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바르게 이해하기
-행복한 학교를 위한 인문학적 통찰-

김현철|포천노곡초등학교 교장
혁신, 꼭 필요한 것인가?
살아남는 종(種)은 특별히 강하거나 지능이 뛰어난 종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다.
-Charles Darwin의 『종의 기원』에서

혁신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지라도 혁신을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사회 각 분
야에서 연일 혁신만이 우리의 미래라고 말하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우리 나라 유
수의 기업 경영자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방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브랜드라 할 수 있는 ‘창
조경제’도 혁신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대통령께서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8일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교육계 신년교례회가 있었습
니다. 이 날 대통령께서는 우리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
니다.
“지금 우리는 창의력과 아이디어로 세계가 움직이고 국가경제가 움직이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교실은 획일화된 입시 경쟁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창의력이
없어지고 각자 가지고 있는 꿈과 끼가 사장되어 버릴 것이다.”
“이제 우리 교육현장이 경쟁보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먼저 가르치고, 각자가 가지고 있
는 꿈과 끼를 최대한 키워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할 때다.”
“정부는 아이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지성과 인성
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패러다임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려고 한다.”1)

거의 모든 국내외 행사에서 ‘혁신’을 강조하던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선 ‘혁신’이란 단
어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이끌던 경기도교육
청의 혁신교육과 그 맥락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보수와 진보라는 다른 입장에 있는 두 분이 오
늘의 교육 문제를 해결해 나갈 처방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일치된 견해를 보이는 것일
까요?

1) 2014.1.8.자 뉴데일리의 기사. 대통령 말씀의 맥락을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 가장 보수적인 언론
매체라고 평가되는 뉴데일리의 기사를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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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오래된 역사!
탕(湯)왕은 세숫대야에 이렇게 새겨놓았다. 진정으로 매일 새로워지려거든, 매일 매일
새롭게 하고, 또 매일 새롭게 하라(湯之盤銘 苟日新 日日新 又日新).
『대학(大學)』

이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뛰어난 리더는 세상
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지 않으며, 지
속적으로 ‘변화에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구성원들을 이
끌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변화를 싫어합니다. 자신이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관성이 일시적으로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개인과 조직의 위기로 귀결됨
은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누구나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를 외치며 타인과 다른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합니다. 단 그 대상이 내가 되었을 땐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변화를 거부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점을 통찰한 뛰어난 리더들은 조직의 앞날을 위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진
안정을 추구하는 반反혁신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끌어 변화와 혁신에 동참
시켜 왔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이런 일은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약 4,000년 전, 중국 최초의 역사
歷史

국가인 상商나라를 세운 탕湯왕은 성인과 같은 임금, 즉 성군聖君으로 존경받는 인

물입니다. 그가 성군으로 추앙받는 이유는 ‘일일신日日新’이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
다. ‘진정으로 매일 새로워지기 위해, 매일 매일 새롭게 하고, 또 매일 새롭게 한(苟日
新 日日新 又日新)’ 그의 생활 태도가 바로 그 것입니다. 비록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
하기 위해 걸桀왕이라는 폭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지만, 승리에 안주하고 매
일 매일 새로워지지 않으면 역시 자신도 과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란 사실을 인식했
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認識은 그가 세운 상나라의 마지막 군주인 주紂왕이 혁신에
실패하고 무왕武王에 의해 축출됨으로써 증명됩니다.2)
그러기에 주자朱子3)는 ‘나날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나날이 퇴보하게 된다. 나
날이 새로워지지 않고도 퇴보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란 말을 남겼습니다.(不日新者 必
日退. 未有不進而不退者)

2) 상(商)나라의 마지막 군주인 주(紂)왕은 그의 조상인 탕왕에 의해서 쫓겨나고 나라가 망한 걸(桀)
왕의 전철을 그대로 밟습니다. 그래서 수 천 년의 동아시아 역사에서 걸주(桀紂)는 폭군의 대명사
가 되고, 그들을 몰아내고 상(商)나라와 주(周)나라를 세운 탕왕과 무(武)왕은 ‘탕무혁명(湯武革
命)’이라는 이름으로 혁신의 대명사가 됩니다.
3) 신유학, 성리학, 주자학을 개척한 남송의 유학자입니다. 주자로 인해 유학은 형이상학적 기초를 다
지고 학문과 통치이념으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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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혁신革新은 지속적인 생존을 위한 유기체의 숙명宿命과도 같습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앞서왔던 동양東洋이 서양西洋에게 선도자의 자리를 내 주게
된 것은 산업혁명이라는 단 한 번의 혁신 때문이었으며, 일본의 메이지유신이라는 혁신
과 조선의 쇄국鎖國정책이 갈라놓은 한일간 근현대사의 갈림길만 보아도 변화에의 적
응, 즉 혁신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이와 같이 변화에 대한 적응, 즉 혁신의 실현 여부에 의해 운명이 달라지는 사례는
오늘날 기업의 부침浮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세계 전자산업의 패자
覇者였던

