시키고 궁극 으로 학생들의 인지 , 정서 , 사회  

상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3 학교변화의 촉진요인

그동안 학교변화를 성공 으로 달성하기 한 핵심요

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 

일반 으로 학교변화를 진하는 요인으로는 인 요인

(교장, 교사, 학부모), 제도·정책  요인(교원인사제도, 연

구학교 운 , 학교평가), 물 ·재정  요인(학교규모, 학

교시설, 설비, 교원근무환경), 사회·환경  요인(학교풍

토, 지역사회, 시민단체)으로 정리된다[11]. 그러나 최근 

들어, 진동섭 외(2014)는 학교변화의 새로운 요인으로 학

교 외 을 술 으로 변화시킨 외부기업의 우연  개입

을 포함하기도 하 다[8]. Hargreaves와 Shirley(2009)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학교변화를 추구하기 한 진요인

으로서 ‘성취를 한 투자(Achievement through investment)’

와 ‘변화의 트 로서의 학생(Students as partners in 

change)’을 추가하고 있다[12].  

박상완(2009)에 따르면, 학교변화란 학교교육의 성과

(성취도, 만족도 등) 제고를 궁극 인 요소로 하면서, 학

교구조와 학교 구성원의 심리  측면, 학교의 핵심가치·

문화, 실제(실천)의 변화를 포 하는 것이다[10]. 여기서 

학교의 구조  변화와 구성원의 심리  변화는 상보 인 

것으로 자가 후자에 향을 주며, 나아가 후자가 학교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는 

학교변화를 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구

성원의 수용 정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변화의 진요인 에서 교

사들의 동료성, 학교장의 지도성, 학부모의 조와 같은 

인 요인이 제일 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13,14,15]. 그러나 한 동 외(2012)는 인 요인의 공동체

 계 형성이 실제 교육활동의 심이 되는 수업과 이

를 한 교사 학습공동체의 활동으로 실천될 때, 구체

인 학교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을 강조한다[16]. 

이 연구는 자유학기제 정책에 따른 학교변화가 단

학교 수 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가에 

을 두고, 학교의 내부 변화인 학교 구조  측면, 학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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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의 심리  측면, 그리고 교수-학습의 실제  측면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3.1 연구 대상 학교 

A 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13학년도부터 

자유학기제 정책연구학교로 지정하여 2년차 시범운 하

고 있는 여자 학교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 은 2014년 

12월 A 학교를 방문하여 자유학기제 동아리 수업을 참

하고, ‘자유학기제 장 간담회’를 마련하여 학생, 학부

모,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 다[17]. 이 학교는 

자유학기제 연구시범학교를 시작하기 이 에도 교과교

실제 연구학교(2010∼2012), 교원능력개발 선도학교(2009) 

등 다양한 정책연구에 극 참여해 왔다.

A 학교는 ○○○시의 심에 치하고 있어 쾌 하

고 아름다운 지역 환경을 가지고 있고 학부모의 교육활

동에 한 참여와 심이 많으나, 도시로 인해 발생

하는 교육환경의 해요소도 상존하는 편이다. 이 학교

는 1980년 15학 으로 인가받아 설립되었고, 2015년 

재 3개 학년 17학 에 558명의 학생이 재학 이며, 36명

의 교사와 14명의 직원 등 총 50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A 학교는 1학년 5학  165명의 학생을 상으로 2학

기에 자유학기제를 운 하고 있으며, ‘진로 탐색+ 술·체

육 모형’을 따르고 있다.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으로 

공통과정은 주당 21시간, 그리고 자율과정은 술·체육

(주당 5시간), 진로 탐색(주당 3시간), 동아리활동(주당 2

시간), 선택 로그램(주당 2시간)의 12시간을 편성·운

하고 있다[18].

3.2 연구 방법 

이 논문의 연구문제를 실증 으로 규명하기 하여 

면담  학교 방문을 실시하 다. 면담은 학교장과 자유

학기제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4명, 학생 6명(자유학기제

를 경험한 2학년과 경험 인 1학년 각 3명씩)  학부모 

5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면담은 2014년 11월 20일~11

월 27일 사이에 방문 면담  퇴근 후 면담의 2가지 방법

으로 3차례 이루어졌으며, 면담지는 반구조화된 면담기

법으로 작성되었다. 면담 상자의 주요 인 사항은 다

음의 <Table 1>과 같다. 

