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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의 구조적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21세기 청소년 위기의 해결을 위한 청소년교
육의 방향과 중점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오늘날 획일적인 경쟁원리에 의해 짓눌린 우리의 학교는 불리한 개인적 배경으로 인해 경쟁으로부터
도태되는 청소년에게 시민적 자질마저 격려하지 못하는 한편 탈근대적 다양성에 익숙해져 가는 청소년에
게 더 이상 인내하고 머물러야만 하는 곳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의하면 개인적 요인, 가족관련 요인, 학교관련 요인들이 청소년들의 학교중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학교관련 요인이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 중퇴를 분석함에 있어 학교 요인을 주로 살펴보았으며, 학교의 구조적 요인의
분석을 통해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게 되는 직접적 원인을 도출해 보았다. 나아가서 이를 토대로 하여
사회변화의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는 학교의 구조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제시해 보았다.
글로벌 시대 청소년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교는 재조직되어야만 한다. 학교는 획일적이어서
는 안되며 인간적일 뿐 아니라 재미있어야 한다. 공부를 원하든 놀이나 인간관계를 원하든 각각의 적성
과 소질을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유연한 학교문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속에서
청소년 각자의 취향과 가치들은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학교중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구조적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
하였으며, 이를 위한 방향 및 과제로 학습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개인의 선택권 보장, 학생의 ‘능력’개발
에 초점을 둔 생활지도, 학교운영의 자율화와 평가체제의 확립, 지역사회내 다양한 단체, 주민 개인들을
망라한 통합적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청소년 위기, 학교의 구조적 혁신, 학교중퇴, 청소년 보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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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는 빠르게 지구화되고 있으며, 또한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천년의 출발기에 있다. 세계는 매
우 빠르게 바뀌고 있고 인간은 과학 기술 발전 속도를 쫓아갈 수 없다. 지구화는 분명히 희망적인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치러지는 비용은 매우 많으며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간극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다.
지구화 과정을 겪고 있는 격동기에 청소년의 경우는 어떠한가?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역사적 시간은 적절한 도덕적 해결점을 찾기에는 너무나 빨리 흘
러간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시간이 급속히 흐르고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쉽게 찾아 볼 수 없기 때
문에 이 세상 속에서 혼돈스러워 하고 방황하고 있다. 한편 십대들은 종종 어린이로 분류되기도 한
다. 그러나 십대 후반에 들어선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인과 같으며 특히 선진화된
세계에서는 이미 노동력을 제공하는 성인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은 특이한 위치에서 청소년
들은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정부의 처우는 더욱 열악한 가운데
있다.
Davis 는 그의 저서 ‘Youth Crisis’ 에서 오늘날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 관하여 논하고 있는데 그 내

