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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paper tries to search out a new paradigm for education reform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ducation will face to challenges caused by the drastic changes. There
are two ways to respond the challenges. Change the education system, aims, curriculum, and
teaching methods to meet the future needs is one way. Another way is making a bright
future vision that we hope and make education paradigm which can come true it. The main
challenges that education will face are economic boom, gaps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shadow of the meritocracy, the gravitation of population toward the cities, threat of
democracy,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The new paradigm for education reform is
structured with aims, curriculum, main agents lead education reform, strategies for education
reform. The aims of Korean education, humanitarianism(홍익인간, 弘益人間), is reinterpreted
from global citizenship and Ubuntu. As curriculum building village and mind community,
building characters that machines cannot have to compete with them are suggested. As the
new agents for the reform, teachers and students are emphasized. This paper also suggests
ways for school networking and community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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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digm, Challenges for the Future Society, Hongikingan-Humani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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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기의 교육개혁 새패러다임 탐색*
박남기†(광주교육대학교)
<요약>

이 논문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의 변화가 교육에 미칠 영향, 그러한 영향에
대한 교육계의 대응 방향, 나아가 꿈꾸는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교육개혁의 새 패러다임을
탐색하였다. 교육에 영향을 미칠 사회·경제 분야 미래는 한국경제의 미래, 빈부격차 심화, 실력주의
사회 그림자 심화, 도시집중,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나누어 살폈다. 정치적 흐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증가, 남북통일(혹은 교류 활성화)로 나누어 교육에 미칠 영향도 간략히 다루었다. 그리고 제
4차 산업혁명이 교육에 미칠 영향은 별도로 논의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기의 교육개혁 새패러다임
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변화 주체, 그리고 교육개혁접근 전략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교육목
표로는 ‘홍익인간’ 이념을 재해석하여 세계시민교육 및 우분투(Ubuntu) 개념을 아우르는 오래된 미
래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교육내용으로는 강조하고자 하는 자율학습역량, 마을·마음공동체의식, 기
계성의 상대어로서의 인성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교육개혁의 주체로는 협치(governance) 개념과
제4의 길 등을 바탕으로 정부만이 아니라 교사집단과 학생집단을 추가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그리
고 개혁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학교혁신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조직화운동의 방향을 제
시했다.
주제어: 제4차 산업 혁명, 교육개 혁패러 다임, 미래사회변화,

홍익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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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6년 다보스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Schwab, 2016)이 소개되면서 이
용어가 세상에 회자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
이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정보기술, 인지과학의 융합 기술로 발전하여 사이버 물리 시스템
(Cyber Physical System)이 생산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김진숙, 2016; 이혜정, 2016). 제
4차 산업혁명은 생산 수단과 양식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사회 전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우리 인류는 희망과 우려 속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해류에 몸을 맡기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기를 맞아 인공지능과 로봇, 생명과학 등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올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학교교육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화두의 하나로 떠
오르고 있다. 이 화두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 발전과 사회변화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제도와 정책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서 미래 사회에 적합한 사회구
성원(인재)으로 만들기 위해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탐색이 필요하
다. 그리고 외부의 변화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추어 교육을 변화시키는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할 필
요가 있다.1)
이 각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질문은 제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미
래사회 변화를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환경으로 간주하여 환경 변화가 교육에 미칠 영향
을 예측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환경 변화가 교육에 미칠 영향은 직접적
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직접적인 영향은 그 변화가 교육내용과 교수
법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력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항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고(예; 2015 개정교육과정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교육), 교수법이 변화되는 것(예:
스마트교육, 학습자 중심 교육 등)이 그 예이다.
간접적인 영향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간과 사회(정치·경제·문화 등)의 제반 영역이
바뀌게 되고, 이러한 변화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2016년 7월 구글의 인공 지
능 개발 이사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은 “2030년대에는 나노봇을 뇌의 모
세혈관에 이식해 인간의 신피질2)을 클라우드 속 인공 신피질에 연결, 사고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라우드를 통해 신피질을 확장한다면 1~2초 안에 1만개의 컴퓨터 데이터
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노자운, 2016.07.24.). 만일 그의 주장이 현실이 된다면
1) 교육부는 2016년 12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시안을 발표하였다. 유
연화, 자율화, 개별화, 전문화, 인간화라는 핵심 교육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중점 추진 전
략을 각각 3내지 5개씩 제시하였다.
2) 포유류는 뇌에 신피질(neocortex)을 갖고 있는데 고차원의 사고가 필요한 행위는 신피질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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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피질은 향후 수십년 간 무한대로 확장”되어 문화와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신인류에 적합한 교육은 지금까지의 교육과는 상
당히 다른 모습일 것임을 예측해볼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경제(직업구조, 부의 분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존의 많
은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기며 궁극적으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신기술의 발달은 부의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교
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경제 이외에도 정치와 문화, 가족관계 등 사회 전반이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당연히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질문은 교육의 핵심 역할인 개인 역량 강화 및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사회구성
원, 인적자원)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교육이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스스로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첫 번째 질문과도 관계가 있지만 환경 변화가 미칠 영향
에 대한 예측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질문이다. 이 질문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 배출에 초점을 둔 사회투자적
론적 관점(양재진 외, 2008)에서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로 해석하는 것은 학교가 하
는 기능을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이다. 잘 알고 있듯이 학교는 미래 시민이 경제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만을 길러주는 곳은 아니다.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
그리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새로운 사회에 생존·적응하며, 나
아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역할을 한다. 학교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길러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과정, 교수법, 생활지도
를 포함한 학급경영 방법, 진로지도 등 교육의 모습을 바꾸어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그러한
역량을 기르는 데 적합한 교육내용과 방법, 학교 체제, 교원 역량, 교육정책 등도 모두 중요 관
심사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질문은 아름다운 미래 사회 창조 기관으로서의 학교와 교육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학교는 사회변화에 적응할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꿈
꾸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적합한 사회 구성원을 교육시키는 기관이다. 미래는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가 만들어간다. 다가올 미래가 가져올 그림자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옅게 하는 데 필요한 사회 시스템을 제시하고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것, 아름
다운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을 만들고 공유하는 것, 그러한 비전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사회구
성원이 되도록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학교와 교육의 역할이다.
이 논문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기 위
한 제4차 산업혁명기의 교육개혁을 위한 새패러다임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패러
다임이 교육목적(이념),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것이라면 교육개혁 패러다임은 교육패러다임뿐만
아니라 교육개혁 주체, 교육개혁 접근 기본 전략까지를 포함한 개념이다. 이 논문은 교육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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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관한 것도 간단히 언급하면서 교육개혁의 새패러다임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미래 변화의 큰 흐름이 교육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제4차 산업혁명기의 교육개혁 새 패러다임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대표 학
술연구 데이터베이스인 RISS(http://www.riss.kr/)를 활용하여 핵심주제어인 “미래사회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을 검색어로 입력(2016.06.30~07.05.)하여 관련 논문과 단행본, 연구보고서 등을
검색하였다. 검색된 논문과 단행본, 연구보고서의 참고문헌을 통해 분석 대상 자료의 범위를 넓
혀가는 문헌분석법을 활용하였다.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사회·과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과 저술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새로운 교육 개혁패러다임을 탐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Ⅱ. 교육에 영 향 을 미 칠 미 래 사회 변화
교육은 한편으로는 미래의 흐름에 대해 적응하는 방향으로 즉, 거대한 역사와 문명의 흐름을
예견하며 그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는 예상되는 도전 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즉, 우리가 꿈꾸는 바람직한 미래를 만
들 수 있는 주도적 인재를 길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
변화에 대해서는 교육과의 관련성 속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미래 사회 변화 추세를 간
략히 살펴보고,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탐색해본다. 미래 사회 변화 추세는 다양한 미래학 서적
과 국내 연구 결과물3) 등을 활용하여 교육에 영향을 미칠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1.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미 래 변화와 교육

