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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화 → 다양화/맞춤화

폐쇄 → 개방

공 자 심 → 참여자 심

앙집권 → 분권화/자율화

정부규제 → 시장기제

학교 심 → 학습사회

학교조직 → 다원  네트워크 

오 라인+온라인 → 실+가상공간

*출처: Bokyung Kye, New Approaches to new futures: Selected 

Paper from the 2011 ESD Colloquium Series, Seoul: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UNESCO. p.109. 2011

표 1. 미래교육의 변화 방향

1. 들어가며

시 가 바 고 기술이 발 하면서 학교체제는 많은 변

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빠른 

사회의 변화에도 가장 보수 이며 변화하지 않는 지식 

수의 기 으로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물러 왔다. 통 인 

수업은 교실이라는 물리  공간에서 교과서에 기반한 3R

(읽기, 쓰기, 셈하기)를 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량생

산 체제에서 요구하는 표 화된 인력을 육성하여 왔다. 그

러나 하루가 다르게 발 하는 기술, 태생 으로 디지털매

체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 (Digital Native)의 사회 진

출,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학령인구 감소, 세계화와 개방화, 

다문화, 에 지 등 다양한 미래사회의 이슈들은 미래 사회

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창의 이고 신 인 사고, 자기주

도성과 커뮤니 이션 능력을 갖춘 새로운 시 의 인재상

을 요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상에 걸맞는 학교로의 변화

를 구하고 있다(표 1). 

2. 미래학교의 역할 

이러한 거센 요구 속에서 미래의 학교는 과연 어떤 모

습으로 바 게 될까? 학자에 따라서는 미래사회에서는 학

교가 아  사라질 것이라고도 측하기도 하지만, 향후 

10-20년내 미래학교의 모습은 다각도의 체제  다양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며 필요한 학습 경

험을 체계 으로 설계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

는 지역사회의 심 인 학습센터(Core Learning Center)

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는 측이 지배 이다(계보경 외, 

2011). 미래사회에서 미래학교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첫째, 미래학교는 개인의 생애를 설계하는 곳이 될 것이

다. 미래학교는 사회와의 소통, 력과 체험에 기반한 미

래사회 필요한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가장 추 인 곳이

자, 개인의 생애 설계 모델에 따라 자신이 필요로 하는 교

육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하고, 자신의 생애를 디자인

(life-design)하고 발 시켜가는 가장 핵심 인 기능을 담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교사는 자연스럽게 

기존 교과 내용을 잘 달해주는 역할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학습 경험을 디자인해주고 각 학생에게 맞는 역

량을 발 시킬 수 있도록 컨설 해주는 생애 멘토의 역할

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둘째, 미래학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민 모두의 학

습을 지원하는 심 인 학습공간이 될 것이다. 학부모도 

생애 학습자의 일원으로 학교의 다양한 학습자원과 시설, 

환경을 마음껏 활용하고, 노령 인구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사들이 학교 운 의 일원으로 참여해 지역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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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장소가 될 것이다. 

셋째, 미래학교는 사회와 학습의 벽을 허물어주는 곳이 

될 것이다. 삶이 곧 학습이 되는 미래사회에서 미래학교는 

더 이상 고립된 학습 공간이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경험들을 체계 이고 의미있는 학습으로 연계해주는 구심

체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테크놀로지는 이러한 사회와 

학교와의 벽을 허물어주는 핵심 인 도구로 학교를 벗어

난 박물 , 미술 과 같은 학교 밖, 더 나아가 국외의 우

수한 문가나 자원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3. 미래학교의 변화 방향

이러한 미래사회의 변화를 반 하여 학교는 소통과 

력, 체험에 기반한 스마트 학교, 로벌·지역사회와 연계

된 학교, 생태친화 인 학교, 안 한 학교, 즐거운 학교로

서의 변화를 한 비가 필요하다. 

*출처: 계보경 외. 미래학교 체제도입을 한 Future School 2030 모

델 연구. p.104, 2011.

그림 1. 미래학교의 변화 방향

3.1 스마트 학교(Smart School)

스마트 학교는 맞춤형‧ 응형 학습 리와 지능화된 행

정‧시설 시스템을 포함하는 학습 환경을 갖춘 학교를 말

한다. 스마트 기술은 기존의 도구로서의 개념을 넘어서 새

로운 학습과 생활환경을 창출하고 있다. 스마트 학교 구축

을 통해 학생들의 개별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처하고 기존의 교과 심의 교육 패러다임으로부

터 벗어나 다양하고 유연성 있는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

하는 교육환경을 구 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 학교의 

핵심은 단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있지 않고 학생 

특성과 수 에 맞는 학습 콘텐츠와 학습 컨설 을 포함한 

학습 리 체제를 도입하여 학생 역량기반 교육과정, 진로

기반 학습 컨설 , 개인선호와 성취를 독려하는 학습과정 

 평가를 구 하기 할 때 비로소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

이다.

