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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다가온 4차 산업혁명시대와 지능정보사회를 맞은 한국 사회의 핵심적 정책 아젠다 중 하나인 학교교육 
체제 개혁을 위한 몇 가지 방향과 대안들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 학교교육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 체제이고, 20세기 초반의 공장제식 학교교육의 특징을 굳건히 하면서 획일적 교육 및 학습 관행을 지속
하고 있다. 특히, 교육계 종사자들의 대학입시에 대한 과도한 추종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지식의 도구화와 학습의 탈맥락화
가 심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4차 산업혁명기가 요구하는 공감하고 협력하면서도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는 인간
을 양성해내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혁하기 위한 교육 혁신의 과제로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제언하였다. 첫째, 교육과정 수권체계를 선진형 교사수권체계로 변화시키고, 둘째, 교사의 자율성을 잠식하는 관료적 교사
단 체제를 해체하고 전문적 교사단 체제를 정립하며, 셋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정에서 교과영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교원양성교육과정의 철저한 개선이 시급하고, 넷째, 과도한 교육행정관료제의 완화와 함께 교육법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다섯째, 학교교육 지원행정을 학습자와 교수자 상호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
가 있다. 
주제어 :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학교교육체제, 교사수권형 교육과정, 전문적 교사단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some directions and alternatives for reforming the school 
education system, which is one of the core policy agendas of the Korean society that has met the upcom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nd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Korean school education is a supplier-oriented 
system that does not take into consideration student’s individual needs and aptitudes, and maintains uniform 
educational and learning practices while strengthening the characteristics of factory school model of the early 
20th century. Especially, according to the excessive follow-up of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of the people 
the de-contextualization of knowledge and the instrumentation and learning of the education has been deepened. 
For the reform of the education system, first, it should transform the curriculum delegation system from the 
current administrative to teacher-based system. Second, we need to dismantle the bureaucratic corps of teacher 
that erodes the autonomy of the teacher and should establish the professional teacher system. Third, we should 
overcome egoism of each curriculum territory and reform the teacher education system. Fourth, it is necessary 
to overhaul the system of education and administrative bureaucracy as well as to overhaul the system of 
educational law. Fifth, it is necessary for the school administration to provide more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learners and teachers.

Key Words : 4th Industrial Revolutio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School Education System, Teacher-based 
Curriculum System, Professional fa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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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바야흐로 4차산업혁명또는지능정보사회1)에우리는

진입하고있다. 디지털과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기반으로사이버세계

와 물리적 세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한 지능형의 가상-물

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이 점차자리를잡아가

고있다[3]. 즉, 이러한지능정보사회의특징은지능의외

부화2), 생산성 폭발, 플랫폼 사회3), 자기조직화 사회 등

의특징을지닌다[4]. 따라서지능정보화사회에서는상상

이상으로 생산관계와 사회시스템 변화의 주기가 빨라지

게 되고, 산업, 고용, 생활양식에 적지 않은 충격이 가해

진다. 대체로일자리축소문제가많이거론되고있는데,

자동화와 인공지능으로 15개 국가에서 5년간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되어

순수하게 500만개의일자리가줄어들게되고[3], 10-20년

내에 현재 직업의 47%가 자동화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

는예측도있다[5]. 또 2011년에 초등학교에입학한학생

들의 65%는그들이대학을졸업할때(2027년) 현재존재

하지않는직업을갖게될것이라는놀라운예측도있다

[6], 특히, 보스톤컨설팅그룹[7]은 산업용로봇채택에가

장적극적인한국은 2025년까지제조업노동력의 40%를

로봇으로 대체하고, 향후 10년간 인력의 33%를 감축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산업 고용의 변화는 인간 삶의 모습도 변화시

키고 있다. 종래 산업혁명기에서는 각자가 주어진 영역

1) 강태중 외[1]는 ‘지능정보사회’라는 용어는 정부(미래창조과
학부)가 정책의 지향을 드러내기 위해 만든 조어이고, 이 말
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이거나 명시적으로 정의한 적은 없다
고 한다. 아마도 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제4차 산업혁
명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라 설명했고, “지능정보기술이 
사회경제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 준비라고 밝히고 있음[2]을 미루어볼 때, 4차 산업혁
명이 몰고 온 인공지능과 이른바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중심의 정보기술의 활용이 광범위하게 활용 
및 확산되는 사회를 의미하지 않을까 짐작해본다. 이러한 의
미라면 세계경제포럼[3]이 제시한 4차 산업혁명기와 구분이 
어렵다. 본고에서도 두 용어의 차이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혼용하고자 한다. 

