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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금까지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여타 실천적인 논의는 진행되었으나 철학적 기
조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과정의 기반이 되는 교육철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문제점과 변수들에 대해 일
관된 해결방향을 제시해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실존주의 철학이 지
니는 연관성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자유학기제의 기저 철학이 실존주의가 될 수 있
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해보았다. 연구결과, 자유학기제는 정책 기조, 정의, 교육
목표, 교육과정 등에서 실존주의 철학과 많은 유사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반해, 실제
교육구현양상에서는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자유학기제 정책과
실존주의 철학은 온전히 일치한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자유학기제의 기
본 틀이 실존주의 철학과 많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실존주의 철학이
교육에 대해 제시하는 제안들이 자유학기제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주제어: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의 철학적 기반, 실존주의 철학

Ⅰ

. 들어가며

중학교에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부의 목하
주요현안이고, 2016년부터 전면적인 도입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
는 전면적 시행에 앞서 그 사전 연구가 보다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들은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안
(이병환·권민석, 2015)이나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의 특성 분석(김미진 외, 2014; 이재
창 외, 2014), 그리고 개별 교과 내에서의 자유학기제 운영(김은정, 2013; 박은숙·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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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4; 유정애, 2014; 이은영 외, 2014; 정병흠, 2014), 자유학기제 내 진로교육과
관련된 연구(권일남, 2015; 민보경, 2015; 박현진, 2015; 박현진 백성혜, 2015; 유정애,
2014; 황세원, 2015), 자유학기제 전반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연구(김진섭, 2015; 김진
섭 문성배, 2015; 홍후조·임유나·장소영, 2013), 자유학기제 정책 및 법제와 관련된 연
구(류정섭, 2013; 박균열·주영효·고영종, 2014; 손희권, 2013)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었고 자유학기제 교육의 의미나 본질적인 가치를 규명하는 데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철학적 기반을 탐색하기 위한 시도는 없었다.
그러나 어떠한 프로그램이든지 그 철학적 기반이 견고하게 갖추어져 있을 때, 운영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한결 안정감 있는 태세를 취할 수 있다. 나아가 프로그램의 철학적 기반을 탐색하는
일은 그것의 목적과 그 내부를 구성하는 하위 항목들의 의미를 엄밀하게 분석·탐구하
는 데 시종여일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담론들을 생성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임경순, 2006: 365-366). 이렇듯
철학적 기반을 탐색하는 일은 프로그램의 존망에 있어서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그 중요성이 막중한 자유학기제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이에 대한 논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철학적 기반이 상당 부분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고는 자유학기제의 철학적 기반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에 철학적인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는 여
러 철학 가운데 플라톤에서부터 헤겔에 이르기까지의 전통철학과 대비되는 실존주의
철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표면적인 입장을 들여다보았을 때, 실
존주의 철학이 철학사에 등장하게 된 배경과 자유학기제가 현행 교육과정에 주요한
사안으로서 등장하게 된 배경이 ‘모두에게 똑같이, 정해지고 강요된, 개인의 요구가
묵살된’ 것에 대한 거부로서 동일해 보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의 경
우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자유를 프로그램 운영의 기본 전제로 보는데, 이는 자
유를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이 생각하는 실존주의 철학의 입장과 그 맥락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는 기존 획일적 교육, 시험준비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도 해석할 수 있는데 실존주의 철학은 예로부터 열린교육운동이나 대안교육 요소에
많은 관련을 보이고 있다(강선보, 1999: 300).
따라서 본고는 본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는 기저
철학탐색의 일환으로 자유학기제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들과 실존주의 철학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유학기제의 철학적 기반 형성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
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다음 연구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
째, 자유학기제의 전모와 실존주의 철학이 주창하는 인간관 및 교육관을 살펴본다.
둘째, 자유학기제와 실존주의 철학의 관련정도를 확인하면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철학
적 기반을 실존주의 철학에서 탐색해본다. 셋째, 실존주의 철학이 자유학기제에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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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제언사항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과정은 문헌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우선, 자유학기제 교육정책
과 기본 취지, 교육과정, 교육목표,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등을 분석하기 위해 자유학
기제 정책 공식화 이래로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유학기제 관련 공식문서를 분석할 것
이다. 또한, 실존주의 철학 및 교육철학에서 제시하는 인간관, 교육관을 살펴보기 위
하여 국내외 실존주의 철학 및 교육철학 관련 연구 자료를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자유학기제가 운영상 어려움에 봉착할 때 적절한 해결지침을 시사
해주 수 있는 교육과정 철학이 탐색되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자유학기제가 보다 안
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Ⅱ

. 이론적 배경

1. 자유학기제에 대한 개괄적 이해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교육부,
2015)이다. 자유학기제가 교육과정에 도입되게 된 배경은 우선, 우리나라 학생들이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23개국 중 23위를 차지하는 등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교육부,
2015: 1). 또한, 전환기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장래희망을 조사
한 결과, 장래희망이 ‘없다’의 비율이 초등학교에 비하여 급증하여 고등학교까지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이 드러났다(교육부, 2015: 1).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주된 요인은 우
리나라의 교육이 대입시라고 하는 평가에 종속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자신에 대한 탐
색·고민의 시간과 계기를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데에 있다(교육부, 2013:
1). 이러한 배경 속에 2013년 2월 국정과제로 자유학기제를 채택하였다(교육부, 2015:
2). 당시 국정과제는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과 개인 맞
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
복교육으로 전환”(교육부, 2015: 2)이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이 갖는 많은 한계점
들을 극복하고 현 정부의 교육 슬로건인 ‘꿈과 끼를 실현할 수 있는 행복교육’을 보
장하기 위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에 자유학기제가 도입된 것이다.
자유학기제의 추진 목적은 “(꿈 끼 탐색)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설
계하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지속적인 자기성찰 및 발전 계기 제공”,
“(역량 함양) 지식과 경쟁 중심 교육을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학습능력 등 미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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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 “(행복 교육) 학교 구성원 간 협력 및 신뢰 형
성, 적극적 참여 및 성취 경험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교육
실현”(교육부, 2015: 6)이다.
이러한 자유학기제는 2013학년도부터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시범운영을 시작하였고
2015년에는 시범 대상 학교를 희망하는 학교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였으며, 올해부터
는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가 실시될 예정이다(교육부, 2013: 24-25; 교육
부, 2015: 1). 이렇게 현 정부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스스로 꿈과 끼
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하여 탐색·고민·설계할 수
있는 경험을 쌓도록 하여, 결과적으로는 지속적인 자기성찰 및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만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체계적인 진로학습 및 체험을 가능하도록 하
는 ‘진로탐색 활동’, 수요자 중심의 선택교과활동으로 이루어지는 ‘학생 선택프로그램
활동’, 학생의 수요에 따른 동아리 개설과 동아리 간 연계가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
예술·체육 활동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꾀하는 ‘예술·체육활동’ 등 학생수요기반의 프로
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교육과정 개선을 위하여 교수·학습방법
다양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화, 평가방법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교육부, 2013).
보다 구체적인 자유학기제 운영모형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교수·학습 방법

