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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s the Free-Semester Program(FSP) has expanded to every middle school since 2016, It is
needed to examine what ‘freedom’ in FSP exactly means and how we appreciate educational
meanings of thi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meanings of freedom in FSP and
educational directions it suggests. According to the concept of FSP and 『A Comprehensive
Manual for Operating Free-Semester Program』, freedom in FSP has two aspects: (1) the
freedom in curriculum and (2) the freedom as educational directions. The freedom as educational
directions has a negative freedom which means releasing students from the burden of
examinations and a positive ones which are to pursue students' happiness, to foster each
individual’s dreams and talents, and to cultivate future-oriented competencies.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logical grounds in FSP and validity of positive freedoms focusing on the freedom as
educational directions. In light of education for the good life as an educational aim J. White
argues, three positive freedoms should be reinforced the following three points. First, as for ‘to
pursue students happiness’, pleasures in schools represented as happiness in FSP should be
educational ones which occur by engaging and immersing in worthwhile activities. Second, as for
‘to foster each individual’s dreams and talents,’ all preference of students is not always accepted
unconditionally but should be an ‘well-informed’ desire which can be justified by rational grounds.
Finally, to cultivate future-oriented competencies should focus on the future as well as the present
students live in, and social values as well as inner values of education.
Key words: the Free-Semester Program, Freedom, educational policy, middle school
education

* Corresponding author: Jae-Bong Yoo(25-2, Sungkyunkwan-ro, Jongno-gu, Seoul; yoojb@skku.ac.kr)

자유학기제의 ‘자유’의 의미와 교육적 방향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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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봉(성균관대학교)*
<요약>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전면 확대되지만, 자유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교육적 의
미가 있는지에 대한 탐구와 성찰은 부족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자유학기제의 자유의 의미와 방향을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유학기제의 개념과『자유학기제 운영 종합매뉴얼』의 자유의 의미
를 분석하였다. 자유학기제의 자유는 크게 ‘교육과정상의 자유’와 ‘교육방향으로의 자유’로 나눌 수 있
다. ‘교육방향으로서의 자유’는 ‘지필고사 면제’라는 소극적 자유와 ‘행복한 학교생활’, ‘학생들의 꿈과
끼 찾기’, ‘미래사회를 위한 역량 배양’이라는 적극적 자유로 나뉜다. 이 논문은 ‘교육방향으로서의 자
유’에 초점을 맞추어 자유학기제의 자유의 이론적 근거를 분석하고, 자유학기제가 제시하는 교육적 방
향이 타당한지 검토한다. 좋은 삶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행복한 학교생활’은 학교 안에서 일어
나는 행복으로 대표되는 즐거움이 교육 활동에의 참여와 몰두로부터 일어나는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즐거움이어야 한다는 점, ‘학생들의 꿈과 끼 찾기’는 학생 개개인의 선호가 무조건 다 수용되어야 하
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근거를 동반한 식견 있는 욕구여야 한다는 점, ‘미래사회를 위한 역량 배양’은
그 초점이 미래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를 아우르는 좋은 삶을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학생 내면의 성숙한 가치를 배양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완이 요청된다.
주제어: 자유학기제, 자유, 교육정책, 중학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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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중학교 한 학기1)를 기존 학기와 다른 ‘자유학기’로 정하여 실시하는 자유학기제는 박근혜 정
부의 교육정책 중 하나이다. 2012년에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 실현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집권 이후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로 선정된 자유학기제는 정책 선도자들의 영향력 아래 추진되었다(신철균 외, 2014: 43-44). 자
유학기제는 2013년에 42개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전체 중학교의 25%인 911개교,
2015년에는 전체 중학교의 79%인 2,551개교에서 시범운영이 되었으며, 2016년부터 전면확대가
시행되고 있다.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보아야 하겠지
만, 표면적으로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듯하다.
자유학기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자유학기제의 교육적 방향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며(최상덕
외, 2016b: 48-57, 최상덕 외, 2016c), 자유학기 동안 학생, 교사, 학부모가 갖는 만족도 또한 높
다(최상덕 외, 2016b). 자유학기제는 기존 교육에도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자
유학기제의 교육 과정 및 내용이 다른 학기, 다른 학제에도 연계·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정
도이다(신철균 외, 2015; 최상덕 외, 2016c).