2) 지능정보사회의 제1원칙으로 개인에 내재했던 지능을 개인 
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무인자동차처럼 인간의 운전
능력을 외부로 옮기는 것이 그 예이다[4].

3)지능정보사회에서는 현실세계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이 된다
는 의미로서 이 플랫폼은 통신, 공간, 데이터, 제도 등을 망라
한다[4]. 

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과업을

충실히 도모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였지만 다가온 지능정

보사회에서는 자아실현을 원하는 독립 노동자들이 4차

산업혁명기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과 증강현실을 기반

으로 기존의 장르를 파괴하여 서로의 삶에 해결사가 되

는초상식사회로갈것이라는전망도있다[8]. 따라서이

러한사회에서종래의 은행, 증권, 보험, 세무, 구매등과

같은 일상적이며, 매뉴얼에 의존하는(routine & manual)

직업들의 비중이 낮아지고, 비일상적이며 인간관계적

(non-routine & interpersonal)인 직업들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3].

이러한 4차 산업혁명기의 직업 전망은 아직 이 시기

기술들의잠재력을제대로인정하지못한, 세계경제포럼

식표현을빌리자면 “3차 산업혁명기식” 묘사라고할수

도있다. 이기술의효능을제대로인정한다면그예상되

는 결과는 더욱 파괴적이다. <호모데우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인공지능이인류를위협하는심각한기술로보

면서 문명 권위의 원천이 인간에서 기계로 움직임에 따

라인류문명의조종간을 (기계에) 빼앗길위기에처했음

을진단한다[9]. 그는 "어쩌면지금아이들은선생님이나

연장자에게 배운 교육 내용으로 여생을 준비하는 게 불

가능한역사상첫세대가될지모른다"며 "우리가아이들

에게가르쳐줄가장중요한기술은 '어떻게해야늘변화

하면서살수있을것인가', '어떻게해야내가모른다는

사실을직면하며살수있을것인가'일것"이라고강조한

바 있다[10].

이러한 4차산업혁명기의 인간의능력이란어떤것일

까? 세계경제포럼[3]은 가까운 장래인 2020년에 필요한

Top 10 역량으로복잡한문제의해결능력, 비판적사고

력, 창의력, 인간관리능력, 타인과조정능력, 감성역량, 판

단과 의사결정능력, 서비스지향성, 협상력, 인지적 유연

성을 꼽은 바 있다. 이미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도 미래

사회에요구되는인간능력으로이와유사한결과들을쏟

아내고 있다[11]. 그러나 교육은 인간(人間), 시간(時間),

공간(空間)이라는 3間4)이 새롭게 다시 만나 융합·교차·

4) 4차 산업혁명이 성숙하면 인공지능을 통한 인간능력의 확장
(새로운 인간), 사이버-물리세계의 보편화를 통한 공간의 재
편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아마도 인간, 시간, 공간의 
교차 내지 교감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그것이 가져왔던 
한계들을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이상으로 초월할 수 있는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지 않나 짐작해 본다. 즉, 인공지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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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하는가운데생겨나는현실의과업이고다시새롭게

의미를 부여받은 이 3間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담아

낼 수 있는 교육체제의 변화를 요구한다.

2. 학교교육체제의 문제
우리학교교육체제는얼마나 다가온 4차 산업혁명기

또는 지능정보사회의 변화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을

까? 한국교육이산업화라는국가적성취를달성하는데

에는 기여를 하였지만 새로운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사실 한국의

학교교육은 4차 산업혁명기 준비를 운운하기에는 많은

체제적모순이존재한다. 과열과외, 막대한사교육비, 암

기식·주입식학습과교육, 흥미를잃은학생, 공교육의공

간과 사적 공간을 구분하지 못하는 학부모, 전문직으로

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교원인사제도와 행정체제,

그리고그제도안에안주하는교사의존재등모순이존

재한다. 따라서 우리가 현실 교육체제의 모순을 극복하

는 과정을 겪지 않고 곧장 퀀텀 점프(quantum jump)를

해서바로 4차산업혁명이요구하는숙제들을잘해결하

여효과적으로대비만할수있다면얼마든지환영할일

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퀀텀 점프가 매우 어려운 영역

이다. 너무나도많은사람과조직, 그리고그조직을움직

이는 체제가 저마다의 미션, 이해관계와 관심들로 얽혀

서로 모순과 갈등을 유발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흔히 한국교육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 개인의

흥미와 소질, 적성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급

자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

로상당히많은학생은학교교육을통해학습을하지못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에대한근본적인의문이제기되는상황이라고한다

[12].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제로서 산

업화 시대가 갖는 이른바 팩토리모델(공장식 학교모형)

의 특징들, 즉, 1)규격화된학교시설, 2)표준화된교육과

정운영, 3)일방적강의위주의수업, 4)엄격한수업시간

준수, 4)주어진답지중정답을고르는형태의총합적평

조력을 받는 인간 능력이 월등히 향상되고, 새로운 기술들의 
힘으로 더 많은 세월을 살게 됨으로써 현재적 시점에서의 
시간의 의미가 변화할 것이며, 증강현실(virtual reality)의 도
입을 통하여 공간도 재개념화 될 개연성이 높다.