◇ 교육과정 편성

참여와 활동 유도

<공통과정

>

요일
교시

1
~
4

(기본교과)

◦ 국어·영어·수학
(

)

문제해결,

의사소통, 토론 등

◦ 사회·과학 등
(

)

현장체험,

실험, 실습,

5
~
7

,

관심사 등에 기

반한 프로그램 편성

※

기본교과

사회, 과학 등

=

국어,

영어,

수학,

>

(기본교과)

중간 기말고사 실시하지

-

고입 내신 미반영

 - 구체적인

·

성취수준

확인 방법 기준은 학
교에서 결정

<자율과정>

◦ 진로탐색 중점 모형
◦ 동아리활동 중점 모형
(오후) ◦ 예술·체육 중점 모형
➡ ◦ 학생 선택프로그램 중점 모형
※

·

-

않음

<공통과정

(오전)

프로젝트 학습

◦ 학생 흥미

월~금

➡ ◦ 핵심 성취기준 기반 수업

등

<자율과정>

◇ 평가

교육과정은 학교 자율로 편성·운영 가

◇ 학생부 기재
- ‘학생의

꿈과 끼와 관

련된 활동 내역’ 중
심으로 학교별로 특
성에 맞는 방식 마

·

련 운영

능(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출처: 교육부(2013: 5-7)에서 재구성

〔그림 1〕자유학기제 운영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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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활동이 진행된다. 오전에는 기본교과 수업이
이루어지며 오후에는 진로탐색활동, 학생 선택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때 학교는 이러한 오후 교육 프로그램들 중 한 가지 이상을 중점적으
로 운영하되, 여러 가지를 혼합형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김미진 외, 2014). 기본교과
수업은 종래의 교사 주도의 주입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교사와 학생 간,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 쌍방향 상호작용을 강조한 수업이라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2015)에서는 기본교과 수업방법이 다양화될
것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수업방법으로 문제해결, 의사소통, 토론, 실험, 실습, 현장체
험, 프로젝트 학습 등을 권장하고 있다(교육부, 2015: 2). 많은 학교에서 학생의 수업
주도권이 높아지고 내적 동기를 바탕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을 실
천하고 있다(이재창 외, 2014). 이렇게 자유학기제는 진로탐색활동, 학생 선택프로그
램,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등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도입할 뿐만 아니라 다
양한 교수·학습방법이 도입되어 학생중심수업으로 운영되는 기본교과수업이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중간기말·고사가 아닌 다양한 학생활동중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임재일 외, 2015).
교육부(2013)는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일련의 과정을 편성·운영함에 있어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진로탐색 기회의 확대와 학생의 흥
미를 기반으로 한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강화, 학생중심의 교수학습 다양화, 학교 사
정에 따른 유연한 교육과정편성·운영, 자유학기제 취지에 부합하는 평가방안 마련이
골자이다.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자유학기제 편성·운영 방안
자유학기제 편성·운영 방안
1. 학생의 체계적인 진로탐색 기회 확대
◇ 진로학습 → 진로상담·검사 → 진로체험 → 진로탐색 포트폴리오 구성
2.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오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강화
◇ 학생 수요에 기반을 둔 동아리 활동 활성화
◇ 선택형 프로그램 개발·제공
◇ 예술(음악·미술), 체육 교육 내실화
◇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굴·관리
3. 학생의 참여와 활동 중심으로 교수·학습방법 다양화
◇ 기본교과별 특성에 맞는 참여·활동 중심 교육
◇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업방법 활용
- 블록타임을 활용한 융합·연계 수업
- 코티칭(Co-Teaching)-코러닝(Co-Learning)
- 간접체험교육과 직접체험교육의 동시 활용
4.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교 교육과정의 유연한 편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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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시수 증감 제도 활용, 중간·기말고사 기간 등 여유 시간 활용
◇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장애 요인 개선
◇ 핵심 성취기준 중심으로 수업내용 재구성
5.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는 평가방법 마련
◇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시험 실시하지 않음
◇ 학습과정에 따른 학생의 성취 수준 확인
- 성취 수준 확인 방법과 기준 등은 학교별 마련
◇ 자유학기 성취 수준 확인 결과는 고입에 미반영
출처: 교육부(2013: 11-19)에서 재구성

교육부(2013)는 진로탐색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여 스
스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자유학기 중에는 원하는 기관에서 ‘전일제 진로체험’ 또는 ‘진로캠프’
등을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진로학습에서부터 진로상담·
검사, 진로체험, 진로탐색 포트폴리오 구성을 거치는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학생 선택프로그램 활동이나 동아리활동은 학생들의 흥미·관심사 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선택형교육내용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교육부(2015: 2)는 이러한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을 학교 특성
에 맞게 선택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자유학기제 운영시기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
기, 2학년 1학기 중에서,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
건과 상황에 맞게 정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는 유연한 교
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하여 단위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
육과정 내의 자율성을 확대·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 자유학기 동안에는 자기성찰 평가를 허용하여 학생의 기초적인 학업성취 수
준을 확인하고 이를 교사가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실존주의 철학의 인간관 및 교육관 이해
가. 실존주의 철학의 인간관