슈밥(Schwab, 2016)은 제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변화를 산업, 국가, 세계, 사회, 개인 차원에
서 기술하고 있는데. 저성장, 노동시장 양극화, 전자정부 확대로 권력이 비국가세력으로 이동,
안보위협 증가, 불평등 심화, 개인의 행동양식과 정체성 변화 등이 그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의 산업계뿐만 아니라 교육계도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의 도래가 한국의 사회·경제적 흐름에 미칠 특징 중에서 교육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
으로는 경제 수준의 변화, 빈부격차 심화, 인구 도시집중 심화, 혼인율 저하 및 저출산과 고령
3) 주로 참고한 자료는 토플러의 「제3의 물결」, 「21세기 한국비전」, 「부의 미래」, 이코노미스트의
「메가체인지 2050」, 하그리브스와 셜리의 「제4의 길」, 「지구촌 제4의 길」, 브린욜프슨의 「기계
와의 경쟁」, 한국교육개발원이 펴낸 「 미래 교육비전 연구」(박재윤 외, 2010), 한국교총이 실시한
「한국교육의 진단과 미래교육 트랜드」(김희규 외 7인, 2009), 박남기(2011)의 초등교육 미래 비전, 카
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2015)의 대한민국 미래교육전략 2016」, 경기도교육연구원(2016)의 「제4차 산
업혁명시대, 한국교육 쟁점과 해법」, 한국교육학회의 교육정책포럼(2016), 교육부(2016)의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미래교육 청사진」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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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비전통적 가정 비율 급증, 노동력 여성화, 사회적 갈등 심화, 다문화 증가, 국제적 이동성
증가, 남북관계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본다.
먼저 국내 교육 분야에서 실시한 미래 사회 예측을 살펴보면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미
래 교육비전 연구」(박재윤 외, 2010), 한국교총이 실시한 「한국교육의 진단과 미래교육 트랜
드」(김희규 외 7인, 2009), 박남기(2011)의 「초등교육비전」,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의 「대
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6」, 경기도교육연구원(2016)의 「제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교육 쟁점
과 해법」, 한국교육학회의 교육정책포럼(2016), 교육부(2016)의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대한민
국 미래교육 청사진」등을 들 수 있다.4)
한국교총의 연구(김희규 등, 2009: 25-26)는 미래사회의 주요 특징을 정보·지식사회, 다문화사
회, 자동화사회, 그리고 포스트휴먼사회 등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 분류별 주요 특징을 제
시하고 있다. 한국교육학회가 개최한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미래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포럼에서 정제영(2016)은 우리 교육환경의 미래 특성을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세계화와 다문화 진전, 지능정보사회 도래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2016년 10월 13일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교육 쟁점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
하였다. 이 심포지엄은 제4차 산업혁명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흐름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는 시도를 하였다.
박남기(2011)는 교육에 영향을 미칠 미래 사회변화로 학부모의 교육수요 고급화, 학생수 급감
에 따른 개인 특기 적성 발굴 강조, 이를 위한 초등학교의 개별화 교육 강화(개인 맞춤형 학습
방법 지도, 건강 및 사회성 발달 지도 등등), 사이버 교육 및 가상현실 보편화(그러나 초등학교
에서는 기본학습 능력제고, 생활지도 등등을 위해 소규모 학급이 운영되게 될 것임), 뇌의학 발
달에 따른 학습이론 및 훈련과 뇌의학 접맥 강화, 초등학교의 교담교사 확대(교육의 교과 전문
성 강화 및 초등학교 교사 부담 적정화를 위한 조치) 등을 들고 있다. 박재윤 등(2010)은 특히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 미래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카이스트 미래전략대
학원(2015)은 교육의 장을 떠나는 아이들, 공교육 무력화, 인터넷, 멀티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부적응 등의 문제를 제시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력 회복, 창의성 교육을 조장할 사회·
문화적 환경 조성, 교육방식 변화, 다양한 진로세계 인정, 학생·교사·학부모 협업을 통한 맞춤형
교육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가. 한국경제 수 준의 변화

KAIST 미래전략대학원(2016)은 글로벌 경제통합 현상 가속화, 저성장시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현상,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 남북의 통일경제 등을 우리 경제 미래이자 전
4) 이 부분은 박남기(2012)를 토대로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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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앞에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OECD 국가 중에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확률이 가장 낮은 나라(연합뉴스, 2017.03.09)라는 연
구 결과를 비롯하여 우리 경제 수준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상당수 있다.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2012)는 2050년에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
산이 일본보다 두 배 가까이 많게 늘어나며,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떠오른 중국보다 두 배
이상 많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미국 투자 솔루션 제공업체 프로비타스와 골드만삭스도 2050
년에 국민 1인당 GDP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이철현, 2012.11.08.).
미국 씨티은행과 부동산 컨설팅업체 나이트프랭크가 공동으로 작성한 ‘웰스리포트(wealth
report)’ 또한 “2050년 세계 부국 순위에서 싱가포르·홍콩·대만·한국이 차례로 1~4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조선일보, 2012.08.18.).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설령 외부인들이 오늘의
우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5), 우리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견
해 주어도 이를 부정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교권의 동아시아 국가
사람들이 보이는 보편적인 특징의 하나라고 한다.6)
경제 여건 변화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 미국 부시대통령 때의 아동낙오방지법은
하그리브스와 셜리의 구분에 따르면 학교혁신 제2의 길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그들이 밝
힌 것처럼 아동낙오방지법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기보다는 경제 상황 악화로 국가가 이 정책 구
현에 필요한 재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재원 부족으로 인해 여러 교육구에서 읽기 코치
를 비롯한 중요 교직원의 자리를 없애게 되어 결과적으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었다
(Hargreaves & Shirley, 2009: 62).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5·31 교육개혁을 실시할 때 19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 대비 5% 수준까지 확보한다는 목표를 수립했으나 1997년 말 국가가 IMF 외
환관리체제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지방교육채 발행
을 통한 재원조정의 관행만 고착시켰다(송기창, 2015: 98). 이처럼 교육개혁안을 제안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재원확보 가능성이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교육개혁의 성과는 사
회문화적 특성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크게 바뀐다. 정책 우선순위를 매길 때
5) 「제4의 길」 저자는 “제4의 길의 출발점으로 핀란드,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과 같이 교육 및 경제적
성과는 물론이고 사회 유대에 있어서도 우수한 지표를 보인 사례들을 꼽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Hargreaves and Shirley, 2009: 29). 하지만 역자는 “저자가 한국의 교육적 성과가 우수하다 평가한 것
은 PISA 성적에만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를 붙이고 있다. 이러한 역자 주는 이 저자의 시각이
나 분석이 전체적으로 오류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자 주를 붙인 이유는 역자가 볼 때 우리나라는 저자가 이야기한 제4의 길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한국의 교육을 성공적인 사례로 언급할 때마다
우리 사회 대부분은 앞의 사례와 비슷하게 그가 잘못 보았다고 단정지었다.
6) “동양인들은 자기 안에 긍정적인 속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쁜 특성이 많이 있다고 보고하는 경향도
보인다. 그들이 그저 더 겸손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도 자신을 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Nisbett, 2004: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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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 가능성에 따라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면 최악의 경우에 조금
이나마 대비가 될 것이다.
경제 수준 향상의 효과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학교와 교실의 교육 환경과 여건이 더욱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할 첨단장비를 갖춘 뇌기반 학습 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풍요는 학생들의 목표의식 부재에 따른 무기력감 증가, 이기심 증가, 분노조절 장애 등의 정신
질환 비율 증가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학교교육은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개별화 교육 등 교육수요의 고급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
다. 이와 함께 교사들의 무기력증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교원정책에서는 이에 대한 부분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만일 향후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쇠락한다면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변화의 긍정적
측면은 일부 사람들만 향유하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더욱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경제가 쇠락할 경우 많은 사회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이 교육이다. 교육예산 감축과 이에
따른 공교육의 질 저하, 계층간 교육 격차 심화 등 더욱 암담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것
이다.
나. 국내 빈부격차 심화