가 실시 등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이를 위해 학생의 다양성과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

적인 교육시스템,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 흥미, 동기, 수

준, 속도를 반영하기 어려운 표준화된 교육과정, 과도한

경쟁을유발하며실패자를양산하는상대평가제도는반

드시 개선해야 한다[1].

김도훈 등[13]은 학교 교육과 과학 분야 전문가들과

고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 대한 광범위한 인터뷰 연

구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과 정체성 문제를 다음과 같

이진단한바있다. 무엇보다우리교육은입시만을지향

하는지식의도구화가심화되면서학습과정이탈맥락화

(de-contextualized) 되어, 학습 본질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를 뒷받침할 비판적 사고의 발현을 돕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이다. 불편한 사실이지만 아이들의 ‘생각’이

거세되어 있고, 창의성보다는 ‘목표지향적 근면성’이 강

조되면서 ‘자기주도’라는 키워드가 곧 순응의 내면화를

완성하는 모순을 연출하고 있다. 학습의 목표 자체가 입

시와취직이후의안락한삶을보장하는것이상의건강

한 사회적 가치 혹은 상상력과는 동떨어져 있었고, 이러

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은 학습 과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행복감으로부터 소외된 채 불만과 긴장, 스트레스

상황속에서건강한관계형성과소통의기회를잃고있

다([Fig. 1] 참조).

[Fig. 1] Learning and Identity of Students

앞으로 이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판단력과 정서적

이해의 장애를 지닌 채 단지 주입된 목표 가치, 체화된

경쟁의식,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표상에 따라 선



지능정보사회에서 학교교육체제 혁신 방향과 과제 탐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13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Dec; 15(12): 127-136

택적으로 동원하는 정보의 양을 ‘진리’로 오독할 위험성

도 적지 않다. 하라리의 경고를 빌린다면 우리가 길러내

는 아이들은 자신의, 공동체의,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또는 인류의 운명을 기계와 알고리즘에 넘겨줄 수 있는

여지도배제할수는없다[9]. 한마디로 4차산업혁명기에

서필요한인재의모습과그러한인재를기르기위한국

가사회적 대처방향과는 근본적으로 유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한국경제사회변화를위한큰화두를던진세

계경제포럼은친절하게처방까지도제시해준다. 첫째, 칸

막이식사고의틀을벗어나다양한생태계를포용・통합
할것, 둘째, 협력적이고유연한구조를만들어공동의담

론을만들어낼것, 셋째, 관용, 존중, 배려와연민을 키워

나가기위해서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차원의지속적협

력과 대화를 할 것, 넷째, 이를 통하여 인간 중심의 공익

을위한공동의책임의식을키워나가야할것등이그것

이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기에우리가 구현해야할인

재의 모습은 결국은 ‘협력적으로 생각하는 주체’이어야

한다. 기존 교육 체제에서 ‘지식의 도구화’와 궤를 같이

하는 ‘학습의 탈맥락화’에 대응하여, 미래 인재의 학습은

비판적, 인식론적 사고를 도와주며, 각자의 생활맥락과

상호주관성인정에기반하여학습을성장의기반으로삼

을 수 있도록 유도해내야 한다[13].

특기할 점은 이러한 요구와 요청은 미국의 상황과 견

주어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학생들도 1)실

제적이고쓸모있는것을가르쳐줄것, 2)학생이선택하

고중심이되는수업을할것, 3)새롭고흥미로운교수법

으로 가르쳐 줄 것, 4)학생 삶의 멘토가 되어줄 것, 5)다

양한멀티미디어도구를이용해상호작용이풍부하고깊

이 있는 수업을 해줄 것 등이다[14]. 이러한 지능정보사

회의도래로개별화된학습이가능한유연한학습체제가

구축되는 것은 학교교육의 위기라고 할 수 있으나, 새로

운테크놀로지를활용하여기존학교체제의문제를해결

한다면학교체제를한단계업그레이드할수있는기회

가 될 수 있을 것이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종의

시론적연구로서현시점에서지능정보사회의유연한대

응을위한학교교육체제의근본적문제점을파악하고이

를개선하기위한기본방향과실천과제를제언하고자한

다.