소니Sony나 세계 통신시장을 석권했던 노키아Nokia, 혹은 IT 업계의 초일류기

업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어두운 현실을 보면 혁신의 중요성을 더 이상 강조할 필
요조차 없을 듯합니다. 반면 불과 5년 전 아이폰이 한국시장에 진출했을 때의 암울했던
상황에 비교하면 최근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삼성의 위상은 참으로 경탄할만한 것입
니다. 소니와 노키아는 물론 애플까지도 제쳐버린 삼성의 이같은 성과는 어디에서 기인
한 것일까요?4)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근본에는 바로 변화에의 적응과 이를 위
한 ‘혁신’이라는 요소가 자리잡고 있음이 분명합니다.5)
생존을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 국민은
교육계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우리 내부로부터
의 응답이 바로 ‘혁신교육’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결코 늦어서는 안 됩니다. 내부로부터
의 변화가 늦어지거나 외부의 요구에 미치지 못할 때는 언제나 ‘외부로부터의 타율적인
개혁’이 있어왔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혁신할 것인가, 아닌가?”는 소모적 논쟁에 불과합니다. ‘혁신’이 이른바 진보교육감
의 ‘이념’에 국한局限되는 것이 아님은 이미 전술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기준으로
혁신 교육을 판단하고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굳이 우리가 말하는 ‘혁신교육’이 아니어도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우리 교육이
변화와 적응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논쟁의 핵심은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가 되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어떻게’란 관점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임은 정확하
게 인식해야 합니다.

4) 세계 휴대폰 시장을 석권했던 노키아의 통신부문이 최근 MS에 매각되었으며, 북미 스마트폰 시장
을 주름잡던 블랙베리도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면 애플의 한국 상륙에 맞춰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이라 말하기도 민망했던 옴니아폰을 시장에 출시했던 삼성이 이러한 급격한 통신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불과 5년만에 이룩한 이러한 성과는 참으로 놀랄만한 일입니다.
5) 이건희 회장은 1993년, 삼성의 임직원 200 여 명을 독일의 푸랑크푸르트로 불러 파격적인 혁신을
요구합니다. 지금도 회자되는 프랑크푸르트 선언 즉, ‘자식과 마누라를 빼곤 다 바꿔라!’는 메시지
가 오늘날 초일류 기업 삼성의 출발점이라는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오늘날 초일류기업으
로 발돋움한 지금도 여전히 이 회장은 기회있을 때마다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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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는 어떤 학교?
이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고뇌의 대부분은 어제의 기술로 오늘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그릇된
시도에서 비롯된다.
-Marshall McLuhan의 『기술론』에서-

혁신학교는 “민주적 자치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의한 창의지성교육을 실현하
는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입니다. 아울러 “우리 공교육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개혁
적 교육모델을 통해 해결해가려는 혁신적 교육운동이자 사회운동”이라고 정의됩니다.6)
이 정의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창의지성교육’이라는 목
표 외에도 ‘민주적 자치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라는 혁신학교를 이루어가는 ‘수
단’ 혹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운동’을 넘어선 ‘사회운동’

이라는 혁신학교의 성격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라는 개념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혁신’이라는 단어가
주는 표면적인 의미처럼 단순히 ‘뜯어 고친다’는 의미로 축소 혹은 왜곡되어서는 안 된
다는 것입니다. 사실 혁신의 진정한 의미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입니다.7)
혁신학교는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역량과 가치관을 획득하도록 돕기
위해 새로운 생각과 시스템, 그리고 교육 방법을 통해 학교 교육을 바꿔가는 학교’라고
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국어, 수학과 같은 교과목을 공부하지만 이들을 받아들이는 사회
에서는 이들이 교과 지식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는 그
들이 ‘아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당 조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
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역량competency’입니
다. 결국 학생들의 역량 확보가 아닌 지식교육에 치중해 온 지금까지의 교육방식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생존하기 힘들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미래의 생존 능력을 기르려면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이렇게 바뀐 학교가 실천해야 하는 바람직한 교육의 모습이 바로 ‘창의
지성교육’입니다. ‘창의지성교육’은 ‘지성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창의성을 달성하는
것’8)이라고 정의됩니다. 여기에서의 창의성은 ‘비판적(반성적, 성찰적) 사고력’을 말하
6)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기본문서 p.9
7) 이는 혁신의 필요성을 말할 때마다 거론되는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에 국한되는 것
이 아닙니다. 성공한 조직도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할 수 밖에 없음을 이미
말한바 있습니다.
8)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기본문서,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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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비판적 사고력을 정의(구성)하는 구체적인 요소가 바로 ‘창의지성역량’입니다. ①
자기주도 학습능력, ②자기관리 능력, ③협력적 문제발견 및 해결 능력, ④문화적 소양
능력, ⑤의사소통 능력, ⑥대인관계 능력, ⑦민주시민 의식 등 일곱 가지가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에게 요구하는 핵심 역량들입니다.
역량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인재에게 지식이 아니라 역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
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자 토니 와그너Tony Wagner의 다음 이야기는 역량의 중요성을 명
쾌하게 말해줍니다.
“사회는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관
심이 있다.”9)
바로 토니 와그너가 말한 무엇을 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역량competency입니다. 그래
서 우리 나라 차기 교육과정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역량’입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
competency based curricurum입니다.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진국의 교육에서 관심을 갖

