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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유학년의 도입은 중학교 교육이 고등학교 준비가

아니라 진로와 자아 정체성을 탐색하는 발달과업을 돕

고, 21세기에 필요한 창의성, 인성, 문제해결력, 의사소

통능력, 협동능력, 자율적인 활동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자유학기에서의 수업방법의 변화

Change of Teaching Method in Free Semester

길양숙*

 Yangsook Kil*

요 약 이 연구는 중학교에 자유학기를 실시함으로써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수업방법, 평가방법의 선택에 자유를 주고

자유학기의 성적을 고교입시에도 반영하지 않도록 하여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교육내용과 목표에 부합하는 방법을 선

택할 자유를 주었을 때, 수업방법에 일어난 변화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하여 자유학기를 실

시한 8개 학교의 교육계획서를 조사하고, 교사와 학생을 각각 33명씩 면담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

된다. 첫째, 모든 사례 학교들은 자유학기 교육계획서에서 맹목적인 지식 암기가 아닌 의미 있는 학습방법들을 나열

하였다. 그러나 자유학기제의 수업방법은 자유학기 정책지침에서 예시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둘째, 자유

학기제로 인한 교육방법의 변화는 학생참여를 증진하는 활동 첨가로 특징지어졌다. 셋째, 수업방법의 변화는 진로체

험, 과학실험의 증가, 2주에 한 번 정도의 협동학습, 한 학기에 한두 번 시도하는 융합학습, 드물게 발견되는 거꾸로

수업 정도로 제한적이다. 수업방법의 변화로 인한 효과는 학생의 흥미 및 자신감 증가, 자주적 학습태도, 창의성, 문

제해결력, 협동심의 신장으로 언급되었다.

주요어 : 자유학기, 수업방법, 학생 참여, 창의성, 협동심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plore the changes in teaching methods when freedom to choose 
curriculum, instruction, and evaluation methods is allowed and when ‘free semesters’ are free from entrance 
examination for high school. For this question, we analyzed free semester education plans of eight sample 
schools and interviewed 33 teachers and students respectivel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all schools 
planned to use teaching methods for meaningful learning, although they are limited to those exemplified in 
guidelines for free semester. Secondarily, teaching methods adopted for free semester were characterized as 
activities enhancing student participation. Thirdly, teaching methods such as career exploration, scientific 
experimentation, cooperative learning, flipped learning, interdisciplinary learning were used only a couple of 
times in a semester. Changes in teaching methods were referred to enhance students’ interest,  confidence, 
self-regulation, creativity, problem-solving and cooperativ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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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에 기초하였다 [1]. 입시에 찌든 학생들의 심각한

불행감도 자유학기 도입에 한 몫 했다 [2-4].

따라서 입시위주의 교육에 나타나던 병폐들 즉, 입시

위주의 교육내용과 강의 위주의 교육방법, 암기를 강조

하는 지필고사와 서열을 강조하는 상대평가, 학생의 수

요와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과 외 교육활동, 낮은

교과 흥미도와 학습동기, 낮은 행복지수와 역량 수준에

변화를 주려했다 [5,6].

이를 위해 중학교 1학년에 도입된 자유학기에서는

그 성적을 고입전형에서 고려하지 않고, 상대평가도 없

이 학생의 발달과업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으

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학생들은

진로를 탐색하되 현실감과 학습동기를 높이도록 체험중

심의 교육을 받고, 교사들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한편, 의도한 역

량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사용하도록 기대되었다 [7,8].

그러나 세속적인 성공에서 눈을 돌리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세우는일은삶의방향을 뒤흔드는 쉽지 않은 결

단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도가 의도한 대로 실행되고 있

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거 국내외의 많은 교육개

혁 시도들이 소리 없이 사라진이유는 종종 그러한 개혁

이 이해되지도, 제대로 실행되지도 않아, 효과를 가늠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9].

자유학기제의 실행과정을 조사하는 연구가 전국의

42개 연구학교 및 800여개의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2014

년도에 몇 편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같은 정책이라도 지

역과 학교의 맥락에 따라 실행 양상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강원도의 진행사례를 살피고 그에 맞는 정착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강원도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 사례를 대상으로 자유학기

제의 실행 양상, 특히 수업방법 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

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려 하였다.