실존주의는 기본적으로 비인간화를 경계하고 휴머니티의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
다(강선보, 1999: 300). 이 때문에 강선보(1999: 300)는 실존주의자들이 인간을 과정에
종속시키고 인간관계를 기계화시키는 기술, 효율성을 추구하여 비인간화를 초래하는
조직, 윤리를 과학으로 전환시키는 공리주의적 도덕, 인간의 존엄성을 거부하게 만드
는 외적 권위, 풍요한 사회 이데올로기에 함몰시키는 메스컴 등을 경계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실존주의 철학이 주창하는 인간관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삶의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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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자유 속에서 정하는 자유로운 행위자(free agent)로서의 인간이고, 둘째는 자
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선택하는 행위자(choosing agent)로서의 인간이며, 셋째는 자
유로운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는 행위자(responsible agent)로서의 인간이다(Morris,
1990: 135). 이렇게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자신의 선택이 자신을 이룬다고 본다. 실존
주의 철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지금 모습은 자유로움 속에서 자기 스스로 구상한
모습인 것이다(박정태, 2008: 33).
따라서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은 자신만의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수정해갈
수 있는 존재이며, 이에 대해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거나 강요당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Bhatia & Bhatia, 1990: 57). 인간에게는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정해진 삶의 패
턴은 없다는 것이다(Morris, 1969: 364). 즉, 우주에는 인간을 구속할 어떠한 질서도
법칙도 없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실존에 신세지면서 살아가는 것이다(Kneller, 1971:
255). 로저스(C. Rogers)는 인간이 성경이나 예언자, 신의 계시나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지할 수 없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인간은 죽기 이전에 자유와 선택, 그리고 책임
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가질 수 없다고 하였다(Rogers, 1961: 24).
사르트르(J. P. Sartre) 역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Ornstein, 1977: 209)고 말했다.
인간은 존재하면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본질도 스스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사르트
르는 “사람을 정의하기 힘들다면 그건 우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이후에 그가 무엇이 되었다면, 이는 그 스스로 그가 되고자 하는 것을 해낸 것이다.
인간은 그 자신이 만들어나가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박정태, 2008: 127-128)
라고 말했다. 즉,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것은 존재가 먼저오고 인간이 만들어낸 관
념(the idea)이 그 뒤에 온다는 것이다(Knight, 1989: 80).
이를 전통철학과 비교해보면, 플라톤에서부터 헤겔까지의 철학들은 끊임없이 “실재
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을 철학의 본래 업무라고 보아왔다.
또한 ‘인간, 신, 우주, 지식, 진리, 아름다움, 선과 악은 무엇인가?’ 등 주로 본질을 묻
는 문제들을 다루어왔다(Morris, 1969: 361). 즉, 전통철학은 존재론, 인식론에서 개체
적인 현실존재보다 보편적 본질을 우위에 둔다(강선보, 1999: 300). 이러한 전통철학
과 달리 실존주의 철학은 본질에 대한 관심을 부차적인 것으로 돌려, 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묻는다(Morris, 1969: 362). 추상적,
객관적, 개념적 사유를 불식시킨 것이다(강선보, 1999: 300-301).
물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도구들은 기능을 이용하려고 만들기 때문에 그것의
본질이 실존보다 선행한다고 할 수 있다(윤완, 2011: 224). 그러나 실존주의 철학은
실존이 우선적으로 가능해야 본질도 규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실
존주의에서 인간의 앎(knowing)과도 관련이 된다. 인간이 스스로 의미와 관념을 만
드는 것이기 때문에 앎은 개인에게 달려있고 플라톤에서부터 헤겔에 이르기까지 전
통철학에서처럼 만물공통으로서 모두에게 똑같이 깨우쳐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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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발전시키면 앎이 모여 이루어지는 삶의 과정도 정해진 것에 순응하
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Knight, 1989: 82). 실존주의 철학에 따르면 개인은 외
부에 순응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교한
정의를 찾기 위하여 끝없이 정진한다(Morris, 1969: 365, 강선보, 1999: 301). 진정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어떠한 것으로 규정하는 존재이며, 자기규정(self-definition)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 또한 인식하고 있는 자(Ornstein, 1977: 210)라고 보고 있는 것
이다. 이 때, 인간의 발전 속도는 인간의 재능에 따라 결정되지만, 그것에는 종점이
없다(Morris, 1969: 365)고 설명한다. 즉, 실존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생성(werden)을 하는 것이다(강선보, 1999: 301).
한편, 실존주의에서는 자유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는데 특히 윤리적 선택에 대한
인격적 책임을 크게 강조한다(강선보, 1999: 302-303). 그들은 모든 인간이 목적에 대
한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똑같은 실존적 자유를 부여하
는 것이다(Dupuis & Nordberg, op. cit., p. 244f, 강선보, 1999: 302에서 재인용).
이렇게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자유와 선택 그리고
책임을 강조하고, 인간은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고서는 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 믿
으며, 또한 인간을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존재로
본다. 즉, 인간 삶의 최상의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요지이다.
나. 실존주의 철학의 교육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지금까지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의 상당 부분이 청중에게 제
공하는 선전(propaganda)일 뿐이라고 말한다(Knight, 1989: 83). 그들은 교육으로 개
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끌어내지 못하고 도리어 인간의 근원적인 속성을 억압한다고
주장한다(강선보, 1999: 305). 실존주의 철학은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과정이
제공되고 인간 개인을 고려하지 않는 교육 등을 비판하고 있다(Kneller, 1958: 91, 강
선보, 1999: 305에서 재인용). 그들에게 있어 최상의 교육은 모든 인간의 자유를 달성
하는 것이다. 실존주의 철학을 지향하는 교육가에게 학교는 개별 학생들이 자신이 만
들어 나가는 삶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자유 및 선택에 대하여 끊임없이 대화와 논의
를 나눌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Ornstein, 1977: 211). 결국 실존주의 철학에 있어
학교는 자치(self-government),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습계획, 자유로운 분위기의
독려와 같은 것들로 규정되어야 한다(Bhatia & Bhatia, 1990: 59). 물론 교육이 행복
과 좋은 인격(good character)을 위한 최상의 방법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이 방법은
규정될 수 없으며 모든 학생들에게 강요될 수 없다(Power, 1982: 145). 실존주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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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지향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주로 개별 학생들의 자유를 수용하여 자율적인 학
습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Power, 1982: 145). 개인에게 유의미한 것이라면 어떠한
교과든 학교의 교육과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실존주의 철학에서의
교육과정은 다른 무엇보다도 학생의 요구를 그 중점에 두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존주의 철학이 전통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기초수학 영역(3R), 과
학, 사회와 같은 기본적인 지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오히려
이러한 전통교육 또한 하나의 대안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Ozmon, 1995: 130).
그런데 실존주의자들은 이러한 지식이 학생들의 정서 발달과 관련하여 제시되어야 한
다고 보고 있다(Knight, 1989: 84). 그들은 교육기관을 미래 세대에게 문화유산의 정수
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개별 학생들이 각자의 삶을 실
현해나가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그들은 지식을 인간이 무지에서 벗어나 그대로의 자신을 찾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그들에게 지식은 개별 인간을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
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이 된다(Bhatia & Bhatia, 1990: 58). 따라서 지식의 총체
인 교과는 학생이 그 안에 매몰될 대상이 아니라 개별 학생들의 자기개발과 자아실현
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실존주의 철학에 있어서 지식은 결과적
으로 자유, 선택, 책임, 개성을 향상시킨다(강선보, 1999: 307).
이러한 실존주의 철학에서 교사가 실천해야 할 제일의 소임은 학생들의 개별적 독
특함을 존중하는 것이다(Bhatia & Bhatia, 1990: 61). 획일적 교육이나 교육과정을 필
요로 하는 학생은 없다(Knight, 1989: 84). 그러므로 교사는 지식을 다양한 교육과정
과 교수방법으로 제공하여 다양한 개성을 가진 학생들을 두루 배려할 수 있어야 한
다(강선보, 1999: 306-307). 또한, 학생들에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성취기준이나 내용,
외적인 권위를 제시하지 않고 배울 내용과 성취기준까지 학생 스스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강선보, 1999: 307).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이 현재 스스로 선택해야하고 책임
도 학생 자신의 몫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주어야 한다(강선보, 1999: 307). 교사가 자신
의 역할을 포기하고 학생과 거리를 두는 것 같지만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교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방법이다(강선보, 1999: 307). 지식의 전달은 학생과 교사의 대화
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식습득이 자기결정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
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학습과정에서 학생의 견해를 스스로 밝히도록 하여 진리를 스
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강선보, 1999: 308).
또한 교사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스스로를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솔직해져
야 한다(강선보, 1999: 308).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교사의 인격적 모범 또한 학생들에
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강선보, 1999: 309). 또한, 강선보
(1999: 309-311)에 의하면 헌터(Gary, 1993: 191-196)는 학생들을 낙담시키기보다는
확신감(authenticity)을 주고 존재에의 용기(the courage to be)를 심어주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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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 그는 확신감을 주기 위해서는 교수의 계기(teachable moment)를 잘 포착
하여 교육하고 상상력 확산 질문(imaginative-divergent Question), 평가적 질문
(evaluative question), 가정적 질문(hypothetical question)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존재에의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과제결정, 학급자치활동 등 스스로 선택
할 기회를 주고 책임도 스스로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 때, 학
생 본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면 교사가 이 점을 일러주어야 한다
고 말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선택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게
되고 이타적인 인성을 갖추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Gary, 1993: 191-196, 강선보,
1999: 309-311에서 재인용).
한편,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자기주도적인 열린교육을 강조하고(강선보, 1999: 311)
독단적인 대답보다는 학생이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촉진적인 교육방법을 제시해
야 하며(강선보, 1999: 311), 정해진 옳은 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가능성의 탐구가 이
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Ozmon & Craver, 1976: 179, 강선보, 1999: 312에서 재인용).
그리고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학교에서 삶의 좋은 면뿐만 아니라 삶의 불합리하고 추
한 측면까지도 포함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강선보, 1999: 306). 합리주의적
접근은 인간적인 것과의 괴리감을 낳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강선보, 1999: 306).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까지 포함한 교육을 실존주의자들은 진정한 교육, 인간주의 교
육이라고 보고 있다(Ozmon & Craver, 1976: 179, 강선보, 1999: 306에서 재인용).
실존주의 철학은 교육적 지향 자체가 진로교육과 맞닿아 있다. 실존주의 철학은
학생의 인생결정과정과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학생의 주도적인 역할, 그리고 역할을 수
행하면서 결정되어가는 결과로서의 정체성 함양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진로교육 차원
에서 살펴보면 학교에서의 교과지식을 학생인생의 선택과 결정에 활용되어지는 도구
적 성격의 것으로 본다는 점(Bhatia & Bhatia, 1990: 58), 자기이해와 자기규정
(self-definition)을 강조하고 학습이나 인생의 진로탐색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고 있다는 점(Ornstein, 1977: 210), 그 결과 자신이 선택한 결
과가 곧 개인의 정체성으로 연결된다는 점(박정태, 2008)에서 그러하다. 실존주의 철
학에서 직접적으로 현대 학교교육에서 논의되는 진로교육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하지
만 본 고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보다 구체적인 진로교육의
모습은 교사·학부모를 비롯한 주위 어른들의 권위에 따른 선택이 아닌 학습자 스스
로 선택하는 자유로운 탐색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강선보, 1999: 307).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사는 선택과 책임이 학생에게 있음을 상기시켜주어야 한다(강선보, 1999:
307). 또한, 이러한 전 과정은 학생의 개성이 반영되고 결과적으로 학생의 독특함이
그대로 훼손되지 않고 지속될 때 보다 실존적인 진로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Bhatia & Bhatia, 1990: 61, 강선보, 1999: 307).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교육이 개별 학생들이 자유로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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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
통철학에 기반한 객관적 지식을 옹호하는 학자들처럼 지식을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전달
해선 안 되며, 지식은 단지 무지에서 벗어나 더욱 큰 자유를 만끽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학생들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하며, 각 지식들의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정한다. 또한, 자치적으로 학교생활을 영위하
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자유로움 속
에서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타인의 실존을 침해하므로 교사에 의해 통제받기
도 하고 명확한 책임도 감수해야 한다. 실존주의 철학이 지향하는 교사의 역할은 개별
학생의 개성에 주목하여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
스스로 선택을 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그 결과에 대하여 응당 책임질 수 있도록 교육하
는 것이다. 또한 학생에게 개방적으로 대하고 신뢰를 쌓으며 학생이 특정 지식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끝으로, 인간사의 좋은 측면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교육하는 교사를 바람직한 교사로 보고 있다.