는 것이 바로 역량인 것입니다.

이 논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은 이 일곱 가지 핵심 역량은 단순히 학교가 (어
떤 문화 속에서 어떤 방법을 쓰던지 관계없이) 이 역량에 관한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길
러질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학교 문화가 일곱 가지 요소를 충족시키는 방
향으로 변해야 하고,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요소를 충족시키는 삶
을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입시를 위한 지식교육에 치중했던 이전까지의 학교에서 이러한 핵심역량을 기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일류 대학에 보낼 수만 있다면 초등학교 때부터
(심지어는 불법적인 일도 포함해서) 어떤 일이라도 불사하는 우리의 교육문화 속에서
과연 우리 사회의 모든 조직이 요구하는 협력적 문제발견 및 해결능력이나 민주시민의
식을 기를 수 있을까요? 학교라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학교의 교육문제를 민주적 문화
속에서 협력적으로 발견하고 협력하여 해결해나가지 않는 학교 구성원들이 과연 아이들
에게 이 능력을 길러 줄 수 있을까요?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데도 불구하고 생존능력(역량)은 떨어지는 학생을 길러내는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등을 포함한 교육공동체의
협육協育이 중요하고 학교 교육과 학교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
뀌어야 할 학교의 지향점指向點이 바로 혁신학교인 것입니다.

9) 토니 와그너는 역량을 (일곱 가지의) ‘생존 기술’(Seven Survival Skills)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①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력), ②Collaboration(협동),
③Adaptability(적응력), ④Accessing and analyzing information(정보 분석), ⑤Effective oral and
written communication(효과적 의사소통력), ⑥Curiosity (호기심), ⑦Imagination (상상력)으로
우리 교육청의 창의지성역량과 대체로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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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와 교육공동체
"배를 제대로 만들고 싶으면, 일꾼들에게 목재를 나르도록 지시하거나 일일이 일감을 배분하
고 명령하지 마라. 대신 저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품게 하라.
-생떽쥐페리-

혁신학교가 이제까지의 각종 교육 정책들과 실제적으로 다른 점은 교육 주체 특히,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교육청이 ①공공성, ②민주성, ③창의성, ④역동성, ⑤국제성이라는 혁신학교의 기
본 가치와 ①자율경영체제 구축, ②민주적 자치공동체 형성, ③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형
성, ④창의지성교육과정의 운영이라는 과제를 제시하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과 실천 방
안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학교의 몫입니다.
지역적 특성, 학교급과 학교 규모에 따른 특성, 그리고 그 특성을 분석하여 세워진
각 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활동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들을 모든 학
교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학교는 이러한 사항들을 각 학교가 구성원들의 민주적
인 합의를 통해 스스로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교육과 활
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하지 않습니다. 혁신학교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기본
가치와 과제를 공유하지만 구체적인 결정과 실행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오롯이 구성원
의 몫인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상명하달식 교육의 폐해에 대한 반성과
경기도 내 일부 소규모 학교에서 먼저 이루어진 실험적인 교육의 성과에서 비롯된 것
입니다. 이제 학교 교육의 성과라는 것이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조성, 학교 구성원의 자
발적 결정과 실행 역량 없이는 결코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혁신학교를 행․재정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
습니다. 해당 학교의 정책 결정권과 실행권을 존중하고 진정한 의미의 교육적 성과가
날 때까지 기다리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청의 지원 아래 혁신학교는 그 학교가 이루어야 할 교육의 모습을 전
체 구성원의 협력과 합의를 통해 함께 설정하고 함께 실천해갑니다. 혁신학교의 정의에
등장하는 ‘민주적 자치공동체’에 대한 설명에는 이와 같은 생각이 잘 담겨 있습니다.
민주적 자치공동체라 함은 학교장의 소통과 전문성에 입각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민주적 회의체계와 운영원리를 통해 학교의 비전과 교육목표를 함께 만들고 함께
실현하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자치활동 보장과 자치역량 강화, 그리고 학부모와 지
역사회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육協育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동체10)를 말
함. 이러한 구조와 운영 과정에서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이 상호 소통하고 신
뢰하며,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을 높여 전체적인 교육력을 강화하는 것을 중시함.