Ⅱ. 연구방법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

연구 개관을 통해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초

로 연구문제에 따라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은 강원도의 중소도시에서 3개 학교, 읍 지역

에서 2개 학교, 면지역에서 3개 학교를 선정하였다. 연

구대상 학교는 새로 자유학기를 실시하는 학교였으며,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달리한다고 여겨지는 시, 읍,

면 지역을 구분하고, 이 지역에서 전형적인 학교를 도교

육청 장학사로부터 추천 받았다. 면담 대상자는 학교별

로 교감 1인을 포함한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 2~5인, 성

적 상중하 집단에서 표집된 학생 2~6인이었다. 학교별

면담자 수는 표 I 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대상

Table 1. Subjects                                  

                                           명
대상 학교 교사 학생

중소도시

H1 4 3

H2 5 5

H3 4 3

읍
H4 4 6

H5 4 6

면

H6 5 4

H7 5 4

H8 2 2

계 8 개 33 33

자유학기에서의 수업방법의 변화는 자유학기를 실시

하는 두 가지 목적 즉, 진로 탐색과 핵심역량 배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였다. 가르치려는 핵심역량이 표현

도구의 사용, 자율적인 활동(자기주도 활동, 넓은 시각

에서의 활동, 권리․이익․한계 및 필요의 규명과 주

장), 상호작용 능력(관계 맺기, 협력, 갈등관리), 창의력,

인성 등이므로 교과수업방법도 지식의 이해와 기억, 적

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강의식 방법과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따라서 교과 수업방법의 변화를 알

아보기 위해서 사례 학교의 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면담(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수업을 관찰하는 것이 자료를 수집하는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겠으나 수업을 온전히 촬영한 자료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어 자유학기 운영계획서와 면담자료를 중심

으로 수업방법의 변화 실태를 조사하였다. 면담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고, 전사하여 분석

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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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교과수업방법의 변화는 자유학기 운영계획서에 나타

난 변화와 교사와 학생의 면담에 나타난 변화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1. 자유학기 운영계획서에 나타난 수업방법

모든 사례학교들은 자유학기 운영계획서에 지식의 맹

목적인 암기가아닌의미있는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방

법들을 나열하였다(표 2). 다만, 표에 나타나듯 자유학기

제 하에서의 수업방법은 모두 자유학기 정책 지침에서

언급하거나 예시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2. 면담에 나타난 자유학기 수업방법의 변화

면담은 자유학기에서의 수업방법의 변화를 좀 더 구

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였다. 자유학기에 시도한 수업방

법의 변화가 무엇이었고, 애로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과별로 구별되는 답이 발견되었다. 응답의 내용은 다

음의 주제로 요약 된다: 진로 수업은 특강, 멘토링, 화상

수업, 체험활동 방법으로 변경됨; 학생을 참여시키는 일

부 활동 적용; 참여 수업에 익숙해진 학생을 대상으로는

협력학습; 활동중심 수업, 동기 유발, 표현 기회 제공; 협

동학습의 어려움; 활동중심 수업과 융합수업의 문제; 형

식적 수행; 체험 증가와 기본에 충실한 교육; 입시대비

강의 병행; 수업방법의 변화를 위해 수업시수, 내용 분

량, 학급당 인원수의 감소 및 입시제도의 변화 필요.

1) 진로 수업은 특강, 멘토링, 화상수업, 체험활동

등의 방법으로 변경

진로과목은 체험을 지향하는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였

다. 교사들은 진로수업을 ‘자기이해’를 위해 쓰고, 말하

는 활동이라고 이해해서 체험 후에는 느낌과 생각을 쓰

고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하려고도 하였다. 즉 교과서의

내용을 체험활동을 통해 생각해보도록 자극하는 방식으

로 수업방법이 변화되었다. 이런 변화는 진로교육에 활

동과 체험을 도입하라는 자유학기의 취지에 부합한다.

