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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광주광역시 빛고을혁신학교의 개선을 위해 혁신 초등학교와 일반 초등학교 사이의 정서적 영역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혁신 초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학생 318명과 일반 초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
학생 435명이다. 분석 방법은 두 학교의 자아존중감, 반사회성, 불안, 스트레스 간 상관관계를 그리고 자아존
중감을 종속변수로 다른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두 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학생의 정서적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둘째, 두 학교 모두 독립변수 반사
회성, 불안,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종속변수 자아존중감은 낮아졌다. 셋째, 모든 변수에서 빛고을 혁신 초등학
교와 일반 초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학생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빛고을혁신학
교의 확대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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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affective areas between innovative elementary schools and 
ordinary elementary schools for the development of Bitgoeul Innovation School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The subjects of analysis were 318 freshman who graduated from innovative elementary school and 
435 freshman who graduated from ordinary elementary schools. Students’ self-esteem, antisociality, 
anxiety, and stress were compared between innovative schools and ordinary school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with self-esteem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others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of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 of affective variables of freshman who graduated from each of the two types of schools 
showed a similar tendency. Second, in both schools, as the independent variable antisociality, anxiety, 
and stress increased, the dependent variable self-esteem decreased. Third, the difference in affective 
factors between the freshman who graduated from Bitgoeul Innovative Elementary School and the 
freshman who graduated from ordinary elementary schools was analyzed,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in all variables. Based on the results, a plan for the 
development of Bitgoeul Innovation schools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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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09년 학교 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출발한 혁신학교
는 오늘날 공교육 정상화 및 다양화의 성공사례를 창출 
및 확산하기 위한 모델 학교로서 운영되고 있으며[1], 
경기도에서 13개교로 시작한 혁신학교는 2020년에 전
국 1,942개교로 양적인 성장이 두드러진 상태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도 민선 교육감의 공약 사업으로 
2011년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를 빛고을혁신학
교로 지정 및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모든 학교
급에서 지속적인 확산이 이루어진 결과, 2020년에는 
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37개교, 중학교 19개교, 고등
학교 4개교, 특수학교 3개교 등 총 66개교의 빛고을혁
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빛고을혁신학교는 ‘공공성’, ‘자발성’, ‘공동체성’, ‘지
역성’, ‘창의성’ 등 5대 가치를 기반으로 집단 지성을 발
휘하여 교육활동 중심의 기반으로 조성하고 민주적 자
치 문화와 나눔의 연구문화를 바탕으로 학생의 삶을 가
꾸는 교육과정을 중심에 두고 운영하는 학교다[2]. 또
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학
교 실현을 위한 공교육 성공모델 창출을 목적으로 빛고
을혁신학교 확립과 확대를 1기(2011년～2014년), 빛
고을혁신학교 운영 내실화를 2기(2015년～2018년), 
빛고을혁신학교 질적 성장(2019년～2022년)을 3기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2]. 

빛고을혁신학교와 같은 시기에 시작한 전라북도 혁
신학교는 혁신학교의 운영 실태 및 성과 분석 등 다양
한 주제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3-5]. 하지만 빛고을
혁신학교에 대한 학술적 연구[6]는 1편, 2020년 광주
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서 빛고을혁신학교 학
생들이 일반학교 학생들에 비해 정서적으로 안정되었
다고 발간한 보고서[7] 1편뿐이다. [6]은 학생중심 교육
활동을 추구하는 빛고을 초등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일
반 초등학교로 확대하여 학생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힘
써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혁
신 초등학교와 일반 초등학교 5, 6학년 238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혁신 초등학교의 6학년생 33명으로 분석대
상의 13.9%로 제한된 표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7]
의 내용은 빛고을혁신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것이 아니라 초‧중등 교사 12명과의 면담 결과이다. 
또한, 빛고을혁신학교 홈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빛고을혁신학교 관련 행사 안내가 대부분이었고 빛고
을혁신학교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2012, 2013학년도 혁신학교 생활 만족도에 대한 지역 
언론 보도 자료가 2건 있었다. 특히 빛고을혁신학교 학
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설문 문항이 1문항이었으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빛고을혁신학교의 전반적인 생활 만
족도를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한편,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교에 겪는 정서적 
요인들의 경험은 학생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향후 인간
의 발달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8]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변인이다[9][10]. 그
래서 혁신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는 수업과 함께 학생
들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정서적(생활교육) 영
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내 혁신학교 연구에 대한 동
향을 분석한 [11][12]의 결과를 정리하면, 혁신학교의 
정서적 요인의 효과는 대부분 일반학교보다 더 긍정적
이라는 것이다. 빛고을 혁신학교의 정서적 요인에 관한 
연구[6][7]에서도 빛고을 혁신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이 일반 초등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처럼 초등학교 시기에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원만한 성
격 발달과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13]. 자아존
중감은 반사회성, 불안, 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정적 정
서와 부적 상관관계[14]이고 불안이 심하면 자아존중감
이 낮은 사람이고 높은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을 감소
시킨다[15].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광주광역시 빛고을혁신학
교 10년의 성과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빛
고을 혁신 초등학교와 일반 초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반사회성, 불안, 스트레스 등
의 영향력과 혁신 초등학교와 일반 초등학교 간 정의적 
요인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빛고을혁신학교의 개선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빛고을혁신학교의 근거 및 핵심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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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빛고을혁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 6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5조의 규정의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1년 민선 교육감의 공약 사업
으로 시작한 후 2015년 광주광역시의 혁신학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빛고을혁신학교를 뒷받
침하고 있다. 