Ⅲ

. 실존주의 철학의 자유학기제 기저 철학 성립 가능성 탐색

1. 자유학기제와 실존주의 철학의 공통성

현재의 자유학기제 정책을 이끌어낸 2012년도 교육공략 및 2013년도 국정과제는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과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
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으로 전환”
(교육부, 2015: 2)이었다. 이는 획일적인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 지식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 저마다의 장래희망과 관련된 공부, 스스로 하고자 하는 공부, 적성과
소질에 맞는 공부를 학생 스스로 선택하여 개인 맞춤식으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학생의 정서와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가운데 강압적인 교육보다는 상대적으로 내재적 동기에서 비롯된 몰입하
는 학습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 줄 세우기식 경쟁에서 벗어난 소질에
맞는 학습과 행복한 학교생활 영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인간은 본래 어떠한 질서도 법칙도 아닌 자기 자신의
실존에 의지하여 스스로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보고 있다(Kneller, 1971:
255). 즉, 인간은 자유와 선택, 그리고 선택에 따른 책임이 일생동안 소여되어 있는
것이다(Rogers, 1961: 24). 그러므로 학생이 스스로 꿈과 끼를 발견하고 이에 맞도록
선택적으로 학습하며, 개인맞춤식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가는 것은 다분히 실존주
의적이다. 특히, 실존주의에서는 지식학습이 학생들의 정서 발달과 관련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Knight, 1989: 84)에서 학생의 인성교육을 더불어 강조

