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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탐구와 실험활동 중심의 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과학적 현상과 원리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현실적인 과학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탐구 실험활동은 측정 및 자료 변

환, 자료 해석 등과 같은 여러 단계의 탐구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수학적 기술들이 사용되

고 있다(강신포와 김호선 , 2007). 특히, 그래프는 관련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요약하며 많

은 양의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Shah & Hoeffner, 2002), 과학

교과에서의 그래프는 탐구 실험 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프의 해석을 통하

여 과학적 현상을 설명하고 개념을 습득할 수 있으며(Roth et al., 1999; Roth & McGinn,

1997), 그래프를 작성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예상이나 추리와 같은 탐구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이재봉, 2006). 또한 이러한 그래프 능력

은 과학 탐구 능력 및 과학 학업 성취도와 상관이 있어(김태선 등, 2005), 과학 수업에서

그래프 능력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의 그래프 활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 다수의 고등학생들이 과학 수업

에서 그래프 활용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그래프를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났다(김태선 등, 2005; 김태선과 김범기, 2002). 그리고 그래프 작성 및 해석 과정

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오류 유형을 보이기도 하였다(김유정, 2009). 특히, 실제 물체의 운

동과 같은 구체적인 물리 현상과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추상적인 표현 관계에 대해 학

생들은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Barclay, 1985). 따라서 학생들에게 그래프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대

학 입시 등 현실적인 입학 시험문제 등을 고려하여 그래프를 해석하여 이해하는 능력의

향상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이런 그래프 능력 향상과 함께 실제 운동과 그래프 표현을 연

결하여 이해하는 운동 분석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생들

이 물리 수업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수업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장차

과학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MBL(Microcomputer Based Laboratory) 실험 수업이 제안되

고 있다(김태선 등, 2005). MBL 실험수업은 전통실험에 비해 보다 사고중심의 활동을 이

끌 수 있으며(Thornton & Sokoloff, 1990), 실시간으로 결과 그래프를 보여주기 때문에 짧

은 시간 동안 반복 실험이 가능하고 다양한 실험설계와 변인통제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

다(Thornton, 1987). MBL 수업의 효과는 여러 분야에서 선행 연구되었으며, 실험에 대한



- 2 -

학생의 일반적인 태도향상(박종원 등, 2001) 및 과학탐구 능력 향상과 더불어 그래프 해석

능력의 향상에도 효과가 있음이 연구되었다(Beichner, 1996; Svec, 1995; Barclay, 1985).

또한 역학 단원 그래프 해석 능력 향상에서도 DVA(Digital Video Analys)를 이용한 동영

상 분석 수업이 전통적 실험 수업보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ichner & Robert,

1996).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고가의 MBL 실험 장치의 구비가 쉽지 않은 편이다. 또한 다양한

센서와 인터페이스 장치,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분석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등이 필요하므

로 주로 실험실 내에서 실험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BL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스마트폰

을 활용하여 고등학교 역학 단원 탐구 실험 활동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최근 빠르게 보급

되고 있는 스마트폰은 휴대전화 및 인터넷 통신, 고성능 카메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등

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배재권과 정화민, 2008),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예술 표현도구로서 사용한 연구가

보고 되었고(박소영, 2011), 스마트폰 기반 사회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한 수업이 진

행되기도 하였다(임걸, 2011). 장정훈과 김종우(2010)는 아이폰과 아이팟을 교육용 도구로

서 활용하여 식물에 관한 모바일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교육용 도구로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물리 수업에서도 스마트폰은 다양한 기능과 물리 학습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 실험 활동 시 데이터를 측정하고 측정된 결과

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실험 도구로써 역할을 할 수 있다. 운동 분석과 같

은 역학 실험에서, 스마트폰은 실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나 장치들의 기능이 통합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 준비나 측정 및 분석 시간이 짧아 자

료 해석이나 토의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이 갖는 이동성,

휴대성, 즉시성, 개인성, 정보접근의 용이성 등(장정훈과 김종우, 2010)은 스마트폰을 실험

실에서뿐 아니라 실험실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 스스

로 탐구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이는 다양한 실생활의 운동 현

상을 현장에서 즉시 측정하고 분석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 측정된 결과가 그

래프로 표현되어 그래프와 실제 운동 모습을 연계시켜 주므로 학생들이 운동을 분석하여

그래프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은 관심의

대상이므로 이를 수업에 활용하면 수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의 모습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운동 분석 활동을 실제 학교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한다면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기본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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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스마트폰을 활용한 운동 분석 활동 중 고등학생들의 수행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스마트폰을 활용한 운동 분석 활동 전후 고등학생들의 운동 분석 능력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셋째, 고등학생들의 스마트폰 활용 수업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넷째, 활동 전후 운동 분석 능력의 변화가 큰 학생은 활동 중 수행과 수업에 대한 인식

에서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가?

3.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스마트폰(smartphone)

스마트폰은 PC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휴대폰으로 첨단 기능의 범용 운영 체제

(operation system)를 내제한 휴대폰으로 Wikipedia에서는 종래의 휴대폰 기능에 PDA 등

에서 제공되던 개인 정보 관리 기능과 WiFi 기능을 통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 기능을 결합

한 휴대폰으로 정의한다.

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애플리케이션은 응용프로그램을 일컫는 용어로써 흔히 앱이라고 부른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일컫는 말로써 물리 학습을 위한 운동 분석용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

다. 운동 분석 능력

물체의 운동을 관찰하고 인식하여 이를 운동궤적 및 속도-시간 그래프, 위치-시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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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프, 가속도-시간 그래프로 표현하고, 이 그래프를 해석하여 자료를 서술하는 능력을 의

미한다.

라. 동영상 분석

촬영한 동영상을 동영상 분석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 성취

스마트폰을 활용한 운동 분석 활동에서 학생들의 운동 분석 능력 및 스마트폰 활용 수

업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바. 수업에 대한 인식

스마트폰 활용 수업에 대한 인식으로써 수업에 대한 만족도, 수업에 대한 흥미, 물리 학

습에 도움 되는 정도, 스마트폰 활용 수업의 확대 및 적용 분야를 의미한다.

 

사. 수행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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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2009 고교 과학과 교육과정

가. 물리 I

교육과학기술부(2009a)에서 밝힌 2009 개정교육과정의 교교 과학과 교육과정 중 ‘물리

Ⅰ’ 과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리 Ⅰ’은 물리학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자연 현상과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를

기본 목표로 하며, 궁극적으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물리학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이다.

‘물리 Ⅰ’의 내용은 시공간과 우주, 물질과 전자기장, 정보와 신호, 에너지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의 내용은 실생활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물리학의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미래 사회에 적합한 과학적 소양인 양성을 위해 현

대 물리학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도입한다. 실생활 관련 주제와 현대 물리학의 내용은 단순

히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제시하지 않고, 논의하고 체험하며 탐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입한다.

‘물리 I'의 내용들은 물리학 이론의 개념적 구조뿐 아니라, 학생의 선행 개념과 지적 수

준, 학생의 경험과 흥미, 인지적 학습과정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제시한다.

또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학습전략과 활동들을 포함하여 능동적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성한다.

‘물리 Ⅰ’의 탐구활동은 과학의 본성에 맞도록 구성하며, 탐구 문제의 발견으로부터 결론

도출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탐구기능을 균형 있게 다루도록 한다. 또한 실험탐구뿐 아니

라 사고중심의 탐구활동, 조사와 토론 등 다양한 활동유형들을 다루고, 탐구활동 과정 속

에서 자연스럽게 창의적 사고가 활용되고 발현되도록 한다.

‘물리 Ⅰ’의 내용 체계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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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내용 요소

시공
간과 
우주

시간, 공간,

운동
시간의 측정과 표준, 길이의 측정과 표준, 뉴턴 운동법칙, 운
동량과 충격량,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시공간의 
새로운 이해

중력의 발견, 상대성 이론, 블랙홀과 중력렌즈, 우주 모형, 4가
지 상호작용과 기본입자

물질
과 
전자
기장

전자기장
전기장과 전기력선,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극, 자기장과 자기
력선, 유도전류와 패러데이 법칙

물질의 구조와 
성질

에너지 준위와 빛의 방출, 에너지띠 이론, 반도체, 신소재

정보
와 
통신

소리와 빛
음파와 초음파, 화음과 소음, 마이크와 전기신호, 광전효과와 
광센서, 색채 인식과 영상장치

정보의 전달과 
저장

전자기파의 스펙트럼, 안테나와 무선통신, 광케이블, 교류와 
신호조절, 정보저장장치

에너
지

에너지의 발생
기전력, 전기 에너지, 발전기, 핵발전, 핵융합과 태양에너지,

태양전지, 여러 가지 발전

힘과 에너지의 
이용

힘의 전달과 돌림힘, 힘의 평형과 안정성, 유체의 법칙, 열역학 

법칙과 열기관, 열전달, 상태변화와 기상현상, 전기에너지 이용 

표 Ⅱ-1. 2009 개정 교육과정 물리Ⅰ 내용 체계(교육과학기술부, 2009a)

 

나. 물리 ∥

교육과학기술부(2009a)에서 밝힌 2009 개정교육과정의 교교 과학과 교육과정 중 ‘물리

Ⅱ’ 과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리 Ⅱ’는 과학 기술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심화된 물리

개념과 다양한 탐구 방법을 적용하여 물리 현상과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물리 Ⅱ’의 내용은 역학, 열역학, 전자기학, 광학, 현대물리학 등 물리학의 기본 영역을

고루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서는 물리학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기본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다루어, 이러한 개념들이 첨단과학기술의 탐구와

발전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게 한다.

‘물리 Ⅱ’의 학습에서는 물리학의 기본 개념들을 구조화된 체계로서 이해하게 하고, 기초

적인 정량적 계산 능력도 기르게 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 최근 연구 결과나 연구 동향과

관련된 물리 현상을 이용하여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자기 주도적 활동을 강조하여 학생

의 과학적 태도 및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기르며, 물리적인 시각으로 자연 현상과 주변

사물을 탐구하도록 지도한다.

‘물리 Ⅱ’의 내용 체계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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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내용 요소

운동
과 

에너
지

힘과 운동
위치벡터, 힘과 운동법칙, 포물선과 원운동, 운동량 보존, 가속좌
표계와  관성력, 단진동

열에너지
절대온도, 기체운동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내부에너지, 열역
학 과정, 엔트로피

전기
와 
자기

전하와 
전기장

전위, 전기쌍극자, 평행판 축전기, 전기용량, 유전체

전류와 
자기장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기선속과 패러데이 법칙, 로렌츠 힘, 자
기쌍극자, 자성체, 상호유도, 자체유도, RLC 회로

파동
과 
빛

파동의 
발생과 
전달

호이겐스 원리, 정상파와 공명, 굴절과 반사, 회절과 간섭, 도플
러 효과와 충격파

빛의 이용
거울과 렌즈, 광학기기, 엑스선과 감마선, 마이크로파, 레이저,

편광

미시
세계
와 
양자 
현상

물질의 
이중성

플랑크의 양자설, 빛의 입자성, 드브로이 물질파와 입자의 파
동성, 전자현미경

양자물리
불확정성원리, 슈뢰딩거 방정식, 파동함수, 원자모형, 에너지 준
위, 양자터널 효과

표 ∥-2. 2009 개정 교육과정 물리Ⅱ 내용 체계(교육과학기술부, 2009a) 

다. 물리 교과에서 운동 단원에 대한 이해

교육과학기술부(2009b)에서 밝힌 2009 교교 과학과 교육과정 해설서 중 ‘물리 Ⅰ’ 과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리Ⅰ’의 ‘시간, 공간, 운동’ 단원에서는 물리학의 기본개념인 물체의 운동과 그 배경이

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측정과 개념을 이해하게 한다. 또한 현대물리학의 핵심이론인 특

수 및 일반 상대론의 기본 개념을 정성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이로부터 제기된 새로운 우

주론을 알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운동 단원에서는 속도, 가속도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1차원 등가속도

운동을 이해하는 데 그 초점을 둔다. 이 부분에서는 앞에서 학습한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개

념을 이용하여 1차원에서 이동거리, 속도, 가속도 등의 개념 사이의 운동학적인 관계를 알

게 하고, 운동관계 그래프와 다양한 실생활의 예를 통해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이해하게 한

다.

이를 구현하는 탐구 활동 예시로, 디지털 카메라 (또는 휴대전화기 카메라)의 동영상을

분석하여 운동 기술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역학 수레 등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을 촬영한 후, 동영상을 느리게 재생하면서

이동시간과 거리를 화면에서 측정하여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는 활동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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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공간, 운동’ 부분은 ‘제7차 교육과정’의 5학년 ‘물체의 속력’, 7학년 ‘힘’, 8학년 ‘여

러 가지 운동’, 9학년 ‘일과 에너지’와 관련된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5학년 ‘물체의 속

력’, 7학년 ‘힘과 운동’, 9학년 ‘일과 에너지’와 연계되며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과

학’ ‘우주의 기원과 진화’와 관련된다.

‘시공간의 새로운 이해 부분’은 ‘제7차 교육과정’의 7학년 ‘힘’, 8학년 ‘여러 가지 운동’, 9학

년 ‘일과 에너지’, 10학년 ‘힘과 에너지’와 관련된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7학년 ‘힘과 운

동’, 9학년 ‘일과 에너지’와 연계되며,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과학’ ‘태양계와 지구’,

‘에너지와 환경’과 관련된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2009b)에서 밝힌 2009 교교 과학과 교육과정 해설서 중 ‘물리 Ⅱ’

과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리Ⅱ‘의 운동과 에너지 영역에서는 물체의 운동을 벡터적으로 기술하고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라 2차원 운동의 동역학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과정에서 운동량

개념과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 가속 운동의 중요한 예로서 단진동을

이해하게 한다. 또한 가속좌표계를 도입하여 관성력의 개념도 이해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장차 일반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게 한다. 또한 기체의 분자

운동 이론으로부터 절대 온도 개념을 이해하게 하고, 열역학의 법칙과 엔트로피 개념을 알

게 한다.

특히, 힘과 운동 영역의 위치, 속도, 가속도를 벡터로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속력이 빨라

지는 경우와 느려지는 경우, 운동방향이 변하는 경우, 그리고 속력과 운동방향이 모두 변

하는 경우에 가속도의 방향을 정성적으로 찾을 수 있게 하고, 등가속도 운동을 정량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또한 지표면 근처에서 일어나는 포물선운동과 원운동의 분석에서는 포물선 운동을 등속

수평운동과 등가속 수직운동의 합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지표면의 포물선

운동과 행성의 원운동에서 운동의 변화에 대한 벡터 분석을 통하여 가속도의 방향을 찾을

수 있으며 그 크기도 정량적으로 기술할 수 있게 한다.