스마트한 학교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의 어느 공간

에서든 맞춤형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 교실은 상황에 따

라 력을 한 공간, 개별학습을 한 공간, 체험을 하기 

한 공간, 놀이를 하기 한 공간 등 역동 이며 가변

인 형태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하여 설계 단계

에서부터 다양하고 유연한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융

통성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  변화를 

측하여 공간의 크기, 수, 학교의 치나 유형의 다양성에 

맞출 수 있는 인 라를 구축해야 한다(계보경, 이은환, 오

명선, 2011). 이를 해서는 도우, 안드로이드, iOS 등 

특정 운 체제  라우 에 종속되지 않는 가상화 기술

을 통한 무선 인터넷 기반의 학교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학습 콘텐츠와 학교 내외에서의 활동  학습 산출물을 

클라우드에서 통합 리하고 장기 으로는 교원  교육용 

가상 데스크탑 PC 기술의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

아울러 개인 학습 단말기와 학교  교실의 기기들이 

통합 운 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교원  학생

의 e-포트폴리오, 응형 학습 지원을 한 학습 분석 시

스템, 력 지원 시스템 등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서

비스가 통합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이 요하다. 이 밖에도 스마트한 학교 행정을 

한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연계의 다양한 출

결, 학사일정, 성 , 도서, 식 리 등의 서비스도 고려

할 수 있다. 아울러 미래 학교에서의 통합 제 시스템은 

IT 인 라와 시설물 역의 양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

는 만큼 이러한 요소들의 유기 인 설계뿐만 아니라 이러

한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학교에 기본 요소로 

자리잡게 될 다양한 IT 자원과 기본 인 라 간의 통합

인 운  시스템을 종합 인 에서 도입하는 것이 필수

이다.

*출처: 미래학교가상체험 , http://future.keris.or.kr

그림 2. 미래 학교에서의 다양한 학습 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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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래학교가상체험 , http://future.keris.or.kr

그림 3. 지역민과 교류를 통한 학습 사례

3.2 글로벌 ․지역사회와 연계된 학교(Connected 

School)

로벌․지역사회와 연계된 학교는 지역 커뮤니티  

로벌 인 /물  학습자원과 연계하여 개인 학습자의 학

습 경험  학습 이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학교를 말

한다. 테크놀로지의 발 으로 인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게 되면서 로벌 정책을 가진 학교들은 국제화, 세

계화된 교육 기회와 평생학습을 한 교육환경을 구축하

기에 매우 용이해졌다. 세계화, 개방화에 따라 해외의 

문가 는 외국 학생과의 실시간 화상 교육 등의 새로운 

방법이 용되고, 교육의 소재도 세계화‧다양화되며, 교육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세계화 시 에 응할 수 있도록 폭

넓은 네트워크 형성능력, 의사소통 능력, 시민의식, 공동체 

의식, 리더십 등의 능력을 키워주기 한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한다. 국내 사회 변화 측면에서는 다문화 가정 증가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교육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

은 로벌 환경이 학교에 투입되면서 교사들의 역할이 더

욱 요해진다. 미래 학교에서의 교사들은 다양하고 융통

성있는 교육과정을 운 할 수 있어야 하며 역동 이고 

극 인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된다. 교사연구실에는 교육자

료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제작 지원, 학생평가, 수업연

구, 교사 테크놀로지 활용 연수자료 등이 제공되어야 하

며, 다양한 국 과 개성을 가진 학생들을 한 학습 컨설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