2050년, 전 지구적인 빈부격차는 훨씬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많은 회원이 향후 10년간 전 지구적 위협을 가져올
두 가지 문제로 글로벌 지배구조의 실패와 소득 불평등을 꼽아 빈부격차 심화가 국가간, 그리
고 한 국가 내에서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The Economist, 2012: 262). OECD
국가 중에서 빈부격차가 두 번째로 심한 우리나라는 범사회적 합의 속에서 특별한 조치가 취해
지지 않는 한 격차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를 교육이 어찌할 수는 없다. 국가와 학교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
은 먼저 학교간 격차 해소이다. 빈부격차 심화는 학교를 포기하는 아이의 증가, 학력부진아 증
가 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외된 지역에 단순히 평등한 여건을 갖추어주는 데에
서 더 나아가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가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만큼의 추가 지원을 해주
어야 한다. 소외 지역에서는 학교의 돌봄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교육자치가 강화된 결과 지역간 교육격차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해결을 하지 못
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교육 여건과 시설 차원에서의 기회균등을 이
룩하고 있다. 교원지방공무원화, 학교단위 교원채용, 학생 수 기준 예산 배정 등은 기회불균등
을 초래할 정책들이므로 정책의제로 삼을 때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러한 사회 속으로 들어갈 아이들에게 이 사회가 보다 살만한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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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는 민주시민교
육, 인성교육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실 력 주의사회 그 림 자 심화

박남기(2016a)는 ‘실력주의사회에 대한 신화 해체’라는 논문을 통해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1) 실력주의사회는 공정하고 바람직한 사회라는 믿음, 2) 우리사회는 실력주의사회가 아니라는
믿음, 3) 학벌을 타파하면 실력주의 사회가 구현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4) 실력주의 사회가
구현되면 사교육, 과도한 경쟁 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궁극적으로 인성교육이 꽃을 피워 바람직
한 세계시민이 길러질 것이라는 믿음은 신화(잘못된 믿음)임 밝히고 있다. 그는 마이클 영
(Young, 1994)이 주장한 실력주의사회의 그림자를 바탕으로 보다 완벽한 실력주의 사회를 구현
하려고 애를 쓸수록 빈부격차, 사회갈등, 계층간 교육격차 등이 더욱 커질 것임을 입증하고 있
다. 심지어 학벌을 타파하면 실력주의사회가 올 것이라는 믿음과 달리 학벌 또한 실력주의사회
의 그림자여서 완벽한 실력주의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할수록 학벌은 심화될 것임도 보여주고
있다.
사회가 실력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림자를 없앨 수 없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제4차 산업
혁명이 진행되면 실력주의사회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교육은 실
력주의사회 그림자를 옅게 할 신실력주의사회 구축에 적합한 인재를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어
야 한다는 것이 박남기(2016a)의 주장이다. 교육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때 제4차
산업혁명은 오히려 사회 파괴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라. 도시집중

한때 경제가 발전되면 전원주택의 선호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으나 그러한 예상보
다는 도시 생활 여건 개선에 따라 생활의 편리함과 질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도시화가 더욱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2012: 21)는 늘
어나는 세계 인구가 대부분 도시로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 도시 거주자 비율은 70%에 근접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의
경우에도 도시 거주자 비율은 세계적인 추세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 인구 비율 증가는
좁은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야 하므로 충돌 가능성이 증가하고, 불안요인도 증
가하며, 갈등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미래 학교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미래 시
민을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마. 혼인율 저하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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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미래를 가장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혼인율 저하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가 꼽히고 있다(이철현, 2012.11.08.). 2010년에 5천만명을 넘어선 우리 인구는 2020년 4천9백33
만명으로 줄어들었다가 2050년 4천2백34만명까지 감소한다. 이에 반해 세계 인구는 2010년 68
억 9천 6백만 명에서 2050년 93억 명으로 폭증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기대 수명은 크게 늘어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2년 9월에 발표한 바에 따
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2050년에 87.4년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지금의 추세대로라
면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노인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2017년
에 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14% 이상), 2026년에 초고령 사회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대로 가면 한국은 2040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한다(이철현, 2012.11.08.). 이러한 변화 결과 전통적 가정은 빠른 속도로 해
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세대간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교육개혁에 던지는 화두는 고독한 개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시키는 것,
고급인력 부족을 대비하여 모든 아이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을 시키는 것, 100세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과 건강 교육을 시키는 것 등이다.
한국교육개발원(박재윤 외, 2010)은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를 염두에 두며 미래 교육이 나아
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의 전체 학령인구 추계결과 2011년
1,287만여명에서 2030년 853만여명으로 33.7%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2015
년~2025년사이에 282만여명이 이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들
어 학령인구 급감이 교육에 미칠 영향, 교육역할, 필요한 대응책 등이 마련되고 있다.
2. 정치적

흐름

가. 민주주의 위 협 증 가

에드워드 루카스는 「메가 체인지 2050」에서 현재의 민주주의는 정신을 좀먹는 돈의 힘, 유
권자들의 무관심, 끝없이 이어지는 의사결정과정(예: 처리해야 할 법안을 제 때에 처리하지 못
한 채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 특별한 이해집단들의 승리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고 분석한다. 정당이나 권력자들은 제4부인 미디어만 자기들 편에 있다면 선거에서 이기기는
쉽기 때문에 미디어를 장악하기 위해 애를 쓰는 등 다양한 민주주의 위협 상황이 심화되어가겠
지만 이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시민정신’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피로’ 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시민정신을 강조한다.
“선거를 크게 앞서는 또 다른 정치활동의 기본은 시민사회, 시민정신이다. 선거가 무의미할 때,
법원이 비싸고, 느리고,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미디어가 짖거나 물 수 없도록 변질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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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들이 보기에 희망 없는 싸움처럼 보이는 이 투쟁을 이어나갈 동기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
은 바로 시민정신이다.” (The Economist, 2012: 197)

에드워드 루카스는 ‘참견쟁이들과 공상적 사회 개량주의자들이 모여 압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나 자선 단체를 조직하는 일 등’을 시민운동의 예로 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 우
리나라는 피상적이기는 하지만 시민운동이 점차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만 일부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쟁취하고자 하는 이익단체, 혹은 특정이념만을 주장하며 상대를
적대시하는 편협한 이념단체가 그 한계를 넘어선다면 우리의 민주주의 미래 또한 밝다하겠다.
향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향방은 학교교육에서 시민정신 함양을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
고 학생들을 잘 훈련시켜 훌륭한 시민정신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는지에 달려있게
될 것이다.
나.