이를 구현하는 탐구 활동 예시로서, 운동 센서 등을 이용하여 등속운동과 등가속도운동

분석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운동센서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물체의 실제 속도를 측정하고 이를 해석하여 가

속도를 구하거나, 동영상을 분석하여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는 활동을 나타낸다.

한편, 이 단원의 ‘힘과 운동’ 부분은 ‘제7차 교육과정’의 5학년 ‘물체의 속력’, 8학년 ‘여러

가지 운동’ 및 ‘2007 개정 교육과정’의 5학년 ‘물체의 속력’, 7학년 ‘힘과 운동’, 9학년 ‘일과

에너지’, 10학년 ‘과학’과 ‘물리Ⅰ’의 ‘힘과 에너지’ 단원, ‘물리Ⅱ’의 ‘운동과 에너지’ 단원과

연계되고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물리Ⅰ’의 ‘시공간과 우주’의 ‘시간, 공간, 운동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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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화된 내용이다.

힘과 운동 부분은 전통적인 물리교육과정에서 지나치게 정량적인 계산 위주의 내용만을

다루어, 실제로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개념적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던 부분이

다. 따라서 이 단원을 벡터에 대한 정량적 분석 위주의 계산문제로 치우치기보다는 오히려

토론과 실험을 통하여 학생들이 개념적 이해에 도달하도록 지도하고, 특히 실험결과를 통

하여 정량적 관계를 유도하거나 이론값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하여 탐구 학습이 이루어지

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동영상 분석 등 다양

한 현대적 장치들을 이용하여 물체의 운동에 대한 경험적 이해에 도달하게 하는 것도 중

요하다.

2. 모바일 러닝(m-learning)

가. 모바일 러닝의 개념 및 특성

모바일 러닝은 여러 형태의 개인 휴대 단말기기들을 주된 매개체로 하며, 무선 네트워크

접속기술을 통하여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이동성(mobility)이 포함된 학습형태를 의미한다.

모바일 러닝은 e-러닝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장소와 이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장치

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습을 일컫는다(정보통신부, 2008). 주된 모바일 기기로는 물리적으로

이동하면서 사용 가능한 넷북, UMPC, 모바일 폰, 아이팟(iPod), PDA, 아이패드(iPad), 갤

럭시 탭, PMP, MP3, 전자사전(동영상 재생 겸용), 보카마스터 등이 있다.

이외에도 Lehner와 Nosekabel (2002)는 모바일 학습을 학생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

지 않고, 지식획득을 도와줄 수 있는 일반적 전자 정보와 교육적 내용을 제공해 주는 일종

의 서비스 또는 시설이라고 정의하였다(정애경, 2008에서 재인용). 이인숙(2005)은 모바일

학습을 학습자의 이동성과 유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바일과 무선 컴퓨팅 기술을 사

용하는 학습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이동성이나 모바일 학습의 정의 또는 개념 속에 시․

공간에 구애되지 않고 학습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동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러닝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패러

다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인숙 등, 2006; 정애경, 2008).

첫째, 학습 참여자간의 상호작용성 변화이다. 교육학적 측면, 학습자와 교수자간의 커뮤

니케이션 방식, 학습자간 커뮤니케이션, 학습자에 대한 피드백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둘째, 학습 지역 개념의 변화이다. 모바일 학습에서 학습자들이 교실 내에서 모바일 기

기를 사용함에 따라 사회적인 영역과 형식적인 학습지역, 교실 등의 개념에 대한 중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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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셋째, 시간과 장소에 무관한 풍부한 멀티미디어 자료의 활용이다. 모바일 학습에서는 보

다 충실한 멀티미디어 기반의 교수-학습 자료와 시험 및 과제가 수행될 것이다.

넷째, 학습에 대한 태도의 변화이다. 모바일 학습에서는 학습자들이 코스자료, 강의 및

다른 강의 관련 활동에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기본 특징을 갖는다. 또한 정지된 상

태에서 이루어지던 학습의 형태가 이동학습 형태로 변화하게 되면서 임의의 집단과 함께

공동 작업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학습자간의 비정규적인 상호작용도 가능해질 것이다.

다섯째, 모바일 학습에서의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변화이다. 즉, 교사나 학습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여건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스스로 학습해가는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여섯째, 유목 성향의 확산이다. 모바일 기술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의 유목성(nomadicity)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특히 고등교육 분야에 눈에

띄게 영향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 협력, 공유문화의 확산이다. 모바일 기반의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학습,

협력, 공유의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모바일 러닝의 개념과 모바일 러닝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내용을 바탕

으로 모바일 러닝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정보통신부, 2008).

첫째, 자신이 휴대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자신의 주도 하에 학습을 진행해 나가는 것으

로 학습자가 시․공간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 능력에 맞는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기주도성이다.

둘째,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학습이 가능한 편재성이다. 정해진 시간 외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한 것이다.

셋째, 무선 모바일 기기를 통해 학습을 위한 사전의 준비단계 없이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학습할 수 있는 즉시 접속성이다. 이는 학습자가 학습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소지하고 있는 모바일 기기에 언제든지 즉시 접속하여 학습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넷째, 학습 과정에서 특정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새로운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어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학습공동체 형성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텍스트나 동영상 등 다양한 학습형태를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

할 수 있는 개인성이다. 이는 학습자가 개인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다.

나. 모바일 기기와 기술동향

모바일 러닝을 실제 교육현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기기와 다양한 유․무선 네

트워킹 기술들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모바일 기술의 확산은 전 세계적 추세로서 다양한



- 11 -

기술 간의 융합을 통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3. 동영상을 활용한 운동 분석

빠른 변화를 가지는 물체의 운동이나 운동 동작을 분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러나 이를 동영상으로 취득하여 동영상 파일을 분석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더욱이 PC

의 보급과 디지털 캠코더의 보급, 최근에는 고성능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동영상 파일의 취

득이 용이해 짐에 따라 일반인도 손쉽게 동영상 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동영상을 활용한 운동 분석은 여러 면에서 장점을 가지며, 교육 현장에서도 가치

있게 이용될 수 있다.

민계철(2010)은 동영상을 활용한 운동 분석의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1) 동영상을 활용한 운동 분석의 장점

1) 각 시간에 대한 위치들이 프레임 단위로 화면에 표시된다.

동영상의 각 장면들은 각 프레임에 대한 위치를 표현한 화면을 가지고 있다. 다중섬광사

진이나 기록타이머의 경우 여러 시간들이 종이테이프나 필름에 한꺼번에 표시되어 있다.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때는 각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를 측정하여 속력과 가속도를 계

산하므로 동영상을 활용하면 프레임별로 변하는 위치를 확인하기에 매우 용이하다.

2) 각 프레임간의 시간 간격이 정확하다.

동영상은 정지영상을 프레임단위로 겹쳐놓은 연속사진이라고 볼 수 있다. 각 프레임간의

시간간격은 디지털 카메라의 설정화면에서 변경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초당 30프레임을

사용한다. 이 프레임 간격은 카메라의 내부 회로에 의해 제어되기 때문에 정확하다.

3) 동영상으로 촬영된 영상은 교육용 데모자료로 제작이 가능하다.

동영상을 촬영하면 그 동영상을 편집하여 교육현장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촬영한 동영상과 동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조별로 나누어주고, 이를 조별로 분석하여

물체의 물리량을 측정해보도록 한다. 동일한 동영상을 여러 개 복사하여 조별로 나누어주

어 활용할 수 있으므로, 동영상을 활용한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도 가능하게 된다.

(2) 동영상을 활용한 운동 분석의 단점

1)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와 캠코더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촬영

할 때 잔상이 많이 발생하여 운동 분석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잔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카

메라의 셔터속도를 작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카메라의 렌즈 수차에 의한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렌즈의 특성으로 동영상으로 촬영된 영상이 실제 길이와 다르게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과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대상 물체를 카메

라의 가운데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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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코덱을 변환해야 할 때가 많다. 운동

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avi로 저장된 것을 mov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

에서 프레임률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 오차의 원인이 된다.

4) 동영상을 활용한 운동 분석은 픽셀을 실제거리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쳐 물체의 위치

를 저장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당 30프레임 프레임률을 사용한다. 30fps의 경우 1초에 30장의 화면을

보여주므로 프레임간의 시간 간격은 0.033초가 된다. 동영상을 촬영하는 기기에서의 프레

임간격은 매우 정확하다.

한편,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자체 애플리케이션에서 분석이 되므로 코덱 변환과 같은 번

거러운 과정이 필요 없게 된다.

가. 동영상을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종류

동영상을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능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동영상 분석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가) VCA(Video Content Analysis)프로그램(Sciencecube)

(나) Videopoint 프로그램(Dickinson College)

(다) LoggerPro 프로그램(Vernier)

(라) Video Physics 애플리케이션(Vernier)

(2) 동영상 관련 재생․편집 프로그램

윈도우미디어 플레이어, 곰플레이어, 어도브 프리미어 등

(3) 그래픽 프로그램 : 그림판, 포토샵, 알씨, 일러스트레이터 등

(4) 코덱 변환 프로그램 : Daum 팟인코더, Show 변환기, 바닥 인코더, umile인코더

등

4. 그래프와 과학 탐구과정

가. 그래프

그래프는 많은 양의 자료를 요약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자료를 효과적으로 전달

하는 수단이 된다. 표만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통계 자료의 뜻을 합리적인 그래프를 선

택하여 바르게 표시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그래프는 수치자료의 크기, 분포, 경향,

상관성 등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자료나 자료의 분포 모양, 결과 변수와의

관계 등을 명료하게 나타내기 어려울 때 이용하면 시각적인 이해와 판단에 많은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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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손석준 등, 2007). 이처럼 그래프는 자료를 제시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의 형태를 취하며, 가로축과 세로축에 양적인 눈금이 있

다. 그래프의 종류에는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 원 그래프, 띠 그래프, 점 그래프, 산포도

등이 있다. 그래프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막대 그래프와 선 그래프인데 막대 그래

프는 특별한 독립 변인에 대한 종속 변인을 비교할 때 유용하다. 그리고 과학에서 많이 사

용되는 선 그래프는 변인들 사이의 관계와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수치 자료의 특성에 따라 이용 가능한 그래프가 달라진다. 또한 같은 자료라 하더라도

그래프가 쓰이는 용도에 따라 선택하는 그래프가 달라질 수 있다.

나. 과학 탐구 과정에서 그래프 해석의 중요성

과학은 과학자들이 정립한 개념․원리․법칙․이론과 과학자들이 수행하는 탐구 활동으

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는 학문이 자연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 교

육은 자연을 탐구하는 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 탐구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논리적, 실험적 자료를

근거로 자연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고 새로운 사실을 예측하는데 근본 목적을 두고 실행된

다.

SAPPA (AAAS, 1965)는 탐구 과정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으로, 탐구 과정 요소를 비

교적 낮은 수준의 과정에서부터 고등 정신 기능을 요하는 과정 요소로 배열하였다. SAPA

의 통합적 탐구 과정 기능 중 의사소통에서 그래프와 관련된 기능과 자료 해석의 기능이

필요하다.

Klopfer (1971)는 과학 교육 평가를 위한 과학 교육 목표 분류 체계에서 과학 탐구 과정

의 여러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과학 탐구 과정 3(자료의 해석과 일반화)에서 제시하

고 있는 소목표 중에 자료를 함수 관계의 형태로 제시하기와 실험 자료와 관찰 내용의 해

석, 외연과 내삽이 있다(김영수, 2008). 이 소목표들에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사용하

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NRC (2000)는 과학 탐구를 수행하기 위해 K-12 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제시하

였다. 5-8 학년에게 필요한 능력 중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

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 또한 9-12 학년에게 필요한 능력 중에는 의사소통과 탐구

활동을 위해 수학을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들 모두에서 그래프를 그리고 사용하는 능력

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 7 차 과학과 교육과정(1997년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에서도 탐구 과정

의 요소로 관찰, 분류, 측정, 예상, 추리와 문제 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변환, 자

료 해석, 결론 도출, 일반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자료 변환과 자료 해석은 그래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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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작성하는 능력과 관련된 기능을 요구하는 탐구 과정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학의 탐구 과정 요소에서 그래프를 이해하고 작성하는 능력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그래프 이해 관련 선행 연구 고찰

Berg와 Phillips (1993)는 논리적 사고의 구조와 선 그래프를 작성하고 해석하는 능력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논리적 사고와 그래프 능력 사이에는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결

론을 내렸다.

비례적인 사고는 그래프에서 변화율을 잘 표현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반면 논리적

사고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원 자료의 수치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

래프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Friel 등(2001)은 그래프 이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

했다. 이들은 그래프 이해 능력을 기본 단계, 중간 단계, 진보된 단계로 나누었다. 이들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그래프 이해 능력에는 번역, 해석, 내삽과 외삽의 세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번역은 기본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의사소통 방법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래프와

표 사이의 번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표의 내용을 서술하거나, 그래프의 내용을 서술할

수 있을 정도로 표와 그래프의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해석은 중간 단계로서, 자료를 재배

열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프를 해석하려면 자료의 값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

료를 재배열함으로써 변인간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어야한다. 내삽과 외삽은 진보된 단계

로서, 해석의 확장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내삽과 외삽은 자료들 간의 관계를 알아내는 것

과 더불어 결과까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가 갖고 있는 경향성과 그

자료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아야 한다.

Friel 등(2001)의 연구는 그래프를 이해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는 중요

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래프를 이해하는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과정의 예시가 부족하다

는 제한점이 있다.

5. 운동 분석 능력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운동 분석 능력이란, 물체의 운동을 관찰하고 인식하여 이를 운동

궤적 및 속도-시간 그래프, 위치-시간 그래프, 가속도-시간 그래프로 표현하고, 이 그래프

를 해석하여 자료를 서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McKenzie와 Padilla(1986)가 개발한 TOGS(Test of Graphing in Science)에 포함된 ‘그

래프 작성 및 해석 능력’의 9가지 하위 요소를 참고하여(표 Ⅱ-3), 표 Ⅱ-4 와 같이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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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의미하는 운동 분석 능력을 정의하였다.

Skills Subskills of TOGS
평가목

표

Graph

construction

Scaling axes ×

Assigning variables to the axes ×

Plotting points ×

Using a best fit line ×

Translating a graph that displays the data ○

Graph

interpretation

Selecting the corresponding value for Y(or X) ×

Interrelating/extrapolation graphs ×

Describing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

Interrelating the results of the two graphs ×

표 Ⅱ-3. TOGS에 포함된 그래프 능력의 하위 요소와 검사의 평가 목표 포함 여부

운동 분석 능력은 그래프 표현하기와 자료 서술하기의 두 개의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프 표현하기는 실세계의 물체 운동을 관찰한 후, 감각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운

동 궤적과 이로부터 물리 개념을 적용한 운동 그래프(속도-시간, 위치-시간, 가속도-시간)

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 서술하기는 표현된 운동 궤적 및 운동 그래프로부터 자료

를 해석하여 이 운동을 서술문으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운동 분석 능력의 하위 요소 및 평가 목표’ 표 Ⅱ-4 와 같다.