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 위기는 그 범위가 크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 위기의 근원은 극히
위험한 생활환경과 부정적인 사법제도 때문이다. 청소년은 매춘, 신체적 위해, 약물남용, 갱 집단과의
연결, 학교중퇴 등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여건은 청소년의 희생과 비행을 일으키는 미국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 요인들의 결과이다. 정치, 경제, 학교, 가족, 동네, 그리고 종교기구 등과 같은 미국
사회의 모든 기구들은 청소년들의 생활을 과거보다 더 어렵고 더 위험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전에는 젊은이들의 사망 원인은 주로 질병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은 사고나 총상 또는
자살로 인하여 죽는 일이 더 많다. 이것들은 모두가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다. 현재의 청소년의 위
기를 막고 청소년들의 생활을 더 풍요롭고 안전하고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사회기구
들은 근본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Davis, 2000).
이처럼 십대들은 성인들보다 절대 폭력적이지 않다. 일반 대중이 십대들보다 경찰력이 더 필요한
존재들이다. 우리 성인들은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동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 동시에 자신들의 어두
운 면을 과소평가 하는 경향이 있다. 변해야 하는 것은 성인들이며 우리의 청소년들에 대한 성인들
의 태도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에 대한 접근은 청소년의 부정적 측면과 문제해결에 치중되어 있다. 청소년
문제의 접근이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 능력중심’ 으로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적
극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자세의 전환과 그에 따른 구체적 실천방안의 전환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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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나 문제의 접근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더욱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접근에서 부정적 측면의 강조와 문제 해결적인 접근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
니다. 즉 우리는 청소년 복지적 접근에서 주로 청소년들이 긴급한 문제에 연루되었거나 유해한 환경
에 노출되었을 때로 강조하고 있을 뿐, 예방적 접근이나 능력 개발적 접근과의 연결은 극히 제한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범죄 행위 등 문제 중심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
비스와 법률 시스템간의 연결성에 있어서도 느슨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형편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 청소년들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청소년
을 주체적인 결정자와 잠재력이 있는 존재로 보고 획일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즉,
물량적이고 외향적인 것에 대한 원조가 아니라 청소년 인간 자체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가치, 권위,
창조력, 자율성 등의 강조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의 청소년 복지 정책에서
반드시 강조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특징을 감안하여 실천되어야 할 점은 공교육을 통한 청소년개발의 실천이다. 우리사회
에서 공교육은 청소년 문제의 핵으로 비판됨과 동시에 문제해결의 대안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현재
청소년 인구의 절대다수는 학생이고, 청소년들의 하루 사용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
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복지의 연구와 실천에 있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아주 중요한
대상이 된다. 나아가 학생들의 삶의 현장인 학교에서 학생들이 형성하고 있는 그들만의 문화를 이해
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근로 청소년이나 그 외 학교에 다니지 않은 청
소년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지만,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청소년들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실천
은 현재의 공교육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더 많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모든 관찰과 조사들은 한결같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의미있는 배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보고한다(이종태 외, 2000). 학업중단을 매우
비정상적이며 극소수에 국한된 일탈과 비행의 행태로 간주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학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처지를 헤아려 그들의 인권과 배움의 기회를 살피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공교육 위기에 관한 논의는 탈학교와 대안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학교 만들기를 주장하
는 입장과 현재의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좁혀진다( 추병식, 2003: 50-51). 탈학교 교육론
이라 할 수 있는 전자의 관점은, 현행 우리의 학교 체제를 실패로 인정하고 변화하는 사회와 청소년
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공교육 강화론이라 할 수
있는 후자의 관점은, 90 년대 정권들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이 상황을 악화하여 우리의 교육현실은
교육 여건의 실질적 평준화에 턱없이 모자라며 근대의 수준에도 함량 미달이라는 진단이다.
탈 학교교육론과 공교육 강화론은 서로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학교 변화를 위한 처방에 있어 신
자유주의적인 요소를 받아들일 것인가 여부에 있어서의 이념적 차이를 차치한다면 이 둘은 상호 보
완적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다. 공교육 강화론자들은 실질적 평준화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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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신자유주의적 시장 상황에 휩쓸린다면 교육에 있어서의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을
염려하는 반면, 탈학교교육론에 포괄된다고 할 수 있는 일부 학자나 대안교육 실천가들은 어떻게든
우리의 획일적 교육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두 입장의 공통점은 교육주체들의 자율성과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 등을 기할 수 있도
록 학교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21 세기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의 구조적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21 세기 청소년 위기의 해결을 위한 청소년 교육의
방향과 중점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글로벌 시대 청소년 위기와 청소년의 가능성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가족의 불안전성으로부터 취업과 경제적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불안한 경제
상황 그리고 세계정치상황과 국제적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두려움을 자아내는 환경에 이르기까지 삶
의 다양한 양상 속에서 불확실성에 당면하고 있다(Landsman, 2002: 32).
오늘날 우리 청소년 정책의 주요 한계는 이 정책이 능력보다는 문제에 집중한다는 데 있다. 따라
서 대부분의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비행, 약물남용, 무단결석, 십대 임신, 아동학대 등과 같이 청
소년들의 문제를 교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을 줄이고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방향으
로 기울어진 프로그램들에 비해 친 사회적이며 청소년 개발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에 대한 강조가
희박하다.
문제중심의 접근에서 긍정적 청소년 개발 접근으로 변화하는 데는 근본적 철학이 바뀔 필요가 있
다. 긍정적 청소년 개발은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문제 청소년이나 위험한 상
황에 처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 거
시적 개념이다. 이러한 서비스와 활동들은 자발적이며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식 및 비공식적 기회와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문제예방과 위기예방 서비스를
우선시하고 또 이와 같은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의 시스템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최근 다양한 조직, 단체 및 학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는 긍정적 청소년 개발 접근은 문제를 가
진 청소년에 대한 개별적 치료로부터 모든 청소년에 대한 전 지역사회적 지원으로 전환시키려고 노
력하고 있다(Landsman, 2002: 32-36).
첫째, 열악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 위기에 처한’ 혹은 문제 청소년으로 낙인찍는 관행을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낙인은 청소년을 비인격화 할 뿐 아니라 그들을 어딘가 고쳐져야 할 대상으
로 보게 한다.
둘째, 위기에 처한 청소년으로부터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위기에 처한 지역사회로 노력의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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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는 것이다. 모든 지역사회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체는 학교, 가정, 청소년 지원기관, 지역행정
기관, 기업체 및 기타 조직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자들을 포함해야만 한다.
셋째, 청소년개발 목표와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인들이 협력할 필요성을 보다 더 깊
이 인식하도록 한다.
이러한 청소년 개발 접근은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보다
는 전 지역사회에 의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청소년 사법 제도는 역사적으로 청소년
들을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자원으로 보기보다는 성인들의 통제를 벗어난 특정 행위를 행하는 문제
아로 보아 왔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서 잠재적으로 생산적이며 지역사회의 지지와 투자
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
21 세기 우리나라의 사회ㆍ경제체제는 산업사회를 넘어 지식기반사회와 정보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사회경제체제의 지향과 구조의 변화는 교육체제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구조와 체제의 변화를 요
구하고 있다. 학교를 둘러싼 교육 환경이 매우 심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다원적 요구가
등장하고 있다. 학교교육은 획일화된 교육제도와 경직된 운영으로 교육체제에 대한 다원적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법과 내용, 학생이 공부하는 내용과 방법,
학교가 운영되는 방법, 학교의 프로그램, 대학에 진학하는 방법 등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평가받
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교육제도 지체현상에 대한 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교육부는 그
요구를 수용하여 교육개혁으로 대응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교육이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동인
에서 반대로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부당한 개입현상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보화시대에 학교이외의 정보네트워크가 지식과 정보의 다양한 출처로부터 지식습득이 가능해짐
에 따라, 지식과 정보제공기관으로서의 학교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었고 지식과 정보제공자로서의
학교와 교사의 권위는 약화되었다. 특히 학교는 인간교육 기능의 취약함 속에서, 지식과 정보제공 기
능이 다원화되고 진학준비교육에 대해서는 사교육기관과 경쟁하게 되었다. 공교육기관으로서 학교에
부과되는 제약 속에서 학교의 진학준비교육기능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정부주도의 타율적 교육개혁과 하향식 접근방식으로 학교현장과 교사의 주도적 교육개
선 노력의 부실화와 교사의 사기저하와 교권의 위축을 초래하였다. 특히 정부의 교육정책과 교육제
도의 운영에서 교사의 전문성계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학교교육 부실의 핵심에는 학생들이 겪게 되는 학업수행상의 어려움이 있다. 학생들이 학업수행의
어려움을 갖고 결과적으로 수업공동화 현상을 가져오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이
종재, 2003: 88).
- 수업무관심 집단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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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결손의 누적현상과 수업이해 곤란집단
- 획일적인 수업방식과 이질화된 집단의 존재
- 교육내용의 과다와 교육내용 수준의 난해성
- 사교육의 선행학습
- 좋지 않은 수업
- 교육 공동체 구성원간의 신뢰와 존경, 사랑의 훼손