한편, 지역 연계 정책을 가진 학교의 형태는 학교 기능

의 복합화로 설명할 수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시설을 

상호 이용하여 지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고 학교는 열린

학교로써의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공간으로서의 그 활용도

를 높일 수 있다(강진아, 오덕성, 2000). 도심의 경우 도심

에 부족하기 쉬운 생태친화  학습의 장으로서 학교를 설

계하거나, 원지역의 경우 문화시설을 확충한 학습공간으

로서 학교를 설계하는 등의 모델이 바로 그것이다. 특정 

학교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근거리의 지역사회의 체육센터

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반 로 학교가 가지

고 있는 도서 , 강당 등의 문화시설에 보다 지역의 역량

을 집 해 학생뿐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에게 보다 양질의 

자원과 시설로 인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되어야 한다. 실례

로 미국 휴스턴의 SPark 학교 공원사업의 에서 볼 수 

있듯이 휴스턴은 녹지부족으로 인한 녹지 확충 방안의 일

환으로 학교 내부에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

을 조성하고 학교  지역주민들의 자발 인 참여를 유도

하여 지역 커뮤니티 문제를 개선해나가는 로그램으로 

발 시킨 사례가 있다(이형숙, 2008). 이와 같이 학교 기능

의 복합화는 학교시설 기능의 수 을 높이고 학교가 다양

한 기능을 갖추도록 하며 기존 학습 환경과 지역 평생학

습 환경을 근본 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이 을 

가진다(김승제, 2009). 

학교 기능의 복합화를 효율 으로 구 하기 해서는 

미래 학교에서는 교실 구조가 목 에 따라 가변 으로 변

경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를 들면 ․고등 

상의 교실이 여러 개의 소규모 교실로 분리하여 유‧ 등

학생들을 한 방과후 교실형태로 사용할 수 있거나 는 

학부모  노인 상 평생학습실로서 실습실 형태의 학습

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시스템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한 

학교 내 커뮤니티 공간을 활성화하여 식당 카페테리아나 

공연장, 실내체육  등이 지역주민에게 개방되거나 공유하

는 형태로 복합  기능을 발 시킬 필요가 있다. 

한 미래사회에서 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주

민 모두가 쉽게 오가면서 상호작용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삶의 공간이자 지역 학습 문화를 창조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지역의 특성과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공간을 

설계하기 해서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 련 이해 계자들의 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이 요하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노령인구

를 포함한 다양한 인사들이 학교 운 의 일원으로 참여해 

지역의 학습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장소로 학교를 발

시켜야 할 것이다.

3.3 생태지향적 학교(Eco-Friendly School)

생태지향  학교란 환경 친화 인 학교를 의미하는 것

으로 그린(green) 에 지를 이용한 친환경  학교 교육과

정과 환경을 도입한 학교를 말한다. 생태지향  학교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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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특징은 친환경  측면으로 학교시설에서 건강  쾌

성에 향을 미치는 공기 환경, 빛 환경, 열 환경의 측

면에서 오염 배출 요소를 최소화하고 교육과정과 환경 설

계  운 에 있어 이를 실천하는 학교이다. 두 번째 특징

으로 자연 에 지의 활용을 통한 에 지 감 측면에서 

친환경  요소를 반 하여 건축물을 에 지 효율 으로 

설계, 시공하고, 지어진 건축물을 효율 으로 유지, 리하

며 사용자가 에 지 감의식을 가지고 건축물을 이용하

도록 할 수 있다(윤용상, 김 수, 이건호, 2007). 

세 번째로는 지역 환경 교육의 장이 되는 학교이다. 학

교건축과 시설은 지역공동체 거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친환경 학교 건축은 사회  측면에서도 학생  지역 주

민에게 환경 교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이 , 2007). 

학교에 태양  에 지 활용시설, 재활용 시스템, 미니농장

을 구성함으로써 자연스런 환경 교육과 체험의 장을 마련

함으로써 학교 고유의 교육 기능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

다. 생각을 조 만 넓히면 야외 공간도 요한 학습활동 

공간이 될 수 있다. 자연친화  학습공간에서 화, 토론, 

력, 휴식, 놀이, 노작‧실습 등 사계 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며 학습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연환경에 

한 인식과 감성을 높이고, 자연과 교육이 융합된 설계, 

미래사회의 요한 이슈인 에 지, 기후 문제 등에 한 

심을 높일 수 있다. 미래 학교에서 친환경 요소는 선택

이 아닌 필수 이고 기본  개념이다. 따라서 유아부터 평

생교육 상까지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요성에 한 교

육과정이 제공되어야 하며, 물리  공간으로서의 친환경

인 학교 건축을 통해 생태 지향 이고 환경 괴 없이 지

속가능한 미래 학교의 모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출처: 미래학교가상체험 , http://future.keris.or.kr

그림 4. 생태지향  학교 설계 사례

3.4 안전한 학교(Safe School)

안 한 학교는 개방화된 학교체제에 첨단기술 기반의 

안 장치를 마련하여 외부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동시에 

학교 안 성 제고를 해 출입자 인식  학교 보안 강화

를 한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된 학교를 말한다.