운동 분석 능력 하위요소 평가 목표

그래프 표현하기

(실세계→운동궤적,그래프)

실제 운동을 보고 이를 일정 시간 간격에 

대한 운동 궤적 및 v-t, s-t, a-t 그래프를 

유추하여 표현할 수 있다.

자료 서술하기

(운동궤적,그래프→서술문)

운동 궤적 및 v-t, s-t, a-t 그래프를 보고 

운동을 서술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

표 Ⅱ-4. 운동 분석 능력의 하위 요소 및 평가 목표

6. 스마트폰 활용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스마트폰 활용 운동 분석 수업을 한 후,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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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총 5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과학교육

전문가 1명과 과학교사 4명의 수정 및 보안을 개발하였고, 그 구성 체계는 표 Ⅱ-5 와 같

다.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부록 4]에 제시하였다.

하위요소 설문 유형

수업에 대한 만족도 리커트 척도, 서술

수업에 대한 흥미 리커트 척도, 서술

물리 학습에 도움 되는 정도 리커트 척도, 서술

스마트폰 활용 수업의 확대 및 분야 리커트 척도, 서술

느낀 점 서술

표 Ⅱ-5. 설문 문항 요소 및 설문 유형

 

수업 만족도, 수업에 대한 흥미, 물리 학습에 도움 되는 정도, 스마트폰 활용 수업의 확

대 항목은 리커트 척도 4점 만점의 선다형과 선택한 보기에 대한 이유를 서술할 수 있도

록 구성하였으며, 느낀 점에 대해서는 서술형으로만 질문하였다. 여기서 4단계 리커트 척

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를 사

용한 이유는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 및 부정의 구분되는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7. 활동 개발의 주안점

가. POE 도입

본 활동은 학생들이 스스로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계획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형

구조를 바탕으로 예상하기-관찰하기-설명하기의 POE 모형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POE는 학생들의 비과학적인 선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지적

갈등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모형은 개념 학습의 이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일반적인

유형의 질문에 비해 학습자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식을 실제로 적용하는지를 직

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POE 모형의 중요성은 학습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추론에 근거하여 예측하는 것이다(노태희, 2011).

POE는 아래와 같은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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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단계

(Prediction)

학생들이 앞으로 관찰하게 될 현상의 결과에 대해 예측하고 

그 예측을 정당화하는 단계

↓
관찰 단계

(Observation)
학생들이 관찰한 사실에 대해서 서술하는 단계

↓
설명 단계

(Explanaion)
예측한 것과 관찰한 것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는 단계 

표 Ⅱ-6. POE의 3단계 과정

본 연구에서는 물체 운동을 측정하여 바로 결과를 확인하는 것보다 물체의 운동을 예상

하여 그래프 표현과 자료 서술을 기록해보고 측정 및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관찰하여 자

신의 예상과 비교하여 현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선개

념을 수정하거나 올바른 개념을 재확인하는 활동이 되도록 하였다.

나. 학생이 직접 해보는 활동

과학교과에서는 자연 현상과 사물을 이해하고, 자연을 탐구하고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

하는 데 필요한 탐구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탐구 활동 중심의 학습 방법

을 활용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즉, 과학학습에서는 과학 개념을 강의식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물이나 현상의 관찰과 조작 활동 등의 탐구 활

동을 토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단편적인 지식의 획득보다는 기본 개념의 통

합적 이해의 토대 위에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

는 데 중점을 둔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와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학 수업에서 직접 관찰하고 탐구하는 수업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직접 활동하는 탐구수업은 학생들의 내적 동기를 유발한다는 사

실 한가지만으로도 과학과 교수․학습에 있어서 그 필요성을 정당화할 수 있다(조희형, 박

승재, 1995).

한편, 과학교육을 구성주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의 지식 획득은 구성적 또는 생성적인

과정에서 일어나고 개인에 따르며, 학습의 결과는 학습 환경에 의해서만 아니라 학습 과제

에 대하여 학습자가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있는 지식, 학습의 목적 및 동기에 크게 좌우된

다(한안진, 1997).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학생들이 직접 해보는 활동으로 학습 과제를 구성하여 학생들

의 내적 동기 유발 및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최대한 끌어내어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

는 학습 결과를 얻도록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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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상과 표상 사이의 연계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은 물리 역학 단원에서 매우 기초적이며 필수적이

다. 특히 물체의 운동을 속도-시간, 위치-시간, 가속도-시간 등과 같은 기초 물리량의 그

래프로 표현하고 그래프를 해석하여 설명하는 것은 물리 개념 및 운동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이와 같은 다양한 외적 표상들을 직접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며(김태선 등, 2005; 김태선, 김범기, 2002), 이런 표상들 간의 연계에 대해서

는 더욱 어려워하고 있다(Barclay, 1985). 또한 다양한 외적 표상들을 제공받으면 학생들은

이들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과정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ozma, 2003; Wu, Shah, 2004).

따라서 최근에는 여러 교과 영역에서 다양한 외적 표상들을 함께 제공하는 다중 표상

학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다중 표상 학습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효

과적으로 다양한 외적 표상들을 연계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

다(Seufert, 2003; Wu, Shah, 2004).

하나의 외적 표상을 다른 외적 표상의 형태로 바꾸어보는 활동은 여러 가지 외적 표상

들 간의 연계와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제안되고 있다(Ainsworth, 1999).

본 연구의 활동 과제에서는 그래프 변환을 통한 그래프와 그래프 사이의 표상 간 연계

의 과정이 필요하며, 그래프 자료 해석을 통한 자료 서술 과정이 이루어지므로 그래프 표

현과 자료 서술 사이의 표상 간 연계 과정도 필요하다.

그래프 표현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개념간의 연계와 통합을 촉진시키는 정

교화과정을 가능하게 해준다(Edens, Potter, 2003). 이런 정교화과정은 학생들이 정보를 회

상하고 정보들 간의 관계를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관련 개념을 독특하고 유의미한 방

식으로 표상하도록 해주므로(van Meter, 2001), 물체의 운동 표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료 서술도 학생들이 제공된 외적 표상들을 작동 기억 내의 내적 표상으로 조직화되고,

이를 자신의 사전 개념과 통합하는 과정을 도와줄 수 있다. 즉 자료서술은 학생들이 외적

표상들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을 보다 쉽게 찾아내게 함으로써 이 표상들을 잘 연

결짓게 해줄 수 있다(Ardac, Akaygun,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체 운동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상간의 연계와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그래프 표현 및 자료 서술 과정을 구분하고 이를 상세하게 나타

낼 수 있도록 운동 분석 활동을 개발하였다.

라. 스마트폰을 활용한 운동 분석 활동에 적합한 활동

스마트폰을 활용한 물리 실험에서는 카메라, 자이로스코프, 가속도계, 자기 센서, GPS

등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능으로부터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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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물리량을 분석하고 결과를 나타내주는 것은 구동 애플리케이션이다.

스마트폰으로 운동동영상을 촬영하여 운동을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는 구동 애플리케이

션인 vernier video physics 기능에 초점을 맞춰 적합한 활동을 개발하였다. 사용한 애플리

케이션은 촬영한 운동 동영상을 학생들이 프레임별 위치표시를 함으로써 운동 궤적, 위치

-시간 그래프, 속도-시간 그래프를 나타내준다. 본 활동 역시 이 순서대로 활동을 구성하

였으며, 애플리케이션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운동 분석을

통한 물체 운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은 실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나 장치들의 기능이 통합되어 있어 학생

들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실험 준비나 측정 및 분석 시간은 짧게 하고 자료 해

석이나 토의 활동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 간에 서로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이런 과정에서 본 활동의 활동 목표

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교수 학습 과정 및 평가틀의 개발

가. 운동 분석 활동

본 수업의 활동은 학급당 8조(4인 1조)로 나누어 3차시 동안 이루어졌으며, 조별로 운동

분석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iPhone)과 운동 설계 도구들을 이용하여 수행되었

다.

수업 단원은 물리1 ‘힘과 에너지’ 단원의 소단원인 ‘속도와 가속도’ 부분이며, 다양한 실

제 운동으로부터 운동을 분석하여 나타나는 그래프를 보고 실제 운동과 그래프를 연결하

여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1차시는 스마트폰 운동 분석 애플리케이션 사용법 익히

기와 준비단계, 2차시는 조별 탐구 실행 단계, 3차시는 조별 발표하기 및 산출물 제출 단

계로 구성하였다.

스마트폰 활용 수업을 위해 운동 분석용 애플리케이션은 vernier사의 vernier video

physics를 사용하였으며, 학생 활동지는 표 Ⅱ-7 ~ 표 Ⅱ-9 에서와 같은 차시별 세부 사

항과 평가틀을 이용하여 채점하였다.

학생활동지 및 평가틀은 과학교육 전문가 1명과 현직 교사 4명이 함께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다음과 같다.

표 Ⅱ-6 은 각 차시별 세부 활동과제와 평가 대상 및 내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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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활동 과제 평가 대상 및 내용

1

운동

분석

애 플 리 케

이션

▪ 스마트폰의 운동 분석 애플

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예시 동

영상의 운동을 분석한다.

▪ 운동 분석 결과로 얻은 x-y, 

v-t, s-t 그래프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1. 개별 활동지(형성평가) → 제출 

 ▸ 운동 분석 애플리케이션 기능

 ▸ 운동 그래프 이해

2. 수업 태도 및 조별 활동(교사 관찰)

2

주탐구

활동

실행

▪ 물체의 운동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운동 분석 애플리케

이션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 운동 분석 결과를 해석하여 

촬영한 운동을 설명한다.

1. 개별 활동지 → 제출

 ▸ 물체의 운동에 그래프 예상 및 설명

 ▸ 물체의 운동 촬영, 시간에 따른 위치 

표시, 운동 그래프 작성 및 해석 

 ▸ 결과를 근거로 촬영한 운동 설명

 ▸ v-t 그래프로부터 가속도 유추

2. 수업 태도 및 조별 활동(교사 관찰)

3
발표

하기

▪ 조별 과제에 대해 분석 결과

를 근거로 탐구 내용을 과학적 

언어를 사용하여 발표한다.

▪ 다른 조의 운동 분석 발표를 

보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평가한다.

1. 조별 발표

 ▸ 발표 평가 항목에 부합하는 과학적 

설명(관찰)

 ▸ 발표 자료 → 제출

2. 개별 활동지 → 제출

 ▸ 다른 조 발표에 대한 평가 내용

3. 수업 태도 및 조별 활동(교사 관찰)

표 Ⅱ-6. 차시별 세부 사항

학생 활동지 및 수업 태도에 대한 평가틀은 표 Ⅱ-7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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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평가 내용 채점 기준 점수

1

1. 수업 내용 정리(4점)

 가.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나.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다.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라. 운동 그래프의 이해

- 맞으면 

- 틀리면

1점

0점

2

1. 운동 분석 예측(3점)

 가. 물체의 운동 궤적과 이유

 나. v-t 그래프와 이유

 다. s-t 그래프와 이유

- 내용을 기록하면

- 기록하지 않으면

1점

0점

2. 측정/관찰 결과 기록(8점)

 가. 운동 궤적과 설명

 나. v-t 그래프와 설명

 다. s-t 그래프와 설명

 다. 구간별 평균 속력값

 라. 구간별 평균 가속도값

- 그래프와 설명 모두 맞는 경우

- 그래프와 설명 중 한 가지만 맞은 경우

- 그래프와 설명 모두 틀린 경우

- 구간별 평균 속력값을 구한 경우

- 구간별 평균 가속도값을 구한 경우

- 구간별 평균 속력값, 구간별 평균 가속도 값

을 구하지 못한 경우

2점

1점

0점

1점

1점

0점

3. 운동 설명(2점)

 가. 분석한 운동 설명

-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를 기술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체의 운동을 

설명했을 경우

-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와 위치변화 중 한 가지

만 기술하고 물체의 운동을 설명했을 경우

-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지 못했을 경우

2점

1점

0점

4. 적용 문제(2점)

 가. a-t 그래프와 설명

- 그래프와 설명 모두 맞는 경우

- 그래프와 설명 중 한 가지만 맞은 경우

- 그래프와 설명 모두 틀린 경우

2점

1점

0점

3 1. 조별 발표 내용 평가(4점)

- 조별 발표 내용을 모두 평가하여 기록한 경

우

- 일부만 기록한 경우

- 기록하지 않은 경우

4점

2점

0점

전

차시

1. 수업태도 및 조별활동(9

점)

 가. 수업 태도

 나. 조별 활동

- 수업 태도가 우수하고 조별 활동에 적극적일 

때

- 수업 태도와 조별 활동 중 한 가지에 소홀할 

때

- 수업 태도와 조별 활동에 불성실할 때  

3점

2점

1점

표 Ⅱ-7. 활동지 및 태도에 관한 평가틀

표 Ⅱ-8 은 조별 발표에 대한 평가 항목과 채점 기준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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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내용 채점 기준 점수

동영상 분석 어플리케

이션을 바르게 사용하

여 3개의 그래프를 얻

을 수 있는가?

상: 어플리케이션을 바르게 사용하여 3개의 그래프를 얻

었다

중: 3개의 그래프를 모두 얻긴 했으나, 그래프에 오류가 

있거나 절차상에 잘못된 점이 있다

하: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적절한 그래프를 얻지 못했

다 

상:2

중:1

하:0

구간에 따라 물체의 운

동을 등속도, 등가속도, 

가속도 운동으로 분류

할 수 있는가?

상: 모든 구간의 운동을 적절하게 분류하였다

중: 일부 구간의 운동만 적절하게 분류하였다

하: 운동을 분류하지 않았다

상:2

중:1

하:0

v-t 그래프에서 기울기

의 의미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a-t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는

가?

상: 기울기의 의미를 알고 이를 통해 a-t 그래프의 개형

을 정확하게 그렸다

중: 기울기의 의미를 알고 있으나 a-t 그래프의 개형을 

정확하게 그리지 못했다

하: a-t 그래프를 그리지 못했다

상:2

중:1

하:0

물체의 구간별 평균 속

력과 평균 가속도를 정

량적으로 제시하고, 이

를 통해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가?

상: 물체의 구간별 평균 속력과 평균 가속도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였다

중: 물체의 구간별 평균 속력과 평균 가속도에 대해 정량적

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정성적으로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였

다.

하: 물체의 구간별 평균 속력과 평균 가속도에 대해 설명하

지 않았다.