3. 학교교육체제 변화의 방향과 과제 
3.1 기본 방향
학교교육체제는 그것이 몇 차 산업혁명이든 시기에

상관없이삶을행복하게영위할우리아이들을효과적으

로길러내는제도적토대라고할수있다. 우리학교교육

체제는 다가온 지능정보화사회에 우리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얼마나준비가되어있을까? 많은영역에서행정의

변화가현실을따라잡지못하는이른바 ‘개혁의지체’ 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이들은 이미 첨단의 기기로 가상

의 공간을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있는데, 교실 속 수업풍

경은 20세기 초·중반의수업그대로라고해도과언이아

니다. 우리교육내용은기존산업혁명기에다진정치체

제, 경제체제에인간을적응하도록돕는내용이었지, 인

공지능이 지배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

과정은진도빼기식수업으로변질되고, 교직의자부심과

보람으로 충만해야 할 교사들은 늘어나는 사무처리와

‘문제아들’에 대한 생활지도로 바쁘고, 행정가들은 관료

적 시스템 속에서 주어진 과업만을 충실히 실행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에서의 학교체제 혁신의 방향은 무엇보

다 학습자 맞춤형 교육(교육의 차별화, 개인화, 개별화)

을 추구하는 가운데, 새로운 테크놀로지(인공지능, 빅데

이터, 사물인터넷, 모바일등)의 장점을최대한활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1]. 무엇보다 학교제도,

교육과정, 교육행정, 학습지원, 학급편성, 학교시설 등에

서유연성을획기적으로신장하는방향으로학교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2 실천 과제
3.2.1 교육과정 수권체계의 변화
교육과정의수권체계의근본적변화가시급하다. 앞에

서살펴본대로 4차산업혁명기의인재는교과서상의지

식을 많이 암기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현장은 국가-교육감-학교장 등 위계적행정구조속

의 최일선 작업계층(front-line worker)으로서의 교사가

국가교육과정 속에 규정된 ‘진도’를 실행하는 수업과 규

격화, 표준화된평가위주의진행으로점철되어있다. 바

로 종래 산업사회의 공장제식 학교모델인 것이다. 규정

된교육과정속진도만나가면거기서역할은멈추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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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실질적성취여부는문서속에서체크만될뿐

이다[15].

이러한 교육과정 수권구조와 달리 대부분의 서유럽

내지 북유럽국가들은 국가가 교사에게 교육과정문서를

직접교부하고, 그 교육과정문서를해석하고구체화하고

관련한학습자료를구성하는온전한수업에관한권한과

책임은 바로 교사에게 부여되어 있다[15].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었거나 진행 중인 일련의 개혁조치

들, 예를 들어 ‘교육과정 자율화’, ‘디지털 교과서 확대’,

‘수석교사제’,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도입’, ‘고교 학점
제’ 등은마치우리교육과정이유럽형인것인양오해하

고 있는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 우리 교육과정 플랫폼

과어울리지않는조치들이다보니모순과혼선이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사실은 교육과정을 자주 바꿀 것이 아니라 변

화하는 현실과 미래 인재 양성의 목표에 맞게 교육과정

을 실행하는 플랫폼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의 실행을 모두 교사에게 위임하는 유럽형 선진 교육과

정 수권체계로의 근본적인 변화만이 앞서 언급한 미래

학생의정체성은새롭게확보될수있고, 앞서제시한지

능정보화사회가요구하는인재가전국에걸쳐폭넓게만

들어질 수 있다. 비로소 장학진, 학교장, 교사의 역할이

변할 것이고, 교과서 성격 역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교원의 리더십과 전문성 향상(professional development),

장학(supervision)과 교원평가, 승진제도 개선 등의현안

과제들은 이러한 교육과정 수권체계 변화 위에 온전히

성과를 낼 수 있다.

3.2.2 전문적 교사단 체제의 정립
지능정보사회에서도 학교교육의 3요소, 즉 교육과정,

학습지도, 그리고 평가의 존재는 여전히 그 중요성을 인

정받을 것이다. 그동안 산업사회에서 전개된 표준화 운

동은 모든 관심이 교육과정과 평가에 집중되어 왔다. 학

습지도는 표준을 전달하는 역할 정도로 치부되어 왔다.