Division Name Sex
Career/

Grade
Other

Teacher

Kim M 35yr Principal

Park F 30yr Research manager

Lee F 27yr Career manager

Han F 18yr 1st yr class manager

Kim F 29yr 2nd yr class manager

Student

Han F
1st  yr 

class
-Lee F

Yang F

Seong F
2nd yr 

class
-Lee F

Kim F

Parent

Hyen F -
Parent leader 

(1st yr class)  

Oh F -
Parent leader 

(2nd yr class) 

Im F - 1st yr class parent

Lee F - 1st yr class parent

Jang F - 2nd yr class parent

<Table 1> Interviewee's Information

3.3 분석틀 

이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 운 에 따른 학교변화의 

내용을 분석하기 해 박상완(2009: 181)이 활용한 분석

틀[10]을 용하여 아래의 [Fig. 1]과 같이 설정하 다.

 

[Fig. 1] Research Framework

4. 연구 결과

4.1 학교 운영 구조 

A 학교는 자유학기제를 계획, 실행, 평가하기 한 

운 조직을 편성하기 해 일부 학교 조직을 신설하거나 

재조정하 고, 연구부장을 핵심으로 한 실무조직을 구성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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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는 술분야에 을 두고 있어서 문화

술부장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술부장을 

심으로 모든 술 련 교육활동에 한 것을 기획하고 

자유학기제 활동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진로상담부장이 

자유학기제 동아리활동과 진로체험, 진로캠  분야를 맡

아서 해주겠다고 하여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리고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 은 교무부장이 맡아서 

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 인 자유학기제 운 은  

연구부장을 심으로 한 담조직에서 담당합니다. (교장) 

이 자유학기제 운 조직은 연구부장을 조하는 연구

실무를 두고 진로상담부장과 1학년 담임교사를 구성원으

로 하여 5개 분과인 기획·운 분과, 진로교육분과, 수업·

연수분과, 체험학습분과, 검증분석분과로 편성되었다. 수

업·연수분과에서는 교수·학습모형의 개발과 용  교

과별 평가방법을 마련하는 것을, 검증분석분과에서는 자

유학기제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운 결과를 평가하는 것

을 주된 업무로 담당하고 있다[19].

한편, A 학교에서는 2013년 자유학기제 1차년도를 

담당했던 연구부장이 2014년에는 2학년 학년부장을 맡으

면서 자유학기제의 지속성을 한 조직 운 에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2차년도에는 2013년 자유학기제 운 조직

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부장과 1학년부장  연구실무 

3명을 ‘하나의 ’으로 신청받아 업무를 배정하 고, 1학

년 담임배치까지도 안배하여 자유학기제 운 조직의 집

력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었다.

4.2 학교 구성원 

4.2.1 학생: 경쟁에서 협력으로 

A 학교에서는 성 에만 매달려 경쟁 속에서 살았던 

동일반의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하여 서로를 배려해

주고 “하나의 별을 만들기 해 어둠이 되어주는 것도 마

다하지 않는 계”(1학년 한○○)로 변하고 있었다. 특히 

학우들의 장 을 발견하면서 성 을 심한 동료 계가 

학우들의 인성을 평가하는 인간 계로 발 하기 시작했

으며 ‘왕따 문화’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와 련하여 교

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 다.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지 않았을 때와 경험한 이후를 

비교해보면 분 기가 무 달라졌어요. 혼자 남다르게 

공부하던 학생이 학우와 동으로 학습하는 거 요. … 

이제 더 이상 학우를 ‘나의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

니다. 수행평가 할 때도 서로 도우려고 하고  “선생님, 조

를 짜서 하고 싶어요. 혼자서는 말고 친구랑 같이 하고 

싶어요.”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2학년부장)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 심의 발표수업이 진행되면

서 학생들의 수업참여가 높아졌고, “수업 시간에 자는 학

생들이 없어졌다”(2학년 성○○)고 한다. 그리고 학생들

의 수업참여 증가는 학습에 한 흥미 유발로 이어졌다. 