대선 공약 및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라는 맥락의 특성상 자유학기제는 현행 교육의 문제와 요
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나온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는 학문적·이론적 맥락에
서 나왔다기보다 정치적·정책적 맥락에서 제시되었다 볼 수 있으며, 교육 이론이 철저하게 뒷받
침되는 정책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는 자유학기제를 이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물론 현실 교육정책이 순수하게 이론적 기반 아래에서 탄생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뿐더러, 정책에 담긴 교육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방안은 오히려 순수한 이론적 접근에서 간
과했던 실제적 문제들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에서 역으로 현행 정책에 대한 이론적
개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론적 개입은 (1)정책이 미약하게나마 갖고 있는 이론적 근거가
과연 교육학적으로 타당한지, (2)입안된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과 그 결과가 애초의 이론적 기반
에 부합하거나 이를 반영하고 있는지, (3)정책의 효과들 중 적어도 교육(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고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한 편으로는 정책의 내용을 보다 견고하게 만들고, 다른
한 편으로는 정책의 방향을 검토하고 더 올바르게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호응
이나 실제적 효과와 별도로, 자유학기제의 논리를 교육학의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
1) 중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정한다.(교육
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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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자유학기제에서의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자유학기제가 운영된 지 4년이 되어가지만, 정작 자유학기제의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유
학기제가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이 제시된 적은 없었다. 자유학기제 도입 초
기에 자유학기제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 잠시 논의된 바 있으나(최상덕 외, 2013; 황규호 외,
2013) 합의된 견해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교육정책이라는 특성상 실제 시행과 운영을 우선시하
여 이론적 검토가 소홀했던 것이 주된 이유이겠으나, 자유학기제의 개념이 여러 측면을 포함하
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유학기제 개념은 다양한 측면에서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지만, 정
작 자유학기제가 어떤 점에서 그렇게 불릴 수 있으며, 여기서의 자유가 어떤 의미의 자유인지,
무엇을 위한 자유를 일컫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자유학기제에 있어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의 성격과 방향이 어떠한지는 가장 기초적
인 질문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하다. 자유학기제의 자유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자
유학기제의 실제적 결과가 교육적으로 의미 있고 타당한지에 대한 준거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그에 비추어 자유학기제의 방향과 내용을 반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자유학기제의 자유의 의미와 교육적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자유의 의미와 관련하여, 자유학기제의 자유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제의 과도기에서
의 ‘부드러운 전환을 위한 완충’이라는 주장(정영근 외, 2014: 21-22),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 편
성 및 운영의 수준에 국한되는 ‘학교 안의 자유’라는 주장(신철균 외, 2014: 54), 학생의 입장에
서 학업스트레스, 교수·학습 방법, 교육 환경, 평가 등의 ‘학습 환경 전반에 대한 자유’라는 주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177-178) 등이 대표적이다. 자유학기제의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가령 자유학기제에서 진로 교육을 중시하는 입장, 다양한 교외활동 체험을 강
조하는 입장, 학교 교육의 종합적인 혁신이나 평가 방법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 등이 있다
(황규호 외, 2013: 5-7, 16-19).
자유학기제가 사전에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기보다 “논의와 연구, 시범 운영 등의
과정을 거쳐 그 실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불확정적이고 개방적인”(황규호 외, 2013: 7-8) 성격의
정책이라는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유학기제의 목표는 초기에 ‘진로체험’이 큰 비
중을 차지하다가, 점차 교수학습개선과 교육과정 혁신 등을 통한 교육 전반의 변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최상덕 외 2015a, 신철균 외, 2015: 23에서 재인용). 그러나 어떠한 이유 때
문에 교육적 방향이 지금과 같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근거는 부족하며, 바뀐 방향이 이
전의 방향보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찰도 없었다. 그동안의 자유학기제 시행이 시
범운영을 통한 탐색 및 모색의 기간이었다 하더라도, 이제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확대·실시되고
있고 이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자유학기제에 대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근거와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학교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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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학생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스
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자유학기제의 자유의 의미를 밝히고 그 의미를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자유학기제의 자유 개념을 분석하고, 기존
교육적 용법에 비추어 자유학기제의 자유가 어떤 특성과 한계를 지니는지 밝히며, 자유학기제
가 추구하고 있는 자유의 방향이 교육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검토한다.

Ⅱ. 자유학기제의 자유 개념 분석
1. ‘자유’ 개념 분석
자유학기제의 정의를 살펴보면,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
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교육부, 2013). 이 정의에 따르면, 자유학기제에서 자유는 두 가지 측
면을 함축하고 있다. 첫째, 자유학기 동안 학생들은 시험부담에서 ‘자유롭다’는 점이다. 자유학
기에서 학생들은 중간·기말고사 등의 지필식 총괄평가를 받지 않는다.2) 둘째, 수업 방법을 개선
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이 ‘자유롭다’는 점이다. 자유학기에서는 기
존학기의 수업시수를 재구성하여 진로탐색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기존 수업 또한 다양한 교수법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장려하고 있다(교
육부, 2015).