다만, 교과서에서 의도하는 진로의식이 체험과정에서

경험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형성평가를 통해 주의

깊게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의 계획과는 달리, 시수가 적을 때는 수업은

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고, 진로 이외의 과목에서는 진

표 2. 자유학기 운영계획서에 언급된 수업방법

Table 2. Teaching methods appeared in free semester plan

구분 교과
도시 학교 읍지역 면지역 학교
H1 H2 H3 H4 H5 H6 H7 H8

기본

국
어

팀프

로

젝트

,

협동

학습

,

코티

칭,

코러

닝,

토론

,

실습

,

체험

문제

해결

,

의사

소통

,

토론

문제

해결

,

의사

소통

,

토론

실

험

･

실습

등

체

험

중

심

수

업,

프

로

젝

트,

협

동

학

습

강의

,

프로

젝트

학습

,

STE

AM

융합

수업

프로

젝트

학습

,

STE

AM

융합

교육

법,

토론

‧토

의

학습

,

협동

학습

영
어

수
학

개념

형성

,

프로

젝트

,

문제

해결

,

귀납

적

추론
도
덕

프로

젝트

실험
,실
습,
체험
,
프로
젝트
,
융합
수업
,
팀티
칭

과
학

실험
,실
습,
체험
,
프로
젝트

사
회

기술
·가
정

음
악

창의

적미

술 학습

,

협동

학습

,

체험

,

융합

,

코티

칭,

코러

닝

체
육

선택

선택
교과

진로
와
직업

STE

AM

융합

STE

AM,

팀티

칭,

프로

젝트

,

토론

교과

와

진로

융합

,

블록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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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련 내용이 줄어드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시수가 줄

면 그에 맞춰 내용의 중복을 막으려는 행동도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런 증언은 교육 전반에 진로교육이

스며들게 하려는 자유학기의 의도와 달리 부작용도 발

생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진로교육의 강조가 가져올 수

있는 반동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진로교육을 하는 3학년 교과는 교과서도 있고 거기에

대한 활동도 있으니까 그 과정에 맞게끔 하는 거고, 이

거는 애들이 교과서 내용이 아니고 진로에 대해서 생

각을 하라는 의미에서 분야별로 특강이라던가 아니면

직업에 대한 멘토링 이라던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어요.(H1)

중학교는 자기 이해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돌

아보고 성찰하고 그런 기회를 주고 자기를 한마디라도

발표를 하게끔 애들 돌아가면서... 딱히 진로는 평가가

없으니까요, 이수, 비이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꼭 한

마디라도 얘기를 해라.. 애들 그런 면에서는 얘기하고

앞에 나가서 발표하고 그런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 하나를 보더라도 써라, 써

서 모든 사람이 한마디씩 발표를 해라. (H6)

저희가 진로를 한 시간 했거든요... 사실상 수업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고, 체험활동 위주로만 한 거죠.. ...진

도를 나가야 되는 그런 것도 없고 단원이 딱 되어 있는

것도 없고…(H7)

 2) 학생을 참여시키는 일부 활동 적용
자유학기를 위해 채택한 수업방법은 온전한 교수모

형을 도입부터 마무리까지의 모두 도입한 것이 아니라

수업모형의 일부 활동을 차용하여 학생의 참여를 북돋

는데 활용하였다. 예컨대, 협동학습의 모든 단계가 도

입된 것이 아니라,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며 연습단계에

서만 소집단 활동을 한다. 이런 현상은 협동학습에 온

전히 몰입할 수 없는 수업상황이 있음을 시사한다. 면

담 자료는 수업의 앞부분에서 설명식 수업을 하고, 뒷

부분의 연습단계에서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상황임을 시사한다.

(활동 수업의 사례)시작하면 활동지를 나눠 줘

요. 오늘은 이런 걸 할 거다, 라고 얘기하고 동

기부여를 좀 시킨 다음에 활동지를 시간을 딱

딱 재서 끝내면 그걸 제가 중간 중간마다 정리

는 해주죠. 교과서를 보고 내용을 밑줄 치게 하

던지 별표를 쳐서 내용들의 개념을 알게 하던

지 한 다음, 문제를 한 문제 정도 제가 풀어주

고, 그 다음 배울 거는 또 활동지를 통해서 애

들이 스스로..이런 식으로 전개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요.(H1)

수학 그러면 굉장히 강의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1학기부터 모둠활동으로 진행을 하고 활동지

중심으로 학생참여 중심의 활동지를 구성해서 진행을

했는데 많이 달라졌어요, ... 개념도 아이들이 직접 찾

아서 구성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발표하는 식

으로.. 그리고 그 개념을 익히기 위한 활동을 제시를 하

고, 활동 후에 아이들이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그

렇게 진행을 하는데 교사가 얘기를 할 때는 묵묵부답

이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야기할 때는 똑 같은 얘기

를 해도 아이들이 발표를 하면 굉장히 똘망똘망 잘 듣

고 반응이 좋아서 학습효과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좋

았어요.(H3)