학생들은 개별화된 사랑, 관심, 교육지도를 요구하고 있다. 학생의 변화하는 특성은 변화된 교사의
지도를 요구하고 있다. 요즘 학생들은 복잡하고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학습을 기피하고, 교과학습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기초학력의 저하로 학습의 흥미를 상실하고 있고, 예전에 비해
교사들을 덜 존경하는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대량교육체제로 운영되어 개인
적 배려에 한계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학력격차의 심화, 수학능력의 기준 미달, 학생에 대한 통제력
위축으로 학생 규범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높
게 한다.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교육적 요구,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 문제들을 종합할 때
종래의 획일적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의 학업성취를 보장하는 유연한 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학교교육의 구조적 혁신을 위한 방향과 이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연구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Ⅲ. 청소년의 학교 중퇴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대학의 서열화, 입시위주의 교육문화, 사교육의 열풍, 전인교육의 실종
등의 사회현상들은 지난 50 년 간에 걸쳐서 구조화되어 있는 교육제도의 도구주의적이고 학력주의적
인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의 영역에 관한 한 비교적 사회구조와 행위자의 의식, 행위가 잘 통합되어왔
던 우리사회에 교육적 일탈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학교중퇴이다. 학교를 그만두는 것,
그 자체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이탈현상이나, 학교와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최근의 학교중퇴현상은 예전과는 결코 동일시될 수 없는 새로운 성격을 띠고 있다( 도종수,
1998).

예전에는 주로 가정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는 계속 교육받기를 희망하지만 가족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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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사회변화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갖고 있는 구조적이며 제도적인 측면에
기인한 중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 학교 중퇴 현황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교육통계연보의 자료를 인용하여 학교중퇴의 실태를 파악해 보
았다. 교육통계연보에서는 중퇴자가 조사항목으로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학년이
시작하는 시점의 학생수와 학년이 끝나는 시점에서의 차이를 제시하는 ‘ 학생변동상황’의 수치를 이
용하여 간접적으로 대략적인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다.
1980 년부터 2003 년까지의 중퇴자 분포( 휴학자 포함) 를 학교급별로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실업고

의 중퇴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반고가 중학교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2001
년부터 모든 학교급에서 대체적으로 중퇴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실업고에서 가장 증
가의 폭이 크고, 다음으로 일반고와 중학교에서도 소폭 상승하였다. 특히 실업고에서는 2001 년 중퇴
율이 5.1% 로서 역대 가장 높은 중퇴율을 기록하였다(< 표 1>).
< 표 1> 학교급별․연도별 중퇴자 분포( 휴학자 포함)
( 단위: 인원/명, 비율/%)

연도

중학교
중퇴자 수

일반고

중퇴율

중퇴자 수

실업고

중퇴율

중퇴자 수

합계

중퇴율

중퇴자 수

중퇴율

1980

24,988

1.0

15,422

1.7

15,062

2.0

55,472

1.3

1985

29,052

1.0

23,913

1.9

33,973

3.8

86,938

1.8

1990

23,568

1.0

26,834

1.8

24,641

3.0

75,043

1.6

1995

19,817

0.8

16,100

1.3

29,045

3.2

64,962

1.4

1997

26,897

1.2

17,470

1.3

46,066

4.8

90,433

2.0

1998

26,989

1.3

18,905

1.4

43,212

4.7

89,106

2.1

1999

19,481

1.0

15,921

1.1

33,714

4.0

69,116

1.7

2000

17,338

0.9

16,520

1.2

32,188

4.3

66,046

1.7

2001

19,097

1.0

18,921

1.5

33,215

5.1

71,233

1.9

2002

19,842

1.1

20,166

1.7

27,966

4.9

67,974

1.9

2003

15,987

0.9

17,095

1.4

21,529

4.0

54,611

1.5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3). 1980-2003 교육통계연보.