이와 관련하여 『자유학기제 운영 종합매뉴얼』(최상덕 외, 2014)에는 자유학기제의 자유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자유학기제에서 말하는 ‘자유’의 의미는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를 동시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음.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는 ‘지필고사’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 있음. 반면에 적극적
의미로는 행복한 학교생활, 학생의 꿈과 끼 찾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배양을 위한 자유
라고 할 수 있음. 학생들은 지필고사의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
서 자신들의 꿈과 끼를 찾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자유와 기
회를 갖게 됨. 한편 자유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주어지는 것으로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를 통해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보다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구안·적용할
2) 자유학기제에서 평가가 시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지필식 총괄평가 대신 다양한 방식의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권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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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추게 됨(최상덕 외, 2014: 6).
자유학기제의 정의와『자유학기제 운영 종합매뉴얼』에 기술된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자유학
기제의 자유는 다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자유학기제의 자유는 학생의 자유와 교사의 자유로 나눌 수 있다. 학생의 자유는 학생
들이 괴로움과 부담을 느끼는 지필식 총괄평가를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의 자유이다. 교사의 자
유는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는 자유, 수업을 새롭게 구안할 수 있다는 자유, 지
필평가가 아닌 다양한 평가를 시도할 수 있다는 자유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자유학기제의 자
유는 학생만이 아니라 교사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자유학기제는 학생의 부담을 덜어줌과 동
시에 교사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계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의 교육과
정의 유연성을 토대로 학생과 교사가 자유를 누린다는 점에서, 이러한 자유는 ‘교육과정상의 자
유’라고 부를 수 있다.
둘째로, 자유학기제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구분 방식
은 Isaiah Berlin에서 비롯된 것이다.3) 소극적 자유(negative liberty)는 ‘자신의 활동에 누군가가
개입하고 간섭하지 않는’,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의 자유이다(Berlin,
2002/2014: 344). 이에 대비되는 적극적 자유(positive liberty)는 ‘자신이 주인 되기를 원하는 개
인의 희망’에서 연유한 것으로서, ‘무엇을 지향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이다(Berlin, 2002/2014: 362). 말하자면, 소극적 자유가 ‘개입 및 방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를 가리킨다면, 적극적 자유는 ‘스스로 방향을 찾고 이에 따라 행위 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유학기제에서의 자유는 일차적으로 외부의 강제라 할 수 있는 ‘지필고사’
로부터 벗어나는 소극적 자유를 가리킨다. 나아가 자유는 “주어진 것만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
닌”,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로 확장된다(최상덕 외, 2014:
7). 즉, 자유학기제가 말하는 자유는 단순히 주어진 것에 안주하는 상태를 넘어, 스스로 자유를
누리고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Berlin이 말한 적극적 의미의 자유와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자유는 소극적으로는 지필고사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고, 적
극적으로는 행복한 학교생활, 학생의 꿈과 끼 찾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누리는 자유를 의미한다. 소극적·적극적 자유는 자유학기제의 정책이 촉발된 의도와
배경을 드러냄과 동시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극적/적극적 의미
로서의 자유는 ‘교육방향으로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할 수 있다.
3) 자유(自由)는 영어 freedom 또는 liberty의 번역어이다. 자유학기제의 영문명이 Free Semester
Program이기에 자유학기제의 자유를 영어로 바꾼다면 freedom이라 볼 수 있으며, 이하 서술되는 자유
교육이나 Berlin의 자유 개념은 자유를 가리키는 단어로 liberty를 쓰고 있다. 하지만 freedom과 liberty
는 의미상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거니와 구분의 의미가 없기에, 여기서의 ‘자유’ 개념은 영어의 freedom
과 liberty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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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자유학기제의 자유는 ‘교육과정상의 자유’와 ‘교육방향으로서의 자유’ 이 두 가지
층위로 구분된다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의 자유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것
은 ‘교육방향으로서의 자유’이다. 교육 방향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교육과정의 기능을 적실히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방향으로서의 자유’는 ‘교육과정상의 자유’에 논리적으로 우선하
며, 자유학기제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적절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