상:2

중:1

하:0

표 Ⅱ-8. 조별 발표에 대한 평가 내용 및 채점 기준

나. 사전 사후 검사

사전 사후 검사는 주어진 물체의 1차원 운동(동영상 자료)을 보고, 물체의 운동을 이해

하고 해석하여 운동 궤적 및 운동 그래프(속도-시간, 위치-시간, 가속도-시간)를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을 서술하는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하는 운동 분석 능력은 McKenzie와 Padilla(1986)가 개발한

TOGS(Test of Graphing in Science)를 기반으로 구성하였으며, 사전 사후 검사에서 운동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평가요소 및 평가틀은 아래 표 Ⅱ-9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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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분석 

능력 하위요소
평가 목표

평가 

요소
평가 기준

점

수

그래프 

표현하기

(실세계→운동

궤적,그래프)

실제 운동을 

보고 이를 

일정 시간 

간격에 대한 

운동 궤적 및 

v-t, s-t, a-t 

그래프를 

유추하여 

표현할 수 

있다.

구간 

구분

구간을 바르게 구분함 2

일부 구간만 구분함 1

구간을 구분 하지 않음 0

구간별 

그래프 

개형

모든 구간을 바르게 표현함 2

일부 구간만 바르게 표현함 1

모든 구간이 바르게 표현되지 않음 0

기울기 

표현

모든 구간을 바르게 표현함 2

일부 구간만 바르게 표현함 1

모든 구간이 바르게 표현되지 않음 0

자료 서술하기

(운동궤적,그래

프→서술문)

운동 궤적 및 

v-t, s-t, a-t 

그래프를 

보고 운동을 

서술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서술 

기준

해당 변인을 기준으로 서술 1

다른 변인을 기준으로 서술 0

구간 

구분

구간을 바르게 구분함 2

일부 구간만 구분함 1

구간을 구분 하지 않음 0

구간별

운동 

개형

모든 구간을 바르게 서술함 2

일부 구간만 바르게 서술함 1

모든 구간을 바르게 서술하지 않음 0

기울기 

표현

모든 구간을 바르게 서술함 2

일부 구간만 바르게 서술함 1

모든 구간을 바르게 서술하지 않음 0

표 Ⅱ-9. 운동 분석 능력 평가 요소 및 평가틀

여기서 운동 궤적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기울기 표현’ 항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평

가 시, 운동 궤적의 경우에는 그래프 작성이나 자료 서술에서 기울기 표현이 어려우므로

평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외시켰다.

한편, 자료 서술하기 영역에서는 그래프 표현하기 영역에 ‘서술 기준’ 이라는 평가 항목

이 추가되었는데, 학생들이 그래프를 해석하여 자료를 서술할 때 주로 어떤 변인을 기준으

로 설명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

자이로드롭의 낙하 운동을 활동 주제로 하여 응답 유형에 대한 각 평가 요소별 평가 예

시를 표 Ⅱ-10 ~ 표 Ⅱ-11 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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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각 평가 요소별 평가기준에 의한 채점을 간단한 기호로 나타냈다. ○ 는 모두 바

르게 표현한 경우를, △ 는 일부만 바르게 표현한 경우를, 그리고 × 는 모두 바르게 표현

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아래 표 Ⅱ-10 은 운동 분석 능력 중 그래프 표현에 대한 응답 유형별 평가 예시이다.

문항/

평가
응답 유형과 평가 요소별 채점

운동

궤적

평가
구간구분: ○

그래프개형: ○

구간구분: ○

그래프개형: × 

구간 구분: △

그래프 개형: △ 

구간 구분: ×

그래프 개형: ×

속도-

시간

그래프

평가

구간 구분: ○

그래프 개형: ○

기울기 표현: ○

구간 구분: ○

그래프 개형: ○

기울기 표현: × 

구간 구분: △

그래프 개형: △

기울기 표현: △

구간 구분: △

그래프 개형: △

기울기 표현: ×

위치-

시간

그래프

평가

구간 구분: ○

그래프 개형: ○

기울기 표현: ○

구간 구분: ○

그래프 개형: ○

기울기 표현: ×

구간 구분: △

그래프 개형: △

기울기 표현: △

구간 구분: △

그래프 개형: △

기울기 표현: ×

가속도

-시간

그래프

평가

구간 구분: ○

그래프 개형: ○

기울기 표현: ○

구간 구분: ○

그래프 개형: △

기울기 표현: △

구간 구분: △

그래프 개형: △

기울기 표현: △

구간 구분: ○

그래프 개형: ×

기울기 표현: ×

표 Ⅱ-10. 그래프 표현 응답 유형에 대한 평가 예시

아래 표 Ⅱ-11 은 운동 분석 능력 중 자료 서술에 대한 응답 유형별 평가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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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평가
응답 유형과 평가 요소별 채점

운동

궤적

평가

서술 기준: ○

구간구분: ○

그래프개형: ○

서술 기준: △

구간구분: ○

그래프개형: ○

서술 기준: ○

구간 구분: △

운동 개형: △ 

서술 기준: △

구간 구분: ×

운동 개형: ×

속도-

시간

그래프

평가

서술 기준: ○

구간 구분: ○

운동 개형: ○

기울기 표현: ○

서술 기준: ○

구간 구분: ○

운동 개형: ○

기울기 표현: × 

서술 기준: ○

구간 구분: △

운동 개형: △

기울기 표현: ×

서술 기준: ○

구간 구분: ×

운동 개형: ×

기울기 표현: ×

위치-

시간

그래프

평가

서술 기준: ○

구간 구분: ○

운동 개형: ○

기울기 표현: ○

서술 기준: ○

구간 구분: △

운동 개형: △

기울기 표현: ×

서술 기준: △

구간 구분: ○

운동 개형: ○

기울기 표현: ○

서술 기준: ○

구간 구분: ×

운동 개형: ×

기울기 표현: ×

가속도

-시간

그래프

평가

서술 기준: ○

구간 구분: ○

그래프 개형: ○

기울기 표현: ○

서술 기준: △

구간 구분: ○

운동 개형: ○

기울기 표현: ×

서술 기준: ○

구간 구분: △

운동 개형: △

기울기 표현: △

서술 기준: ○

구간 구분: △

운동 개형: ×

기울기 표현: ×

표 Ⅱ-11. 자료 서술 응답 유형에 대한 평가 예시



- 26 -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남녀 공학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자연계열 4학급 학생 128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역학 단원의 운동 분석 활동 수업을 실행하였다. 연구대

상자들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직접 물리실험을 해 본 학생은 아무도 없었으며, 모두 처

음 접하는 상태였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은 본 연구 내용인 물체의 운동 분석 활동 수업을

실시하기 전에 ‘속도와 가속도’ 단원에서 이미 등속도 운동, 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직선운

동에 대해서 학습한 상태였다. 수업 실시 후, 사전 사후 검사에 응하지 않았거나 활동지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 8명을 제외하고 120명(남학생 72명, 여학생 48명)에 대해 운동 궤적

및 운동 그래프를 표현하고 설명하는 운동 분석 능력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

학생 전체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스마트폰활용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2. 연구 절차 및 일정

먼저, 스마트폰 활용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학습 내용을 분석하고, 고등학교 물리 교과

수업에서 스마트폰 활용이 유용한 단원과 소재를 선정하여 스마트폰 활용 탐구 수업 활동

을 계획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천재교육)의 역학단원(힘과 에

너지)에 초점을 맞춘다. 해당 단원 내용을 분석하여 3차시 분량의 학습 주제를 선정하여

평가요소와 평가틀 및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한다. 또한 운동 분석 능력의 수준과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운동 분석 능력 사전-사후 검사지를 개발한다. 더불어 스마트폰 활용 수업

에 대한 흥미와 만족도 및 개선점 등을 조사하는 서술형 설문지를 개발하여 본 활동이 끝

난 후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한 평가요소와 평가틀, 교수․학습 자료, 사전-사후 검사지, 설문지는 과학교육 전문

가 1인과 현직 교사 4명 이상의 검토를 받고, 연구 대상이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용의

이해 여부를 점검한 후 수정․보완하여 사용한다.

수업 처치 이전에 학생들에게 운동 분석 능력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본 수 업 이전에

새로운 수업 방법에 대해 안내를 충실히 한다. 총 3차시에 걸쳐 연구자가 본 수업 처치를

실행하고 사후 검사로 학생들에게 운동 분석 능력 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모든 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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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끝난 후 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만족도 및 개선점 등에 대한 설문을 조

사한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 분석 및 사례 질적 분석을 통해 결과를 정리한다.

이상의 연구 절차 및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Ⅲ-1 ~ 그림 Ⅲ-2).

스마트폰 활용 학습의 이론적 배경 고찰

학습 내용 분석

연구 문제와 연구 대상 선정

스마트폰 활용 탐구 수업 자료 개발 검사 도구 선정

사전 검사

수업 처치 – 스마트폰 활용 운동 분석 활동

사후 검사

통계 처리 및 결과 분석

그림 Ⅲ-1.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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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단계 연구 내용 일 정

기초연구

연구 문제와 연구 대상 선정

선행 연구 조사

자료 수집 및 반응 검사 도구 선정

스마트폰 활용 운동 분석 활동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작성

2012년 3월~5월

본 연구

사전 검사

스마트폰 활용 운동 분석 활동 실행

사후 검사

스마트폰 활용 수업에 대한 설문 조사

2012년 

6월~9월

결과 분석 통계 처리 및 결과 분석
2012년 

10월~11월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2012년 12월~

2013년 2월

그림 Ⅲ-2. 연구 일정.  

3. 측정 도구 및 자료 수집

가. 운동 분석 활동

스마트폰을 활용한 운동 분석 활동 중 고등학생들의 수행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본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의 활동 모습과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지를 분

석하였다. 학생 활동지는 차시별 수업 목표에 맞게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1차시는 스마트

폰 운동 분석 애플리케이션 사용법에 대한 안내와 형성평가로 구성하였고, 2차시는 조별

운동 분석 활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주 활동지로서 사전 사후 검사의 내용을 포함한

POE(예상, 관찰, 설명) 형태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3차시는 조별 발표 내용에 대한 평가

활동지로 구성하였다. 학생 활동지는 [부록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운동 분석 능력

스마트폰을 활용한 운동 분석 활동 전후 고등학생들의 운동 분석 능력은 어떻게 변화하

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운동 분석 능력 검사지를 만들어 사전 사후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학생들이 작성한 사전 사후 검사지를 분석하여 그 변화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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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지는 크게 그래프 표현 영역과 자료 서술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운동 궤적, 속도-시간 그래프, 위치-시간 그래프, 가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여 서술하는 서술형 평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검사에 소요된 시

간은 20분으로 학생들이 검사 문항을 해결하는 데 충분하였다. 각 문항은 평가 기준에 따

라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래프 표현에서 운동 궤적은 0~4점을, 속도-시간, 위치-시간, 가속

도-시간 그래프 표현은 0~6점까지 점수를 주었다. 그래프 서술의 경우에는 운동 궤적은

0~5점을, 속도-시간, 위치-시간, 가속도-시간 그래프 서술은 0~7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검사지의 타당도는 과학교육 전문가 1명과 현직 교사 4명이 함께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

는 안면타당도를 거쳤으며, 검사지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 α의 분석 결과 0.82(그래프

표현: 0.67, 자료 서술: 0.7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지는 [부록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스마트폰 활용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고등학생들의 스마트폰 활용 수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스마트폰 활용 운동

분석 수업을 실시한 후, 스마트폰 활용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수집한 설문지를 분석하여 항목별 인식의 정도와 그 대표적인 이유에 대해 정

리하였다.

 

라. 질적 분석

활동 전후 운동 분석 능력의 변화가 큰 학생은 활동 중 수행과 수업에 대한 인식에서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들의 사전 사후 검사지와 운동 분석 활동지

그리고 설문지를 수집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통계적 자료(사전 검사지, 사후 검사지, 설문지)는 SPSS/Win 12.0을 사용하

여 처리하였다. 운동 분석 능력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 검사 점수

를 t-검정을 실시하여 분석하였고 유의수준은 p<.01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스마트폰 활용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는 리커트 점수를 기술 통계 처리로 분석하였고, 학생들의

서술 응답 유형을 정리하였다.

한편, 문항반응이론을 기초로 한 Construct Map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운동 분석 능력

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학생들의 사전 사후 검사 점수를 입력하여 시간의 경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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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자료를 종적으로 구성한 Performance Map과 각 문항에 대해 횡단적으로 학생의 능

력치와 문항곤란도에 대해 자료를 구성한 Wright Map으로 나타냈다. Performance Map을

통해 학생 개인의 능력치 변화를, Wright Map으로부터 사전 사후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분포와 하위요소의 곤란도를 알아보았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사전 사후 운동 분석 능력의 변화가 큰 학생을 선정하고, 사전 사후

검사지 및 운동 분석 활동지에서 나타나는 특징 및 변화 과정을 심층적으로 질적 분석하

고 정리했다. 더불어 설문지로부터 스마트폰활용 수업에 대한 인식도 항목별 응답과 이유

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질적 분석의 결과는 학생들의 실제 활동자료와 함께 제시하였다.

분석 및 정리한 자료는 원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교육전문가 1명 및 과학교사 3명과 몇

차례의 토론을 통해 분석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5. 스마트폰 활용 운동 분석 활동 교재의 개발

활동 개발의 주안점이 잘 구현되도록 스마트폰 활용 운동 분석 활동 교재를 개발하였다.

사전 사후 검사지에서는 물체 운동을 관찰한 후, 정확한 감각적 인식으로부터 물리 개념을

적용하여 4가지 변인(간격, 위치, 속도, 가속도)을 기준으로 한 다양한 그래프를 표현하도

록 하였다. 이 때 여러 가지 그래프 사이의 관계, 즉 시각적 표상간의 연계를 바르게 이해

하고 있는지 측정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각 그래프에 대한 운동 표현을

해석하여 문장으로 서술하게 함으로써 언어적 표상간의 연계를 측정하고 학습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그래프 표현의 시각적 표상과 자료 서술의 언어적 표상 간의

연계 및 통합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한편 본 활동에서는 사전 사후 검사의 과정을 다시 한 번 반복하여 표상 간의 연계 및

통합에 학생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POE 모형을 구성하여 학생들

이 근거를 바탕으로 예측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활동은 학생들이 직접

해보게 하여 계획 및 실험 수행 그리고 결과 처리까지 학생들이 서로 유기적이고 협력적

인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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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운동 분석 활동 중 고등학생의 수행

스마트폰을 활용한 운동 분석 활동의 구성은 표 Ⅳ-1 과 같다. 학생들은 조별로 4가지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험하였고, 실험 주제는 물리Ⅰ 교육과정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체의 1차원 운동으로 한정하여 수행하였다.