62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3)

한 국정과제는 실존주의 철학과 공통된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는 자유학기제의 정의를 살펴보면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교육부, 2015)이다. 즉, 자유학기제는 중간 기말고
사를 폐지함으로써 정해진 지식을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습득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
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신의 장래희망과 소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학기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수업과 체험활동들로 학생이 다채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받
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기존 공교육보다 상대적으로 학생이 스스
로 학습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교과 수업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리고 자율과정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체험활동 등이 풍부하게 이루어지도록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학
생의 자기주도적인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실존주의에서도 학교는 학생들의 삶에 더 몰두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강한 경
쟁, 엄격한 규율, 실패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명한다.
모든 학생을 똑같은 기준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 및 교육과정 하에
서 개개인이 건강한 방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형성해 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Knight, 1989: 84; 강선보, 1999: 306-307). 그리고 학교에서의 지식을 얼마나
잘 습득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대규모의 시험도 반대하고 있다(Bhatia & Bhatia, 1990:
58). 이처럼 자유학기제의 정의는 실존주의 철학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이제 자유학기제 목표차원에서 살펴보면 자유학기제는 ‘꿈과 끼를 실현할 수 있는
행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첫째, “(꿈 끼 탐색)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지속적인 자기성찰 및 발전 계기 제
공”, 둘째, “(역량 함양) 지식과 경쟁 중심 교육을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학습능력 등
미래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 셋째, “(행복 교육) 학교 구성원 간 협
력 및 신뢰 형성, 적극적 참여 및 성취 경험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만족하
는 행복교육 실현(교육부, 2015: 6)”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유학기제의 첫째
목표인 ‘꿈 끼 탐색’에서는 자신의 적성과 장래희망을 스스로 탐색하며 설계해가고
이 과정에서 자유학기제는 지속적인 자기 성찰의 기회와 발전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존주의에서는 자기-반성(self-examination)과 자기규정
(self-definition) 및 그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Ornstein, 1977: 210). 또한, 인간
은 이러한 선택 속에서 스스로 끝없이 발전을 추구해간다고 보고 있다(Morris, 1969:
365). 이점에서 끝없는 자기성찰과 자기발전, 자신의 꿈과 끼에 대한 탐색은 자유학
기제와 실존주의가 서로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유학기제의 두 번째 목표인 ‘역량 함양’이라는 목적에서는 지식중심교육,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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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중심 교육으로부터 벗어나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을 나타내고 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의 지식은 최종적으로 개별 인간을 본인 스스로
가 선택하여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다(Bhatia &
Bhatia, 1990: 58). 즉, 교과는 개별 학생들의 자기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활동과 문제해결수업, 탐구
수업 등 다양한 교육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진로 및 문제해결방안을 탐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은 무지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문제해결
방법을 결정하고 범사를 선택하는 능력을 고양시키고자하는 실존주의적 교육관점과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학기제의 셋째 목표인 ‘행복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 자유학기제의 교육은 학생
이 스스로 원하는 내용을 탐구할 기회와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은 수업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전에 비해 학생들은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스스로 하고 싶
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중간 기말고사를 폐지하여 지식 습득 경쟁도
불식시키고 각자 개성에 맞는 학습, 급우들과의 다양한 협동학습을 하기 때문에 개인
과 학급공동체 모두 행복한 교육을 받게 될 소지가 높아졌다. 이러한 행복한 교실교
육의 실현은 교사의 의욕과 학부모의 만족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자유학기 동안
학교 구성원 간의 협력과 신뢰 형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개별적 인간의 특이성(uniqueness)에 대한 인식 및 개
인의 자유에 대한 고찰을 강조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동료학생의 개성과 권
리, 자유, 특이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존중의 학습으로 연결된다. 학생 각
자가 가지는 학습의 가치와 의미를 서로 훼손하거나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Bhatia
& Bhatia, 1990: 57; Dupuis & Nordberg, op. cit., p.244f, 강선보, 1999: 302에서 재인
용; 강선보, 1999: 311). 더욱이 실존주의 철학에서 제시하는 교사의 역할은 모든 학
생의 바른 정서 함양을 교육목적으로 하면서 학생들이 행복감 또는 만족감 속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특징들은 자유학기제의 행복교육이라는 목적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자유학기제 교육과정만의 고유 특징을 실존주의와 비교해보기로 한다. 자유학
기제 교육과정의 특징을 요약하면, 오전의 기본교과수업 및 평가, 오후의 자율과정, 그
리고 오전, 오후 모든 교육활동의 전 범위를 포함하는 자기이해, 진로탐색활동으로 이
루어져 있다. 우선, 오전의 기본교과수업은 학생들이 내재적 동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
로 수업에 참여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화된 교수학습 방법과 지식위주의 평
가가 아닌 수행평가, 자기성찰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학생의 선택과 개인 관심사 및
역량을 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평가로의 대체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학생들은 때때
로 프로젝트학습, 협동학습, 체험학습 등을 통해 스스로 원하는 학습주제를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학습에 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활동결과물이 자료화되어 평가로 이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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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학생의 관심과 소질에 따른 선택을 기반으로 학습내용과 평가방법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은 내재적 동기에 따라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하여 학습하고
학습결과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는 학습을 수행하게 된다. 이 가운데 학생들은 자연
스럽게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며 항상 자기주도적으로 자기계발 해나가는 습관형성,
역량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는 실존주의에서 강조하는 끝없는 선택(Kneller, 1971;
Rogers, 1961)과 자율적인 배움과 삶,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Morris, 1990; Ornstein,
1977; Rogers, 1961), 선택과 책임을 감수하며 자기발전 하는 역량계발(Morris, 1969:
365)과 상통하게 된다. 또한 지식위주의 대단위 평가에 대한 반대(Bhatia & Bhatia,
1990: 58)와 과정지향적인 평가로의 대체 역시 실존주의와 일치한다.
둘째, 자유학기제 오후 시간에 이루어지는 자율과정은 학생의 희망에 따른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자율과정은 진로탐색활동, 선택프로그램, 동아
리활동, 예술·체육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아리활동과 선택프로그램, 그리고 예
술 체육활동을 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
선택프로그램이나 동아리를 개설하되 학교의 인적 물적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
도록 하고 있다(이재창 외, 2014). 학생들은 이러한 자율과정들을 통하여 스스로 희망
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일부 동아
리들은 학생 스스로 자치를 하면서 운영하기도 한다(이재창 외, 2014). 진로탐색활동
의 경우, 진로독서, 전문가초빙강연,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진로캠프 운영, 진로검
사, 진로체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모두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심도 있게 고민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학생 희망에 따
른 학습 선택과 자치활동기회 부여, 자기이해 및 자신의 진로탐색 기회 부여 등은 실
존주의 철학에서 이상적인 학교교육으로 보고 있는 학생의 선택에 따른 학습, 학생자
치(self-government),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습계획 및 자유로운 분위기의 독려
(Bhatia & Bhatia, 1990: 59)와 일맥상통한다.
셋째, 자기이해 및 진로탐색활동은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의 오전, 오후 시간 모두에
거쳐 기본교과수업과 자율과정 전반에서 상호연관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
본교과수업시간에서 특정 교과의 한 단원을 따로 분리하여 직로·직업 관련 수업으로
재구성하거나 매 차시의 일정시간을 할애하여 진로 직업교육으로 연관 지어 교육하
는 방법, 그리고 기본교과 수업의 시수와 자율과정의 진로탐색활동 시수를 블록으로
설정하여 직업체험활동이나 전문가 초빙활동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본교
과시간에서 직업탐색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율과정의 진로탐색활동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진로검사, 진로체험, 진로캠프, 전문가초빙, 학부모지원단 활용, 지역직업탐
색활동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비단 기본교과수업과 자율과정이 아니더라도 진로상
담교사를 많은 학교에 배치하여 1년 내내 학생들의 자기이해 및 진로탐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모습은 교과가 교과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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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선택과 결정에 도움을 주게 하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Bhatia & Bhatia, 1990:
58)하는 실존주의 철학과 관련이 있다. 결국 교과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학생이 유
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즉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
이다. 학생이 진정으로 알아야하고 탐색하기를 요하며, 추후 자기 삶의 결정에 핵심
적인 역량으로 작용될 진로교육을 기본교과에서 연계지어 교육하는 것은 실존주의
철학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실존주의에서는 자기이해와 자기규정
(self-definition)을 강조하고 그러한 탐색의 결과마저도 개인의 몫이라고 보고 있다
(Ornstein, 1977: 210). 이러한 자유학기제 진로탐색활동과정을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과 탐색으로 학습하게 될 학생들은 결국 실존주의 철학의 주장대로 자신이 선택
한 결과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다(박정태, 2008).
지금까지 살펴본 자유학기제와 실존주의 철학을 비교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자유학기제와 실존주의 철학 비교
구분