2002 년 현재 일년에 약 7 만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학교생활부적응, 가정

사정 및 품행 등의 이유로 연간 약 6 만 명의 중고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고, 약 1 만여 명의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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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학․이민으로 상급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학교를 자발적으로 중퇴하고 있다(< 표 2>).
< 표 2> 학교급별․중퇴원인별 중퇴자 분포(2002)
( 단위: 인원/명, 비율/%)

중퇴원인

합계

중학교

일반고

실업고

인원

비율

인원

713

236

1.19

247

1.22

230

0.82

2. 건강(질병)

3,066

865

4.36

1,309

6.49

892

3.19

3. 가정사정

21,407

4,816

24.27

6,528

32.37

10,063

35.98

2,493

432

2.18

230

1.14

1,831

6.55

5. 학교부적응

22,284

4,879

24.59

5,012

24.85

12,393

44.31

6. 유학.이민

12,213

7,087

35.72

4,818

23.89

308

1.10

5,798

1,527

7.70

2,022

10.03

2,249

8.04

67,974

19,842

100.00

20,166

100.00

27,966

100.00

1. 사망

4. 품행

7. 기타

합계

비율

인원

비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2). 2002 교육통계연보.

중학생 가운데 4,816 명(24.27%) 이 가정사정문제, 432 명(2.18%) 이 품행문제로, 4,879 명(24.59%) 이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각각 중퇴하였다. 인문계 고등학생 가운데 6,528 명(32.37%) 이 가정사정문제로,
230 명(1.14%) 이 품행문제로, 5,012 명(24.85%) 이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각각 중퇴하였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생이 가정사정문제로 10,063 명(35.98%), 품행문제로 1,831 명(6.55%), 학교생활 부적응 12,393 명
(44.31%) 을 차지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심각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 전국의 중․고등학생이 2002 년

한해에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중퇴한 학생이 22,284 명, 가정사정으로 중퇴한 학생이 21,407 명, 유학․
이민으로 중퇴한 학생 12,213 명 등 67,974 명의 중고생들이 학교를 떠난 것이다. 이들이 학교를 왜
떠났는가에 대한 원인과 대안에 관한 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
가정사정으로 인해 학교를 중퇴하는 학생이 한해에 약 2 만여 명이나 된다. 가정사정은 부모간의
갈등, 경제적 파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하는 높은 이혼율과도 관계
가 있다. 가정의 위기가 학교교육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2 년 한 해 동안에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해 중․고등학교를 중퇴하는 학생 22,284 명
(32.78%), 품행으로 2,493 명(3.67%), 기타 이유로 5,798 명(8.53%) 을 합한 30,575 명(44.98%)은 학교문

제로 퇴학한 청소년들이다. 학생이 다름 아닌 자신이 다니던 학교관련 문제로 학교를 떠난 원인을
규명하여야 이에 대한 올바른 대안이 나올 수 있다.
학교문제는 교실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다. 교실사회는 교사와 학생들의 학습공간이다. 그러나 교
사와 학생들만의 학습공간이라고 해서 그들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는 아니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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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안의 학습공간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단체들, 그리고 이익집단들이 무수히 많다. 교장을 비롯한
학교 내 교육행정관리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와 학부모 단체 등 교실 안 학습공간에 영향을 미치
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다. 교실이 학습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려면 교사가 교육과 상담에 전념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한편 유학․이민 때문에 학교를 중퇴하는 학생들이 점차 증가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일년에
약 1 만여 명의 중고생들이 유학․이민을 위해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중도탈락이 늘어나고 자
의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생긴 것이 대안학교이다. 2004 년 현재 간디학교와 성지
학교를 포함한 24 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대안학교의 확산과 더불어 학교를 벗어나려는 또 다른
움직임으로 가정학교가 나타나고 있다. 학교에 자녀를 보내면서 공교육이 부실하다는 판단 하에 가
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직접 교육시키려는 움직임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학생의 학교중퇴 상황은 학
교 현장 붕괴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대안학교의 확산과 더불어 최근 기존 학교체제의
동요를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으로는 탈학교 운동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종래의 학교 질서에 공공연
하게 저항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행위인 것이다.

2. 학교 중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 중퇴현상에 관하여 비교적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최근 들어 학교의 구
조적 성격에 관심을 갖는 연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 및 지원과 같은 가족적 요인에 많은 관심을 두어
왔다. 가족관련 요인은 미국사회에서 중등교육에서의 학교중퇴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요인으로
아직도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학교중퇴의도를 연구한 국내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학습내용, 학교교칙, 교
사관계 등 학교관련 요인이 중퇴의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아미, 2002).
교육인적자원부(1997)에서는 중퇴를 ‘ 청소년자신, 가정, 학교, 전체 사회에 존재하는 다변인적 요인
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교공부를 중단하게 되는 일종의 사회이탈현상’ 으로 정의하고 있다. 학교
중퇴현상에 관련하여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연구자마다 조금씩 정의가 달라지고 있으나, 대
체로 ‘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사망이나 전학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로 인하여 학교로부터 제적당하거
나 자퇴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관련 요인을 다루는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족구조와 같은 가족의
구조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연구들은 일관되게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으로 측정된 사회경
제적 지위가 청소년 학교중퇴행위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연구들은 또한 결손가정의
학생들이 중퇴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도 증명하였다(Rumberger, 1983; Ekstrom et al., 1986).
학교관련 요인은 한국의 중ㆍ고등학생들의 학교중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박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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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수, 2000;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2). 미국사회에서 학교관련 요인에 관심을 가졌던
연구들은 학교 내에서의 개인적 경험과 비행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 한국사회에서 학교관련
요인에 관심을 가졌던 연구들은 주로 학교의 구조적ㆍ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의 연
구들은 학교의 권위주의, 획일주의, 집단주의, 입시위주의 교육제도가 낳고 있는 비민주적 학교운영,
비현실적인 학교교칙, 교사의 차별과 낙인, 학습부진 학생의 배제 등의 중퇴요인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러한 요인들이 구조적으로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배제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체로 중퇴에 관한 연구들이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개인의 경험들
이 학교중퇴의 가장 강력한 전조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박창남․도종수(2003) 는 학교중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교중퇴의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
과, ‘ 학습내용의 불만’, ‘문제아의 낙인’, ‘학교교칙의 불만’ 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검
증되었다. 개인적 요인, 가족관련 요인, 기타요인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은 하나도 나타나
지 않은 채, 오직 학교관련 요인 중 3 개 변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들이 진학이나 취업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교사에게 문제아로
찍혀 쉽게 의심을 받고 잘 해도 인정받지 못해서, 두발, 복장, 언행에 대한 학교교칙이 엄격해서 우
리사회의 중ㆍ고등학생들은 중퇴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된
세 가지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는, ‘ 학습내용의 불만’ 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 문제아의 낙인’,
‘ 학교교칙의 불만’의 순서로 나타났다.