실험 주제 실험 내용 실험 준비물

번지 점프 운동

물체를 번지 점프시켜 낙하하는 시점에

서 최저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운동을 촬

영하여 분석 

스마트폰(iPhone), 

번지 물체, 스탠드, 

자

요요의 상방 운동
요요가 최저점에서 출발하여 최고점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동을 촬영하여 분석

스마트폰(iPhone), 

요요, 스탠드, 자

낙하산 운동

낙하산을 일정한 높이에서 가만히 낙하

시켜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의 운동을 촬

영하여 분석

스마트폰(iPhone), 

낙하산 물체, 자

진자 운동

일정한 높이의 한 쪽 끝에서 진자를 가

만히 놓아 반대편 끝에 도달할 때까지의 

운동을 촬영하여 분석

스마트폰(iPhone), 

진자, 스탠드, 자

표 Ⅳ-1. 활동 과제 및 내용

각 주제별 학생들의 활동 모습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운동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번지 점프 운동

번지 점프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여러 개의 고무 밴드를 엮어서 번지점프 줄을 만

든 후, 번지 물체인 인형에 연결시고 고무줄 끝을 스탠드에 고정시킨 후, 일정한 높이에서

인형을 가만히 연직 방향으로 낙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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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이 낙하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최저점에 도달할 때까지 운동을 촬영하여 분석하였

다.

그림 Ⅳ-1는 번지 점프 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활동 모습과 분석 결과 그래프를 나타내

며, 그림 Ⅳ-2는 이 과제를 수행한 학생의 실제 활동지를 제시한 것이다.

활동 모습 및 운동 궤적 속도-시간 그래프 위치-시간 그래프

그림 Ⅳ-1. 번지 점프 운동 과제 활동 모습 및 결과.

그림 Ⅳ-2. 번지 점프 운동 과제 학생 활동지. 

번지 점프 운동 분석 활동은 학생들이 대체로 어렵지 않게 수행하였다. 번지하는 물체

운동의 균형성과 다른 변인의 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첫 번째 번지 운동 보다는 다시

되튀겨 올라와서 내려가는 두 번째나 세 번째의 번지 운동이 좀 더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m 막대자를 함께 촬영하여 스케일 설정을 좀 더 정확하게 하였으며, 이로부터

운동 상태의 큰 변화를 보이는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 평균 속력과 평균 가속도를 구할 때,

보다 정량적인 값을 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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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요의 상방 운동

요요를 일정한 높이에 고정시킨 후 가만히 연직 방향으로 낙하시켜, 요요가 최저점에서

올라가기 시작하여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운동을 촬영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Ⅳ-3는 요요의 상방 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활동 모습과 분석 결과 그래프를 나타

내며, 그림 Ⅳ-4는 이 과제를 수행한 학생의 실제 활동지를 제시한 것이다.

활동 모습 및 운동 궤적 속도-시간 그래프 위치-시간 그래프

그림 Ⅳ-3. 요요의 상방 운동 과제 활동 모습 및 결과.

그림 Ⅳ-4. 요요의 상방 운동 과제 학생 활동지.  

요요 운동 분석 활동도 번지 점프 운동과 같이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요가 올라올 때 종종 흔들리거나 불규칙적인 회전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안정

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또한 촬영후 동영상 분석시 정확한 위치 표시

를 못하여 결과 그래프에서 구간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요요 운동 분석 활

동시에는 요요가 보다 안정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실험 여건을 개선해야하며 동영상

분석시 기준이 되는 요요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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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된다.

다. 낙하산 운동

낙하산을 펴지 않은 상태로 일정한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낙하시켜 낙하산에 매달린 물

체가 낙하하는 동안 운동을 촬영하여 분석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실험 활동이 낙하산 운동 분석 활동이었다. 처

음에 예상했던 만큼 실험 결과가 매끄럽지 않고 복잡하게 나와서 학생들이 많이 당황한

실험 주제였다. 낙하산의 크기가 작고 낙하산에 매달린 물체가 가벼워 공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이로 인해 물체의 운동이 복잡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처음 낙하산이 접혀져 있

는 상태에서 낙하하는 동안 낙하산이 펴지는 것도 매우 불규칙적인 모습이었다. 전체적인

경향성을 따져 어림 피팅으로 구간을 구분하고 정량적인 물리량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차

후 낙하산 운동을 활동 주제로 정하기에는 많은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좀

더 정밀한 낙하산 제작으로부터 공기의 영향으로부터 안정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과 낙하산과 물체의 크기와 질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Ⅳ-5는 낙하산 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활동 모습과 분석 결과 그래프를 나타내며,

그림 Ⅳ-6는 이 과제를 수행한 학생의 실제 활동지를 제시한 것이다.

활동 모습 및 운동 궤적 속도-시간 그래프 위치-시간 그래프

그림 Ⅳ-5. 낙하산 운동 과제 활동 모습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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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낙하산 운동 과제 학생 활동지. 

라. 진자 운동

인형을 실에 매달아 진자를 만들고, 실의 한 쪽 끝을 스탠드에 고정시킨 후 인형을 옆으

로 들었다가 놓았다. 인형이 처음 위치에서 출발하여 반대편 끝에 도달할 때까지 운동을

촬영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진자의 아랫부분에서 진자를 올려다보며 촬영하였다.

그림 Ⅳ-7는 진자 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활동 모습과 분석 결과 그래프를 나타내며, 그

림 Ⅳ-8는 이 과제를 수행한 학생의 실제 활동지를 제시한 것이다.

활동 모습 및 운동 궤적 속도-시간 그래프 위치-시간 그래프

그림 Ⅳ-7. 진자 운동 과제 활동 모습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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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진자 운동 과제 학생 활동지. 

진자 운동 분석 활동은 학생들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어렵지 않게 수행할 수 있었다. 2차

원의 진자 운동을 수평 방향만 촬영하여 수평 방향으로의 1차원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진자의 아랫부분에서 올려다보며 진자 운동을 촬영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진자의 수평

운동 평면과 카메라가 평행한 위치로 촬영을 해야 오차가 적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미리

길이를 알고 있는 물체를 함께 촬영하여 스케일 설정을 보다 정확히 할 수 있었고, 구간별

평균속력과 평균 가속도에 대해 정량적 분석을 하였다.

2. 운동 분석 능력의 변화

가. 운동 분석 능력의 변화(기술 통계 및 Construct Map 분석)

운동 분석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지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운동 분석 활동 전

과 후의 운동 분석 능력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을 사용하여

처리하였고, 운동 분석 능력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 검사 점수를

기술 통계와 함께 t-검정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유의수준은 p<.01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Construct Map을 이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능력 추정치 변화도 알아보았

다.

먼저, 그래프 표현에 대한 운동 분석 능력 변화의 결과는 표 Ⅳ-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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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표현 점수

운동 궤적 v-t 그래프 s-t 그래프 a-t 그래프 총점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점수 평균 3.42 3.52 4.84 5.27 2.99 4.63 2.73 4.39 13.98 17.80 

표준편차 1.06 0.85 1.46 1.35 1.74 1.82 2.11 2.16 4.51 4.40 

능력치 평균 -0.10  0.36 0.34 0.43 0.11 0.49  0.35 0.60  

t 점수 0.93 2.77* 8.08* 6.68* 7.92*

표 Ⅳ-2. 운동 분석 능력의 변화_ 그래프 표현(기술 통계 및 Construct Map 통계)

*p<.01

학생들은 4개 문항 모두에서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의 평균 점수가 0.1~1.66 만큼

더 향상되었고, 특히 속도-시간 그래프, 위치-시간 그래프, 가속도-시간 그래프 표현 문항

에서 t점수가 각각 2.77, 8.08, 6.68 로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운동 궤적 그래프 표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것은 평소 학생들이 운동 상황을 이해하고 그래프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많이 경험하

지 못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그래프를 자주 접하고 표현하는 활동이 많은 본 수업 차시

활동을 통해 그래프 표현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된다. 속도-시간, 위치-시간, 가속도-

시간 그래프 표현에서는 변인 간의 관계를 이해하며 작성해야 올바르게 표현되지만, 운동

궤적에 대한 그래프 표현은 물체의 운동을 빠르기라는 감각적 인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므

로 본 활동 수행 이후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Construct Map으로 각 문항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그래프 표현 문항별 평

균 능력치는 0.09~0.46 만큼 변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사전 사후 능력치 변화에 대한 그

래프는 그림 Ⅳ-9와 같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검사의 항목을 나타내는 것으로 EX1은 운동

궤적, EX2는 속도-시간 그래프, EX3는 위치-시간 그래프, EX4는 가속도-시간 그래프 문

항을 의미한다. 그래프의 세로축은 학생들의 운동 분석 능력에 대한 추정치를 나타내는 값

이다. 파란색 막대(Avg_Pre)는 전체 학생들의 사전 평균 능력치를, 빨간색 막대

(Avg_Post)는 전체 학생들의 사후 평균 능력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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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그래프 표현에 대한 운동 분석 능력 변화(Construct Map)

다음으로, 자료 서술에 대한 운동 분석 능력 변화의 결과는 표 Ⅳ-3 과 같이 나타났다.

자료 서술 

점수

운동 궤적 v-t 그래프 s-t 그래프 a-t 그래프 총점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평균 3.08 2.85 3.92 3.98 2.11 3.10 2.05 3.41 11.16 13.34 

표준편차 1.53 1.20 1.96 1.54 1.81 2.16 2.21 2.71 5.68 5.73 

능력치 평균 -0.35 -0.05 -0.33 -0.13 -0.12 -0.17 -0.16 -0.04

t 점수 -1.47 0.32 4.16* 4.68* 3.61*

표 Ⅳ-3. 운동 분석 능력의 변화_자료 서술(기술 통계 및 Construct Map 통계)

*p<.01

학생들은 운동 궤적 자료 서술을 제외한 속도-시간 그래프, 위치-시간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 자료 서술 문항에서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의 평균 점수가 0.06~1.36 만

큼 향상 되었고, 그 중 위치-시간 그래프와 가속도-시간 그래프 자료 서술 문항에서 t점수

가 각각 4.16, 4.68을 나타내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속도-시간 그래프 자료 서술에서는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의 평균 점수가 0.06 만큼

향상 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운동 궤적 자료 서술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사후 검사의 평균 점수가 사전 검사에

비해 오히려 0.23 만큼 하락하였다.

그래프 표현에서와 마찬가지로 운동 궤적에 대한 서술은 물체 빠르기 변화에 대한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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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식을 바탕으로 기술되므로 본 활동이 학생들의 사후 검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속도-시간 그래프는 평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운동 그래프

로서 자료 서술 영역에서도 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결과는 그렇지 못하였다. 평가요소 중 그래프 기울기 표현에 대한 부분이 학

생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서

술한 것으로 분석된다. 위치-시간 그래프 자료 서술 및 가속도-시간 그래프 자료 서술 영

역은 평소 학생들이 많이 다뤄보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본 활동을 통해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Construct Map으로 각 문항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자료 서술 문항별 평균

능력치는 -0.05~0.3 만큼 변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사전 사후 능력치 변화에 대한 그래

프는 그림 Ⅳ-10과 같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검사의 항목을 나타내는 것으로 EX1은 운동

궤적, EX2는 속도-시간 그래프, EX3는 위치-시간 그래프, EX4는 가속도-시간 그래프 문

항을 의미한다. 그래프의 세로축은 학생들의 운동 분석 능력에 대한 추정치를 나타내는 값

이다. 파란색 막대(Avg_Pre)는 전체 학생들의 사전 평균 능력치를, 빨간색 막대

(Avg_Post)는 전체 학생들의 사후 평균 능력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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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0. 자료 서술에 대한 운동 분석 능력 변화(Construct Map)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정리해 볼 때, 스마트폰을 활용한 운동 분석 활동에서 전체 학생들

의 평균 운동 분석 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프 표현

영역에서는 속도-시간, 위치-시간, 가속도-시간 그래프 표현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

타냈으며, 자료 서술 영역에서는 위치-시간, 가속도-시간 그래프 자료 서술 문항에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운동 분석 활동이 학생들의 운동 분석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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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나. 학생들의 능력 추정치 분포 및 문항 곤란도(Wright Map)

사전 사후 각 검사 문항에 대한 곤란도와 학생들의 능력추정치를 Wright Map으로부터

확인하고 그래프를 그림 Ⅳ-11 ~ 그림 Ⅳ-14에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그래프 왼쪽 부분에

는 능력 추정치에 대한 학생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x표시는 학생의 상대적인 도수 분

포를 나타낸다. 그리고 y축은 능력 추정치를 나타낸다. 그래프의 오른쪽에는 평가 문항별

곤란도를 나타내는데 숫자는 평가 문항의 수준들이고 y축은 곤란도의 추정치를 나타낸다.

여기서 오른쪽 숫자 중 앞자리의 숫자는 평가 문항을 나타낸다. 즉 1은 운동 궤적, 2는 속

도-시간 그래프, 3은 위치-시간 그래프, 4는 가속도-시간 그래프 문항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1은 운동궤적 문항의 1점을 의미하고, 1.2는 운동궤적 문항의 2점을 의미한다.

Wright Map에서 보면 각 문항마다 곤란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 정보를 이용하면 각

문항에서 어려움이 심한지 또한 등급 간에 어려움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하는 특징 및

문항별 능력 추정치에 대한 학생 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Ⅳ-11 ~ 그림 Ⅳ-14에 제시된 그래프를 보면 문항 1은 사전 사후 운동 분석 능력

검사에서 곤란도가 모두 고루 분포함을 볼 수 있다. 문항 1의 경우 그래프 표현 영역에서

학생들은 사전 사후 모두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간 이상의 곤란도를

대표하는 평가요소 및 세부범주가 부족했다고 보여진다. 반면 자료 서술 영역에서는 곤란

도의 폭이 넓고, 특히 특정 수준의 곤란도가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곤란

도가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문항 2는 그래프 영역의 사전 사후 검사에서 대체로 곤란도가 낮게 형성되어 있고, 몇몇

곤란도 수준이 유사한 레벨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료 서술 영역에서는 그래프

영역과 마찬가지로 몇몇 곤란도 수준이 유사한 레벨이 모여 있는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나

상위 수준의 평가요소에 대해 곤란도가 높은 레벨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문항 3과 4는 대체적으로 중간 이상의 곤란도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자료 서술 영역의

사후 평가에서는 곤란도 중간 이하의 분포를 나타내, 학생들이 문항 3과 4의 서술 능력 사

후 평가를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문항

3과 4에 대한 능력이 향상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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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사전 검사 문항(그래프 표현). 그림 Ⅳ-12 사후 검사 문항(그래프 표현).



- 42 -

그림 Ⅳ-13. 사전 검사 문항(자료 서술). 그림 Ⅳ-14. 사후 검사 문항(자료 서술).