남북통일 혹은 교류 활성화

정치적 변화와 관련하여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로는 남북통일이나 북한과의 교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초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수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3. 제4차 산업혁명 과 교육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지능정보사회라는 말로 대표되고 있다. 디지털(스마트)교육으로 인해
이제 교사는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의 방법을 넘어서는 다양한 교수법 활용이
가능해졌다. 정보통신의 기술 발달은 교육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맞춤형 교육까지도 동시에
가능하게 할 것이다(Brynjolfsson & McAfee, 2011: 125). 디지털 시대의 교육, 즉 넓은 의미의
스마트시대의 교육개혁은 이러한 기술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적응 및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진
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향후 교육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분야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다. 특히 뇌과학
의 발달은 교수방법 뿐만 아니라 교육 개념 자체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전자책을 비롯한 각
종 첨단 기자재가 교육에 활용되게 되고 ICT 활용 스마트교육, 초중등 교육 단계의 MOOC도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과학과 기술 발전에 따라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태도, 기술 등이 바뀌
게 될 것이다. 이는 학교의 역할, 교사의 역할, 교육과정 및 방법뿐만 아니라 교육 주체의 변화
로 이어지게 되고, 나아가 교육혁신의 주체와 절차 그리고 방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래는 생물학에 달려 있다. 생물학이 정보과학과 나노과학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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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생물학과 정보과
학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매틀 리들리(The Economist, 2012: 387)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터넷은 혁신 속도를 가속화시
키고 더 저렴한 해결책을 찾도록 도울 것이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 이에 터한 경제 성장은 사
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보다 싸게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여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새로운 고급 욕구를 창출하여 소비의 덫
에 가둬놓을 수도 있다.7) 과잉 속에서 결핍을 창출하는 전략으로 다양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소비사회 경제 전략(롤프 하우블, 2002)의 덫에 걸린 현대인들은
이러한 유행의 물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서 교육은 아이들이 소비의
덫에 갇히지 않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8)
루드비히 지젤(The Economist, 2012: 372)은 SNS 등의 발달이 청소년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
의 하나로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대신 페이스북 등의 온라인 상의 다른 사람들과
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임을 들고 있다. 이러한 활동 유형이 사람
들을 장기적인 관계보다 짧은 교류에 집중하게 만들어 우리의 뇌를 변화시킨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사실상 진정한 지성의 토대가 되는 장기기억의 정착에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한다.9)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장기기억
능력 재향상,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심도 깊게 사고하는 사고력 배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계가 많은 부분에서 인간 노동을 대체해 가겠지만 감정근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기계성
7) 시간을 절약해주고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많은 것이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더욱 바빠지는 이유 중
의 하나는 필요 이상으로 편리하게 하는 값비싼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해야 하
기 때문이다. 이동시간을 절약해주는 자동차, 그러나 앞으로 무인자동차가 나오면 그것을 구입하기 위
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
8) 페르난도 트리아스데 베스의 「시간을 파는 남자」(2006: 24) 소설 주인공 TC는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저녁 자기 인생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자산과 부채를 따져보았다. 그랬더니 은행 융자로 산 집을 포함
하여 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서는 35년을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35년 분의 ‘시간’을 이미 모두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소설은 “‘시간’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소재로 삼아 ‘내 시간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대인을 노
예화하는 체제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비판하고 있다”(페르난도 트리아스데 베스, 2006: 195). 이러한 체
제 속에서 현대인들은 결국 시간을 저당 잡힌 노예가 되어 매일 매일을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9) ‘하이퍼미디어’(* 하이퍼미디어는 하이퍼텍스트 구조와 멀티미디어 표현을 갖고 있는 정보 이용 환경을
말한다. 하이퍼미디어 시스템에서 멀티미디어 사용시 특징은 직접적으로 노드를 링크시킴으로써 키워
드를 부여할 필요를 없애고, 링크가 되어 있는 경우 직감적으로 데이터를 검색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사용이 사고방식, 특히 일을 하거나 장기 기억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The
Economist, 2012: 372).

제4차 산업혁명기의 교육개혁 새패러다임 탐색 223

에 대비되는 인성(기계로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이 능력)을 기르는 교육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III. 제4차 산업 혁명 기의 교육개 혁

새패러다임

비록 인류의 문명은 크게 바뀌었다고 하지만 가지고 있는 DNA는 석기시대의 것과 별반 다
름이 없다. 가령 많은 사람들이 영양 부족상태가 아니고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아에 시달리던 시절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탓에 설탕과 지방에 대한 욕
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 달리 제4차 산업혁명기에는 호모사피엔스와 다
른 신인류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점차 공감을 얻어가고 있다. ‘네안데르탈인은 같은
인간이지만, 우리의 후계자들은 신 비슷한 존재’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Harari, 2011: 549). 그
러나 이는 적어도 2030년 이후의 일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교육은 과거의
DNA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여 이에 적극 대비하도록 하며, 꿈꾸는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
갈 역량을 길러주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육은 어디로 가야할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현재의 교육은 제4차 산업혁명 시
기에는 부적합하므로 완전히 새로운 교육시스템과 내용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식의 이원론적 입
장에 서고 있다(김진숙, 2016; 이혜정, 2016; 장슬기, 2016; 조상식·김기수, 2016). 이 논문은 이
러한 이원론에서 벗어나 현재의 교육에서 살릴 수 있는 것을 살리면서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
적합한 교육개혁 패러다임을 탐색하고자 한다.
1. 교육 목표
가. 교육목표:

‘홍익인간(세계시민) 되기’

경제성장시기의 우리교육은 우선 필요한 산업인력을 육성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실용
적인 인재 육성에 바빠 교육기본법 2조에 명기된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교육이념과 1) 인
격 도야(陶冶), 2)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함양을 통한 인간다운 삶 영
위, 3)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 실현이라는 교육목적을 법전에 담아 캐비
넷에 넣어 두었다. 홍익인간의 이념을 망각한 채 지내 온 경제성장기의 우리교육은 암흑기를
거쳐 왔다고 할 수 있다. 수단으로서의 가치에 전도된 교육 안에서는 누구나 고통을 느낄 수밖
에 없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마련한 물질적 기반을 토대로 이제는 ‘홍익인간’ 이념을 제4차 산
업혁명 시기에 맞게 재해석하여 우리교육의 진정한 이념으로 부활시킬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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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는 오래된 미래를 부활시켜 다가올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세계는 우리가 겪고 있
는 교육관련 고통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을 바라보며 미래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 피렌체가 르
네상스를 통해 인류의 미래를 새롭게 열었듯이 한국교육은 홍익인간 이념의 재발견과 부흥을
통해 세계교육의 미래를 밝히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교육르네상스 운동은 한국 교육뿐만 아니라
세계교육의 나아갈 길을 밝히는 북극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2013:
222)는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에서 홍익인간 정신은 학생 사이의 공동체 개념을
재구성할 때 든든한 사상적 기반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홍익인간의 이념을 발전시켜 향후 15년간 세계를 이끌어갈 좌
표로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을 주창하여 채택되었다. 우리교육에게는 홍익인간의 이
념의 재해석과 적용 및 발전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임무가 부여되었다.
아프리카의 우분투(ubuntu)10), 서양의 시민의식(citizenship), 그리고 우리의 홍익인간은 지향점
이 같은 삶과 교육의 이념이자 지침이다.
홍익인간 육성이 아니라 ‘되기’를 교육개혁 목표로 제시한 이유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
람을 구분짓는 방식의 교육과 학습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며 지속적으로 성
장해가는 것을 교육개혁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장 아름다운 스승의 모습은 ‘영원
한 학생’이다. 배움을 중단한 교사, 배움의 기쁨을 잊은 교사는 가르침의 길목을 지키기 어렵다.
홍익인간 ‘되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의 배움과 가르침의 기쁨을 존중하
고 지켜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빈부격차나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면서 바람직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
를 기르는 데 있어서 ‘홍익인간 되기’라는 교육목표는 우리의 ‘오래된 미래’이다.
나. 교육개혁 에 너지원으로서의 학 습 열( 學習悅 )과 교육열(敎育熱 )