3) 참여에 익숙한 학생을 대상으로는 협력학습

주요 교과에서 진도 걱정을 하지 않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자유로이 협력학습

을 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사례는 진도를 걱정하는

상황과 비교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사 면담

결과 진도걱정을 하지 않고 협력학습을 한 이유는

첫째, 초등학교 때부터 참여식 수업에 익숙해진 아

이들이 강의식 수업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설명식 수업으로는 아이들의 주목을 이끌어내기 어

렵다는 말이다. 일부 교사들은 이런 현상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다. 둘째, 기술․가정의 경우처럼

설명할 내용이 많지 않아서 활동을 통한 수업을 해

도 되는 경우가있었다. 즉, 배울 개념이나 원리가많

지 않고, 학생들이 활동을 통한 수업에 더 잘 적응한

다면 소집단 협력학습이나 활동을 통한 수업이 채택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미 강의식 수업을 통한

지식 전달에 익숙해졌거나 강의식 수업의 편리함을

경험한 학생은, 가르칠 개념이나 원리가 많다고 생

각하는 경우에 활동을 통한 수업에 저항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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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중심 수업이 대세)그게 스팀이다 뭐다 해가지고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확실히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중등보다는 좀 앞서 가시

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초등에서 이미 애들이

그에 서서히 물들어 가지고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같아요.(H5)

행복더하기 학교는 오랫동안 그거를 해왔기 때문에 활

동형으로 많이 바꿨고, 활동형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사

실 걱정하는, 저는 보니까 기술․가정은 한 소단원에

한 활동이더라고요. 설명해도 네다섯 시간이고 활동해

도 네다섯 시간. 그러니까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아

이들이 이해를 쉽게 하고, 또 활동하면서 자기네들 입

에 그런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발표하다가

안 나오면 내가 거기에서만 개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랬고, 저는 (활동 때문에) 진도가 느리다는 생각은

잘 못했어요. (H7)

4) 활동중심 수업으로 동기 유발, 표현력 증가

교사들은 활동이 강의식 수업에서는 발현하기 어려웠

던 능력을 학생들이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달

았다.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영어 선생님은

학생들이 특정 주제에 대한 영어 발표를 준비하면서 단

순히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문장을 해석하는 수준이 아

니라, 주제에 대해서도 깊이 배우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고, 발표 활동이 깊이 있는 학습의 기회도 되고, 개개

인의 능력을 자세히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증언했

다. 이런 사례는 자유학기에 수업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정책의 의도가 실현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선택교과도 느껴요. 그건 정말 자유롭게 하잖아요. 수

학이랑 관련이 있지만 교육과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

까 하고 싶은 거 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

학시간에는 되게 열심히 했던 애가 어 얘는 수학을 잘

하네. 오히려 생각하는 건 좀 부족하네, 이런 애도 있

고, 수학시간에 맨날 쳐졌던 애가 의외로 공간 지각력

이 뛰어나구나.. 몰랐던 면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애들

도 교육과정에 상관이 없으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

어렵다는 생각 안하고 하려고 해요.(H6)

애들의 특성 이런 거를 많이 발견하게 돼요. .. 예를 들

어서 어떤 애들은 바느질을 잘한다. 그리고 이애는 평

소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발표 한번 시켜보니까 내숭

떨다가 잘하네, 그런 거…(H4)

5) 협동학습은 자발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흥미 증

진에 기여하나 모둠구성, 개인차, 취향 문제도 존재

자유학기에 변화된 수업방법을 묻는 질문에 가장 빈

번한 대답은 모둠학습을 활용한다는 것이었다. 그 횟수

는 매 시간 한다는 경우에서 2~3주에 1번이라는 대답까

지 다양하였다. 협동학습을 통해 관찰한 효과로는 자기

주도성,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흥미유발, 사회성, 창의

성 증진이 언급되었고, 협동심, 배려 등의 인성 특성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언급한 경우도 한 건 있었다.

그러나 모둠구성에 대한 불만, 모둠 내에서의 개인차

로 인한 불평등한 참여, 모둠학습을 선호하지 않는 아이

들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어서 해결할 과제도 있음을 시

사한다. 모둠학습에 대한 불만은 개인의 학습양식의 차

이 때문일 수도 있고, 모둠학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모둠학습이라고 언제나 효과

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모둠원 구성의 효

율적인 방법이 교사에게 잘 인식되지 않았거나 이질집

단 구성의 장점이 학생들에게 충분히 이해되거나 경험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결과

는 자유학기 수업개선을 위한 연수의 필요를 시사한다.