국어수업의 경우, 블록타임제로 2시간 수업을 하면서 

국어지문에 련한 활동도 다양하게 해요. 발표하는 동

안에 등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수 음을 극복하

게 되었고요. 교과와 련된 제주도 유 지를 직  방문, 

체험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 졌어요. 그래서 

는 지  진짜 무 행복해요. (1학년 양○○) 

그러나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실행의 기에 이에 

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 자유학기제를 마

치고 2학년에 진 하면서 간, 기말시험에 한 압박감

이 발생하 고, ‘1년간의 학업 공백’으로 학업에 한 감

이 떨어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고입

형이 실시되고 있기에 2학년을 헛되게 보낼 수 없다는 

압감과 불안감이 학생들에게 내재되어 있었다.

한편, 자유학기제에서는 학생 심의 수업으로 토론학

습과 동학습이 이루어졌으나 일반학기로 환되면서 

교사 주의 ‘정상수업’이 진행되고 있기에 수업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이 상존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유

학기제 수업방식에 한 미련과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

다.

자유학기제는 토론하는 것이니까 선생님에게 놓고  

물어볼 수 있었어요. 지 은 자유학기제 하지 않으니까 

선생님께 감히 뭔가 말하기가 그 잖아요. 사실 질문하

기도 두려운데……. 자유학기제 할 때는 선생님하고 친

구처럼 의사소통이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 자

기의견을 말하면 선생님한테 무언가 따지고 반말하는 것 

같은 느낌. 지 은 그 게 보여요. 서로가 질문을 하는 게 

좋은데 선생님이 묻고 우리가 답하고 이런 방식이 되어

버리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2학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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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교사: 반대에서 긍정으로 

국가 수 에서 새로운 교육정책을 도입하거나 교육제

도를 신하려는 노력은 지속 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이러한 노력이 부분 실패하 던 원인은 학교 장과 교

사의 상황과 맥락을 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 되

고 있다[20]. A 학교에서 2013학년도 자유학기제 공모

에 한 교사들의 찬반 투표시 새로운 업무에 한 부담

과 이해부족으로 반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학교장의 

확고한 의지와 교사들이 토론과정을 거쳐 이루어 낸 함

의는 자유학기제를 시행가능하게 한 석이 되었다. 

한 자유학기제를 실행하는 첫 해에는 교과담당 교

사의 시수 감축에 한 일부 교사의 항이 있었으나, 수

업방법이 개선되고 학생들의 수업참여가 극 으로 이

루어지면서 교사들의 인식도 정 으로 환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처음에 찬반 투표할 때 교사는 32명 에 31명이 반

하 습니다. 교장을 제외하고 모두 반 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학부모, 학생이 모두 찬성하니까 교사도 차 해

보겠다는 방향으로 분 기가 바 었습니다. 최종 투표에

서 찬성은 31명, 반 는 1명이었는데, 반 했던 교사가  

작년 자유학기제 업무를 담당한 연구부장입니다. 그런데  

한 학기 자유학기제를 마무리할 때, 이 연구부장에게 180

도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장)

‘작년까지만 해도 계된 몇몇 교사끼리 1학년만 하면 

되지. 그게 모든 선생님한테 자유학기제가 성립될 것이

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는 그게 어느 특정한 선생님의 몫이 아니라는 것, 모든  

선생님이 같이 심을 갖고 생각함으로써 분 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부장) 

그러나 자유학기제에 한 이러한 인식 환에도 불

구하고 교사들은 수업개선을 한 문성 개발, 교과수

업과 진로체험 연계, 융복합 수업 수행  학생평가 등에 

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4.2.3 학부모: 걱정에서 ‘안심 반’으로 

A 학교의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하

여 자신들의 진로를 찾아가는 것에 한 놀라움을 감추

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구체 으

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며 학생들의 변화를 실

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 학부모는 자유학기

제의 운 을 지원하는 ‘ 도사’가 되었고, “정말 이런 기

회가 2학년에도 왔으면 좋겠다. 내 딸이 계속 1학년으로 

남았으면 한다.”(1학년 학부모 임○○)고 희망하기도 했

다. 학부모의 심리  변화를 교사의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문학반 동아리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부모님의 반