이러한우선순위는완전히잘못된것이다. 학교교육혁신

에서 열쇠는 바로 학습지도의 질이다[16]. 다시 말해 교

사의질을말한다. 산업사회의경직적인학교교육체제를

유연하게만들어주고개별학습자에맞춘양질의학습지

도가이루어기위해서는무엇보다현행의관료적교사단

의 해체 내지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국민교육체제의 형성과정에서 탄생한 교

육 관료제는 행정관리위주의 학교조직편성, 승진위주의

교원인사체계, 교무와 행정 분리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이 중에서 심각한 문제는 교사순환전보체제라고 할

수있는데, 많은문제를야기하고있다. 우리나라공립학

교 교사들은 어느 특정학교의 교사가 아니라 교육청에

소속된 교사단의 일원으로서 특정학교에 ‘잠시’ 배치된

사람들이며, 또 특정학년 특정 학급의 교사가 아니라 매

년 교내 순환전보에 따라 그 어떤 학급도 무차별적으로

담당한다. 이러한관료적순환전보체제가초래하는결과

는그들이수행하는교육과정의추상화·기계화·파편화이

다. 자신이 보유하는 독립적 교실 속에서 독자적인 전문

성을시간과공간속에서축적할수가없는구조이다. 매

년 교내 인사에 따라, 또 몇 년이 지나면 학교간 전보인

사에 따라 빈손으로 떠난다. 교사로서 인사상 관리를 위

한 연공이 몇 년 추가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교육은 과

정’이라는개념에역설적으로부합하는기계적교육과정

이 될 수밖에 없다[15]. 따라서 교육과정의 유연화, 학습

의개별화가필연적과제로등장하는지능정보사회를맞

이한 지금 교사순환전보제의 폐지와 함께 어떻게 하면

관료적교사단체제를축소내지해체할수있을지를이

제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 관료적 교사단 개혁은

교직 전문성 강화를 최종목표로 두고, 승진위주의 인사

및평가체계, 행정수권형교육과정의개편, 전문직으로서

의 교직의 약화를 초래는 업무의 재편 등에서 출발하면

좋을 것이다.

양질의 학습지도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직관과 교사의

전문성을 더욱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

러나 아쉽게도 지금까지의 교원정책의 방점은 교원성과

급제와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도 등 교사

의전문직으로의성장촉진보다는이해관계가첨예한보

상과 평가체제 시행에 골몰해 왔다(숲에는 썩은 그루터

기도 있는데, 그 썩은 그루터기 몇 개를 뽑자고 숲 전체

에대한대대적인간벌작업에들어가는형국이다). 참고

할 사례는 역시 핀란드이다. 핀란드에서 교사가 최고 직

업이 된 배경에는 1)교사로 하여금 자신의 도덕적 사명

을완수할수있도록독려해왔고, 2)사범교육을통해교

육받은 전부를 실천할 수 있는 자율성이 뒷받침 되었으

며, 3)자신이 하는 학교 일에 충분한 시간이 부여된다는

점이다[16]. 핀란드사례는전문직의본질은자율책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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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과 자기 사명감에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교직의 특징을 바탕으로 핀란드는 일주일에 교사들끼리

협력하는시간을 2시간정도두고있다. 가르치는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시간보다 2시간

적다. 교사가 스스로 배우고 다른 교사와 협력해 커리큘

럼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배경에는 교

사수권형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앞으로의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이러한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의 교

직관과전문성을더욱강화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

3.2.3 교과영역주의 극복과 교원양성과정 개편
우리나라처럼 국가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상황

에서 교육과정의 각론은 주로 대학의 해당 교과목 전문

가들의배타적점유영역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각론

은 총론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

상의 ‘창의융합’ 메시지가 얼마나 각론에 충분히 반영되

었는지의문이다. 무엇보다국가중심의교육과정결정방

식은교과이기주의에의한학문분야간갈등을부추긴다.

국정교과목으로인정되어야대학의학과존립의근거를

확보할 수 있고, 독자적 교과영역과 수업시수를 확보해

야제자들이교사로진출할수있게된다. 이렇게국가교

육과정에의해만들어진교과영역들은학문의발전과융

합적발전을저해한다. 결국 4차산업혁명기의변화를담

아내지 못하고, 학생들의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

는 근원이 되고 만다. 경직화된 교육과정에 대학교수의

관심과 관점 위주로 설계되는 교육과정은 초·중등 교육

현장과 멀어지는 시작점이 된다[15,17].