지금 1학년의 특징이 각 교과별로 모둠 학습을 거의 하

고 있어요. 그리고 2학기 되면서 그 모둠 학습을 할 때

시끄러운 정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진지해 졌어요.

그러니까 막 중구난방으로 떠드는 게 아니고 그 학습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상황이 자

연스러워지는 거죠. (H3)

협동학습을 저희는 매주 하는 건 아니고요, 2주에 한

시간 정도? 2주에 한 시간. 3주에 한 시간 정도 몰아서

같이. 교과서내용 나가서요. 30% 정도. (H7)

(모둠학습에 대한 학급의 선호도가 다름) 그런데 저는

지금 네 반을 들어가는데 다 모둠 학습을 하지는 않아

요. 처음에는 1학기에는 네 반 다 모둠 학습을 했어요,

그런데 2학기, 1학기말쯤 됐나봐요. 한 반은 모둠 학습

을 하는 데 진행이 안되고, 너무 소란스럽기만 하고, 그

래서 아 도저히 안되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1학

년 학습 모형 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반은 선생님

의 강의식 수업이 더 맞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H7)

(우수학생, 하위집단도 참여형 수업을 싫어함)강의수

업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잘하는 녀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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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선생님

이 훨씬 더 많은 양의 지식을 주는데 우리들끼리 하다

보면 자기네들은 한계가 있다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하위아이들도 가만히 있고 싶은데 뭔가 선생님이 자꾸

하라고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한숨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일부이기는 하지만… (H7)

6) 활동중심 수업, 융합수업이 시간 낭비라는 의견

활동중심 수업이나 융합수업이 시간 낭비라는 의견은

교사와 학생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활동중심의 수업의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이른바 활동중심의 수업(예: 거꾸로 수업)이나 새로운

수업(예: 융합수업)이 자유학기 이후의 교육과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실행이 어렵다고 느끼는 데서 기인

한다. 이런 지적은 선행연구와도 부합한다 [10]. 이런 느

낌은 교사나 학생에게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므로 대

책이 필요하다. 이 결과는 활동을 포함하는 수업의 가치

나 효율적인 수행방법을 연수하고, 한편으로 자유학기

교육과 부합하도록 교육과정과 입시방법을 변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활동 중심 수업이 시간 낭비 같음)선택교과로 영어가

한 시간,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거든요... 그 선

생님은 주로 영상 하나 보여주고 키포인트가 되는 문

장을 머릿속으로 조금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영

상을 보고 문장을 만들어서 쓰는 거, 글쓰기를 시켜요.

그림도 그리게 하고. 그런데 그렇게 주는 시간이.. 영상

보여주는 시간이 한 5분, 설명하는 시간 5분, 나머지는

전부 다 그림 그리고, 그 쓰는 건데 문장 쓰는 게 보통

두개 세 개 이렇게 나와요, 한 시간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하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복하고 문장 따라 읽히고, 외워서 검사하고 통과시

키고 하면 … 확실하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H4)

(거꾸로 수업, 실력을 높이나?)제 수업은 거꾸로 수업

이다. 라고 이름은 안 붙였지만 저는 나름대로 ... 설득

해서 참여하는 수업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에게 동기부

여를 많이 해주고 했었는데, 이제 다른 도구들을 가지

고 수업을.. 활동 수업을 방법을 좀 바꿔서 하다 보니까

재미는 있어 하는데, 거기에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과

연 이게 아이들 실력이 올랐나.. 제가 이런 수업을 늘리

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 회의적이

에요. 현재와 같은 입시제도하에서는.(H5)

7) 기존의 수업방법에 이름만 바꿈

일부 학교에서는 자유학기에서 장려하는 교육과정

재구성, 발표 수업, 협동학습, 토론을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었다. 교육에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

이었다. 그런데자유학기용수업이따로 있는 양, 강

조하는 바람에 이미 하던 수업을 이름만 바꾸어 혼

란스럽게 되었다고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유 학기제여서 수업 방법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기

존에도 협동수업도 하고 발표수업도 하고 토론수업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재구성, 저것도 그 이

전에 다 했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 부분은

건너뛰고 …, 모여서 협의해 갖고, 건너뛰고 그렇게 나

갔거든요. 이미 해 왔었는데 이름을 거기 갖다 붙이고,

더 뭔가 하라고 그러는 바람에…통합수업도 아무튼 좀

산만해진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H4)