전체적인 문항별 능력 추정치에 따른 학생 분포는 대체적으로 정규분포의 형태를 나타

냈으며,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평균 능력치 증가와 부적 편포의 경향성을 나타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스마트폰 활용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스마트폰 활용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표 Ⅳ-4 와 같이 나타났다.

설문 조사는 운동 분석 활동 수행 후 다음 차시에 자유스럽게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조사 영역으로는 수업에 대한 흥미, 수업에 대한 만족도, 물리 학습에 도움 되는 정도, 스

마트폰 활용 수업의 확대 여부, 느낀점 이다. 리커트 척도와 함께 서술형으로 구성하여 학

생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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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긍정 빈도수(%)

수업에 대한 흥미 125 2.7(0.8) 63.2%

수업에 대한 만족도 124 2.9(0.7) 75.0%

물리 학습에 도움 되는 정도 116 2.7(0.7) 69.0%

스마트폰 활용 수업의 확대 여부 113 2.6(0.9) 54.0%

표 Ⅳ-4. 스마트폰 활용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가. 수업에 대한 만족도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4점 리커트 척도에서 평균 2.9점(표준편차 0.7)으로 나타

났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들이 전체 학생 중 7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

생들은 대체로 스마트폰 활용 수업을 만족스럽게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활용 수

업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학생들의 이유를 몇 가지 발췌하여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운동 그래프 분석에 도움이 되고 그래프를 안 그려서 편했다.

• 스스로 실생활의 운동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 실험한 것을 바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서 좋았다.

• 간단히 그래프를 알 수 있고 이해하기 쉬웠다.

• 그래프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생각하면서 물리가 재미있어졌다.

• 물리를 실생활의 운동을 통해 능동적으로 학습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 기존의 수업방식과 다르게 진행되어 더욱 흥미로웠다.

반면, 만족도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의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용법이 어려웠고, 화면이 작아 보기 어려웠다.

• 학생수에 비해 스마트폰 수가 부족했다.

•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었다.

  • 영어로 되어 있어서 찾기 힘들었다.

• 어플내에서 측정시에 수동으로 점을 찍어야하는게 불편했다.

•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은 사용법 습득에 서툴고 어려웠다.

• 가속도 그래프가 안 나와서 불편했다.

나. 수업에 대한 흥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인식 정도는 4점 리커트 척도에서 평균 2.7점(표준편차 0.8)

으로 나타났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들이 전체 학생 중 63.2%를 차지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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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학생들은 대체로 스마트폰 활용 수업을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스마트폰 활용 수업을 흥미롭게 생각하는 학생들의 이유를 몇 가지 발췌하여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스마트폰 사용 자체가 흥미롭다.

• 실험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다.

• 생활의 발상, 새롭고도 독특한 수업방법이었다.

• 지금껏 해보지 못한 특별한 실험이라서 흥미가 갔다.

•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교육용으로 쓴다는 것이 재미있다.

• 새로운 어플에 대한 호기심과 아이폰이라는게 흥미를 유발시켰다.

 • 스마트폰으로 운동을 촬영하여 분석하면 그래프가 나온다는게 신기하고 흥미로웠

다.

반면, 흥미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의 이유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해 흥미도 없었고 힘들었다.

• 물리도 어려운데 어플을 사용해서 하려니 막막했다.

• 운동 그래프에 대한 물리 지식이 부족해서 흥미가 없었다.

• 타점 기록하다가 흥미를 잃었다.

 • 기계에 관심 없는데다가 그래프가 난해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고민스러웠다.

•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던 운동 측정이라서

다. 물리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정도

스마트폰 활용이 물리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인식은 4점 리

커트 척도에서 평균 2.7점(표준편차 0.7)으로 나타났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들이 전

체 학생 중 6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은 대체로 스마트폰 활용

수업이 물리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스마트폰 활용

수업이 물리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이유를 몇 가지 발췌하여 제시해보

면 다음과 같다.

• 운동하는 것을 직접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에 더 오래남고 이해가 더 잘

될 것이다.

  • 스마트폰으로 그래프를 직접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운동을 예상해볼 수 있어서 도움

이 된다.

  • 실생활의 운동을 그리 어렵지 않게 스마트폰을 이용해 분석한 점에서 흥미를 이끎

으로써 물리학습에 도움이 많이 됐다.

 • 이렇게 촬영전의 운동 그래프를 그려보고 실험결과와 비교해보고 하는 활동이 학

생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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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프를 쉽게 얻을 수 있고, 그래프 해석을 잘못하는 학생들에게 쉽게 알 수 있게

해준다.

•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알아보고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 평소 수업보다 재미있어서 참여도가 높아진다.

• 자신이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

• 지루하지 않고 직접 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 집중이 잘되는 것 같고 더 재미있는 것 같다.

반면, 물리 학습에 대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

의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확히 물리를 잘 모르는 학생들은 딱히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 어려운 조작법으로 이해도가 떨어진다.

  • 익숙지 않고 복잡하고 어수선해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만 쌓이는 거 같다.

  • 스마트폰에서 나온 그래프를 해석하기 어려워 물리를 더 어려운 과목으로 생각되

게 만들었다.

 • 물리 수업이나 과학은 그래프나 식을 직접 손으로 해봐야 더 잘 들어 올 거 같다.

  • 설명식 수업은 이론을 배우기 때문에 깔끔한 분석이 나오지만 스마트폰 활용 수업

은 이론과의 차이가 크고 무엇보다 시간이 부족하다.

  • 스마트폰을 사고 싶어져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됨.

라. 스마트폰 활용 수업의 확대 여부와 적용 분야

스마트폰 활용 수업의 확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인식은 4점

리커트 척도에서 평균 2.6점(표준편차 0.9)으로 나타났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들이

전체 학생 중 5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은 근소한 차이지만 스마

트폰 활용 수업의 확대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한편 스마트폰을 활

용하여 더 분석하고 싶은 운동이나 활용하고 싶은 단원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

다.

  • 분석하고 싶은 운동: 자전거의 운동, 충돌, 진공상태에서의 운동, 구름이 움직이는 운

동, 건물 붕괴, 파동, 야구공의 운동, 등속도 운동, 원운동, 포물선운동, 스카이다이빙

등

  • 활용하고 싶은 단원: 운동량 보존, 일, 에너지, 전기단원, 매 단원마다

마. 느낀 점 및 기타 의견

마지막으로 본 활동을 한 후 학생들이 느낀 소감이나 기타 의견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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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익하고 재밌었다. 스마트폰에 게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기능이 있는 줄 처음

알았다.

  • 굉장히 재미있었고 신기한 경험 한 것 같아 기분 좋다.

  • 어렵기만 하고 재미없게 느껴졌던 물리가 조금은 쉽게 느껴졌다.

  •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놀랍고 즐거웠다. 조원들끼리 협동심

을 키울 수 있어서 좋았다.

  • 역시 신세대가 된 거 같아서 좋다.

  • 수행평가라는 부담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새로운 시도를 해본 것이 재밌었다.

  • 물리에 대해 더더욱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 물리에 대한 개념이 없어 너무 힘들었다. 공부 좀 해야겠다.

  • 스마트폰으로 실험을 한다는 점에서 '오~'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술의 발달에 놀랐

고, 스마트폰을 실험에 활용했다는 점이 재밌고 편리했다.

  • 물리는 스마트폰으로 하나 그냥하나 어려운건 똑같다.

  • 스마트폰을 쓴다고 재밌는게 아니었다.

  • 스마트폰을 모르는 사람에게 불편하고 어려운 수업이었다. 한다면 하지만 별로 하고

싶진 않다.

  • 어렵고 조작이 어려웠다.

  • 꽤 힘들고 새로운 방식이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

학생들은 평소 어렵게 생각하는 물리 수업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색다른 운동 분석

수업을 한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신기하고 흥미롭게 생각했으며 학습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의 부

족과 애플리케이션의 한계로 인한 불편한 점 등 부정적인 생각도 제시하였다. 차후 스마트

폰을 물리교육에 좀 더 확대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

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4. 운동 분석 능력에서 특징적인 변화를 보인 학생들에 대한 질적

분석

Construct Map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개인별 운동 분석 능력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

펴본 후, 사전 사후 운동 분석 능력의 변화가 큰 학생을 중심으로 사전 사후 검사지 및

운동 분석 활동지에서 나타나는 특징 및 마트폰활용 수업에 대한 인식을 질적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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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5 ~ 그림 Ⅳ-16은 사전 사후 검사 문항에 대한 개인별 능력치 변화를 나타내

며, 그래프의 가로축은 검사의 항목을 나타내는 것으로 EX1은 운동 궤적, EX2는 속도-시

간 그래프, EX3는 위치-시간 그래프, EX4는 가속도-시간 그래프 문항을 의미한다. 그래프

의 세로축은 학생들의 운동 분석 능력에 대한 추정치를 나타내는 값인데 위로 갈수록 능

력이 뛰어난 것이며 0의 값은 평균에 해당한다.

파란색 실선은 개인의 사전 운동 분석 능력 추정치를 나타내고, 빨간색 실선은 개인의

사후 운동 분석 능력 추정치를 나타낸다. 또한 파란색 점선은 전체 집단의 사전 평균 운동

분석 능력치를 나타내며, 빨간색 점선은 전체 집단의 사후 평균 운동 분석 능력치를 나타

낸다.

가. 그래프 표현에 대한 개인별 운동 분석 능력치 추이

A B

그림 Ⅳ-15. A 학생과 B 학생의 운동 분석 능력의 변화(그래프 표현).

그림 Ⅳ-15는 A 학생과 B 학생의 그래프 표현에 대한 개인별 운동 분석 능력치를 나타

내는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보면 A 학생의 경우 전체적으로 사전 검사에서 집단 평균 이

하의 능력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4개 문항 모두에서 집단 평균 이상의 능

력치를 나타내어 그래프 표현에 대한 운동 분석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B 학생

의 경우에는 A 학생과 마찬가지로 사전 검사에서 집단 평균 이하의 낮은 능력치를 보였

는데, 사후 검사에서는 위치-시간 그래프 표현 문항과 가속도-시간 그래프 표현 문항에서

집단 평균 이상의 높은 능력치를 보였으며 많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운동 궤적

그래프 표현과 속도-시간 그래프 표현 문항에서는 집단 평균 이하의 능력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좀 더 심층적인 질적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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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 서술에 대한 개인별 운동 분석 능력치 추이

C D

그림 Ⅳ-16. C 학생과 D 학생의 운동 분석 능력의 변화(자료 서술).

그림 Ⅳ-16은 C 학생과 D 학생의 자료 서술에 대한 개인별 운동 분석 능력치를 나타내

는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보면 C 학생의 경우, 사전 검사에서 4개 문항 모두 집단 평균 이

상의 능력치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오히려 4개 문항 모두에서 집단 평균

이하의 능력치를 나타냈다. 특히 가속도-시간 그래프 자료 서술에 대한 능력치가 많이 하

락하였다. 결과적으로 C 학생의 자료 서술에 대한 운동 분석 능력은 본 활동 이후 사후

검사에서 더 낮아졌다. 본 활동이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한

편, D 학생의 경우에는 사전 검사에서 집단 평균 이하의 낮은 능력치를 보였는데, 사후 검

사에서는 대체로 집단 평균 이상의 능력치를 보였으며 특히 운동 궤적 자료 서술 문항과

가속도-시간 그래프 자료 서술 문항에서 높은 능력치를 나타내 이 부분의 능력이 많이 향

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좀 더 심층적인 질적 분석을 하였다.

앞서 개인별 능력 추정치에서 제시했던 몇몇 학생들의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았다.

(1) 그래프 표현 능력치가 모든 항목에서 전체적으로 향상된 경우

그림 Ⅳ-15에 나타난 것과 같이 A 학생의 경우는 그래프 표현 능력에서 사전에 비해

사후 점수가 높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위 학생의 검사지를 분석해 본 결과, 사전 검사에서 물체 운동의 구간 구분을 제대로 하

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운동 궤적으로부터 속도-시간 그래프, 위치-시간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 모두에서 연쇄적으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처음 문제 인식 단

계에서 잘못 인식하여 운동 분석 능력 전체에 낮은 평가를 받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사후 검사에서는 모든 그래프 표현 영역에서 바르게 나타내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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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생의 활동 자료와 분석 내용은 그림 Ⅳ-17과 같다.

사전 검사 본 활동 사후 검사  인식

Ÿ 구간 구분 못함

Ÿ 속도의 기준점 

정확히 표현 못

함

Ÿ 일부 구간만 바

르게 표현함

Ÿ 예상하기와 

관찰결과가 

다른 원인을 

찾아 수정하고 

바르게 이해함

Ÿ 성실히 수행함

Ÿ 구간 구분, 

그래프 개형, 

기울기 표현 

모두 바르게 

나타냄

Ÿ 대체로 긍정적

Ÿ 흥미, 도움 정도

Ÿ 정확한 

그래프와 간격 

설정에 도움

그림 Ⅳ-17. A 학생 활동 자료 및 분석.

이 학생의 사전 사후 검사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표 Ⅳ-5 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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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위 

요소
항목

사전 → 사후 검사 변화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점수

운동 

분석 

능력

그래프 

표현

운동 궤적

구간을 바르게 구분하

지 못하고 일부 구간만 

바르게 나타냄

구간 구분 및 운동 

궤적 개형을 바르게 

나타냄

증가

속도-시간 

그래프

속도의 기준점을 정확

히 표현하지 못하고, 

구간 구분이 바르지 못

했으며, 일부구간만 그

래프 개형과 기울기를 

바르게 나타냄

구간 구분, 그래프 

개형, 기울기 모두 

바르게 나타냄

증가

위치-시간 

그래프

구간 구분 없이 일부구

간만 그래프 개형 및 

기울기를 바르게 나타

냄

구간 구분, 그래프 

개형, 기울기 모두 

바르게 나타냄

증가

가속도-시간 

그래프

구간 구분 없이 일부구

간만 그래프 개형 및 

기울기를 바르게 나타

냄

구간 구분, 그래프 

개형, 기울기 모두 

바르게 나타냄

증가

표 Ⅳ-5. A 학생의 사전 사후 검사 분석

이 학생의 경우, 본 활동에서는 진자의 운동을 활동 주제로 하여 수행하였으며, 활동지

모든 부분을 성실히 작성하였고 수행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활동 실행 전 예상

하기와 실행 후 나타나는 관찰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원점 설정을 반대 방향으로 하고 분

석하여 예상하기와 다른 결과를 나타냈지만 전체적인 그래프 형태의 추세는 비슷하게 나

왔으며 자신의 활동에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구간 구분을 잘하였으며, 구간별 평균 속력값

과 평균 가속도값도 바르게 구하였다.