응을 제가 여겨보고 있는데, 요즘 들어 부모님들이 

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아이들이 

무 쑥쑥 자라고 있 요. 에 없었던 꿈을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 학생들의 놀이문화도 개선이 되고 있

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1학년부장)

일부 학부모는 2013년도 자유학기제 1차년도가 진행

되는 동안 자녀를 지켜보면서 학생들의 성 을 걱정했으

나, 이러한 우려는 차 안심으로 바 었다고 2학년 학부

모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 다.

2학년 올라와 간고사 볼 때는 엄마들이 말이 많았어

요. 아이들도 시험에 한 감이 떨어지는 거 요. 사실 자

유학기제 내내 자녀들의 성  때문에 불안해했어요. 그

런데 기말고사 결과를 받아보고 ‘이 게 해도 성 이 오

르는구나.’라며 안도해 했어요. (2학년 학부모 장○○)

4.3 교육프로그램 

4.3.1 공통과정의 수업 변화 

A 학교의 학교장은 자유학기제 운 을 통한 학교 변

화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수업의 변화를 꼽았다.

우리 학교는 원래 밝은 학교인데 자유학기제를 경험

한 학생들은 더욱 밝아졌어요. 그 첫 번째 원인은 수업의 

변화입니다. 주로 교사가 주도하던 수업이 아이들이 참

여하는 수업으로 바 면서 열외 던 학생들이 발표를 

비하고, 토론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 한두 명씩  

변하기 시작하 습니다. 약 2개월 정도 (자유학기제를) 

운 하니 거의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만들어가며 참여했지요. (교장)



An Analysis of School Change of A Middle School according to the Free Semester Poli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39

특히 A 학교는 ‘진로 탐색+ 술·체육 모형’의 자

유학기제를 운 하고 있기에 술·체육과 국· ·수·사·

과의 교과 간 융합 로그램을 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면서 이를 활성화하기 해 노력하고 있었다. 

음악수업에서는 담당교사가 뮤지컬수업을 계획합니

다. 그러면 학생들이 국어수업과 융합해서 필요한 본

을 짭니다. 미술시간에는 의상, 무  꾸미기 수업을 하고

요. 뮤지컬 외부강사는 음악  기교 몇 가지만 지도해 

니다. 그리고 술제 때, 공연하는 거 요. 미술시간과 체

육시간 경우에도 이 게 통합 는 융합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부장)  

국어수업은 세 분의 선생님이 맡아서, 국어A는 쓰

기 주로 하고, 국어B는 블록타임으로 체험 주로 하

고, 국어C는 문법을 주로 하고 있어요. … 는 수학수업

때 앞에 나가서 칠 에 문제를 풀고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줘요. 이 게 하니 애들 목소리도 커진 것 같고 발표능

력이 향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학년 이○○) 

A 학교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융합수

업과 토론식 수업에 하여 구성원의 94.4%가 매우 정

으로 응답하 다[21]. 나아가 A 학교는 교과와 연계

하여 다양하게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여 교과에 한 지식이 진로탐색으로 이어져 사고

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교사들은 수업의 변화를 이끌기 해 수업시간 

체가 아닌 일부 특정 시간에만 한정하여 새로운 교수방

법을 도입하는 략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다.

한편, A 학교는 2학년부장과 의하여 자유학기를 

경험하 던 2학년 학생들을 해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

업, 토론 수업  자기주도 학습’을 단 시키지 않는 수업

방식을 지속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사실 2013년 

자유학기제에 참여했던 교사 가운데 일부는 2학년 수업

과 담임을 맡으면서 1차년도 자유학기제에서 활용했던 

수업방식을 이어가며 학생들의 흥미와 수업만족도를 제

고하고 있었다. 