목표가 뚜렷해지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에너지원을 찾아야 한다. 교육의 수단적 가치에만
초점을 둔 암흑기에 우리 교육 에너지원은 국가와 사회, 학교,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열(敎
育熱)11)과 학생의 학습열(學習熱)이었다. 그러나 이 에너지원의 과열, 그리고 이 에너지원을 효
10) 우분투(ubuntu)는 사람들간의 관계와 헌신에 중점을 둔 윤리 사상이다. 남아프리카의 반투어에서 유래
된 말로, 아프리카의 전통적 사상이며 평화운동의 사상적 뿌리이다. 넬슨 만델라가 우분투에 대해 설명
하면서 한 이야기 중에 “우분투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주변의 공동체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라는
말이 있다(위키피디아 백과). 우리의 홍익인간의 이념과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분투’는
2015 미주대륙 국제비교교육학회 (CIES.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tion Society)의 핵심 주
제였다.
11) 박남기(2003)는 「교육전쟁론」에서 학부모만이 아니라 국가, 사회, 기업, 학교, 교사 등도 독자적인 교
육열의 주체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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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 결여로 인해 교육열을 안고 살아가는 주체들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
가 고통을 겪어왔다. 그동안 교육개혁을 통해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敎育熱)을 잠재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실패했다. 5·31 교육개혁안에서는 교육열이 교육과 사회 발전의 원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천명하며 바람직한 발현 기제를 만들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교육개혁의
영원한 화두는 어찌하면 이 교육열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휘되도록 유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핵이 일시에 폭발하면 엄청난 재앙이 되지만 핵을 제어하여 생산적으로 활용하면 인류의 미
래를 밝히는 엄청난 에너지원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열과 학습열 또한 잘 제어하고, 제
대로 발현되도록 유도하면 우리사회가 교육개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강력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추진 에너지를 부정적인 에너지에서 긍정적인 에너
지로 전환시킴으로 가능하다. 에너지 전환의 열쇠는 오래된 미래에 있다. 이는 다름 아닌 공자
가 말한 학습열(學習悅)과 맹자가 말한 교육열(敎育悅)이다.
공자가 말한 인생삼락12)은 『논어』「학이」(學而)편에 나오는 것으로 그 첫 번째는 배움의
기쁨 즉, 학습열(學習悅)13) 이다. 그의 사상을 이어받은 맹자가 말한 군자삼락14)은 그 세 번째
가 교육의 기쁨(敎育樂) 즉, 교육열(敎育悅)이다.15) 이처럼 동양에서 교육의 기쁨보다 먼저 이야
기된 것은 바로 배움의 기쁨이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풍요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과도한 가르
침의 열기인 교육열(敎育熱)와 배움의 열기인 학습열(學習熱)이라는 에너지원을 사용해왔으나
그 열기가 주는 고통이 너무 크다. 이제는 유교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안에 살아 숨쉬던 배움
의 기쁨(學習悅)과 가르침의 기쁨(敎育悅)을 부활시켜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할 때가 되었다.
다. 학 습 열( 學習悅 )을 높이는 교육개 혁

우리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학생들의 낮은 학습흥미도(學習悅)이다.
반면에 학습열(學習熱) 즉,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공부하고자 하는 열기(熱氣)는 높다. 2008년
한국교육학회의 요청으로 갓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유·초등교육정책을 진단하는 논문 중 「교
육전쟁을 넘어 교육평화로」에서 주창한 것이 ‘행복교육론’이었다(박남기, 2008). 당시 제시한
행복교육론의 요체는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도록 학생들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 과
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배움의 내용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교육”, “커가는 미래
12) 공자의 삼락 중 첫 번째가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이다.
13) 인생삼락에서 사용한 열(說)자는 기쁠열(悅)의 본자이다.
14)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得天下英才 而敎育之 三樂也).[ 『맹자』
「진심」(盡心)편]
15) 참고로 살펴보면 기록에 남아 있는 동양 치맛바람 1호는 맹자어머니라고 한다. 이는 맹모삼천지교의
고사와 공부하러 다니던 맹자가 잠시 게으름을 피우자 짜던 베를 잘라 훈계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결
단(決斷)’이라는 말의 유래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영향인지 맹자는 군자삼락을 이야
기할 때 그 중의 하나로 교육의 기쁨(敎育悅)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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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들이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회를 꿈꾸고 만들어 가도록 이끄는 교육”,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학부모 마음 속에 모두가 함께 하는 행복한 사회를 심어주는 교육”이다.
즉 배움의 기쁨(學習悅) 부흥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상대평가 상황, 과도한 경쟁 상황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거
의 처절하다 할 정도로 자신과 싸워야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 끝없이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의 기쁨을 맛보기가 어렵다. 배움의 기쁨을 높여주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사회
의 과도한 경쟁상황이 완화되도록 신실력주의사회를 구축하는 것이지만, 우선은 범위형 대입제
도16)를 포함하여 보완책을 마련해갈 필요가 있다. 대입제도 보완책은 학교 교육 변화에도 영향
을 미치게 될 것이다. 동시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높은 학습흥미도를 유지
하고 있는 학생들을 찾아 그들로부터 해법을 찾는 ‘밝은 점 찾기’ 전략도 구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교육 내용

미래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은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다. 조상식과 김기수
(2016)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역량으로 노동과 여가의 균형 추구, 민
주주의 내재화, 매체비판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염두
에 두며 필요한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4차 산업혁명기의 핵심 역량이 될 자율학습역
량, 기계와의 경쟁 우위를 위한 인성 및 기업가 정신 계발, 그리고 공동체 의식 계발의 방향을
살피고자 한다.
가. 자 율 학습역 량 제고

기계와 비교하여 인간이 뛰어난 또 다른 부분 중의 하나는 ‘자기 학습 능력’이다. 우리 인간
은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역량 혹은 기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찾아서
이를 스스로 학습해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기계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자율 학습 역량과 의지를 길러주어야 한다. 학교교육
에서 학생들의 학습흥미도나 학습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움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재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은 반드시 완수하도록 하는 인내력과 집중력 또한 길러주어야 한다.
16) 박남기(2015.05.01)의 「대입 문제 완화를 위한 제안: 범위형 대입제도」 서울신문, 27면 참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501027001&s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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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계와의 경 쟁 우 위를 위한 인성 및 기업가 정신 계발