8) 체험 증가와 기본에 충실한 교육

자유학기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체험의 증가와 기본에

충실한 교육이었다. 이런 현상은 예산, 체험할 시간의

마련, 활동중심 수업의 강조, 1,2차 고사 폐지 등의 지원

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실험과 체험활동의 증가는 특히

과학에서 보고되었다. 수학이나 언어에서도 읽고, 쓰고,

말하는 기본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었다는 교사들의 증

언이 있었다. 한편, 학생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과제를 할 기회가 증가했지만 전

과 같이 수업시간에 연습을 할 시간은 줄어들었다. 따라

서 전통적인 연습은 숙제로 부과되기도 했다. 이런 변화

는 학생들이 집에서 할 일이 많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외부로 나가는 체험학습의 어려움 때문에 외부 인사를

학교로 불러 오는 방식으로의 변화도 발견되었다.

실험 많이 하세요. 예산이 충분히 있으니까 저희가 자

유 학기제 예산이.. 과학 선생님이 제일 많이 쓰셨어요.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게 과학인 것 같아요. (H8)

아이들이 많은 것을 했어요. 냉장고도 뜯어보고. 뜯기

는 잘 뜯는데 조립하라고 하면 잘 못해요. 하여튼 교과

서에 나오는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다 가지고 옵니다.

그거를 구입을 해서 갖다 놓고 열을 가해서 소리가 나

는 걸 직접 듣고.(H8)

(기본에 충실한 교육으로) 옛날에는 학습지를 많이 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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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서 학습지 중심으로 수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학습

활동도 꼼꼼하게 챙겨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습활

동도 저희가 봤을 때 다 하지 않고 아이들과 같이 활동

할 수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좀 더 흥미롭고 즐겁게 이

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시험이 있었을 때

는 시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저희가 주로 문제풀이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지양하고,

기본에 충실하게 좀 나가고 있지요.(H6)

 9) 입시대비 이론 강의도 병행

협동학습이나 거꾸로 수업, 발견학습, 체험학습, 융합

수업 등을 자유학기 동안 사용했다는 언급에도 불구하

고, 상당수의 교사들은 아이들이 어려워하지만 이론들

을 강의식 수업을 통해서 가르친다고 증언하였다. 이것

은 자유학기 이후의교육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 위한 방

편이며, 새로운 수업방법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전학 가는 경우, 고등학교 진학 이후

대비, 지식의 부족에 대한 대비 때문에 강의식 수업을

하고 있다. 이런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수업방법이 번거롭다

면 이 또한 노력대비 효과의 문제를 고민해야할 것이다.

새로운 수업방법의 실행을 쉽게 할 융합수업자료, 그리

고 협동학습, 발견학습으로 구성된 교과서나 학습 자료

의 개발 및 보급 조치도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애들이 전학을 가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윤리를 공

부하는데, 너무 활동 위주의 수업만 하다 보니까 애들

이 지식적인 부분이 좀.. 다른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들

에 비해서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부터는 교과서에 핵심내용은 짚어주고 강의식 수업

을 한 시간 했는데 애들이 진짜 못 듣는 것 같아요.(H6)

10) 융합수업의 취지는 좋지만, 실행이 어렵고, 실

속은 의심

교과간 융합/연계 수업은 한 학기에 1~3번 정도 계획

된 것으로 보인다. H7 중학교의 교과연계 수업계획을

보면 교과통합의 예가 9월에 1개, 10월에 3건 나타난다.

9월에는 기술․가정에서 ‘청소년기의 건강한 식사 구성’

을 주제로 수업을 하고, 영어에서는 ‘영국의 음식문화

이해하기’를 수업하기로 계획하였다. 10월의 교과연계

사례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라는 주제로 과학, 사

회, 기술가정이 계획하였다. 즉, 과학에서는 수자원과 해

양자원의 생산과 소비 관련 내용을, 사회에서는 자원의

희소성과 생산과 소비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기술․가

정에서는 지구와 몸을 살리는 식생활, 주생활 속의 에너

지 관리, 책임을 다하며 권리를 찾는 소비생활을 주제로

하는 수업을 포함하였다. 면담에서도 교과간 융합/연계

수업을 했다는 응답이 있었다. 그러나 융합수업 일반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지만, 중학생에겐 어렵고, 준비에 시