4.3.2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변화

자유학기제의 교육  효과는 다각도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방식과 넓은 견문을 통해

서 학생 스스로 진로를 체험하는 과정이 요하다. A

학교에서는 1학년의 진로체험을 일제로 운 하면서 학

별, 학년별, 희망 학생별로 다양하게 개하고 있었다. 

그리고 진로체험을 ‘진로와 직업’시간의 진로탐색 활동과 

연계하고, 학생들이 비 북을 작성하여 발표함으로써 자

신의 진로에 해 지속 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

공하고 있었다. 

한 학생들은 자유학기 동안에 자신들의 수요를 반

한 동아리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끼를 펼치기도 하

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설 기회가 많아지는 체험과 경험을 

통해 직업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자기 자신의 진로에 

한 성숙과 확신을 키워가고 있었다. 

진로에 해 많이 생각해 보았고, 1학기 때는 애들이  

원래 진로에 해서 생각이 없었어요.  ‘꿈이 뭐야’하면  

자기는 꿈이 없다고 했었어요. 이제는 꿈을 물어보면 친

구들이 화가가 될 거라고 하고, 피아니스트 될 거라고 말

을 해요. … 제 짝꿍은 한의사가 꿈이에요.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기한테 맞는 진로체험의 기회를 찾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1학년 이○○)

재 A 학교는 기  심의 소극  방문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교과 수업과 연계한 장소를 물색하여 학생의 

주도성과 리더십  성취감을 향상시키는데 을 두고 

있었다. 최근 들어, 외부에서 진로체험을 요청하는 경우

가 증가하고 있으나, A 학교는 ‘교육 으로 과연 학생

들이 체험을 할 의미가 있는 장소인가’를 먼  고려하여 

체험지를 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수업과 련된 장체험학습보다 

진로체험을 더욱 선호”(2학년 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나 지역사회가 아무리 많은 여건을 제공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 스스로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하

지 않는다면 진로체험의 교육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들의 성향( 극  는 소극  등)에 

따라 자발성을 진하며 진로체험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5.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목 은 A 학교의 자유학기제 운 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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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변화를 분석하여 시사 을 도출하는 데 있었다. 이

에 분석틀을 구안하여 학교 운  구조, 학교 구성원  

교육 로그램의 3가지 측면에서 학교변화를 분석하 다. 

단지 2013년부터 시범운  에 있는 A 학교의 자유학

기제 운 에 따른 교육성과를  시 에서 논하는 것은 

근본 으로 한계가 있기에 이 연구에서 제외하 다.   

우선 분석틀의 3가지 측면에서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운  구조의 측면에서 자유학기

제 운 을 한 담조직이 구성되고 체 인 학교조직

의 차원에서도 일부 변화가 발생하 다. 그러나 이러한 

운 조직 측면의 변화는 학교의 규모를 고려할 때, 학교 

체의 구조  변화라고 말하기 어려운 제한 이고 한시

인 구조  조정의 성격이 강하다.

이병환, 권민석(2015)의 연구에 따르면, A 학교와 같

은 소규모의 학교는 인  물 인 자원이 풍부하지 않

기 때문에 ‘진로탐색  모형’이 권장되며, 주변의 학교

와 공동으로 로그램을 운 하는 조직 구성을 모색해야 

한다[1]. 특히 A 학교와 같이 ‘진로탐색+ 술·체육  

혼합모형’을 선택할 경우, 교사 수 과 지역사회의 여건

을 고려하여 교사들의 업무 분장조직을 규모에 맞게 효

율 이고 합리 으로 편성, 운 함으로써 학교의 진

인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21].

둘째, 자유학기제 운 을 통해 나타난 A 학교의 변

화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은 학교 구성원 측면의 심리  변

화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 운 을 통해 자유학기제

에 한 비교  높은 이해와 정 인 태도가 형성된 것

으로 확인되는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른 선행연구들이 제

시하는 결과와 동일선상에 있다[2,6,22]. 