국정과제
정책기조

교육부(2015)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 인
성교육 중심의 수업과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입시위주의 교육에
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
주는 행복교육으로 전환”

정의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
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
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 실습 등 학
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진
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꿈·끼 탐색)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자유학기제 대해 탐색하고 설계하는 경험을 통
목표1.
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지속적
인 자기성찰 및 발전 계기 제공”
“(역량 함양)지식과 경쟁 중심 교육
자유학기제 을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학습능력
목표2.
등 미래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
육으로 전환”

관련 실존주의 철학
지식학습이 학생들의 정서 발달과 관
련하여 이루어져야 함
학생 자신의 실존에 의지하여 스스로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감
학교는 학생들의 삶에 더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며, 강한 경쟁, 엄
격한 규율, 실패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다양한 교육 및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다양한 학생들이 개성을 살릴 수 있도
록 해야 함
모든 학생을 똑같은 기준에 따라 교육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건강한
방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
위기를 형성해 주어야 함
자기-반성(self-examination)과 자기규
정(self-definition) 및 그에 따른 책임
을 강조해야 함
학생은 선택 속에서 스스로 끝없이 발
전을 추구해감
지식은 최종적으로 개별 인간을 스스
로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함
무지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문제
해결방법을 결정하고 범사에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을 고양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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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교육)학교 구성원 간 협력
자유학기제 및 신뢰 형성, 적극적 참여 및 성취
목표3.
경험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
가 만족하는 행복교육 실현”
기본교과수업은 학생들이 내재적 동
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다
교수학습 방법 제공
자유학기제 양화된
지식위주의
아닌 수행평가,
공통과정 자기성찰평가,평가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학생의 선택과 개인 관심사 및 역량
을 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평가로
의 대체함
자율과정은 진로탐색활동, 선택프로
그램,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으
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아리활동과
선택프로그램, 그리고 예술 체육활
자유학기제 동을 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영하는
자율활동 학교들의 경우에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 선택 프로그램이나 동아리를
개설함
동아리 활동의 경우 학생들이 자치
적으로 운영하기도 함
자유학기제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의
자기이해
및 진로탐
색활동

동료학생의 개성과 권리, 자유, 특이성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존중
의 태도롤 갖추도록 교육해야 함
학생 각자가 가지는 학습의 가치와 의
미를 서로 훼손하거나 강요할 수 없음
교사의 역할은 모든 학생의 바른 정서
함양을 강조하면서 행복감 또는 만족
감 속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것임
학생 스스로의 선택과 책임을 감수해
야함
학교 교육에서는 학생의 자기발전 역
량계발이 중요함
지식위주의 대단위 평가에 대해 반대
함

학생의 선택에 따른 학습 및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습계획을 강조함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과 자유로운
학습 분위기 독려함
교육활동 및 학급경영에 있어서 학생
자치(self-government)를 강조함
교과가 교과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인
간의 선택과 결정에 도움을 주게 하는
및 지식이 되어야 함
기본교과시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과
교과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학생이
직업탐색활동이 이루어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즉, 자
기계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도구가 되
어야 함
자율과정의 진로탐색활동에서는 보
다 심도 있게 진로검사, 진로체험, 자기이해와 자기규정(self-definition)을
진로캠프, 전문가초빙, 학부모지원단 강조하고 그러한 탐색의 결과마저도
활용, 지역직업탐색활동 등이 이루 개인의 몫이라고 보고 있음. 학생이
어짐
결과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갖
진로상담교사를 배치하여 1년 내내 선택한
게
될
것임
학생들의 자기이해 및 진로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음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자유학기제와 실존주의는 자유학기제를 고안하게
된 정책 기조, 자유학기제의 정의, 자유학기제의 추진 목적,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의
제 측면과 모두 일맥상통 하는 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유선택, 자신의 정체
성에 대한 자유로운 탐색 및 결정, 진로에 대한 자유탐색 및 결정, 내재적 동기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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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이 된 학생 선택 중심 교육, 자아실현의 도구로서의 학교 지식, 대규모 평가 지양,
개성의 강조, 교육활동에서의 자치권의 강조 등의 구체적인 공통점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공통점들을 통해 이 자유학기제와 실존주의 철학은 상호작용주의, 행동주의,
낭만주의 등의 큰 교육사조의 일치보다는 훨씬 정교한 관련성이 있고 이에 따라 실
존주의 철학이 자유학기제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2. 자유학기제와 실존주의 철학의 상이성