방향으로서의 자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소극적·적극적 자유로 구분되는 자유학기제의 자유에 초점을 두어, 그 적합
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2. 소극적·적극적 자유의 의미 검토
자유학기제에서 소극적·적극적 자유는 Beriln의 구분을 따르지만, Beriln의 자유 개념의 정치
철학적 기치까지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학기제의 관심은 일차적으로 현실 교육의 개선
에 있지, 정치적 자유 및 인간존엄성 추구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 운영 종
합매뉴얼』이 따르는 Berlin의 구분은 사실 자유의 의미를 논할 때 통상 쓰이는 구분이다. 따라
서 자유학기제의 자유 개념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 자유학기제의 자유 개념을 소극적·적극적
자유의 의미와 연결시킬 수 있는 기존의 교육 이론 및 사조와 대별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
낭만주의 혹은 자연주의 교육사조는 Berlin이 구분한 자유의 소극적 의미를 중시하는 대표적
인 사조이다. 낭만주의 교육사조의 대표사상가인 Rousseau는 인간이 만든 사회 및 제도를 부정
적으로 인식하고, 인간의 편견과 제도가 타고난 성향을 변질시키기 이전의 자연 상태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며 교육은 이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Rousseau,
1762/2003: 154). 다시 말해 Rousseau에게 자유란 사회가 타락시키기 이전의 순수한 자연의 법
칙에 따르는 것을 가리키며, 일차적으로 인위적 제도에 대한 속박에서 벗어남을 전제로 한다
(Rousseau, 1762: 146). 같은 낭만주의 계열인 Freire의 자유 개념 또한 비슷하다. Freire에게 자
유는 교육을 통해 기존의 억압의 상태에서 해방의 상태로 전환된 상태를 의미한다(이돈희,
2004: 270). Freire에게 교육의 목적은 피억압자가 자신을 의식적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자기 자
신이 사고의 주인으로 느끼도록 ‘해방’시키는 데 있다(Freire, 1968/2002: 158). 이렇게 보면 낭만
주의 교육사조에서 자유는 외부의 어떤 것을 인간 혹은 인간 내면의 능력을 억압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탈출이나 해방을 뚜렷한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소극적 자유라는 유사한 틀을 따른다 하더라도 자유학기제의 자유와 낭만주의 교육사
조의 자유는 그 범위와 깊이를 달리한다. 먼저, 낭만주의 교육사조의 자유를 억압하는 주체는
기존의 사회제도 혹은 사회인식이며, 이것들은 전인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을 기른다는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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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로운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자유학기제에서 소극적 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한 학기의 지필고사이며, 이는 학생이 괴로워하고 불행을 느낀다는 점에서 소거의 대상이
된다.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기제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고찰을 하는 낭만주의 교육사조의 자
유와 비교해 볼 때 자유학기제의 자유는 자유를 억압하는 주체가 협소하게 규정되었다는 점,
억압의 주체로 지목한 이유가 피상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로, 낭만주의 교육사조에
서 소극적 자유를 중시하는 이유는 외부의 어떤 것이 인간 및 인간의 내면을 억압하기 때문이
며, 따라서 낭만주의 교육사조는 자연 상태나 주체성 등의 인간 내면의 능력을 중시하고 이를
발현 혹은 개발하는 것을 강조한다. 반면 자유학기제의 소극적 자유는 학생의 내면의 능력 발
휘를 지향하기보다 ‘시험으로부터의 해방’에 그친다.
물론 자유학기제의 소극적 자유는 자유라는 큰 범주 아래에서 적극적 자유와 분리하여 생각
할 수 없다. 그리고 소극적 자유로 보장된 자유로움의 상태는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는 발판이
된다. 하지만 소극적 자유인 ‘지필고사로부터의 자유’가 허용되면 ‘행복한 학교생활’, ‘학생의 꿈
과 끼 찾기’, ‘미래사회 역량 배양’이라는 적극적 자유가 실현되리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소박한
생각이다. 한 학기의 지필고사를 폐지하는 것이 하나도 아닌 세 가지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수업개선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의 실천
적 노력으로 메울 수 있다 할지도 모르나, 실천적 노력에 기대는 것은 그 결과가 불투명할뿐더
러 정책의 이론적 기반이 실천에 의존하게 되어 도리어 이론 및 제도의 역할과 입지를 축소시
키는 자기논박적 성격을 띠게 된다.
소극적 자유의 피상성, 그리고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사이의 논리적 관련성의 불확실함
을 제외하더라도, 자유학기제의 적극적 자유는 문제될만한 부분이 있다. 먼저 ‘행복한 학교생
활’, ‘학생의 꿈과 끼 찾기’, ‘미래사회 역량 배양’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불명확하다.
이를테면 어떤 학생이 자유학기를 통해서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았다면, 그 학생의 학교생활은
분명 ‘행복한 학교생활’에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이 둘에 대해 하나가 다른 하나의 하위요소라
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인과관계로 보아야 하는지 등 논리적 위계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또
다른 적극적 자유인 ‘미래사회 역량 배양’과 앞선 두 자유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설명하기 어
렵다. 이를테면 ‘학생의 꿈과 끼 찾기’는 ‘행복한 학교생활’과도 ‘미래사회 역량 배양’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나 ‘행복한 학교생활’과 ‘미래사회 역량 배양’ 사이의 관련성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세 가지 적극적 자유는 서로 겹치는 부분과 구분되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며, 적극적
자유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 사이의 관련성은 분명하지 않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각각의 적극적 자유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데서 기인한다.