따라서 이러한 과도한 교과영역주의의 해체 내지 완

화가필요하다. 여러선행연구가지적하는지능정보사회

에서의 ‘교육 유연화’는 바로 국가교육과정의 유연화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현재 수준보다 단위학교 차원

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고,

이와동시에국가교육과정의적용여부와범위를탄력적

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과정의 운용

에서단위학교, 교사의권한과책임을높일수있어야할

것이다. 이미우수한사례들도나타나고있다. 경기도혁

신학교들로서교육과정-수업-평가를일치시킨흥덕고와

포곡고는 교육과정의 큰 틀은 지키되 학생을 중심에 두

고교육과정을새롭게구성한다음수업을학생참여중

심으로바꾸고, 평가도교육과정과수업중심으로바꿈으

로써교육 효과를높이고있다. 경기도교육청은 7단계의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1단계 “교육과정의재인식”, 2단계 “학생요구분석”, 3

단계 “교과 내 단원재구성”, 4단계 “교과간 교과 비교과

간 통합 재구성”, 5단계 “재구성된 교육과정으로 배움중

심수업실천”, 6단계 “재구성된교육과정, 배움중심수업

과 연계한 평가”, 7단계 “평가결과 피드백”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교육과정의 재구성이고, 그것이 바

로 지능정보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의 유연화이기도

하다[18].

교육과정의 유연화 과정에서 반드시 지적할 사항은

바로교원양성, 특히중등교원양성체제의문제이다. 무엇

보다 교원양성 교육과정이 얼마나 4차 산업혁명기에 적

합한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 교원은 「교원자

격검정령」에 의거하여 양성기관별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별도의 임용시험을 거쳐 선발된다. 그런

데이양성단계에서의교육과정은교직과목(22학점이상

으로 다시 교직이론 12학점 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이상), ‘표시과목’을중심으로한각

전공별기본이수과목(7과목 21학점이상), 전공별교과교

육학(3과목 8학점 이상), 그리고 각 전공별 교과내용학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19].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각 전공

별·교과별장벽이높고이마저도학문적지식함양위주

로 설계·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과정의 학교

교육 현장과의 연계를 어렵게 함으로써 교사로의 입직

이후의직무동기의부여와전문성함양에많은문제들을

야기한다. 정작 중등학교 학생들은 살아 있는 융합적 학

습5)을 원하는데, 정작 양성 단계의 예비교원들은 전공

별·교과별 분리된 상황에서 예비 전문교육(pre-service

training)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여기에다 사범

대학으로서의특별한교육과정의부재, 교과교육학교수

진의부족, 그리고교육실습의운영부실등은큰문제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엄격한 교원자격검정체계

를대폭완화하여각대학에교원자격부여의조건과내

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각 교원양

성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우수한 예비교사 가르치기 경쟁

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교사의전문성심화가요청되는지능정보사

5) 융합의 본질은 교수자가 각자 가진 독자적인 프레임을 깨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An Exploratory Study for the Direction and Tasks for Innovating School System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3

회가될수록교원양성단계에서의전문성확보는매우중

요하다. 핀란드를 다시 들여다보면 핀란드에서 교직은

최고의 직업이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

성을 확보하고 있다. 핀란드 교사들이 갖는 전문성은 전

문직으로서 갖는 높은 자율성의 기반위에 역사적, 맥락

적으로축적해온것으로어느나라든쉽게벤치마킹하기

는쉽지않다. 핀란드교원양성과정의주요요소는대략

6가지로나타낼수있다. 첫째, 학문 연구로이는전공과

부전공에관한연구하는것을의미한다. 둘째, 연구방법

론으로 연구수행에 관한 질적․양적 연구방법론을 주로

다룬다. 여기에는 학사 및 석사 논문이 포함된다. 셋째,

교육학으로최소 60 ECTS6) 학점이상을이수해야하고

필수교과이다. 또한실습이교육학영역에포함된다. 넷

째, 의사소통, 언어 그리고 ICT 연구로 이 과목 또한 필

수이다[20]. 한국적맥락에서도교사의의지와열정과더

불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강한 확신은 교육의 질을 높이

는데많은기여를한다[21]. 다섯째, 개인연구계획의준

비 과정으로 볼로냐 교육개혁 이후 새롭게 추가된 항목

인데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경력 계획이나 진로 목표

를 수립하거나, 주어진 프로그램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

로계획하는과정이다. 여섯째, 선택교과로구성되어있

다[22]. 요약한다면전공분야에대해끊임없이연구하는

전문가로서 교직의 정체성을 설정하고 교육학적 지식과

소양의습득을중시하며, 무엇보다커뮤니케이션을위한

기술과 역량의 배양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3.2.4 교육행정 관료제의 완화와 교육법 체계의 
      전면 개편
지능정보사회가 추구하는 유연한 학교체제의 설계는

우선 학교교육 현장 곳곳에 자리잡은 과도한 교육행정

관료제의유습과모순을극복하는데에서출발해야한다.