결국 현재 우리사회에서 학교가 갖고 있는 입시위주의 교육문화, 과도한 경쟁과 낙오자의 배제,
권위주의와 획일주의와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몰아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써의 학교의 구조적 요인을 규명하여 이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의 학교중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
의 잠재력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퇴예방대책은 중퇴 후 사후대책에 비해 훨씬 적은 사회
적 비용으로 ‘ 정상화’의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Ⅳ. 학교의 구조적 문제
오늘날 우리학교 교육문제의 원인은 미시적, 거시적 시각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교육문제는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 단절과 그로 인한 수업의 불능이나, 학교기초질서의 붕
괴 때문이라고 보는 미시적 시각이 있다. 윤철경 등(1999) 은 ‘ 수업의 실패 혹은 불능’, ‘ 학생지도의
실패 혹은 불능’, ‘ 학교기능의 총체적 마비’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둘째, 탈근대 사회,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사회 등으로 대변되는 문명사적 변화의 물결과 이에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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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한 채, 기존 제도 및 규칙에 의해 운영되는 우리의 획일적 학교체제는 학교와 교실에 문제를 유발
( 이종태 외, 2000; 정진곤, 2001) 한다는 거시적 시각이 있다.

이상의 거시적 미시적 관점들은 학교교육의 위기를 다른 시각에서 조망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현재 학교와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 문제가 많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1. 학교교육 문제의 구조적 요인
21 세기를 지식기반사회, 세계화, 정보화 사회로 일컫는다. 지식, 세계화, 정보화는 우리의 가치관과

경제구조 등 삶의 양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삶의 양식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교육에 대한 새로
운 요구를 가져온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학습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능력 이외에 정보
통신 활용능력, 자기 학습능력, 문제해결력 및 창의력, 전문직업능력 등이 새롭게 요구된다.
경제적 빈곤, 가정결손, 부모의 보호 및 보육기능의 미흡, 사교육비 부담 등의 빈곤계층의 가정환
경은 건강한 신체발달을 저해하고, 학습결손을 초래하고, 안정된 정서발달을 곤란하게 하여 학업성취
저하와 학교부적응, 일탈 및 비행 등을 가져온다.
21 세기는 각 분야의 당면 문제를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

고 책임지는 성숙한 민주사회를 요구한다. 이러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의
학업성취를 보장하는 유연한 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공교육 위기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공교육 위기의 개념은 ‘수업지도의 곤란’ 과 ‘ 생활지도의 곤란’ 으로 규정할 수 있다. 공교육 위기에
대한 여러가지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윤철경 외, 1999; 이종재 외, 2001).
교사들은 사기와 헌신성의 저하, 사교육 의존도 심화를 가장 큰 위기로 본 반면에, 학부모의 경우
에는 사교육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교육 부실의 형태는 상당수의 학교
에서 표출되고 있으며 학생의 행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부실의 정도는 실업계고교, 일반계고교,
중학교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교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인과 그 정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요인(23.4%: 학생의 탓 10%, 학생과 교사, 학생과 가정의 상호작용 영향이 13.4% 정도), 교권
의 위축(18.7%), 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 수준의 저하 및 교수방법의 적합성 문제(16.8%), 교사의 교
수부담과 학교교육여건(20.2%), 가정교육의 약화(15.4%), 정부의 귀책사유(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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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이종재(2003). “공교육 정상화 방향과 과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과제와 방향. 2003년도 한국교육학
회 창립50주년 학술대회논문집. 80.

[그림 1] 학교교육 부실 요인들의 작용관계

한편 학교교육 부실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가정교육의 기능이 약함.
-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간의 신뢰와 존경관계가 훼손되었음.
- 학생지도에서 교사와 학교의 교육적 통제력이 약화되어 있음.
- 학교의 문화에서 학업과 공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음.
- 교사의 사기와 전문성 수준이 낮게 나타남.
- 학업부실 학생구조에 대한 대응 체제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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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가치
딴짓

장난

준비도(-)

수업이해(-)
대안희망

교칙위반

의욕상실
수업이탈

체벌반항
수업저해

등교의욕
상실

통제력(-)
자료 : 이종재(2003). “공교육 정상화 방향과 과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과제와 방향. 2003년도 한국교육학회
창립50주년 학술대회논문집, 81.