또한 적극적 자유를 희랍의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의 개념에 비추어보면 자유학기제의
세 가지 적극적 자유의 내용이 갖는 약점이 드러난다. 자유교육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로 지
적인 탁월성(aretē), 즉 이성의 발달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자유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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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본연의 능력인 이성을 발휘하는 것이 인간의 합리적 마음을 계발하고 지적인 안목을 성장
시켜 삶을 합리적이고도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Aristotle, 2006). 이러한 점에
서 희랍의 자유교육은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스스로
방향을 찾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상태’를 만들게 하므로 적극적 자유의 의미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와 자유교육의 적극적 자유의 의미를 대비해 보면, 자유학기제의 세 가지 적극적
자유는 합리성 및 이성의 발달을 대표로 하는 인간의 내적인 측면의 교육을 간과하고 있다. ‘행
복한 학교생활’과 ‘학생의 꿈과 끼 찾기’는 학생의 내면의 발달을 위한 교육이라 보기에는 그
의미가 불분명하고 피상적이며, ‘미래사회를 위한 역량 배양’은 외부적 기준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기에 더더욱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유학기제의 적극적 자유는 인간의 내
면적 성장과 거리가 멀고 현실 문제에 대한 표면적인 대응책에 불과하거나 외부의 목표만을 좇
는 경향이 강하다.

Ⅲ. 자유학기제의 자유의 교육적 방향 검토
자유학기제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기반은 여러 부분에서 취약함을 보인다. 이는 자유
학기제가 현실적 맥락에서 나온 교육정책, 그것도 다소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
에서4)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유학기제를 이론이 부실
한 세속적 요구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낙인을 찍어 비판만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론적 취약함과는 별도로 자유학기제는 교육 현장에서 꽤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자유학기
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및 활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만족하는 정도는 기존의 일반학기에 비
해 높다(최상덕 외, 2016b; 2016c). 특히 이러한 호응이 학생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를 체험한
교사들에게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는 ‘힘들지만 교육적으로 의미있고 보
람있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형성되고 있는 듯하다(최상덕 외, 2015b). 따라서 이론적 취약함 때
문에 자유학기제 전체를 부정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것은 성급하다. 비록 이론적으로 굳건한 것
은 아니지만 정책이 나름의 효과를 낸다면, 이를 이론의 틀에서 보완하고 해명하는 것 또한 교
육 이론이 해야 할 몫이다.
자유학기제의 자유의 의미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타개하려는 모습을 띤다. 자유학기제의 자유들의 안티테제인
4) 자유학기제의 모티브 중의 하나인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의 경우 1974년에 대안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후 그 후 20여 년 만에 선택적 정규 학제로 인정되었고, 아직까지도 수정과 개선
이 진행 중이다. 자유학기제가 시작된지 4년 만에 정규 교육과정으로 모든 학교에 전면 시행되었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자유학기제의 진행 속도가 적지 않게 빠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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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평가에 목매는 교육, 불행한 교육, 몰개성의 일방적 교육, 시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
는 교육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이기 때문이다(신철균 외, 2014: 23-28). 따라서 자유학기제는 기
존의 교육이 현실의 삶과 유리되어 있어 좋은 삶을 영위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정책이라 할 수 있다(신철균 외, 2014: 52-53).
이 논문은 자유학기제의 교육적 방향으로 제시된 세 가지 적극적 자유가 결국은 학생의 ‘좋은
삶’을 위해 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행복한 학교생활’과 ‘학생의 꿈과 끼
찾기’는 불행한 교육 현실에서 벗어나 학생들 각자의 좋은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며, ‘미래사회 역량 배양’은 학생들의 미래의 좋은 삶을 의식하여 제시된 개념이기 때문이
다.