간이 많이 들며, 입시준비에 실속이 있을지 의심되고,

형식적으로 한다는 반응이 있었다. 융합수업의 경우도

평가가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었다. 이런 반응의 차이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주적 학습에 주목하느냐 준비부담

과 입시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활 속에 수학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프로

그램을 통해 조금 과감한 시도를 했어요. ..함수개념도

만만치 않고, 프로그램도 사실 걔네들이 배워봐야 몇

주 안 배웠는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물론 수학선생님

이 저도 뒷바라지를 했는데, 애들이 어… 일상생활에서

의 함수 개념을 끄집어내고 그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내더라고요. 거창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게 살아있는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H3)

융합수업이든 프로젝트 수업이든 중학생에게는 어렵

습니다. 단순한 과제 주고 그려가지고 오는 정도는 가

능해요. 그런데 어렵고, 애들이 훈련이 안 되어 있잖아

요. 근데 융합수업 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저만 말

씀 드리면, 융합수업을 한 학기 동안에 딱 두 번 했습니

다. 제가 봐서는 별 그렇게 득이..(H5)

융합 수업을 해야 된다는 원리에는 동의합니다. 그러

나..일단은 수업시간에 두 분이 같이 직접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죠. 각자 따로따로 시간표가 있는 상황에서

수업부담이 더 될 수 있고,.. 실제로 수업에 들어오시라

고 하기에는 좀 많이 부담이 됐어요. 일단은 선생님시

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거부반응이죠.(H5)

11) 시수, 내용, 학급인원의 감축 및 입시 변화 필요

정책적으로 수업변화가 가능한 여건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시험부담을 줄인 것외에도학습할내용,

학급당 인원수가 줄고, 입시제도가 자유학기제에서 지

향하는 수업의 변화와 부합되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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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자이다. 학습내용을 20퍼센트 줄였다지만, 절반은 줄

어야 한다는 지적도 여러 건 있었다. 교육과정을 재구성

하라고 하지만, 내용의 위계상, 또는 달리 배울 기회가

없는 경우, 재구성하라는 요구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학급당 인원수도 20명 이하는 되어야 활동

중심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문제는 수업의

변화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므로 대책이 필요하다.

(수업변화의 조건) 그런데 이게 확대가 되려면 먼저 정

책이 따라줘야 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의 구조,

특별히 수업 시수나 수업분량을 줄이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정말 한 학기 이상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능 때문에 고등학교를 초점을 안 맞출 수

도 없고요. (H3)

두툼하게 이렇게 교과내용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재구성

하라고 하면 어떤 단원을 빼라고 하는 건데, 그걸 뺄 수

있을 단원이 아니잖아요. 경제, 정치, 뭐 이렇게 다 중

요한 거라서, 과학만 얘기한다면 이런 식으로 자유학기

제를 운영한다면 50%는 줄여야 합니다, 50%. (H5, H6)

(학급당 인원 수 감소 필요) 학급당 학생 수도 되게 중

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스무 명 안팎이잖아요.

서른 명 넘어가면 진짜 하기 힘든 거 같아요. 활동 중심

수업을 한다는 게. (H6)

Ⅳ. 결 론

자유학기제 이후에 수업에서 발생한 변화에 대한 교

사들의 면담내용을 보면, 대부분 학생의 참여가 더 많

아지는 학급활동을 넣으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런 시도

가 가져오는 흥미 및 자신감의 증가, 자주적 학습태도,

창의성, 문제해결력, 협동심의 신장도 목격하였다.

그러나 그 방법은 진로 등에서의 체험, 과학에서의 실

험의증가, 2주 전후에한 번정도 이뤄지는소집단 협동

학습, 한 학기에 한두 번 시도하는 융합학습, 드물게 발

견되는 거꾸로 수업 정도로서 수업모델이 크게 다양해

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들은 추천하는 수업방

법들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빈도가 기대에 미치

지 못한다. 교사들은 그런 시도를 하면서도 입시준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자유학기 이후의 현실과 수업시

수에 비해 많은 내용, 수업시수의 과다, 학급당 인원수

의 과다, 수업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 준비시간의 과다

와 실행의 어색함 등으로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을 놓을

수 없었다. 이런 결과는 수업방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와

자유로운 수업변화가 지속되게 하는 입시 환경의 변화,

수업내용의 경감, 업무를 줄이는 조치, 수업시수의 감축

등과 같은 지원체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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