빛고을혁신학교는 ‘공공성’, ‘자발성’, ‘공동체성’, ‘지
역성’, ‘창의성’ 5개의 핵심 가치[표 1]를 기본 골자로 
제시하고 있다[7]. 빛고을혁신학교의 핵심 가치에 해당
하는 용어의 설명이 다른 교육청의 혁신학교와 조금씩 
다르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같다고 하였다[16].

표 1. 광주광역시 빛고을혁신학교의 핵심 가치 

핵심 가치 내용

공공성 개인이 처한 사회‧경제적‧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누구나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기뢰를 제공함

자발성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적절한 권한과 책임 속에서 학교의 일
을 스스로 판단하고 실천함

공동체성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 존중,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
며 집단 지성으로 학교 문화를 만듦

지역성 학생 삶의 터전인 지역 사회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 교육과
정을 운영함

창의성 우리가 꿈꾸는 교육을 위해 학교 구성원들이 다양한 교육적 상상력
을 발휘하여 학교교육으로 실현함

2. 빛고을혁신학교의 정책 방향 및 전략

빛고을혁신학교는 [표 2]에서 보듯 혁신학교의 정체
성 확립 1기부터 질적 성장 3기까지 4년마다 정책의 방
향 및 추진 전략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
육청은 1, 2기에서는 빛고을혁신학교의 양적인 확대를, 
3기에는 양적 및 질적인 성장은 물론 혁신의 범위 확
대, 즉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정
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추진 전략도 1기에서 2기로 2기
에서 3기로 갈수록 기존 전략에 새로운 전략을 첨가하
는 방식으로 빛고을혁신학교의 점진적 내실을 추구하
지만 정작 혁신학교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측정하기에 
추상적인 용어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표 2. 광주광역시 빛고을혁신학교 1기～3기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 과정 

구분 1기(2011～2014년) 2기(2015～2018년) 3기(2019～2022년)

정책
방향

∘혁신학교 정체성 확립
과 확대
∘혁신학교 확대를 통한 
일반화

혁신학교 내실화와 학생
혁신학교 성과 일반화
혁신교육지구 지향

질적으로 성장하는 
혁신학교

모든 학교와 함께 성
장하는 혁신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성
장하는 혁신학교

추진 
전략

∘민주적 학교문화 기반 
마련
∘교사 학습공동체 형성
∘수업관의 변화
∘업무경감과 간소화
∘교육주체로 학생,학부
모 활동 기반 마련

⋮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
교사 전문적학습공동

체 운영 내실화
수업혁신과 교육과정 

혁신
학생, 학부모 활동 활

성화
⋮

학교 민주주의와 학
교 자치 실현

학생의 삶을 가꾸는 
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 학교 
시스템 지속화

전 구성원의 참여적, 
변혁적, 도덕적 리더십

⋮

3. 자아존중감과 반사회성, 불안, 스트레스와의 관계

생애주기에서 중요한 아동기 자아존중감의 형성은 
아동기의 주요한 발달과제[13]이면서 정신건강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15][17].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
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자아존중
감이 높으면 정신건강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반사회성, 불안, 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
관계를 보인다[14]. 일반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이 일어
난 후에 벌칙을 가하는 것이 보통이다[17]. 이러한 인과
관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당사자는 타인과의 관계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다시 
말해서 반사회성이 높으면 자아존중감은 낮아진다[18]. 
불안도 불안의 소인이 높으면 자아존중감이 저하된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자아존
중감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9]. 