자유학기제의 기본 기조와 취지 및 운영 개요는 실존주의 철학과 많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구현 양상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유학기제
라는 형식적인 공교육 프로그램과 철학으로서 이상향을 제시하는 실존주의 사이의
위계불일치에서 비롯되는 차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존주의 철학이 자유학기제에 비
해 다소 이상적이고 급진적이라고 본다면 자유학기제는 현실에 기반한 교육제도이다
보니 실존주의 철학에 비해 다소 형식적이고 현실 타협적이라고 평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우선, 학생중심교육에 대한 해석 범위에서의 실존주의 철학과 자유학기제 간의 차
이가 발견되었다. 실존주의 철학과 자유학기제는 마땅히 학생이 배워야 할 합당한 지
식이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과 학생중심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
치한다. 자유학기제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면서도 국가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기반을 두고 있고 실존주의 철학에서도 교사가 학생들의 개성에 맞게 다양하
게 고안한 교육 및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교수의 계기를 잘 찾아 상상력 확산 질문,
평가적 질문, 가정적 질문 속에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점
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와 실존주의 철학 모두 학생의 흥미와 선택에 기
반한 학생중심교육을 구현하고자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바로 이 학생중심교육을 해석하는 차이에서 비롯된 불일치가 발견되었다.
자유학기제에서는 학생이 수업에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올바른
지식을 효율적으로 습득하도록 하는 것을 학생중심교육으로 보는 반면, 실존주의에서
는 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식의 수용과 거부, 참과 거짓의 판단을 학생 스스로 할
자유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차이는 자연히 학습지도 측면에서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다.
두 번째로 교사와 학생의 관계 설정에서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자유학기제의 교육
은 실존주의 철학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학기제와 실존주의 철학
에서는 모두 정해진 윤리나 도덕, 규범이 존재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교사와 학생
간의 전통적인 권위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실존주의 철학에서도 개인의 실존
은 외부의 권위나 억압에 의해 결정되지 않지만, 실존이 아닌 생활면에서는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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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윤리성이 강조되며 자신의 선택
에 대한 강한 책임을 묻는 등 규율이 엄격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율을 바탕으로 한 교사와 학생의 관계, 즉, 교사의 권위나 교사와
학생 사이의 친밀도, 개방성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학기제는 공교육
에 터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자치를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실존주의 철학의 교사권위
에 대한 입장에 비해 교사의 권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은
실존주의 철학이 다소 이상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과제나 교육활동에 있어서
학생의 자치권을 상당히 높이고 있고 교사의 학생에 대한 개방, 높은 친밀도, 깊은
신뢰형성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세 번째로 자유학기제 구현의 현실적 제한에서 야기되는 현실과 철학 사이에서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자유학기제에서도 이상적으로는 학생의 희망과 선택을 중요시하
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학생이 희망하는 활동을 모두 교육하지는 못한다. 학생 선택프
로그램의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학생들의 희망수요조사를 실
시하지만 실제로는 학교의 공간, 시설, 예산, 강사확보, 교육적 가치, 학부모의 지원,
지역사회교육인프라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여 설치할 프로그램을 추려내
게 된다. 즉, 자유학기제는 시간과 공간, 예산상 한정되어 있는 현실적 틀 속에서 이
상을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간 현실에 타협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점에서 실존
주의 철학과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자유학기제와 실존주의 철학은 학생중심교육에 대한 해석의 범
위, 교사와 학생의 관계 설정에 대한 차이, 자유학기제의 현실적 여건에서 비롯되는
현실과 철학 사이에서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로써 자유학기제는 기본 골자는 실존
주의 철학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온전히 일치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Ⅳ