[ 그림 2] 학생 문제유발의 구조적 요인

학업부실의 문제행태가 형성되는 발단은 수업이해의 곤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수업이
해의 곤란은 수업부실을 유발하고 학습의욕상실은 지도차원의 문제를 야기한다. 학교교육의 주요 구
성요소인 교사, 학생, 교육과정 간의 관계에서 교육의 적합성이 상실되고, 수업이 공동화되며, 생활지
도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외부환경 요인으로는 학력
주의와 학벌문화, 언론의 영향, 교육개혁과 제도 미비 등이 있다.
또한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폐쇄적인 하향식 교육개혁을 입안함으로써 실제 학교의 구성원들은
교육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는 소외감을 갖게 된 것이다. 소수 전문가들에 의하여 폐쇄적으로 교육개
혁안이 수립되고, 형식적인 논의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인 결정만이 제시되어 온 것이다. 현장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참여가 낮아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져 자발적
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후유증으로 교사의 사기가 저
하되고, 교권이 실추되었으며, 추진상 이념적 갈등양상이 초래되었다.
이상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은 학교교육의 부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사회변화의 흐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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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수업지도 곤란과 생활지도 곤란
교사는 전문인으로서의 자질과 인격적 자질이 필요하다. 다른 직업과는 달리 교사는 어린 학생들
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수준은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높다. 그러므
로 기대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느끼는 실망감은 더욱 크다. 교육의 주체자인 교사들의 사기와 의
욕이 떨어져 교단이 흔들리고 있다. 간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잡무가 많아졌다. 교사를 힘들게
하는 요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불필요한 공문들이다. 이러한 행정잡무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
인 대책이 없는 한 교사들이 학습공간에서 학생지도와 교육에 전념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다.
학생과 교사간의 긴밀한 관계가 부족한 결과는 곧 학교 붕괴로 나타나고 있다. 교사의 지도와 통
솔력이 학생들에게 먹혀들지 않아 학교생활의 본질적인 요소인 수업과 생활 지도가 어렵게 되어 소
위 ‘ 공교육 위기’ 를 초래한 요인의 하나로 교사들은 인식하고 있다( 권대봉, 2003: 10-13).
형식적 교육목표와 내면적 교육목표와의 불일치성도 문제이다. 현재 학교는 형식적으로는 7 차 교
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의성 교육과 체험학습 그리고 수행평가 등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질적
으로는 대학진학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순에 빠져있다.
교단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학교현장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자녀를 학교에 보
내는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를 믿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공교육의 부실로 한국은
온갖 형태의 과외가 판을 치고 있다. 학원 과외를 비롯하여, 전화 과외, 사이버 과외, 그리고 위성방
송 과외 등에 이르기까지 학교 정규과정보다는 과외가 더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3. 획일적 교육체제
교육에서의 평등은 교육기회의 평등, 교육여건의 평등, 교육결과의 평등의 관점으로 나누어 조망
할 수 있다. 교육기회의 평등은 신분, 성, 종교,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해 오던 것을 금지함으
로써 누구나 능력껏 원하는 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허용하여, 교육의
제반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서 교육기회의 접근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교육여건
의 평등관은 교육기회 뿐만 아니라 학교의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과정 등 교육의 여건과 과정에
있어서 학교 간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관점이다. 또한 교육결과의 평등관은 학업성취와 같은 교육결
과의 평등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공교육 체제가 상정하고 있는 능력관은 학업성취도와 같은 단일한 능력의 수준과 정도의 차이만
을 고려하는 획일적, 일원적, 수직적 능력관이며, 능력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다원적, 수평적 능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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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제도는 겉으로는 평등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불평등을 심화시
키고 있다. 획일적, 일원적, 수직적인 공교육 체제는 급변하는 사회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므로 창
의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지식기반사회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까지는 평등성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등학교부터는 평등성과
수월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교육의 평등성을 앞세운 정책이 실제로
는 불평등하게 작용하는 것이 문제이다.
과목별로도 우열반 편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겉으로는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
평등을 심화시키는 제도이다. 공부를 매우 잘하는 학생이나, 매우 못하는 학생에게는 시간낭비이기
때문이다. 수준별 수업을 하는 7 차 교육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현
실은 그렇지 못하다.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의 내신등급이나 평준화된 고등학교 학생들의 내신등급이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과학고와 외국어고 출신들이 동일계 진학을 할 경우,
가산점을 주겠다는 정책은 일반고 출신들의 과학계통이나 외국어계통 진학에 상대적 불평등을 줄 수
있다.
겉으로 평등하면서 속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공교육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사교육시장은 점차
비대해지고 있어 학부모의 사교육비부담은 과도해지고 있다. 이미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교육이
민과 ‘ 기러기 아빠’가 증가하고 있다. 선택의 자유가 없는 획일적인 제도와 정책이 불평등을 심화시
키고, 교육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권대봉, 2003: 13-15).
교육의 책무성은 단위학교가 책임져야 하는데, 관청이 독점하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학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학교에게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학교가 사실상 국가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됨에
따라 선택의 자유는 크게 제약되고, 국가권력이 증대되어 교육은 획일화된 것이다. 여기에 기회의 평
등 이념이 더해져 교육과정과 교육방식, 그리고 평가기준은 더욱 획일적이 되었다. 획일화의 병폐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특기와 창의력 함양을 위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데 있다.