10) 때문에 혁신학교에서 학부모의 역할을 협조자에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협육’이라
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교육에서 동등한 주체로서의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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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傍點을 두어야
‘학교의 비전과 교육목표를 함께 만들고 함께 실현’한다는 표현에 방점
하겠습니다. 학교가 학교장 한 사람의 교육철학을 구현하는 곳이 아니라 구성원이 민주
적인 문화 속에서 학교의 근본적인 비전과 교육목표를 함께 고민한다는 점에서부터 기
존의 학교와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많은 노력
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교육 비전에 대한 고민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
의 비전은 늘 위로부터 주어지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일선 학교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비전과 철학은 늘 학교장의 몫이고 구성원들은 이러한
철학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은
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이 적을 수밖에 없는 문화였던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내 가치를
부여하여 스스로 결정하지 않은 과제를 투철하게 수행하려 들까요?
이렇게 위로부터 주어진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참여와 협력보다는 담당자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었고,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들 간의 소통은 늘 구호에 그치기 쉬웠습니다. 또한 이렇게 타인의
의해 주어지고, 타인의 가치가 부여된 과제들을 잘 해낸다고 해서 구성원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성장하기는 힘듭니다.
반면에 혁신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부모를 포
함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스스로 가치있다고 생각되는 결정을 내려야 그것들이 진
정으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정과 수행에서의 효율성보다는 참여와 협육이
강조되고 학교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와 소통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성원 모두
의 가치가 부여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때문에 이를 성공시켰을 때의 성취감도 높고

자존감과 자아효능감이 높아집니다. 결국 학교 문화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
니다. 학교의 역동성이 살아나는 것이지요. 이것이 교육을 바꾸는 힘이고 사회를 이끌
어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혁신학교의 정의에 등장하는 ‘교육운동이자 사회운동’이라
는 표현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육이 무너졌다고요?
21세기의 문맹은 문자를 못 읽고 못 쓰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려 하지 않고, 낡은 지식을
버리지 않고, 재학습하지 않는 사람이다.
-Alvin Toffle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0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ment)에서 우리 학생들의 성적은
늘 1~5위 권에 있으며11),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있을 때마다 한국교육을 들면서 미국
11) 2013. 12. 3. 발표된 2012 PISA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수학 1위, 읽기 1~2위, 과학
2~4위의 성적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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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아만다 리플리Amanda Ripley는 최근
우리 나라에도 번역된 “무엇이 이 나라 학생들을 똑똑하게 만드는가The Smartest Kids in
the World”라는

책에서 교육의 신흥강국으로 핀란드, 폴란드와 함께 한국을 들고 있습니

다.12) 또한 2009년 영국의 가디언guardian 지誌는 한국, 핀란드, 싱가폴을 교육시스템이
가장 우수한 국가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많은 증거들은 객관적으로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사
교육의 힘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공교육의 든든한 기반없이 사교육이 저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반면에 내부에서 우리 교육을 바라보는 눈길은 어떨까요?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 2013’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중·고
등학교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떤 성적을 주겠느냐?’는 물음에 응답자들은 5점 만
점에 평균 2.49점을 줬습니다. 학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2012년 2.90에서 지
난해 0.41점이나 떨어진 수치입니다.13) 외부의 평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정성적定性的인 평
가에서는 객관적인 현실보다는 해당 분야에 대한 구성원의 기대를 반영하는 결과가 나
타나곤 합니다. 즉, 다른 노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어려워져 모두가 공통으로 가진
유일한 디딤돌인 교육에 대한 기대와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反證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 교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입니다.
또한 평가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들은 “학생의 인성·도덕성 악화 문
제”를 가장 우려했습니다. 매우 공감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은 또한 우리의 혁신
교육이 지향指向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인성, 도덕성이
라는 가치가 바로 경기혁신교육의 지향점인 ‘창의지성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창의
지성역량’의 핵심이란 점이라는 뜻입니다. 즉, 국민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 지난 5년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
교나 그렇지 않은 학교나 많은 변화와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전국의 9개 시도가 우리
와 함께 혁신교육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교육이 우리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울인 노력과 성과에 자부심을 가질 때입니
다. 우리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세상의 흐름에 맞춰 교육의 변화을 이끌어갈 역량이 있
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우리가 사
회 변화를 선도해 가야할 때입니다. [三仁]

12)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국교육을 미국이 본받아야 할 교육모델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유의
해야 합니다.
13) 2014. 2. 9. 연합뉴스 기사에서. 5점은 '매우 잘함', 4점 '어느 정도 잘함', 3점 '보통', 2점 '별로
못함', 1점은 '전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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