혁신학교의 정서적 요인이 일반학교에 비해 더 좋다
는 선행연구 결과가 빛고을혁신학교에서도 동일할 것
인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이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중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
로 학급 배치를 위한 인‧적성 검사에 참여한 예비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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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753명이다[표 3]. 이 중에서 혁신 초등학교를 졸업
한 예비 중학생은 318명, 일반 초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학생은 435명이다. 참고로 빛고을혁신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학생들은 빛고을혁신학교 프로그램의 많은 경
험과 자신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표 3. 분석대상의 기술통계 
구분 빛고을 혁신 초등학교 일반 초등학교

학생 수 318명 435명

2. 측정도구 

이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광주교육대학교 창의
진로학습역량 개발 센터에서 개발한 검사지로 초등학
교를 졸업한 예비 중학생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시기
에 학생들의 인성 및 적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지이
다. 자아존중감, 불안, 스트레스, 반사회성은 각각 10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변인에 대한 설문 문항의 예
시는 ‘나는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자아존중
감)’,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잘못될 것이라는 걱정이 많
다(불안)’, ‘나는 부모님의 높은 기대가 부담스럽다(스트
레스)’, ‘다른 사람들은 나와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반사회성)’이며, 각 문항은 전혀그렇지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에 이르는 5점 척도이다. 

표 4. 정서적 요인별 의미와 신뢰도 

요인 의미 신뢰도

자아존중감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주관적 
평가 .856

불안 위험과 위협 등과 같은 상황에서 일시적인 심리적 반응으
로 공포와 염려 같은 매우 불쾌한 주관적인 정서 상태 .794

스트레스
유기체에 가해지는 내‧외적인 자극이 유기체의 지각 및 평
가를 거쳐 대처 행동을 하게 하는 역동적인 심리적 과정에
서 야기되는 반응 

.741

반사회성 사회적 미성숙한 상태에서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
고 상호 불협하려는 능력으로 타인과 부정적인 관계 .723

긍정적 정서에 해당하는 자아존중감은 점수가 높을
수록 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부정
적 정서에 해당하는 반사회성, 불안, 스트레스는 점수가 
낮을수록 반사회성, 불안, 스트레스가 낮다는 뜻이다. 

각 정서적 요인별 의미와 신뢰도 측정결과는 [표 4]와 
같다.

3. 자료의 분석 및 처리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PSS 21을 사용하였으며, 먼저 혁신 초등학교와 일반 
초등학교의 요인별 상관분석과 불안, 스트레스, 반사회
성을 예측변수로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하는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둘째, 혁신 초등학교 졸업생과 
일반 초등학교 졸업생 간의 정의적 요인별 차이를 검증
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빛고을 혁신 초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학생과 
일반 초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학생의 정서적 
요인별 상관관계 

   
빛고을 혁신 초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학생의 자아

존중감, 반사회성, 불안, 스트레스 간의 상관분석 결과
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상대각은 일반 초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학생의 상관계수이고 하대각은 혁신 초
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학생의 상관계수이다.

표 5. 혁신 초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학생(N=318)과 일반 초
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학생(N=435)의 자아존중감, 반
사회성, 불안, 스트레스 간의 상관계수 

구분 자아존중감 반사회성 불안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1 -.51** -.49** -.53**

반사회성 -.46** 1 .51** .52**

불안 -.57** .50** 1 .73**

스트레스 -.55** .58** .78** 1

 p < .01. 