한국교육행정의발전과정에서행정관료제는통일성, 일

관성, 효율성등관료적수단가치들에기초하여적지않

은성과를일구어냈다. 그러나이로인한교육행정전반

의 획일성 확대, 교육주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위축 등

은 날로 진보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대처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교육행정

을 지배해온 ‘5.31 교육개혁’이 실질적 개혁 의제를 도출

6) ECTS 1학점은 약 25~30시간 정도이다.

하였음에도불구하고비판받아온이유는바로관료적힘

에 의존한 개혁이었기 때문이다. 교육행정 영역에 깊이

침투한관료주의는민선교육감체제가들어섰음에도별

로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영
역의자율성을제약하는프로젝트기반행정의폐해는시

작부터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사실이었다. 책무성 확보

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는 수많은 평가, 재정지원을 조건

으로만들어지는새로운규제와교육본질에배치되는관

행들, 관청의 권위 확보를 위해 개최되는 각종의 의례와

형식등이많아질수록교실속교수-학습력의신장과높

은 수준의 학문연구를 위한 자유와는 거리가 먼 공급자

위주의 행정이 되고 만다. ‘협력적으로 생각하는 주체’로

서의미래인재양성을위해서교육행정은어느행정부

문보다도더욱칸막이식사고와관행에서벗어나협력적

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움직여져야 한다.

그리고이상의관치를대신할교육행정은교육당사자

주의에 입각한 실질적 법치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행「교육기본법」은제2장에서교육당사자의법적지

위를 일일이 열거하고 있다, 즉, 학습자(제12조), 보호자

(제13조), 교원(제14조), 교원단체(제15조), 학교 등의 설

립・경영자(제16조), 제17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권
리및의무를규정하고있는것이다. 하지만개별법령이

「교육기본법」의취지를받들어얼마나이들의법적지

위의 보호와 인정을 위해 그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시켜

왔는지는 의문스럽다. 예를 들어, 「초・중등교육법」은
교육행정 제도와 체계를 앞세운 관료적 규제 위주로 편

제되어 있고, 「교육기본법」 보다 더욱 진전되고 구체

화된 형태로 학생, 교사, 학부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교육당사자로서의권리와책임은제시하고있지못

하다(동법이학생의법적지위에대해규정하고있는것

은 자치활동(제17조), 징계(제18조)에 관한 사항 뿐이라

는점도놀랍고, 학생의인권보장(제18조의4)을규정하고

는있지만이를단한줄의문장으로헌법과국제인권조

약으로 환원시켜버린 대담함은 더욱 놀랍다). 또한 이러

한규제와제도위주의입법관행은각급학교운영의기

본규범이라고할수있는「학칙」에도고스란히반영

되어 있다. 결국 우리 교육법규범에는 교육 당사자 사이

의구체적인권리및의무가존재하지않는다고해도과

언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미비에 대한 대응으로서 지방

자치단체가나서서인권을비롯한각종조례들을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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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로 인해 법률의 제・개정권을 가진 중앙행정당국
과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들 사이의 갈등도 자주 보아

왔다. 이러한 미비한 입법체계와 관행 속에서 실질적 법

치주의의정신은훼손되고, 교육당사자의권한과책임은

등한시되어 왔다. 아쉽게도 이 미비된 틈새를 파고든 관

치행정질서의광범위한확산은어쩌면우리입법체계의

한계가노정한자연스러운결과물인지도모른다. 교직의

전문성확보도시스템을앞세운강제보다는규범을내재

한문화로자리잡아야한다는명제를상기할때당사자

주의에 입각한 관련 법규범의 창출은 반드시 필요한 아

젠다이다.

3.2.5 학교교육체제 지원 행정의 변화
이러한 제도적 개편과 더불어 중요한 한 가지는 개혁

과행정을담당하는인사들의인식재편(reframing)이다.

이를위해서는우리교육계에서오랫동안자리잡아온교

육행정의재개념화가필요하다. 그동안가장광범위하게

우리 교육을 지배해온 개념은 “교육이 인간행동의 계획

적 변화”라는 것이고, 따라서 교육행정의 모습도 다분히

시스템에기반한 ‘투입-과정-성과’라는절차에집중한다. 이

과정에서발생하는행위와결과의유리현상을지적하는

“느슨한 결합”(loosely coupled) 또는 “분리”(decoupling)

현상 등은 학습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능력 함양

(capacity building)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모든 문제를

교육자, 즉 공급자의 시각으로 환원시켜 버린다. 결과적

으로는 교육행정은 끊임없이 이루어지지만 학습성과와

교수행위의 결과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일만 반

복되게 된다[15]. ‘00사업’ 또는 ‘00프로젝트’라는 이름으

로 시행되는 크고 작은 교육시책들이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는 교수-학습의 변화를 가져왔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적지 않은 행정가와 교육자들이 자신 있게 답하기가 어

렵다.