Ⅴ. 방향 및 과제
청소년 위기는 그 범위가 크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의 청소년 위기를
막고 청소년들의 생활을 더 풍요롭고 안전하고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사회기구들은
근본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에 대한 접근은 청소년의 부정적 측면과 문제
해결에 치중되어 있다. 청소년 문제의 접근은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력중심으로 청소
년들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청소년들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실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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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공교육 내실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더 많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의 영역에 관한 한 비교적 사회구조와 행위자의 의식, 행위가 잘 통합되어
왔던 우리 사회에 서서히 교육적 일탈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학교중퇴이다. 예전에는 주
로 가정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는 계속 교육받기를 희망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갖고 있는 구조적이며 제도적인 측면에 기인한 중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결국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학교가 갖고 있는 입시위주의 교육문화, 과도한 경쟁과 낙오자의 배제, 권위주의와 획
일주의와 같은 구조적 특성들이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몰아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의 구조적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21 세기 청소년 위기의 해결을 위
한 청소년교육의 방향과 중점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시사하고 있는 학교의 구조적 혁
신의 방향과 이의 실현을 위한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야
하며, 학생 개인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의 능력개발에 초점을 둔 생활지도를 해야
한다. 셋째, 학교 운영의 자율화 및 평가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내 다양한 단체, 기관,
조직, 주민 개인들을 망라한 통합적 청소년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변화의 흐름에 뒤쳐지고 있는 학교에 대한 구조적 혁신만이 청소년들의 잠재력 개발에 기여
할 수 있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청소년의 위기를 막고, 청소년들이
보다 더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교의 구조적 혁신의 방향과 이의
실현을 위한 과제로는 다음의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학습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야 하며 학생개인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1)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필수과목의 수를 과감히 줄이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선택과목의 비중

을 높임으로써 학습내용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도록 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진로교육과 진로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추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초중고 학생들은 진로와 직업탐색에 관한 교육과
상담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단위 학교별로 진로직업교육을 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학교가 연합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초중고생은 진로와 직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
히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취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자
신에게 맞는 개별형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직업교육에 참여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 즉, 도구과목에 관한 시험만 보면 된다. 당초
에는 도구과목인 언어, 수리, 외국어 3 과목으로 수능을 계획하였지만, 과학과 사회분야의 교수들의
강력한 요구로 과학과 사회가 추가되었고, 최근 실업계의 요구로 직업탐구가 추가되었다. 앞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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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과목이 많은 7 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는 도구과목 세 과목에 대하여 시험을
보도록 하고, 다른 과목은 대학이 재량으로 내신으로 대신하여 수능과목에서 제외시키는 문제를 검
토해보아야 한다.
(2) 다양한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학력인정, 수업인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정

규학교와 대안학교, 대안교육 프로그램간의 상호 연계를 활성화하여 수업인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
기적으로 프로그램간 연계ㆍ관리를 통해 학력인정의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학점은행제나 원격교육을 중등교육단계 청소년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에서 운영되는 학점은
행제는 학사 만들기 제도이지, 고등학교 이하를 중퇴한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는다. 학교에 다니기 싫
어하는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우기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구태의연한 학교의 교육
조직 특성, 획일적인 교육과정, 단조로운 교수방법이 싫은 것이다. 이들에게 자유롭게 나가서, 그 어
디서든지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학교 밖에서의 학습의 기회를 넓혀 주어야 한다.
현재 중등교육 중퇴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교육기회에 다시 접근하고 싶어도 어디에서 무
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학습하였으
면 그것을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학생의 ‘ 능력’ 개발에 초점을 둔 생활지도를 해야 한다.
(1) 학교에서는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와 성적 중심의 평가제도이다. 따라서 일선학교에서는 오로지 시험에
서 높은 성적을 얻는 것에 가장 큰 교육적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적으로 나타나지 않
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잠재능력에 주목하며, 획일적인 기준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기본
적인 학교의 기능을 되살림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2) 사회가 변하고 있으므로, 학교도 변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학교의 교과교육과정도 변해야 할

것이며 학교의 규율체제도 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는 보수적인 곳이어서 변화는 매우 더디며,
특히 규율체제는 옛 모습 그대로이다. 오늘날 학교청소년들이 맞고 있는 억압은 학교붕괴의 발화점
임에 분명하다.
특히 현재의 문제학생에 대한 학생징계제도는 당사자 개인과 집단은 물론 전체에게 교육적 효과
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체제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학교의 규율 운영원리는 다음
과 같은 방향에서 개선할 것이 요구된다.
① 규율의 목적에 있어서 학교질서 유지보다는 교사ㆍ학생 공동체 질서유지의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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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율의 내용에 있어서 학생의 인권과 개성의 실현, 그리고 학생공동체의 활동이 보장되는 내용
이 주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③ 규율제정에 있어서의 학생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④ 규율집행에 있어서의 학생의 참여를 비롯하여 그 주체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넓은 안목에서 학생징계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규율과 징계는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엄정한
검정과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남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의무교육제도의 이상실현을 위
한 학교 제도적 그리고 사회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기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원만으로는 수정
이 불가능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밖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학제상으로도 퇴학 후 영원히 학교제도로 재입
학이 불가능한 우리 학교체제의 경직성이 허물어져야 한다.
학교규율과 관련한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 간, 부모와 학생간의 의견이 서로 대
립되는 양상도 빚어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경우, 혼란을 초래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학교규율 자율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
교가 자율규율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나 토론회의 조직, 교사 연수, 학부모 연수 및 홍보, 모범
사례의 선전 및 보급, 학생활동의 적극적 보장,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와 학생 참여 검토 등이 필
요할 것이다.
(3) 중ㆍ고등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의 배치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서