빛고을 혁신 초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학생의 자아
존중감, 반사회성,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
계는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였다. 자아존중감은 반사
회성( ), 불안( )과 스트레스( )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불안과 스트레스(  )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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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은 정적 상관를 보였다. 일반 초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학생의 정서적 요인별 상관분석 결과는 혁신 초
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학생들과 유사하게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또한, 일반 초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
학생의 정서적 요인별 상관관계는 혁신 초등학교를 졸
업한 예비 중학생의 정서적 요인별 상관관계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반사회성, 불
안, 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 요인율을 낮추거
나 제거할 수 있는 학교급별, 즉 초등학교급에서는 감
각‧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중등학교급에서는 실제 세
계와 연관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제안한다[20]. 예를 들면, 학교 부적응 학생의 문제행동 
수정 프로젝트, 마음수련 프로그램[21], 학교생활 부적
응 학생의 예방을 위한 체육수업 프로그램 등[22]을 들 
수 있다. 또한, 반사회성, 불안, 스트레스 등이 학생들의 
자기인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발
달시킬 수 있도록 교사, 학부모 등의 관심과 신뢰가 필
요하다[15]. 

2. 빛고을 혁신 초등학교와 일반 초등학교를 졸업
한 예비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반사회성, 
불안, 스트레스의 영향력 

혁신 초등학교와 일반 초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학
생들을 대상으로 종속변수 자아존중감에 대한 독립변
수 반사회성, 불안, 스트레스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먼저, 일반 초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학생을 대상으
로 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중다회귀분
석을 실시하기 위해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검토하였다. 종속
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였
으며, Durbin-Watson 지수가 2.012로 나타나 자기상
관이 없어 독립적이었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variance inflation factor)지수를 이용하였는
데, 독립변수 간  지수는 1.445～2.292로 10미만
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
반 초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학생의 데이터는 중다회

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

표 6. 일반 초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
한 반사회성, 불안, 스트레스의 영향력  

구분      
상수

반사회성
불안

스트레스

112.83
-.393
-.129
-.272

2.39
.06
.05
.06

-.293
-.142
-.269

47.215
-6.324
-2.457
-4.607

.000

.000

.014

.000

1.445
2.241
2.292

Durbin-Watson’s=2.012            

일반 초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
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반사회성(=.000 < .001) 
불안(=.014 < .05), 스트레스(=.000 < .001)는 종속
변수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반사회성(=-.393, =-.293), 불안(=-.129, 

=-.142), 스트레스(=-.272, =-.269)가 높을수록 자
아존중감은 낮아지며,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 자아존중
감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35.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혁신 초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학생을 대
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혁신 초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

한 반사회성, 불안, 스트레스의 영향력  
구분      
상수

반사회성
불안

스트레스

110.219
-.226
-.303
-.185

2.72
.07
.06
.08

-.179
-.346
-.178

40.496
-3.239
-4.806
-2.331

.000

.001

.000

.020

1.490
2.597
2.931

Durbin-Watson’s=2.090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
관과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점검한 결과, 종속변
수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가 2.090로 나
타나 자기상관이 없어 독립이었고 독립변수 간  지
수는 1.490～2.931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나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혁신 초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
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반사회성(= .001 < .01) 
불안(= .000 < .001), 스트레스(= .020 < .05)는 종
속변수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
다. 반사회성(=-.226, =-.179), 불안(=-.303, = 
-.346), 스트레스(=-.185, =-.178)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은 낮아지며,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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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37.4%로 분석되었다. 
초등학생들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반사회성, 불안, 스

트레스의 약 36% 내외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
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가 즐겁고 가고 싶
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공간 혁신이 이루어야 한다. 또
한,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을 위해 학교의 환경 및 역할
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부모와 자녀와의 긍정적인 유
대관계를 강화시키는 부모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18].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행동 통제, 자녀와의 애착 관
계에 대한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의 격려와 긍정적 양육
행동을 받은 자녀는  친사회성, 자아존중감 등이 향상
될 수 있기 때문이다[18]. 

3. 혁신 초등학교와 일반 초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반사회성, 불안, 스트레스
의 차이 비교 

   
일반과 혁신 초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학생들이 느

끼는 자아존중감, 반사회성, 불안과 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혁신 초등학교와 일반 초등학교를 졸업한 예비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반사회성, 불안, 스트레스 등 정서적 요인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구분 학생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아존중감 일반 초등학교 435 77.47 11.16 .280혁신 초등학교 318 77.23 11.59

반사회성 일반 초등학교 435 43.25 8.32 -1.619 혁신 초등학교 318 44.28 9.07

불안 일반 초등학교 435 46.99 12.28 -.812혁신 초등학교 318 47.75 13.22

스트레스 일반 초등학교 435 45.31 11.05 -.996혁신 초등학교 318 46.13 11.17

먼저, 혁신 초등학교 졸업생의 자아존중감 평균은 
77.23(표준편차 11.59)이며, 일반 초등학교 졸업생의 
자아존중감 평균은 77.47(표준편차 11.16)이다. 두 집
단의 자아존중감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 통계값은 
.280, 유의확률은 .780으로 학교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혁신 초등학교 졸업생의 반사회성 평균은44.28(표준편