학습이 맥락화되고, 상호주관성이 중요해지는 4차 산

업혁명기의교육행정은교수자와학습자, 학습자와학습

자, 교수자와 교수자 사이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에 기

초한학습활동을조력하는방향으로새롭게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새로운 정의 위에서 교육행정의 원리와 질

서, 형식과내용을재확립하여야한다. 적지않은교육계

의 리더들이 소통을 앞세우고 있지만 주로 행정의 과정

속에서이해관계자들의입장과고충을들어주는것에집

중된 듯하다. 왜냐하면 여전히 수직적 행정위계 질서 속

에서 “내가 들을 테니 네가 말해봐”라고 하는 것은때로

는위험하고때로는듣고싶은것만듣겠다는의미로들

린다. 소통의 핵심은 교육의 당사자들, 그중에서도 특히,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의 소통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맥락과상호주관성이중요해지는 4차산업혁명기에학생

중심의개별화된교육이가능해지고, 미래인재들을만들

어갈 수 있는 것이다.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교육제도를 설계하면서 개혁

가들이 경계해야 할 점은 학교라는 제도가 역사적으로

축적해온독특한문법체계를잘이해해야한다는점이다.

4차산업혁명기에는학교를일순간에바꿀수는없다. 왜

냐하면 학교는 동일 연령으로 편성된 학년, 동일한 교과

내용을 배우는 학급, 학습의 증거로서의 시험평가 등을

가진 독특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

혁가들은 아주 쉽게 이 문법체계의 변화를 시도하는 유

혹에 내몰린다[23].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변화시키기가

쉽고, 또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증표를 나타내

기가 쉽기 때문이다. 인공지능과 증강현실이 가미된 환

상적인기술들에환호하면서학교가마치새로운천국으

로 쉽게 변화할수 있다는 기대는 큰 오산이다. 특히, 현

실의 개혁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교육이수단위(학점제

등), 성적평가방법(그 연장으로서의대입제도변화등)의

변화시도도경계해야할일이다. 근본은사람(교사와학

생)의 변화이고, 방법은 소통과 진정성(즉, 윤리성이 포

함된 전문성)에 있음을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및 시사점
4차 산업혁명이되었든, 지능정보사회가되었든, 인공

지능을필두로한새로운핵심기술들이만들어내는세계

는인류와삶의전반의변화를가져올전망이다. 많은곳

에서 4차 산업혁명기의 핵심적 변화 영역은 교육이라고

전망한다. 여기에는현재수준의우리학교교육체제로는

지능정보사회가 구현해내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창출해

내고, 부정적인측면들을감소해내기가어렵다는인식이

자리잡고있다. 그러나 1차, 2차, 3차 산업혁명기에도새

로운 기술들이 등장할 마다 교육의 중요성은 늘 언급되

어 왔고,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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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미래 사회의 대비도 우리 교육체제가 가진

근본적인문제점의개선부터차분하게시작되어야할것

이다. 4차산업혁명기가플랫폼기반사회라고한다면교

육이야말로 핵심적인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본연구는다시위기적징후에대한효과적대처가바

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혁하는

것에서출발해야한다는주장을일종의시론적관점에서

제시한 연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교육계의 근본

적인문제점검토를통해얻은몇가지시사점을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철학과 가치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

앞으로의세상은그동안의입시주입식교육에서새로운

기술을 지배하면서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자기 주도

형 인간 교육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둘

째,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교육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현

실태와 개선을 위한 국가차원의 교육개혁 기획 기능의

강화가필요하다. 이제막활동을시작한 4차산업혁명위

원회내지국가교육회의가이문제를적극적으로다루어

야할것이다. 셋째, 현장교육자들의인식의전환과함께

새로운 기술의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전

문성을높여야할것이다. 넷째, 제시한문제와개선과제

들은그각각이논쟁거리라고할수있고, 총론에서는문

제의식을공유하더라도각론을위한구체적대안을탐색

하는 데에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어쩌면 교육학의 각

분파를 넘어서 많은 타 학문분야의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래를 살아갈 우리의 아이들

에게더나은양질의교육을제공해야하는교육계종사

자들의본업을생각할때변화를위한다양한논의는많

을수록좋을것이고, 한시라도서두를수있다면그혜택

은 빨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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