한편 스마트폰 활용 수업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에서는 흥미, 도움 되는 정도에서는 “대

체로 그렇다” 라는 응답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냈지만 만족도, 활용 확대 여부 항목에

서는 “대체로 그렇지 않다” 라는 응답을 보였으며 그 이유로는 “수업이 어려워서 다시하

고 싶지 않다” 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본 활동이 수행평가로 이루어져 정해진 시간 내에 새로운 활동을 한다는 데서 학생이

부담을 많이 느낀 것으로 판단되며, 차후 수행평가가 아닌 자유탐구과정이나 과학반 활동

등에서와 같이 좀 더 편안하게 수업을 구성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학생의 스마트폰 활용 수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는 표 Ⅳ-6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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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선택 응답 이유 및 느낀 점

스마트

폰 

활용 

수업 

인식

만족도
대체로 그렇지 

않다

지루하지 않았고, 수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익숙하지 않았다.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

흥미  대체로 그렇다
동영상을 찍어 분석함으로써 나오는 그래프

들이 신기했다.

도움

정도
대체로 그렇다

정확한 그래프와 간격 등을 설정하는 과정이 

도움 됐다.

활용 

확대

대체로 그렇지 

않다
-

느낀점 -
흥미롭고 신기해서 재밌었지만 어려워서 다

시하고 싶지는 않다.

표 Ⅳ-6. A 학생의 스마트폰 활용 수업에 대한 인식

(2) 그래프 표현 능력치 중 위치-시간, 가속도-시간 항목에서만 향상된 경우

B 학생의 경우에는 그림 Ⅳ-15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그래프 표현 능력 영역에서 사전

검사에서는 집단 평균 이하의 낮은 능력치를 보였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위치-시간 그래

프 표현 문항과 가속도-시간 그래프 표현 문항에서만 집단 평균 이상의 높은 능력치를 보

였다.

이 학생의 활동 자료와 분석 내용은 그림 Ⅳ-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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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사 본 활동 사후 검사  인식

-

Ÿ 4개 문항 모두 

구간 구분 

바르지 못함

Ÿ 그래프 개형 

일부구간만 

바르게 나타냄

Ÿ 기울기 표현 

못함

Ÿ 자신의 예상과 

조금 달랐지만 

결과 분석을 

세심히 

관찰하고 특히 

기울기 표현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표현함

Ÿ 성실히 수행함

Ÿ 구간 구분, 

그래프 개형 

바르게 나타냄

Ÿ 기울기 

표현에서 

일부구간만 

바르게 나타냄

-

그림 Ⅳ-18. B 학생 활동 자료 및 분석.

이 학생의 사전 사후 검사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표 Ⅳ-7 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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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위 

요소
항목

사전 → 사후 검사 변화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점수

운동 

분석 

능력

그래프 

표현

운동 궤적

구간을 바르게 구분하

지 못하고 일부 구간

만 그래프 개형을 바

르게 나타냄

구간은 바르게 구분

하였으나, 일부 구간

만 그래프 개형을 바

르게 나타냄

증가

속도-시간 

그래프

구간 구분이 바르지 

못했으며, 일부구간만 

그래프 개형과 기울기

를 바르게 나타냄

구간 구분은 바르게 

나타냈으나, 그래프 

개형은 일부구간만 

바르게 나타냈고, 기

울기 표현은 모두 바

르지 않음

감소

위치-시간 

그래프

구간 구분 없이 일부

구간만 그래프 개형 

및 기울기를 바르게 

나타냄

구간 구분은 바르게 

나타냈으며, 그래프 

개형 및 기울기표현

은 일부 구간만 바르

게 나타냄

증가

가속도-시간 

그래프

구간 구분 없이 일부

구간만 나타냈으나, 

그래프 개형 및 기울

기 모두 바르게 나타

내지 못함

구간 구분과 기울기 

표현은 바르게 나타

냈으나, 그래프 개형

은 일부 구간만 바르

게 나타냄

증가

표 Ⅳ-7. B 학생의 사전 사후 검사 분석

위 학생의 검사지를 분석해 본 결과, 사전 검사에서는 전체적으로 물체 운동의 구간 구

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그래프 개형 및 기울기 표현 평가에서도 바르게 나타내지

못했다. 특히 가속도-시간 그래프에서 가속도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그래프 표현에 대한운동 분석 능력 전체에 낮은 점수를 받게 된 것으

로 해석된다. 반면 사후 검사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구간 구분을 바르게 하였다. 그러나 그

래프 개형 표현에서는 일부구간만 바르게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고, 기울기 표현 부분에서

도 부족한 면이 나타났다. 전체적인 검사 점수는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높은 점

수를 받았지만, 속도-시간 그래프 표현에서는 반대로 점수가 약간 하락하였다. 이것은 사

후 검사에서 구간 구분은 바르게 되었으나, 그래프 개형 및 기울기 표현 모두 바르지 못하

게 표현되어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두드러진 특징으로 위치-시간 그래프 항

목과 가속도-시간 항목에서 높은 점수 향상을 보였는데, 본 수업 활동을 하면서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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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분석 능력이 향상 된 걸로 해석된다.

한편, 이 학생은 본 수업에서 번지 점프의 운동을 주제로 운동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활

동지 모든 부분을 빼놓지 않고 성실하게 작성했음을 볼 수 있었다. 관찰 결과를 그래프로

잘 표현 했으며 구간구분도 하였다. 관찰결과, 예상하기와 조금 다르게 나타났지만 대체적

으로 비슷한 양상을 띠었으며, 구간별 평균 속력값과 평균 가속도값을 구하였다. 속도-시

간 그래프가 복잡하게 나타나 가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려워하였으며, 이로 인해

가속도-시간 그래프 표현에서 세밀하지 못하게 나타내어 가속도 그래프에 대한 이해와 표

현에서 좀 더 공부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스마트폰 활용 수업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3) 자료 서술 능력치가 모든 문항에서 하락한 경우

C 학생의 경우에는 그림 Ⅳ-16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자료 서술 영역에서 사전 검사에

서는 4개 문항 모두 집단 평균 이상의 능력치를 나타내었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오히려 4

개 문항 모두에서 집단 평균 이하의 능력치를 나타냈다.

위 학생의 검사지를 분석해 본 결과, 사전 검사에서는 전체적으로 구간을 구분하고 그래

프 개형에 대한 서술을 바르게 하였다. 기울기 표현에 대한 서술은 없었으며, 4개 문항 모

두에서 서술 기준을 속도로 표현했다는 특징을 보였다.

사후 검사에서는 4개 문항 중 가속도-시간 그래프 자료 서술 문항을 제외하고 3개 문항

에 대해서만 응답을 하였다. 사후 검사 점수에서 가속도-시간 문항에서 특히 낮은 능력치

를 나타낸 것은 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3개문항에서는 구간 구분은 하였으나, 그래프

개형 서술에서는 일부구간만 바르게 나타내어 전체적인 점수가 사전에 비해 낮아졌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사전 검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문항에서 서술 기준을 속도로 하여

나타냈다.

그림 Ⅳ-19에 학생의 활동 자료와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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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사 본 활동 사후 검사  인식

Ÿ 구간 구분 및 

운동 개형 바름

Ÿ 기울기 표현 

없음

Ÿ 모든 문항에 

대한 서술을 

모두 속도 

변인을 

기준으로 

서술하였으며 

똑같이 기술함

Ÿ 예상하기 서술 

못함

Ÿ 관찰결과 

기록이 

자세하지 않고 

표현이 짧음

Ÿ 위치-시간, 

가속도-시간은 

상세히 기술함

Ÿ 구간 구분 및 

운동 개형이 

바르게 

나타나지 않음

Ÿ 기울기 표현 

못함

Ÿ 가속도-시간 

서술 못함

Ÿ 대체적으로 

부정적임

Ÿ 신기하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함

그림 Ⅳ-19. C 학생 활동 자료 및 분석. 

이 학생의 사전 사후 검사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표 Ⅳ-8 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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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위 

요소
항목

사전 → 사후 검사 변화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점수

운동 

분석 

능력

자료

서술

운동 궤적

서술 기준을 속도로 하

였고, 구간 구분과 그

래프 개형을 바르게 나

타냄

서술 기준을 속도로 

하였고, 구간 구분을 

하였으며, 그래프 개형

은 일부 구간만 바르

게 나타냄

감소

속도-시간 

그래프

서술 기준을 해당 변인

으로 하였고, 구간 구

분 및 그래프 개형을 

바르게 나타냈으며, 기

울기에 대한  서술은 

없음

서술 기준을 해당 변

인으로 하였고, 구간 

구분을 바르게 하였으

며, 그래프 개형은 일

부만 바르게 하였고 

기울기에 대한 서술은 

없음

감소

위치-시간 

그래프

서술 기준을 다른 변인

으로 하였고, 구간 구

분 및 그래프 개형에 

대한 서술은 바르게 나

타냈으며, 기울기에 대

한 서술은 없음

서술 기준을 다른 변

인으로 하였고,  구간 

구분을 바르게 하였으

며, 그래프 개형은 일

부만 바르게 하였고 

기울기에 대한 서술은 

없음

감소

가속도-시간 

그래프

서술 기준을 다른 변인

으로 하였고, 구간 구

분 및 그래프 개형에 

대한 서술은 바르게 나

타냈으며, 기울기에 대

한 서술은 없음

- 감소

표 Ⅳ-8. C 학생의 사전 사후 검사 분석

한편, 이 학생은 본 수업에서 요요의 상방 운동을 주제로 운동 분석을 수행했는데, 예상

하기 과정의 속도-시간 그래프와 위치-시간 그래프의 자료 서술 영역에서는 서술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하기 과정에서 운동 궤적에 대한 서술은 바르지 않았으며, 속도-

시간 그래프 및 위치-시간 그래프 자료 서술 항목에서도 자세히 구간을 구분하여 설명하

지 않았다. 예상하기와 비교하여 봤을 때, 구간 구분이 없는 일정한 운동으로 생각했다가

운동 상태의 큰 변화로 구간이 구분되는 운동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구간별 평균 속력

과 평균 가속도를 구하였다. 전체적으로 활동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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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졌다.

스마트폰 활용 수업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에서는 흥미 항목을 제외하고, 만족도, 흥미,

도움 되는 정도, 활용 확대 여부 항목에서 “대체로 그렇지 않다” 내지는 “전혀 그렇지 않

다” 라는 응답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스마트폰 활용 실험이 신기하여 흥미는 갔지만, 물리 학습에 교육적인 의미로 받아들여

지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마트폰 활용이 흥미로운 실험 도구 이외에 물리 학습에

도움이 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물리 수업에 대한 기본

인식의 전환도 필요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 학생의 스마트폰 활용 수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는 표 Ⅳ-9 와 같다.

구분 항목 선택 응답 이유 및 느낀 점

스마트

폰 활용 

수업 

인식

만족도 대체로 그렇지 않다 -

흥미  대체로 그렇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실험해서 신기했다.

도움

정도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별 도움이 없다고 생각한다.

활용 

확대
전혀 그렇지 않다 -

느낀점 - 그냥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표 Ⅳ-9. C 학생의 스마트폰 활용 수업에 대한 인식

(4) 자료 서술 능력치가 모든 문항에서 향상된 경우

D 학생의 경우에는 그림 Ⅳ-16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자료 서술 영역에서 사전 검사에

서는 4개 문항 모두 집단 평균 이하의 낮은 능력치를 나타냈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대체적

으로 집단 평균 이상의 능력치를 보여 자료 서술 영역에서 운동 분석 능력이 많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Ⅳ-20에 학생의 활동 자료와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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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사 본 활동 사후 검사  인식

Ÿ 구간 구분 

바르지 못함

Ÿ 속도-시간, 

위치-시간,가속

도-시간 서술 

못함

Ÿ 분석 결과를 

통해 자신이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개념 

수정 및 이해, 

그 원리와 함께 

운동 설명

Ÿ 성실히 수행함

Ÿ 구간 구분, 운동 

개형 바르게 

서술

Ÿ 기울기 

표현에서 

일부구간만 

바르게 나타냄

Ÿ 모든 항목 

긍정적

Ÿ 활용 확대 

Ÿ 스마트폰의 

물리 실험 

가능에 

놀라워함

그림 Ⅳ-20. D 학생 활동 자료 및 분석. 

위 학생의 검사지를 분석해 본 결과, 사전 검사에서는 운동 궤적 문항에서만 응답을 하

였고, 나머지 3개 문항은 응답하지 않았다. 그래프 표현은 4개 문항을 다 했으나 자료 서

술은 1개 항목에 대해서만 응답을 하여 학생의 개념 정도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사후 검사에서는 4개 문항 모두 응답을 하였고, 전체적으로 정확한 구간 구분 및 그래프

개형에 대해 바르게 나타냈으며 기울기 표현에서는 일부 구간에서만 바르게 서술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4개 문항 모두 운동 분석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운동 궤적 문항과 가속도-시간 그래프 문항에서 집

단 평균보다 높은 능력치를 나타냈으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가속도-시간 그래프 문항에

서 구간 구분 및 그래프 개형을 바르게 표현한 것과 더불어 기울기 표현을 일부 구간 바

르게 나타낸 것이 능력치 향상에 기여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학생은 본 수업에서 번지 점프 운동을 주제로 운동 분석을 수행했는데, 예상하

기 과정에서 운동 궤적 및 속도-시간 그래프 자료 서술 영역에는 상세히 서술하였으나 위

치-시간 그래프의 자료 서술 영역에서는 서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하기 과정

에서는 모든 문항에 대해서 비교적 정량적이면서 상세하게 기술하였고 그래프 해석을 바

르게 하였다. 예상하기와 비교해 봤을 때, 자신의 예상과 일부 구간에서 다른 실험 결과를

보였는데 분석 결과를 통해 자신이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수정하여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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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리와 함께 운동을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구간을 비교적 자세하게 구분하고 구간

별 평균 속력과 평균 가속도를 바르게 구하였다. 전체적으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졌다.

이 학생의 사전 사후 검사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표 Ⅳ-10 에 제시하였다.