A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시행 기에 상존했던 교사

의 항과 반 는 정 이고 극 인 수용과 참여로 

환되었다. 그러나 교사들의 면담에서 언 되었듯이, 교

사는 자유학기제의 정책  지속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는 교사들의 학교변화에 한 신 마인드를 

약화시키고 있다. 한편, 학부모와 학생들의 자유학기제에 

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학생들의 변화는 심

리 , 인지 , 행동  측면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면담을 통해 나타나듯이, 자유학기제 

정책의 일 성 부족을 지 하거나 자유학기와 일반학기

의 연계성을 희망하고 있고, 일부 학생들은 자유학기제

를 ‘노는 학기’로 오해하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학교 구성원들로 하여  자유학

기제 정책의 일 성과 지속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단 학교 차원에서도 자유

학기제 정책의 목 과 취지  운  방식과 기 효과에 

한 홍보를 강화하고[4] 학생들의 변화를 지속 으로 

유지하고 리하기 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교육 로그램의 측면을 살펴볼 때 수업과 련

된 변화는 가시 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통 인 교사

심의 수업이 학생 심의 수업으로 변화하고, 강의식 

교수방법이 토론과 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동학습

으로 바 었으며, 교과 간의 융합수업이 활발히 시도되

고 있었다[23,24]. 사실 이러한 교수-학습방법의 변화는 

자유학기제 운 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변화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 학교의 수업변화는 교육활동의 ‘본질  변

화’라기보다는 자유학기제 시행을 한 ‘ 충 인 부분 

개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자유학기제가 교수-

학습 운 의 변화를 통해 교육방법의 반  변화를 목

표로 하고 있지만, 이를 해서는 교사들의 평가부담과 

업무부담을 최소화해야만 한다[25]. 특히 새로운 평가 실

시에 한 타당성과 객 성 확보에 한 ‘심리  부담’과 

서술식으로 작성 기입해야 하는 ‘업무  부담’은 과정 

심의 평가에 한 심리  압박으로뿐만 아니라 자유학기

제 정착에 한 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4].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자유학기제 운 을 통한 학교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학교

변화는 아직 ‘일시 , 부분 , 충 ’ 특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2016년부터 면 으로 실시될 자유학기제 운  

 이를 통한 학교변화를 지속 으로 유도하기 한 시

사 과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를 통해 반 인 학교변화를 유도하

기 해서는 학교 운 의 구조  측면과 학교 구성원의 

심리  측면에서의 변화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10]. 왜냐하면 구조  측면의 변화가 반드시 교수-학습 

변화와 교육성과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

문이며, 심리  측면의 변화도 구체 인 교수-학습의 변

화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12,16]. 따라서 교사의 문

성과 자율 인 참여를 바탕으로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정

책을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 장을 심으로 

학교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자유학기제를 운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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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교사들이 상호작용

과 공동작업으로 교직사회에서의 사회  계를 시하

는 학습공동체의 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유학기제 정책의 기에는 교수-학습 개선이

나 진로체험  어디에 을 둘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 으나, 차 이 2가지 사항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신철균, 박민정(2015)에 의하면, 자유학기제 

정책의 변화는 학교구성원의 학교변화를 한 의지를 약

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6]. 따라서 자유학기제를 성

공 으로 운 하기 해서는 자유학기제 정책이 추구하

는 다양한 에 한 학교구성원의 선택과 집 이 요

구되며, 자유학기제 실행 이 에 구성원들의 참여  의

사결정을 바탕으로 한 실천 략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에는 무엇보다 자유학기와 

일반학기 간의 연계방안이 학교변화의 실천  략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5].

셋째, 정부 차원에서는 우선 자유학기제의 비 과 목

을 교사,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권교체와 상

없이, 자유학기제 정책의 일 성과 지속성에 한 학교 

구성원들의 기 와 신뢰를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한 

법 , 제도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변화의 주요 진요인인 교사의 교육활

동과 련된 수업시수와 학 당 학생수 감축  평가부

담을 해소하기 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김이경, 민수빈

(2015)의 주장처럼[25], 교사의 직  교육활동과 련

이 은 교사 업무의 경감방안을 실질 으로 모색해 나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특정 지역의 A 학교를 상으

로 학교변화의 사례를 분석하 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학교가 자유학기제 연

구학교를 마감한 이후의 시 에서 A 학교에 한 심층

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여타 지역의 학교변

화 사례와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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