. 결론 및 제언

2016년 1학기부터 전면적인 도입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그동안 충분
한 철학적 기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과정의 기반인 교육철학은 교
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대응
하는 데 있어서 일관된 방향성 하에서 안정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
나 자유학기제는 이러한 이점을 가진 기저 철학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여 향후 운영
에서 발생될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일관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자유학기제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틀과 실존주의 철학이 주창하는 인간관 및 교육관을 개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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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유학기제와 실존주의 철학이 지니는 연관성을 중심으로 자
유학기제의 기저 철학이 실존주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해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자유학기제의 기본 토대와 실존주의는 유사점이 많은데
반해 실제 구현양상에서는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자유학기제의 기본
토대가 실존주의에서 모두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하거나 자유학기제의 기저 철학을
실존주의로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확인되었다. 하지만 자유학기제의 기본 골
자를 이루는 정책 기조, 정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등에서 실존주의 철학과 많은 유사
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실존주의 철학에서 자유학기제에 줄 수
있는 교육적 제안 및 시사점이 많을 것이라는 점도 파악되었다. 더욱이 실존주의 철
학은 많은 대안적 교육에 실마리를 제공해왔고 자유학기제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보
다 더 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보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연구된 만큼 자유
학기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존주의가 자유학기제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 제언을 제시하자면 첫
째, 자유학기제의 기본 취지를 보다 심도 있게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중심교육,
인생형성교육으로까지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유학기제는 다양한 교육활동
제공, 진로·직업교육 확대, 지역사회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연계교육 등 제도적, 형
식적 차원의 가시적인 변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실존주의 철학은 이보다 더
나아가 기본적으로 비인간화를 경계하고 휴머니티의 회복에 근본 목적을 두고 있다
(강선보, 1999: 300). 학교 교육이 학생의 휴머니티 회복 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서는 물론 작금의 다양화된 교육활동 제공도 중요하지만, 자유학기제가 전통교육의
대안교육인 만큼 그 교육의 방향을 재조정하여 학생의 정체성 및 바른 정서 함양에
우선순위를 두고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단순히 중간·기말고사 폐지,
진로탐색 기회 확대, 다변화된 교육과정 제공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사춘기를 맞이한
학생의 마음을 치유하고 바른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즉, 자
유학기제는 자기결정능력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성을 바르게 하여 이후 학
생 인생을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학기가 되는 데까지 교육목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식 습득 이후를 고민하는 교육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실존주의에서는 지식
습득의 문제는 개인에게 달려있고 플라톤에서부터 헤겔에 이르기까지 전통철학에서
처럼 지식이 만물공통으로서 모두에게 똑같이 깨우쳐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즉, 지식은 개인이 결정하여 만들어가는 것이고 실존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생성(werden)을 하는 것이다(강선보, 1999: 301). 이에 자유학기제에서도 단순
히 지식을 다양하게 고안된 교수학습방법을 통해 효율적으로 학생에게 전달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와 연구자들이 보다 더 연구하여 학생이 배운 지식을 실
제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자아형성과 진로탐색, 자기주도성 및 자기기획능력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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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음으로써 인생에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것이다.
셋째, 학생의 지식 탐색의 깊이를 높이기 위해 교사의 역할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
다. 학생의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교사가 상상력 확산 질문(imaginative-divergent Question), 평가적 질문
(evaluative question), 가정적 질문(hypothetical question)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하
고 있다. 또한 학교는 개별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삶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자유 및 선택에 대하여 끊임없이 대화와 논의를 나눌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고 설
명하고 있다(Ornstein, 1977: 211). 이를 위해 교사의 역할을 다소 감소시키고 학생에
게 자리를 내어주며(강선보, 1999: 307), 학습과정에서 학생의 견해를 스스로 밝히도
록 하여 진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강선보,
1999: 308). 이처럼 자유학기제에서도 정해진 교육과정 하에서 교육을 하더라도 교사
의 개입을 더 줄이고 특정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를 학생들이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칫 그릇된 지식을 허용하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교사가 조금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학생의 지식 습득 과정을
교사가 면밀히 관찰하고 어긋난 점에 대해 학생을 설득하고 진정한 수긍을 구하며
민주적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입식 교육에 비해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므로
교사들은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하고 존재감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더 정교한 발문
과 대화진행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유학기제 교사들의 권위를 조금 더 낮추고 학생 자치의 비중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교사가 학생과 상호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스스로
학생들에게 개방적이 되고 솔직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강선보, 1999: 308). 이 가운
데 비춰지는 교사의 인격적 모범은 학생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강선보, 1999: 309). 또한, 학생의 자치권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Bhatia & Bhatia, 1990: 59). 자유학기제에
서도 학생의 행복과 꿈과 끼를 강조하는 만큼 실존주의 철학의 교육적 제안을 참조
하여 교사의 솔직한 언행과 개방된 태도, 인격적 모범을 보이면 교육효과가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현재에도 이 같은 교사들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만 교사의 태도가 자유학기제 교육에 있어서 부차적인 것이 아닌 지식교육보다도 더
핵심적일 수도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동아리활동
등에서 허용되고 있는 학생들의 자치권을 학급경영이나 학교생활전반에 확대하여 교
사의 권위보다는 학생의 자치권에 의해 학급 및 동아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섯째, 학생들에게 보다 현실 사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학교에서 삶의 좋은 면뿐만 아니라 삶의 불합리하고 추한 측면
까지도 포함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강선보, 1999: 306). 합리주의적 접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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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인 것과의 괴리감을 낳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강선보, 1999: 306). 자유학기
제에서도 우리 사회나 학생의 삶의 과정에 있어 밝은 면뿐만이 아니라 어두운 면, 개
선해야 할 측면까지 다루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자유학기제에서 진
로·직업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현실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 낙관적이기 만한 미래상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마치
SWOT 분석처럼 약점과 위협요소까지 두루 살피도록 하여 현실감각과 조화를 이룬
바른 꿈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학생들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더욱 노력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비전이 있는 직종을 장래
희망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잘 해야만
하는 것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로계획을 세워나감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언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후속연구로는 우선, 중학생의 정체성 및 바른
정서함양에 대한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 자유학기제 정체성 및 정서 프로그램
강화방안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춘기 학생들의 다양한 고민과 문화,
경험에 대한 양적, 질적 연구를 시행하고 학생 연령별 자기결정능력 및 자기주도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방안 연구 및 관련 실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교육 내용과 그와 관련된 직업·진로교
육내용의 동시 제시를 통한 지식의 활용범위 확대 방안 연구가 수행되어 학생의 삶
과 학교학습이 보다 연계될 수 있도록 도와야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 연구와 관련해
서는 교수·학습 및 생활지도 상황에서 학생의 역할을 높이고 교사의 권위를 보다 낮
추어 학생의 학교생활을 보다 민주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효과적인 학습
과 사제 간 상호존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제 학교현장중심 교사연
수 방안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학생 세계관의 바른 성장을
위해 사회의 밝고 어두운 면이 고르게 반영된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방안과 그 내용
의 범위를 적정화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후속 연구로 뒤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
진다.
자유학기제의 기본 틀이 실존주의 철학과 많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상기
하면서 실존주의 철학이 교육에 대해 제시하는 제안들이 자유학기제에 주고 있는 시
사점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유학기제가 어려움에 봉착하여
취지가 흐려질 때 많은 유사점을 지닌 실존주의 철학의 제안이 새로운 혜안으로 작
용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이상의 제언들과 논의된 바들을 유념하면서 자유학기제
를 운영하고 또 실존주의 철학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더 많은 시사점을 연구하여 제
도 운영에 반영할 때 자유학기제 정책은 보다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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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easibility exploration about philosophical base of the
Semester of Free Learning: based on comparison to the
philosophy of existentialism

Lee, Jae Chang(Korea University)
Jo, Han Ah(Korea University)
The Free Learning Semester hasn't discussed about it's educational philosophy even
though it will be introduced to the all of the Korean middle school in this year. The
philosophy of curriculum provides consistent guideline to solve unexpected problems
which are caused during the curriculum operating. Therefore, If we successfully discuss
about the philosophical base of the Free Learning Semester, then, we can expect that
curriculum philosophy of the Free Learning Semester will provide the Free Learning
Semester policy the achieving of educational purpose and helping the excellent
curriculum operating. So this study researched central aim of the Free Learning
Semester and investigated the view of human and education in the philosophy of
existentialism. And this study explored whether the philosophy of existentialism could
be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the Free Learning Semester through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hilosophy of existentialism and the Free Learning Semester.
The study result shows that keynote of the Free Learning Semester policy, definition,
educational purpose and curriculum are similar with the philosophy of existentialism.
But there are some gap in aspect of practice. So we can not conclude the philosophy of
existentialism affected to the Free Learning Semester policy. And we can judge there
are some problem with presuming the philosophy of existentialism a foundational
philosophy for the Free Learning Semester policy. But the fact that basic frame of the
Free Learning Semester is similar with the philosophy of existentialism informs us that
the philosophy of existentialism can provide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 to the Free
Learning Semester.
Key words: the Free Learning Semester, the Free Learning Semester
policy's philosophical base, the philosophy of education of existent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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