미래 학교는 기존의 통 인 학교의 형태를 재구조화

하여 보육기능, 평생학습, 지역 사회의 학습센터 기능 등

이 포함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맞벌이 부

모들의 증가로 인해 아동들을 상으로 한 방과후 교실 

운 이 활성화되고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있는 시간이 늘

어날 것을 상할 때 학교의 안   보안 강화가 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습자 개개인의 출결 

확인이 가능하고, 학교 구성원 외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하는 경비체제가 강화된 첨단 보안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

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지역개방 공간과 내부 역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시간별, 역별 출입 리 시스템을 도입

하고 시스템 인 근 외에도 일반 인 학교 울타리인 폐

쇄형 담장을 투명하게 바꾸거나 지하주차장과 같이 어두

운 공간의 조명을 밝게 만들어 학생들이나 학교 계자등

의 시야가 최 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자연  감

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할 것이다.

학생 인구의 변화, 가정형태의 변화, 학교 기능의 변화 

등의 요인들로 인하여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안 성에 

한 문제는 더욱 더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  방 기

술  안  통합 리 체제는 미래의 학교 구축 시 필수 

요소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요소이다.

*출처: 미래학교가상체험 , http://future.keris.or.kr

그림 5. 개방화된 학교 체제에 한 안 시스템 구축 

3.5 즐거운 학교(Fun School)

즐거운 학교란 창의 이고 력 인 학습 문화에서 독

창 이고 통합 으로 사고하고 학생 주도 으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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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을 창조해내는 체험형 에듀테인먼트 공간을 의미한

다. 즐거운 학교의 특성은 첫째, 력, 인성, 창작/실습을 

시하는 학습문화, 둘째, 학생들의 진로와 역량에 기반한 

교육과정과 학생 개별 컨설  체제, 셋째, 증강 실, 가상

실, 홀로그램 등 테크놀로지를 통한 경험의 실제성이 강

화된 가상학습환경 제공을 포함한다. 이러한 학습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성취감과 만족감을 지속 으로 강화하

면서 성인학습자로 성장하게 된다.

미래사회는 수, 달받는 지식보다는 창조 이고 신

인 행동을 통해 습득한 유연한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

다. 학교 환경도 지식 수 기 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미

래형 인재로 양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해서 창조성과 

자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

다(한홍진, 2010). 이를 해 창의  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이나 미디어 제작실이 제공되고, 야외

에서도 손쉽게 제작이나 창작이 가능하도록 유비쿼터스 

컴퓨  기술과 첨단 콘텐츠의 지원이 필요하다.

미래의 학교에서는 다양한 미래교육 연구 결과에서 제

시되듯 학습조직  학습공동체가 새로운 학습 방법이 되

며, 학생들은 자발 으로 놀이형 력학습이나 로젝트형 

력학습에 참여하게 된다. 학생들이 새로운 지 , 문화

술  산출물을 생성할 수 있도록 력과제와 력지원 테

크놀로지가 포함된 환경을 제공해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래의 즐거운 학교를 구 하기 하여는 먼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력‧인성‧창작/실습 학습을 

한 교육방법 개발, 첨단 학습 테크놀로지의 안정화, 수업

효과 연구가 통합 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출처: 미래학교가상체험 , http://future.keris.or.kr

그림 6. Fun 요소를 도입한 공간 설계 사례

4. 맺으며 

미래사회의 불확실성과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테크놀

로지는 우리에게 많은 도 과 동시에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

으며, 이제는 이러한 도 과 가능성을 새로운 발 으로 삼

아 학교라는 체제와 공간에 한 새로운 사회  합의를 이

끌어내야 할 때다. 각자가 생각하는 미래 학교의 모습은 모

두 다를 수 있으며 정답은 없다. 다만 확실한건 미래사회는 

공장에서 어내는 정형화된 표 형 인재가 아닌 미래의 불

확실성에 처할 수 있는 각자만의 독특한 색을 지닌 창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는 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래

학교는 창발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다양성과 다원성을 

존 받을 수 있는 창의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경험과 시도가 격려받고, 소통과 력이 끊임없

이 시도되며, 크고 작은 실패가 비난받지 않고 성공의 경

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강하고 활기찬 공간으로 학교의 

미래를 변화시켜보자. 지식의 달이 아닌 개인의 학습 경

험을 디자인해주고 멘토링해주는 공간으로서의 학교, 학

생, 학부모, 나아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과 

학습이 맞닿는 공간으로서의 학교에 한 인식 환과 새

로운 천년의 꿈을 함께 키워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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