차 9.07) 일반 초등학교 졸업생의 평균 43.25(표준편차 
8.32)보다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불안과 스트레스도 혁신 초등
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학생이 일반 초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학생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빛고을 혁신학교가 학생들이 일반 초등학교에 비해 
자아존중감에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6][7]와는 상반
된 결과를 보였으며, 이런 상반된 결과의 원인은 다음
과 같다. 먼저 편향된 분석대상의 제한된 수에서 찾을 
수 있다. 전남 혁신학교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23]는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빛고을혁신학교의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6]은 분석대상 수가 적고 [7]은 빛고을혁신학교의 긍정
적인 성과만를 전할 편향적인 분석대상자(교사)를 상대
로 분석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빛고을혁신학교의 많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빛고을 혁신 초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일반 초등학교의 
교육과정과의 차별성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빛고
을 혁신 초등학교만의 특색을 반영하지 못하고 먼저 시
작한 혁신학교의 생활 교육과정(또는 프로그램)을 그대
로 답습하거나 보여주기식의 교육과정 운영[24] 과정에
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혁신학교의 목적
은 일반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 모형, 프로
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인데 혁신학교와 일반학교를 비
교할 때 통계적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일반학교가 혁신학
교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바뀌게 되어 일반학교의 정서
적 안정감이 혁신학교와 비슷한 정도로 되었다는 주장
도 있다[25].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의 영향력 인과관계의 불명확성, 혁신학교의 효과를 
일반화하는데 필요한 증거기반 연구가 빈약한 현실에
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Ⅴ. 결론 및 제언 

1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빛고을혁신학교의 성
과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혁신 초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학생과 일반 초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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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간의 정서적 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를 토대로 결론과 빛고을혁신학교의 개선점을 도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빛고을혁신학교는 공동체성, 지역성, 자발성 등 
빛고을혁신학교의 핵심 가치와 학교의 지역 여건, 학생 
및 학부모의 특성 등이 반영된 특화된 학교 교육과정을 
계획 및 운영해야 한다. 빛고을혁신학교가 일반학교와
는 다른 가치와 문화가 있으므로 이를 교육과정에 투여
하여 실현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빛고을혁신학교 학생들의 정서적 성장을 위해
서는 빛고을혁신학교의 우수한 사례를 다른 혁신학교
와 서로 공유하면서 일반학교로 확산시키려는 빛고을
혁신학교의 통합적인 질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
다[26]. 10여 년 동안 빛고을혁신학교가 양적인 성장의 
시기였다면 이제는 질적 성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존
의 연구‧시범학교와 같이 어떤 특정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변화를 기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빛고을혁신학교
만의 학사일정, 교육과정, 구성원의 인식 변화 등 총체
적 변화를 추진하는 빛고을혁신학교만의 모습이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학교와 차별화된 빛고을혁신학교만의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이 계획‧운영되기 위해서는 빛고을혁신
학교 교직원의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27]. 혁신학교 교원의 자발성이 반영된 교내‧외, 
동학년 등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빛고을혁신학
교의 정서적 요인(생활교육)을 진단하고 실행한 후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피드백까지의 선순환 
구조가 빛고을혁신학교에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28]. 

넷째, 다른 지역의 혁신학교에 비해 빛고을혁신학교
에 대한 연구가 2편([6][7])뿐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경
기도, 서울, 강원도 교육청 등의 혁신학교 연구 추진 사
례를 벤치마킹하여 각종 혁신학교 정책과 지원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 혁신학교 정책이 
증거기반의 정책이 되어야 빛고을혁신학교 결과의 효
과성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 수행이 가
능할 것이다.   

이 연구는 빛고을 혁신 초등학교 37개교 중 11개교
를 졸업한 예비 중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적 요인만을 분
석한 연구 결과이므로 빛고을혁신학교 전체의 성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빛고을혁신학교 
전체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양적, 
질적, 그리고 양적‧질적연구를 통합한 연구 등이 후속 
연구로 수행되어 빛고을혁신학교의 발전 방안을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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