케네스 쿠키어(The Economist, 2012: 359)는 “모든 사람의 60조 개의 세포 안에 있는 DNA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우리가 가진 모든 컴퓨터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량과 맞먹는
다... 2010년, 전 세계의 컴퓨터 연산 능력을 결합한 것이(명령처리 속도로 측정한) 고작 뇌가 5
분 동안 처리할 수 있는(신경 충동의 최대치) 양에 불과하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빨리 교체되
지는 않을 것임을 반증하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즉, ‘기계와의 경
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도 한동안 기계가 인간의 부족함을 보완해주겠지만 인간을 완
전히 압도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감정적 인지가 필요한 일, 시각적이면서 섬세한 동작
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정보처리 업무보다 자동화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른바 모라베크의 역설
(Moravec’s paradox)로 불리며 그 사실이 입증됐다.17) 수성(獸性)의 상대어로서의 인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기계성의 상대어로서의 인성, 즉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간의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기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 세대가 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황영헌 KT 연
구소 상무가 “소위 감정노동자의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다. 사람의 감정을 읽고 적절하고 합당
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줄 사람은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 결국 소통 능력이다. 사람을 사랑하
고, 사람과의 대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아이들이 자라도록 교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와 맥락을 같이한다.
기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 하나 길러주어야 할 것은 기업가 정
신이다. 브린욜프슨은 기업가 정신을 경영대학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가르치라고
주문한다. 창업과 경영의 기본을 교육하고 중간 수준의 기술전문 사업가를 광범위하게 육성하
는 것이 기계와의 경쟁시대를 대비하는 길이다(Brynjolfsson, 2011: 133).
다. 시민의식과 연계 된 마을 ·마음 공동 체 18) 의식 육성
(1) 고독한 ‘ 개인’, 존재 기쁨 을

느끼는 ‘마을사람’

17) 시신경과 연결된 두뇌 피질은 경계를 구분하고 시차(parallax)를 인지함으로써 공간에 있는 물체의 위
치를 파악하는 등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을 매일 같이 잘 해내고 있다
(Brynjolfsson & McAfee, 2011: 105).
18) 공동체주의는 사회에 순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칫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
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제안된 것이 ‘수정 공동체주의’이다. 수정 공동체주의는 ‘독재적 권력구조와
계층화,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 등의 결함을 가진 전통적인 공동체주의’가 아니라 ‘참여, 대화, 공동의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방임적 개인주의나 독재적인 집산주의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 사회
적 질서와 책임이 균형 잡힌 사회이다. 집산주의사회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성취에서 자존감을 얻는
사회로 개인의 권리가 일부 침해되더라도 사회적 조화를 중시한다.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타인에게 훌
륭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유교사회, 이슬람, 중동 국가들이 일부 여기에 포함된다(Kotler, 2015:
2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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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는 고독이라는 이름의 병이 만연하고 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애완동물을 사
육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고독은 레저산업과 영화 및 연주회의 번성으로 이어질 것이며, 마약이
성하게 될 것이라던 토플러(Toffler, 1980: 514)의 예측은 이제 우리 사회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
다. 고독감이 만연하는 이유는 대중화 시대가 끝나고 공통점보다도 서로 다른 점을 강조하는
사회가 되면서 개성 발휘가 쉬워졌고,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인간적인 접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각자 자기 개성을 살리고자 하는 욕
구로 인해 자신과 같은 흥미나 가치관 그리고 스케줄을 가지고 생활하며 기호가 일치하는 연인
이나 친구를 찾아 어울리는 일도 어려워졌다.
그 결과로 생기는 고독감을 떨치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해야 하지만 고독에 길들여지고 나
태해져 점점 더 고독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이를 떨치고 일어날 의지와 힘도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 중 일부는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서 고독감을 떨치고 나와 존재의의까지 찾게 하는 것이 공동체다. SNS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온라인공동체를 구성하여 그 안에서 고독감을 해결하고 있다. 온라인공동체는 번개팅 혹은 주
말 모임 등을 통해 오프라인공동체의 역할도 동시에 하기도 한다.
외국과 달리 한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들과 거의 하루 종일 생활하는 우리나라 학교 제도는
공동체가 주는 기쁨을 맛보게 하고,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과 의무를 하
도록 마음과 몸의 근육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력주의사회가 극으로 치달으면서 학급
공동체가 깨져가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은 강한 결속력을 가진 공동체의 모습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모둠별 과제 및 평가, ‘학급온도계’와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에
게 공동체 역량을 길러주고 있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희생이 필요하다. 미래 시대
에 필요한 것은 개인의 인권과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체를 위해 일부를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과 조직이다. 과도한 공동체 의식은 획일화와 억압을 불러오고, 과도한 인권 강조와
개성 존중은 공동체 붕괴를 가져옴을 깨닫도록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갖춘 마을공동체
이러한 공동체 의식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 시민의식이다. 한국 유네스코는 2015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에서 향후 15년간 세계 교육 핵심 화두의 하나로 ‘세계시민교육’
을 주창하여 의제를 선점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아직도 ‘국민’의 시대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을 뿐 시민마저도 ‘상상적 시민’에 불과하다는 것이 송호근(2015)의 주장이다.19) 대다수
(2) 시민의식을

19) “국민 개념은 ‘능동성’보다 ‘수동성’에 더 가깝고, ‘자발성’보다 ‘동원성’과 더 친숙하다...시민적 자질과
시민적 윤리가 작동해야할 곳에 국민적 관습과 국민적 의식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처한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시민은 다음의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신분
질서에서 벗어나 계약질서로 맺어진 독자적 개인들, 둘째, 전통적 이해관계(혈연, 지연, 학연)에서 벗어
난 개인들, 셋째, 공익의 중요성에 눈뜬 개인들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는 소위 시민사회(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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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람들에게는 ‘시민교육’이라는 말조차도 생소한 우리의 현실에서 시민교육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은 (1) 시민교육의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 (2) 시민교육의 제도적 안
정화, (3) 시민교육에 대한 자발적 참여 동기 부여다(송호근, 2015: 144).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
서 학교교육에서 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는 첫째, 수입된 ‘시민’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상황에
적합한 시민의 개념과 시민정신을 수업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도출해보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교육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둘째, 학창시절부터 시민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한국형 시민으로 성장할
때 우리는 한발 더 나아가 세계시민으로서도 우뚝 서게 될 것이다. ‘2009 교육선언’은 시민의식
고취라는 관점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20)
3. 교육 변화를 위한 주 체 다양화

개혁 추진은 정부가 주도하는 통치형에서 관련 집단(정부, 구성원, 시민단체, 기업 등)의 참여
와 협력 그리고 집단간의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협치(governance)형으로 가야 함이 강조되고 있
다(박남기, 2016b). 향후 교육개혁에서는 그동안 객체로 전락한 교사집단과 학생 또한 새로운
주체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가. 교사집단에 대한 정 책결정권 부여