이렇게 보면 세 가지 적극적 자유는 ‘좋은 삶’이라는 기치 아래 포섭되고 해명될 수 있다. 그
렇다면 자유학기제가 학생의 좋은 삶을 위한 교육을 추구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각각의 적극적
자유가 좋은 삶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 좋은 삶을 위한 교육의 대표적인 주창자인 White(2011)의 견해를 살펴보는 것
이 유용할 것이다. White는 기존의 교과중심 교육과정이 좋은 삶의 영위라는 근본적인 테제를
망각하여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길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교육의 목적
이 좋은 삶(the good life)5)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White가 말하는 좋은 삶이
란 “(1)가치 있는 활동과 관계를 (2)전심으로 또 성공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가득찬 삶”이다
(White, 2011: 113). 다시 말해 (1)공동체 안에서 가치 있는 것 그리고 공동체 삶에 이바지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2)의무나 타율이 아닌 자신의 진심으로 임하며 또한 그러한 일이 실
패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실패가 반복된다면 잘삶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가치 있는 일일지라도 의무 때문에 하거나 건성으로 한다
면 좋은 삶을 산다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동체의 문화 안에서 가
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영위할 때 그러한 삶을 잘 산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White, 2011: 113-114). White의 좋은 삶에 대한 주장을 수용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가 기
존의 관점들을 정리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논거는 자유학기제의 자유를 검토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White의 논변을 중심으로 자유학기제의 적극적 자유의 타당
성을 살피도록 하겠다.
좋은 삶의 영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자유학기제의 세 가지 적극적 자유는 각각 어떤 의미와
타당성을 가지는가? 먼저, ‘행복한 학교생활’은 자유학기제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뚜렷한 특징
이라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은 즐거움과 행복감을 표하고, 수업과 활동에
재미를 느끼기 때문이다(최상덕, 2015b; 2015c; 2016b).6) 그러나 즐거움이라 하여 모두 좋은 것
5) White는 저작에서 well-being, flourishing life, the good life 등의 용어를 혼용한다. 이들은 잘삶, 번영
하는 삶, 좋은 삶 등으로 번역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을 모두 ‘좋은 삶’이라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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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언제나 좋은 것도 아니다. 즐거움은 적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이 되고 도덕적으로 온
당하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은 경우에만 가치가 있다(Hamm, 2003: 167-168). 특히 교육
에서의 즐거움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고 바람직한 성격을 띠어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주느냐보다는 그러한 즐거움이 어떤 성격의 즐거움이며 그
것이 교육 활동 내에서 의미 있는 것이냐이다.
White는 즐거움을 감각적 즐거움과 활동적 즐거움으로 나눈다(White, 2011: 46). 감각적 의미
의 즐거움이 행동의 결과로서 즉각 제시되는 즐거움이라면, 활동적 즐거움은 그 활동을 하면서
얻어지는 즐거움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TV를 통해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이 감각적 즐거움이라
면, 직접 축구 경기를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얻는 즐거움은 활동적 즐거움이다. White에 따르
면, 좋은 삶에 기여하는 즐거움은 결과로서 얻어지는 감각적 즐거움이라기보다 모종의 활동에
참여하고 ‘즐김’으로서 얻어지는 활동적 즐거움이다. 활동에의 참여와 몰입이 삶을 성공적이고
가치 있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즐거움은 교육 활동에 전
심으로 참여하거나 교육 활동에 몰입하면서 생겨나는 것이다(White, 2011: 129-130). 그러므로
‘행복한 학교생활’이라는 교육적 방향은 행복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행복이
단순히 심리적 즐거움에 그치는 것이 아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 찾기’라는 적극적 자유는 학생들의 관점을 고려하며 개별적 특
성을 존중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욕구 충족의 관점에서, 개인의 희망과
관심을 반영하는 교육이 좋은 삶을 이끈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모든 개인의 선택
및 욕구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White는 해변가에서 모래알을 세는데 평생을 바치는
사람을 예로 든다(White, 2011: 53). 이 사람은 그것이 재미있고, 자신의 적성에 맞으며, 앞으로
도 계속 바라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자신의 ‘꿈과 끼를 펼치는 삶’이라 부르
기는 힘들며, 좋은 삶이라 부르기는 더더욱 힘들다. 개인의 욕구라고 하여 그것이 교육적으로
가치 있다는 점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의 욕구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모종의 앎이 동반된 식견 있는(well-informed) 욕구여야 한다. 식견 있는 욕구란 부나 명성의
크기와 상관없이(White, 2011: 114) 학생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가치 있다고 인정되는 욕구이다
(White, 2011: 56-57). 식견 있는 욕구는 개인과 사회 혹은 문화마다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이 추
구하는 좋은 삶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White, 2011: 113). 따라서 학생
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은 학생이 속한 학습공동체 안에서 교육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여겨
지는 활동이어야 하며, 학생에게는 섣불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전에 진정으로 자신에
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요청된다. 반대로 그러한 앎이
6) 즐거움과 행복함은 엄밀히 말하면 동치 개념은 아니다. 즐거움은 상대적으로 지속기간이 짧고 감각적