는 교사들로 하여금 일탈행동의 원인과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문제학생에게는 적절한
치료나 교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운영의 자율화 및 평가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학교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책임과 권한을 보유하는 기관은 단위학교가 되어야 한다. 자율권
확대와 관련하여 학교는 학교평가에 있어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학교평가에
대한 중앙 정부의 독점적 관리는 학교평가의 실패를 가져왔다. 학교평가가 진정한 의미의 학교 개선
을 위하여 사용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자율성에 의한 학교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학교평가에서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학교의 구성 주체로 인정되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학교평가에 있어서 자율적이
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평가는 단위학교의 학생들의 학력에 대해서 책무
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대해서 단위학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교들에 대한 학력 책무성은 수학점수, 국어점수와 같은 학력 측정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도덕성 함양, 국제시민으로서의 자질 육성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는 것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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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가가 모든 책임을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되고 지방과 단위학교에 맡겨야 한다. 학교의 책무
성에 대한 평가도 정부가 독점하지 말고 학부모에게 위임함으로써 공교육체제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 내 다양한 단체, 기관, 조직, 주민 개인들을 망라한 통합적 청소년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주민자조조직이 부담없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자조조
직이 주민들의 관심과 협력 하에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전략의 개발과 더불어 적극
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끌
어내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식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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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1st Century Youth Crisis and Structural Reform of The School Systems

Shin, Kun-Za(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roblem of youth crisis is becoming one of the most critical issues affecting the very basis of
our social system, which is facing fundamental restructuring in order to deal with the youth crisis
problem and to improve the safety and well-being of the young population. Any approach to deal
with the youth crisis issues should employ a positive approach of encouraging the latent potential of
the youth rather than approaching the issue from a negative perspectives.
In our society which has been smoothly integrating the social structure with the aspirations and
their expressions as far as the process of educations concerned, a gradual deviation from the trend is
beginning to occur. One of the examples is the increasing rates of the dropout in mid-high schools.
In the past, the main reason of the dropouts were due to the economic hardship of the family. In
recent years, dropouts are more tend to be due to the systems and structural problem of the schools
failing to cope with the drastic changes of the social environment, which implies that students are
pushed out of the school due to the structural deficiencies such as a college admission oriented
education, excessive competition, persecution of less successful students, authoritative orientation and
imposition of unduly rigid and uniform criteria.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make suggestions for the desirable emphasis and perspective of the
youth education from the view of structural reform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Today, the schools
lost its functions as an entity encouraging the youth who are pushed out in the social competition
due to their disadvantages individual backgrounds and also as a home of recharging and resting in
order to adjust to the fast changing and versatile environments.
In the year of 2002 alone, at least 70,000 some mid-high school students left their schools, about
60,000 of them were due to maladjustment, family problem, and violence, etc while about 10,000
were to transfer to other schools as a result of immigration to other countries. Especially, students in
mid-high schools left due to maladjustment 22,284 (32.78%), discipline 2,493(3.67%), other reasons
5,798(8.53%), total 30,575(44.98%).It is essential in working out proper measures to deal with the
problem to identify the reason for their dropouts.
Previous studies revealed that the most important reasons for such phenomenon were rela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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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problems, family problems, and factors related to the school system itself, which happen to
be most outstanding.
Therefore, the present study placed prime emphasis upon the school systems related elements and
sought to find the causes for the high dropout rates, and developed suggestions for the reform of the
school systems which are not properly dealing with the social changes.
It is quite possible that a dropout can be due to an accidental and unfair labeling or habitual and
emotional abuse of teachers. Any mistreatment by a teacher can become a direct cause for the
dropout of a student who is struggling in the mist of individual and family difficulties, which can be
drastically reduced by providing education imbued with personal love and hopes for his growth.
In this society in which deficient family is increasing together with the social opportunity and
pleasure of spending, the schools have to work out the means to deal with the changing society in
order to encourage the potentials of the youth, it is imperative for the schools to reform themselves.
The schools should be equipped with versatile programs and flexible school culture which could
increase and support them regardless of the individual appetite of the students, for play or study.
In such environment, the aspirations and values of individual youth could be respected. In line
with this perspectives, the present study proposes the structural reform of the schools in order to
prevent or minimize dropout rates of the youth from the schools. For these purpose, further
suggestions are made for the establishment of school autonomy and independent admission and
evaluation systems based upon diversification of programs, respect of the personal choice and
exploration of the “potential ability” of student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tegrated
youth protecting system within various corporations, institutes, organizations and citizens in
communities, to create environment for protecting and guiding youth properly within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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