교육개혁 의제 중에서 상황에 따라 교사의 전문적인 식견이 중요한 정책 방향은 최종결정권
을 교육전문가인 교사에게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그리브스와 셜리는 이상적으로
보인 제3의 길을 방해한 또 다른 요인으로 ‘기술주의의 길’을 들고 있다. ‘기술주의의 길’은 두
가지 문제를 가져왔다. 하나는 교육영역에서 사회적 책임으로서 공유되어야만 하는 불평등의
문제와 사회적 정의의 문제 같은 도덕적 이슈들을 기술적 수치화의 문제로 전환시키고, 학교라
는 공간에 국한되는 문제들로 전환시켰다. 그 결과로 미국의 경우 학업성적 격차를 교사와 학
교에 전가하려는 흐름이 극심해졌다. 이처럼 ‘도덕적 이슈와 책임감’이 ‘기술적 이슈와 책임감’
으로 탈바꿈되어 검사(측정)의 증가, 방대한 규모의 성적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때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교간 비교를 시도한 것 등도 이러한 기
의 전제조건이다.” “‘국민’은 국가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관계, ‘시민’은 직업과 계층이 다른 동시대인
들과의 공동체적 우애를 중시하는 수평적 관계의 자질을 함축한다면, 한국은 국민이 승하고 시민이 취
약한 불균형적 상태에 놓여 있다. 국민과 시민의 결합,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제대로 발달된 사
회가 건강하고 단단하다.”(송호근, 2015).
20)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은 평화와 공존, 협동과 창의성을 익히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각자
의 자존감을 바탕으로 급우들을 존중하고 협동하면서 배우고 익히는 삶을 체득해 나갈 때, 우리 사회
는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한만중, 2015: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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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의의 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데이터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결정권을 행사할 경우 오히려 제대로 된 혁신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 근거 경영의 허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길을
제시한 사람으로는 GM을 소생시킨 밥 루츠를 들 수 있다. 그는 숫자와 데이터로 모든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오히려 혁신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빈 카운터스(bean counters. 숫자 놀음꾼)
라고 칭하며 ‘제품 전문가’에게 기업경영의 주도권을 넘겨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Lutz, 2011:
24-25).
교육의 경우에는 학생의 실력(학문적, 인성적) 향상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열정을 가지고 헌
신하는 선생님이 바로 ‘제품 전문가’이다. 특히 학교혁신의 경우 학생들을 실제로 상대하고 있
고, 학생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선생님들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물론 전문가에게 최종 결
정권을 주기 위해서는 교사 중에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전문가를 제대로 찾아낼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의 관점이 아니라 교사 이익의 관점에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또는 무늬만 열정적 교사인 사람들이 숫자 놀음꾼들, 특정 정당이나 이
익단체의 조정을 받으며 결정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 학교 혁신

또 하나의 주체 학생

“만약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갖는 재량권이 통제되고 누군가가 그들을 대신해서 선택의 역할
을 담당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인생이나 직무 속에서 보다 나은 선택을 내릴 방법들을 배울 수
없을 것이다.”(Toffler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72)

학교 담임교사가 하고 있는 업무 가짓수를 보면 학급경영업무만 해도 200여 가지가 넘는다
(박남기·김근영, 2007: 326-329). 거기에다가 학교행정지원업무(분장사무)와 기타 업무(자기계발,
학교관련 친목 등 비공식 업무)까지 모두 제대로 해내려고 하면 화장실갈 시간도 없다는 것이
초등학교 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의 하나가 학생을 학급경영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즉 선생님과 더불어 학급을
경영하는 공동경영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초등학교 3
학년 이상이 되면 담임과 더불어 학급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예: 학급의 주요 부서 업무
외에 규칙·수칙 지킴이, 학급사진기록 담당, 다른 학생의 멘토 등)를 함께 처리하고, 나아가 학
급경영의 기본방침과 규칙·수칙을 만드는 일에서도 학생들이 주체가 될 수 있다(박남기·구영철·
최은희, 1998). 물론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교육에서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도록 기
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연수를 실시하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교육
의 한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은 민주시민에 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민주시민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깨닫고 배우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심지어 대학에서마저도 학생들이 학교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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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학생인권의 차원에서,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고, 그러한 학교들에
서 우려했던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학생 참여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학생을 객체, 즉 단순히 교육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면 학교는 학생이라는 고객을 가득 실은
배가 되고, 몇 명의 교사가 그 배의 노를 저어 목표지점을 향해 힘들게 나가가야 하는 상황이
므로 학교와 교사는 과로와 소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만일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교육과 학
교혁신의 주체임을 자각하게 하고, 필요한 역할을 제공하며,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제고시
킨다면 학생은 고객이 아니라 함께 배를 움직여 나아가게 하는 선원(최소한 보조선원)이 될 것
이다. 하그리브스와 셜리(2009)가 제4의 길의 여섯 개의 기둥 중의 하나로 ‘변화의 파트너로서
의 학생’으로 든 것은 이러한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4. 네트 워크 형성
가. 학교 혁신 네트워크 형성

학교 개선 네트워크는 학교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서로 만나 서로에게서
배우며 돕는 역할을 한다. 이는 현장 중심의 학교혁신이 가능하게 하는 추진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교사순환근무제를 택하고 있어서 학교간 배타성이
적다. 그리고 이미 지역내 교장들간의 협의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교사들의 연구모임과 기타 친
목 모임도 활성화되어 있다. 즉, 학교혁신 네트워크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는 이미 만들어져 있
는 셈이다. 국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그리고 학교들이 함께 만나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
는 지역에 보다 체계적인 행·재정적, 교육적 지원을 제공한다면 현장 중심의 학교혁신이 빛을
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김진숙(2016)은 전통적 학교에서의 수업 방식도 학습 공간의 공유가
활발히 일어나고 체험 중심의 학습이 확대되며, 교육시스템은 상호 연결되고 학문간 융합이 일
어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나. 지 역 사회 조직화 운 동

최근 우리나라 각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조직화 운동이 점
차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정부 주도로 교육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
앙정부, 지방정부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교육혁신의 주체로서 각각의 의제를 가지고 혁
신을 추진해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교육혁신의 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의 힘과 역량 개발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에 정부가 앞장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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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교육은 센터활용 교육이 되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낙
후된 지역의 기업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주민들이 지역교육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조직화가 절실한 이러한 지역
에서는 오히려 조직화가 더 어렵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21) 이러한 지역에서는 교
사들이 지역사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원 유인책을 더 다양하게 마
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이미 사회경제적 여건이 좋은 지역에
서만 지역사회 조직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지역간의 격차만 확대될 수도 있다.
5. 교육개 혁 접근 기본 전 략
가. 교육관련 대 책과 교육적대 책 병 행 22)

박남기(2008)는 교육대책을 ‘교육관련대책(혹은 교육에 관한 대책)’과 ‘교육적대책’으로 구분하
고 있다. 교육관련대책이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대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관련대책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는 지속성이
다. 교육관련대책은 교육대책이 성공하도록 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교육대
책은 여건 조성이므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하지만 필요조건에 불과하므로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보장하기가 어렵고, 대책 마련 기대와 달리 부작용이 속출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교육격차 해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도입한 컴퓨터지원, 학비지원 등 기존의 많
은 소외계층 지원 대책은 교육관련대책에 머물러 있었다.
교육적대책이란 사람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의를 갖도록 유도하는
데 기여하는 대책, 그리고 사람들의 관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둔 대책이다. 그리
고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가정과 아이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의를 갖도
록 유도하는 데 기여하는 대책을 의미한다. 박남기의 교육전쟁론(2003)에 따르면 교육 양극화란
교육 전쟁에의 참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적대책은 교
육전쟁에의 참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것, 즉 사람들이 학교나 기타 교육
을 통한 성장 혹은 지위상승에의 신념을 버리지 않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의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대책이다. 가령 대학입시에서 부모의 직접적 영향 차단, 부모의 영향 비중을 축소할
21) 미국의 경우 이러한 지역 학생의 성적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의 빈부격차가 극심하고, 하위계층은 교육
력이 파괴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제4의 길 노력 또한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구조
에 대한 개선 노력이나 합의 없이 지역사회 조직화 운동에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제3의 길에서 범한 오
류를 반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22) 이 내용은 박남기(2008)의 「유․초등교육의 발전 과제: 교육전쟁을 넘어 교육평화로」를 토대로 작성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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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대책, 소외된 계층 자녀의 대학입학과 공공기관에의 취직 보장, 사회적 멘터링시스템
구축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가령 교육대책이 단순히 교육관련대책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 교육적대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 ‘개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전인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대책이 교육관련대책과 함께 교육적대책으로서의 요소
를 함께 갖추어야 하는데 도입 성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성과 측정도 곤란하다보니
교육관련대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제시하는 교육적대책이라는 개념은 교육대책의 타
당성과 효율성을 새로운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적대책이라는 개념은
어떤 교육대책이 교육관련대책에 그친다면 동 대책이 교육적대책으로서의 요건을 동시에 갖추
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적대책의 가장 핵심은 열의와 능력을 가진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유인
책을 제공할 경우 그 유인책을 바라보고 오는 교사들만 늘어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따라서 소외계층의 교육에 헌신하고자 하는 진정한 열의와 능력을 가진 교사를 가려내고, 이들
이 목적달성을 위해 헌신하도록 하는 여건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교원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나.