측면에 치우치는 것이라면, 행복함은 보다 장기적인 상태이자 감각만이 아닌 외적인 상태를 포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유학기제의 정책 시행 과정에서 이 두 개념은 큰 구별 없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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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되지 않는 맹목적인 욕구 추구나 그에 따른 교육은 오히려 교육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으
며 꿈과 끼를 키운다는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자유학기제의 세 번째 자유인 ‘미래사회 역량 배양’은 다른 교육정책에도 자주 언급되며 오늘
날 선뜻 받아들이는 교육 목표이다. 하지만 ‘미래사회 역량 배양’은 그 개념의 특성상 자유학기
제가 추구하는 다른 방향들과 배치될 우려가 있다. 먼저, 미래사회를 교육의 목적이자 방향으로
중시하는 것은 좋은 삶을 영위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좋은 삶을 위한 교육은 좋
은 삶을 준비하는 교육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현재의 삶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다. 좋
은 삶을 위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좋은 삶에 대한 미래의 선택지들에 대해 알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활동에 ‘지금’ 참여하고 경험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White, 2011: 129). 따
라서 좋은 삶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를 포괄하며, 미래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미래의 좋은 삶
을 추구한다는 미명 하에 현재를 희생하기 쉽다. 이러한 논리는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희생하
거나 무시하는 기존의 교육 논리를 답습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미래사회 역량 배양’과 같이 사회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육은 교육을 통해 배
울 수 있는 다른 소중한 가치들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교육이 사회화의 측면을 가지고 있
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순응이 아닌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합리적 정신을 기르는
것 또한 교육이 해야 할 몫이다(White, 1972). 사회에의 동화를 강조하는 교육은 인격의 완성,
합리적 정신의 배양, 지적 탐구 그 자체, 다양한 경험으로부터의 안목의 성장 등 교육이 가질
수 있는 풍부한 내재적 가치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내재적 가치를 소홀히 한다는 점은 자
유학기제의 자유의 의미의 이론적 약점으로 지적된 부분이기도 하다.
White의 좋은 삶의 의미에 비추어보면, 자유학기제의 세 가지 적극적 자유는 교육적 방향으
로 삼기에 각각의 약점이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자유학기제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세 가지 자유가 전적으로 교육적 방향을 왜곡
하거나 교육적 의미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세 가지 적극적 자유가 좋은 삶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의 교육적 가치를 신장시키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보완할 필
요가 있다.
첫째, 지금의 자유학기제의 성과로 제시되는 학교생활의 만족감과 즐거움에 대해 보다 세밀
한 시각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학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지금의 교육 현실을 볼 때 학교생활에
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다만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이 즐거움을 느
낀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육적인 활동 속에서 몰입하고 참여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인지, 학교생
활에서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하여 해방감에서 나온 반사적 즐거움은 아닌지, 아니면 단순히
새로운 활동이나 특별한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서 생겨나는 말초적인 즐거움은 아닌지 등을 구
분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이 가지는 여러 형태의 즐거움 혹은 행복함을 구
분하지 않고 자유학기제의 효과라 제시한다면, 그것의 교육적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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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이 어떠한 즐거움을 느끼는지, 그러한 즐거움들을 향유하는 원인 또는 이
유가 무엇인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즐거움을 어떻게 더 키워나갈 것인지 등 현행 자유학기
제가 갖는 장점을 보다 정교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의 꿈과 끼 찾기’를 미래의 직업이나 진로 탐색에 국한하는 것은 협소한 시각일
수 있다. 어떠한 직업을 갖고 무슨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직업 활동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
또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의 진로 개념은 직업의 차원을 넘어 삶
의 지평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이수광, 2016). 자유학기 동안 어떤 직업 체험활동을 했고, 어
떤 직업을 희망하는가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여러 삶의 일면을 체험해보고 이에 참여하고 몰입
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주체적인 안목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즉각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일보다는 학생의 내면
적 가치를 존중하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교육적 가치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자유학
기제는 학생이 자신의 미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어떠한 가치들을 중시하며 살 것인지 등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자신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을 성찰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
견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 학생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
는 자기 정체성을 탐색하는 부분은 교육의 주요한 역할이면서 지금까지의 교육에서 소홀히 했
던 부분이기도 하다(송슬기·곽덕주, 2016).