밝은 점 찾기 전략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혁신을 실시할 때 외국의 사례를 주로 들여왔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경우 기대하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
키면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전략 중의 하나가 ‘밝은 점 찾기’ 전략이다. 밝은 점 찾기 전
략이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사람들 속에서도 잘 적응하거나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사례
를 찾아 이를 보편화시키는 전략을 의미한다. ‘밝은 점’ 해결책은 또한 ‘NIT 증후군(Not
Invented Here Syndrome: 외부에서 들여온 해결책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비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며 무조건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증후군)’ 문제까지 해결해준
다(Heath and Heath, 2010: 53-55).
밝은 점 찾기 전략을 우리 교육혁신을 위한 전략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예: 교사들의 낮은 열의와 직무만족도)를 선택한다.
그 다음으로는 동일한 지역이나 학교 안에서 유사한 배경적 특성(연령, 성, 교직경력, 가정배경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교사들과 달리 교직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열의도 높은 교사를
찾는다.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찰과 면담 등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높은 열
의와 사기를 갖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낸다. 그 중에서 의미가 있고, 확산 가능한 요인
을 선별하여 교사들이 이 요인을 내재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교사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만일 의제 선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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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시작하여 밝은 점을 찾기, 밝은 점을 내재화할 프로그램 만들기,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연수
운영하기, 네트워크 형성하기까지를 모두 의욕적인 교사들이 스스로 주도하도록 기회를 제공한
다면 그 성과는 더욱 클 것이다.
그동안에 하향식으로 내려온 혁신안은 실제로 실정에 맞지 않기도 했지만 ‘NIT 증후군’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 거부된 경우도 있었다. 학교혁신은 일반 행정혁신과 달리 하향식으로 성과
를 거두기가 어렵다. 여기에서 제시한 ‘밝은 점 찾기’는 교사 주도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훌륭한
전략의 하나가 될 것이다.
다. 우 리교육 강 점 찾 기

하그리브스와 셜리(2009: 168-169)가 제4의 길이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항들은 신뢰가
바탕이 된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가 구축되어야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다. 가령 미국 정부와
사회는 ‘능력 있는 교사들을 유인하고 유지’할 필요는 인정하지만 이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할
의향은 없어 보인다. 이런 경우 미국의 저학력 학생과 저소득지역 교육은 현재의 상황을 벗어
나기 어려울 것이다. ‘잘하는 곳이 못하는 곳을 도와주는 혁신 지향의 문화’는 상호신뢰와 소통,
그리고 소득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을 때 가능하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이러한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문화라는 것은 잘 아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교육이 나아갈 수 있는 ‘한국형 학교 혁신의 길’의 하
나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최대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교육의 문제점을 열거하라고 하면 모두들 할 말이 많지만 우리교육의 강점을 열
거하라고 하면 별로 떠오르지 않는 것이 교육전문가를 포함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박남기(2002)는 우리 사회의 이러한 모습을 이솝우화에 나오는 ‘통나무 다리 위의 개’에 빗대고
있다. 국내의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관심을 갖는 오늘의 한국교육이 되기까지에는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여건과 제도적 강점들이 있었다.23) 향후 교육혁신에서는 우리교육
의 강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를 미래에 맞게 발전시켜나가는 전략도 필요하다. 미국에서도 최
근 들어 학교와 학교 제도 내의 온갖 문제들을 다루던 ‘병리적 연구(misery research)'로부터
잘 작동하고 있는 것들을 발굴하는 긍정적 연구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Hargreaves &
Shirley, 2009: 129).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핀란드 교육도 그대로 베껴오기는 어렵다. 핀란드는 인구가
겨우 500만을 넘는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강대국과 강소국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강
23) 박남기(2003)는 「교육전쟁론」에서 우리 교육 여건 및 제도와 관련하여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수한
교사, 교사 순환근무제, 지역간 낮은 교육격차, 부모의 배경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철저하
게 차단하는 각급 학교의 입학제도,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열의, 그리고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
진 학생이 많은 것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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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이해하며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되, 더 바람직하기로는 이제 교육선진
국으로서의 역량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한국형 교육발전 모형’을 제대로 이해
하고, 그 강점을 살려가며 문제점을 보완해가야 한다.
한국교육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이끌어 올린 요소 몇 가지를 열거한다면 부모와 학생의 높
은 교육열, 우수한 교원, 국가공무원 지위 유지를 통한 전국 교원 급여 동일화, 교원 순환근무
제,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 불평등도, 광역단위의 학교 배정제, 부모의 배경이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각급 학교의 입학제도 등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적 강점으로 인해 우리 교육은 소득계층 간 성적 차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
다. 다른 이유를 들어 유지해온 이러한 기본 틀을 깨는 방향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한다면 더 많
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후 추진되는 교육혁신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가야 할 우리 입
에 물려 있는 ‘고깃덩어리’를 잘 규명하여 이들은 지키고 발전시켜가야 할 것이다.

V. 결론
이 논문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의 변화가 교육에 미칠 영향, 그러한 영향
에 대한 교육계의 대응 방향, 나아가 꿈꾸는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교육개혁의 새 패러
다임을 탐색하였다. 교육에 영향을 미칠 사회·경제 분야 미래는 한국경제의 미래, 빈부격차 심
화, 실력주의사회 그림자 심화, 도시집중,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나누어 살폈다. 정치적 흐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증가, 남북통일(혹은 교류 활성화)로 나누어 교육에 미칠 영향도 간략히
다루었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이 교육에 미칠 영향은 별도로 논의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기
의 교육개혁 새패러다임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변화 주체, 그리고 교육개혁 접근 전략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교육목표로는 ‘홍익인간’이념을 재해석하여 세계시민교육 및 우분투 개념을
아우르는 오래된 미래의 개념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 추구를 위한 개혁 에너지원으로
학습열(悅)과 교육열(悅)을 제시하였다. 교육내용으로는 강조하고자 하는 자율학습역량, 마을·마
음공동체의식, 기계성의 상대어로서의 인성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교육개혁의 주체로는 협치
(governance)개념과 제4의길 등을 바탕으로 정부만이 아니라 교사집단과 학생집단을 추가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개혁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학교혁신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
회 조직화운동의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학교변화 접근 전략으로는 교육관련대책과 교육
적대책의 병행, 밝은 점 찾기, 우리교육 강점 찾기 등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 제시된 교
육개혁의 새패러다임이 학계의 논의를 위한 추가적인 관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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