넷째, 학교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양적 다양화에 치중하거나 외부 인프라를 활용하는데 집중
하기보다는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정말 학생들의 삶을 위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 자유학기제는 이러한 교육의 주요한 부분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는 수업 시수와 수업 및 활동 주제를 유연하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삶을 위한 교육이라는 근본적인 테제를 통해 구체적인 개별 학교 및 학생의 상황과 조건에 맞
는 교육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좋은 삶의 추구가 자유학기제의 근본적인 기치가 된다면, 세 가지 적극적 자유는 이 기치 아
래 하위요소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유학기제의 적극적 자유는 동일한 배경
과 근거를 갖게 된다. 물론 세부적으로 세 가지 적극적 자유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느냐의 문
제는 남아있지만, 적어도 자유학기제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때 기본적
인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좋은 삶의 추구라는 원칙은 또한 자유학기제에서의 자유의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더욱 풍
부하게 할 수 있다. 첫째,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에게 좋은 삶을 위한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수와 평가 방법을
개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자유는 학교 및 교사의 차원에서 기존 교육과정과 이
에 따른 관성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의미를 얻는다. 이러한 자유는 학교 및 교사가 더 나은 교육
환경과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둘째, 학생에게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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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은 기존의 학습 객체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사유를 하는 학습 주체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학기제의 자유는 학생에 대한 기
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을 위한 진정한 교육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얻는다. 좋은 삶을 위한 자유학기제가 갖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은 자유학기제가 기존 교육의 변
화를 추동하는 주요한 물꼬로 작용할 것이다.

Ⅳ. 결론
모든 교육정책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현재의 교육 현실보다 더 나은 상황을 기대하면서 입안
되고 시행된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교육정책들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학기제 이전에도
학교 교육의 변화를 바라고 또 그러한 변화가 기대되는 진보주의적 정책들이 많았지만, 교육
현실이 개선되기는커녕 일회성에 그치거나 실패하면서 실망감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이상은,
2015: 30-34). 자유학기제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이 또한 결국은 얼마 못가
실패하고 마는 다른 많은 교육정책들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하고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자유학기제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모든 문제점들
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자유학기제를 통
해 여러 교육 문제를 해소하거나 여러 가치들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강점이 있을 수 있으나 “어
느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요란한 빈 수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황규호, 2013: 17).
자유학기제의 모호한 교육 방향을 다양한 적용 가능성으로 오해하는 것은 정작 많은 분야에 피
상적인 접근을 하는 데 그칠 수 있다.
자유학기제의 내용 중 기존의 지필식 총괄평가를 폐지했다는 점은 교육적으로 주목해야할 것
으로 보인다. 평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은 다른 교육정책에서 시도해보지 못했던 것이며, 자
유학기제의 긍정적인 효과와 변화의 상당수가 지필식 총괄평가 폐지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
다. 지금까지 한국 교육은 평가에 가장 큰 관심을 두었고, 한국 교육의 성패는 대학입시를 비롯
한 여러 평가를 통해 판가름되었다(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2007; 강준만, 2009). 우리나라 상황
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교육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논의하는 이들도 교육이라고
하면 모두 알게 모르게 평가에 얽매여있다. 그리고 대입시험을 정점으로 하는 평가는 개인의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많은 이들을 불행에 빠지게 만드는 현행 한국 교육 문제의 중심에 있다
(이정인·유재봉, 2016). 이 점에서 한국 교육의 모순은 평가에 응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따라서 지필고사 폐지라는 소극적 자유는, 초기에 의도한 바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몰라
도, 단순히 한 학기의 지필고사를 폐지한다는 것을 넘어 평가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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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주요한 의미가 있다. 기존의 지필식 총괄평가를 제거한 것만으로도 기
존의 교육과정, 수업 및 학습, 교사와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인식 등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최상덕, 2015c; 2016b). 이러한 점은 한국 교육에서 정책적으로 뚜렷한 변화가 있으려
면 평가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에서 평가가 어떤 의미를 갖
는지, 왜 평가가 필요한지, 학생들의 학습 경험과 활동을 정확히 포착하고 담아내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지 등 기본적으로 평가의 의미와 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자유학기제는 처음 ‘초·중·고등학교 교육 전반을 변화시킬 전기’라는 큰 포부를 갖고 시작했
다(교육부, 2013). 자유학기제는 그 동안의 긍정적인 인식과 성과에 비추어 다른 학기들을 촉진
하고 변화를 이끄는 ‘선도학기’라고 기대되기도 한다(최상덕, 2015a: 353).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
육계 안팎의 관심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자유학기제의 성과와 한계를 교육 그 자체의 관점에
서 보다 정밀하게 검토하는 일,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교육의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는
지를 숙고하는 일 등 보다 이론적인 시각에서 이를 바라보고 그 근거를 뒷받침할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책을 무조건 밀
어붙이기보다 그것의 목적과 정당성을 이론적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시행과정에서 왜곡되는 측
면이 없는지를 탐색하며, 그것을 체계화한 장기적인 이론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책이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유학기제에 필요한 것은 자유학기제가 이
후로도 시행될 만큼 교육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탐구할만한 넓은 차원의 교육 논리
이다. White의 말을 빌리면, “우리 사회가 호흡을 가다듬고 우리의 삶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White, 201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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