구분
하위 

요소
항목

사전 → 사후 검사 변화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점수

운동 

분석 

능력

자료

서술

운동 궤적

서술 기준을 거리로 하

였고, 구간 구분을 바

르게 하지 못했으며,  

그래프 개형은 일부 구

간만 바르게 나타냄

서술 기준을 속력으로 

하였고, 구간 구분 및 

그래프 개형을 바르게 

나타냄

증가

속도-시간 

그래프
-

서술 기준을 해당 변

인으로 하였고, 구간 

구분 및 그래프 개형

은 바르게 나타냈으며, 

기울기에 대한 표현은 

일부 구간만 바르게 

나타냄

증가

위치-시간 

그래프
-

서술 기준을 다른 변

인으로 하였고, 구간 

구분 및 그래프 개형

은 바르게 나타냈으며, 

기울기에 대한 표현은 

일부 구간만 바르게 

나타냄

증가

가속도-시간 

그래프
-

서술 기준을 해당 변

인으로 하였고, 구간 

구분 및 그래프 개형

은 바르게 나타냈으며, 

기울기에 대한 표현은 

일부 구간만 바르게 

나타냄

증가

표 Ⅳ-10. D 학생의 사전 사후 검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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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활용 수업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에서는 만족도, 흥미, 도움 되는 정도, 활용

확대 여부 항목 모두에서 “대체로 그렇다” 내지는 “모두 그렇다” 라는 응답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평소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이용해 물리 실험을 한다는 것이 매우 색다르게

다가왔으며, 보통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물리 실험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학생의 스마트폰 활용 수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는 표 Ⅳ-9 와 같다.

구분 항목 선택 응답 이유 및 느낀 점

스마트

폰 활용 

수업 

인식

만족도 대체로 그렇다
스마트폰 사용, 게임만 하던 핸드폰으로 

실험을 해서 색달랐다.

흥미  대체로 그렇다 어플을 활용하니까 간편했다.

도움

정도
대체로 그렇다 간단하게 실험할 수 있다.

활용 

확대
매우 그렇다 무게가 다른 공의 운동, 전기 단원

느낀점 -
평소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물리 실험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표 Ⅳ-9. D 학생의 스마트폰 활용 수업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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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최근 많은 관심과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운동 분석활동을 실시한 후 학생들의 운동 분석 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고 스마트폰 활

용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며 사례 분석을 통한 심층적인 연구를 함으로써

스마트폰의 물리교육에서의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첫째, 스마트폰을 활용한 운동 분석 활동 중 고등학생들의 수행은 대체적으로 활동에 호

기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활동하였으며, 동료들과 유기적이고 협력적으로 토의하며 상호

작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마트폰을 활용한 운동 분석 활동이 고등학생들의 운동 분석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분석 능력의 영역별로 살펴보

면, 그래프 표현 영역에서는 속도-시간 그래프, 위치-시간 그래프, 가속도-시간 그래프 표

현 부분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으며, 자료 서술 영역에서는 위치-시간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 자료 서술 부분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운동 분석 활동에서 스마트폰

활용이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운동과 그 운동 분석 결과를 빠르고 쉽게 연계시켜주어 학

생들이 그래프를 자주 접할 수 있었으며, 결과 분석을 통하여 자신의 예상과 비교하고 수

정하는 자료 해석 과정을 할 수 있었던 점이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생들의 세부적인 운동 분석 능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Construct Map을 사용하

여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능력치는 정규 분포의 형태를 나타냈으며, 사전에 비

해 사후검사에서 평균 능력치 향상과 함께 부적편포의 경향을 나타냈다.

셋째, 스마트폰 활용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에서, 학생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업에 대한 흥미 조사에서는 63.2%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

며, 리커트 척도(4점)에서 평균 2.7(표준편차 0.8)을 나타냈다. 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서는 75.0%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리커트 척도(4점)에서 평균 2.9(표준편

차 0.7)을 나타냈다. 물리학습에 도움 되는 정도 조사에서는 69.0%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리커트 척도(4점)에서 평균 2.7(표준편차 0.7)을 나타냈다. 그리고 스마트

폰 활용 수업 확대 여부 조사에서는 54.0%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리커트

척도(4점)에서 평균 2.6(표준편차 0.9)을 나타냈다.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이 관심

을 끄는 흥미로운 소재이며,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물리 실험 도구로서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스마트폰 활용 수업에 대한 인식면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활동 전후 운동 분석 능력의 변화가 큰 학생이 활동 중 수행과 수업에 대한 인식

에서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 질적 분석을 한 결과 운동 분석을 할 때 물체의 운동 궤적

을 관찰하는 감각적 인식의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속도로부터 위치 및 가속도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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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할 수 있는 개념 간 관계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료를 서술할 때

우리말 단어의 적절한 선택이 중요하며 기울기 표현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서술이 필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예상과 다른 결과를 접했을 때 자신의 개념을 수

정하면서 원리 및 이론을 기반으로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운동 분석 능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학생들은 스마트폰 활용 수업에

대한 인식 중 특히 만족도, 흥미, 학습에 도움 되는 정도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스마트폰이 학습교재로써 물리 교육적 활용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

며, 점차 수업에서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현재의

스마트폰이 기능적, 경제적, 인식적 측면에서 제한점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스마트폰 활용

수업을 설계하고 적용할 때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의 카메라와 애플리케이션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물체의 운동을 동

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스마트폰에는 이 외에도 다양

한 기능들이 있으므로 추후 다른 기능들을 활용한 실험 및 물리 학습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또한 스마트폰 활용 수업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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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운동 분석 능력 검사지(사전, 사후검사) 

부록 2. 스마트폰 활용 운동 분석 활동 학생 활동지

부록 3. 스마트폰 활용 수업에 관한 인식 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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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    )월  (    )일      2학년 (   )반 (     )번 (    )조     이름 (                )

사전 검사(pretest)

※ 다음 동영상 속의 물체의 운동을 관찰하고, 아래 질문에 예상하여 그래프를 그리고 그 이유를 

쓰시오.

▶ 이유:                                     

                                              

                                              

1. 일정 시간 간격에 따른 물체의 궤적과 그 이유

  





▶ 이유:                                     

                                              

                                              

2. 속도-시간(v-t) 그래프와 그 이유





▶ 이유:                                     

                                              

                                              

3. 위치-시간(s-t) 그래프와 그 이유

  





 
▶ 이유:                                     

                                              

                                              

4. 가속도-시간(a-t) 그래프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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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    )월  (    )일      2학년 (   )반 (     )번 (    )조     이름 (                )

사후 검사(posttest)

※ 다음 동영상 속의 물체의 운동을 관찰하고, 아래 질문에 예상하여 그래프를 그리고 그 이유를 

쓰시오.

▶ 이유:                                     

                                              

                                              

1. 일정 시간 간격에 따른 물체의 궤적과 그 이유

  





▶ 이유:                                     

                                              

                                              

2. 속도-시간(v-t) 그래프와 그 이유





▶ 이유:                                     

                                              

                                              

3. 위치-시간(s-t) 그래프와 그 이유

  





▶ 이유:                                     

                                              

                                              

4. 가속도-시간(a-t) 그래프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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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    )월  (    )일      2학년 (   )반 (     )번 (    )조     이름 (                )

그림 2. 동영상 촬영 및 
불러오기

운동 분석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알고, 운동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예시 동영상 

운동을 분석하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1차시]  스마트폰용 운동분석 애플리케이션 사용법 익히기

 
1) 애플리케이션 설치하기

 스마트폰(iPhone) 또는 아이팟 터치를 준비하여 App Store에서 운동분석

용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설치한다.(vernier video physics)*. 

그림 1. 운동분석용 애플리케이션 

2) 사용법 익히기

 가) 동영상 불러오기 :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의 운동을 카메라로 직접 촬영

하거나 예시 동영상을 불러온다(그림 2).
  

 나) 시작 위치 찾기 : 동영상을 play 한 다음, 다시 rewind 버튼을(◀◀) 

누르면서 분석을 시작하고자 프레임을 찾는다(그림 3).

 다) 물체의 기준점 정하기 : 위치를 추적할 물체의 기준점(중심이나 위 

또는 아래부분)을 정하고 십자선을 한쪽 손가락으로 드래그하여 물체의 

기준점에 맞춘 상태에서 다른 쪽 손가락으로 가볍게 탭을 한다(그림 4).

 

  

그림 3. 시작 프레임 
찾기

    

그림 4. 프레임별 물체 
위치 표시

 

 라) 프레임별 물체의 위치 표시하기 : (다)의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운동 범위까지 프레임별로 물체의 위치를 표시한다.

 

준비물

아이폰 또는 아이팟 터치(아이패드)

* 

Vernier사에서 제작한 애플리케이

션으로 물체의 운동을 동영상 촬영

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운동 분석

을 통하여 x-y, s-t, v-t 그래프 결

과를 제공한다.

활동시 유의점

1. 사용법을 익힐 때는 애플리케이
션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sample 
비디오 동영상 자료를 가지고 연습
해본다.

2. 전체적으로 동영상을 play하여 
다 본 다음, movie controls 버튼을 
이용하여 동영상 중 자신이 분석하
고자 하는 부분부터 분석할 수 있도
록 프레임을 이동한 후 시작한다.

3. 물체의 위치를 추적할 때, 처음에 
정한 물체의 기준점에 십자선을 위
치하도록 한다. 

4. 가급적 정확하게 물체의 위치를 
표시하고, 두 손을 이용하면, 시간
을 절약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위
치를 표시할 수 있다.

5. 위치 표시를 잘못하였을 경우 
rewind 버튼을 이용하여 삭제한 후 
다시 표시할 수 있다. 

6. 스케일 세팅시 자를 설치하거나 
이미 길이를 알고 있는 물체를 곁에 
둔다. 이때 물체의 운동과  동일한 
평면상에 있어야함을 유념한다..

7. 좌표축의 원점 설정에 따라 그래
프 좌표값이 다르게 표현됨을 이해
한다.

스마트폰으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라(1) 



- 70 -

※ 위치를 잘못 표시하여 표시된 점을 지울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movie controls를(rewind 버튼(◀◀)) 사용하여 이전의 파란점이 노란점

으로 표시되었을 때 화면을 누르고 있으면 Delete 메뉴가 뜨므로 지우고 

다시 표시할 수 있다.

 마) 스케일 세팅 : 물체의 위치표시가 끝났으면, 상단 메뉴 바에서 두 번 

째 버튼(스케일 세팅)을 터치한다. 알고 있는 거리의 두 지점을 표시한 

후, 그 거리와 단위를 입력한다(그림 5). 

 바) 좌표축 및 원점 설정 : 상단 메뉴 바 세 번 째 버튼을 터치하여 원점

을 지정해 준다. 좌표축을 드래그 하여 원하는 위치에 원점을 설정할 수 

있으며, 두 손가락을 이용하여 좌표축을 회전시킬 수도 있다. 더블 탭을 

하면 회전 설정이 사라진다(그림 6). 

그림 5. 스케일 설정 
   

그림 6. 원점 설정 
 사) 분석 그래프 관찰 : 오른쪽 상단의 그래프 아이콘**을 터치하면, 지금껏 

분석했던 운동의 그래프들을 볼 수 있다.   position 그래프,   그래

프,    그래프,   그래프,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7).

 아) 분석 내용 공유*** : 동영상과 분석한 내용들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

하거나 아이폰 카메라롤에 저장할 수 있다(그림 8). 

그림 7. 분석그래프 확인
   

그림 8. 자료 공유

 ※ 운동 동영상 분석은 최대 30프레임/초 간격으로 물체의 위치를 표시

할 수 있다.

 자)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이 숙달될 수 있도록 연습한다.

사진 출처

촬영한 운동 동영상을 아이폰
의 print screen 기능으로 사
진을 저장하여 얻음

**

화면 상단에 위치한 아이콘으
로 터치하면 바로 그래프화면
으로 이동된다

***
카메라롤에 저장되어 있는 사
진이나 동영상 파일들은 비디
오 이메일, MMS, YouTube로 
보내기 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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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    )월  (    )일      2학년 (   )반 (     )번 (    )조     이름 (                )

형성 평가(1)

1. 다음 중 운동 분석 애플리케이션(vernier video physics)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그래프는?

①  

②  

③   

④   

⑤   

2. 운동 분석 애플리케이션에서 분석할 수 있는 동영상 장면은 프레임당 최소 몇 초 간격인가?

① 


초  ② 


초  ③ 


초  ④ 


초  ⑤ 


초

3. 분석한 운동 동영상을 친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쓰라.

4. 다음 중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에 해당하는 것은?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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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라(2) 

(       )년  (    )월  (    )일      2학년 (   )반 (     )번 (    )조     이름 (                )

촬영한 물체의 운동을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자료를 해석하여 그 운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차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물체의 운동을 촬영, 분석 및 설명하기

1) 대상 설정하기

 우리조의 운동:                                                   

  
2) 예상하기

 ㄱ. 주어진 물체의 운동을 연출하면서 어느 구간을 분석할지 정한다. 

 ㄴ. 시간에 따른 물체의 궤적(일정 시간 간격에 따른 물체의 위치 표시)을 예상하여 표시해보고 

운동을 설명해보자. 

  

▶ 운동 상황 설명:

                                             

                                             

                                             

                                             

                                             

                                             

   

ㄷ. 속도-시간 그래프(v-t)와 위치-시간 그래프(s-t)를 예상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고 왜 그렇게 생

각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자

  ① 속도-시간 그래프(v-t) ② 위치-시간 그래프(s-t)









▶이유: ▶이유:

준비물

아이폰, 스탠드, 클램프, 자,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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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측정/관찰 결과 기록하기

 ㄱ. 주어진 운동을 촬영해보자.

 ㄴ. 촬영한 동영상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분석해보고, 관찰 결과를 기록해보자.

  ① 운동 궤적(프레임별 위치)

 

▶ 관찰 내용 설명:                                                     

                                                                       

                                                                       

                                                                    

② 속도-시간 그래프(v-t)





▶ 속도가 변하는 구간별로 나누어 그래프에 표시해보자

▶ 구간별 평균 속력값은?(어림값)                                                            
 

활동시 유의점

1. 운동 설정시 너무 빠른 물
체의 운동은 운동 분석시 잔
상이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한
다

2. 동영상 촬영시 물체의 운
동 평면과 카메라 렌즈가 수
직이 되도록 맞추고, 카메라
가 가급적 물체 운동 경로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유의한다.

3. 카메라 렌즈 구경이 작아 
동영상 촬용시 빛의 왜곡 현
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유의
한다.

4. 스케일 셋팅 시에 동일 운
동 평면상에 자를 두거나 길
이를 표시해두어 정확한 스케
일 입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한다.

5. 그래프 작성시 눈금을 정
확하게 표기하며, 아이폰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고 경
향성을 파악하여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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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 내용 설명:                                                                              

                                                                                                 

                                                                                                 

                                                                                                 

  

③ 위치-시간 그래프(s-t)





▶ 관찰 내용 설명:                                                                              

                                                                                                 

                                                                                                 

                                                                                                 

 

4) 설명해보기

  운동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촬영한 물체의 운동에 대하여 예상하기와 비교하여 설명해 보아라(시

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기술하고 이를 이용하여 운동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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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해보기

 앞에서 측정한 속도-시간 그래프(v-t)에서 구간별 가속도를 어림하고, 가속도-시간(a-t) 그래프를 

유추하여 나타내 보자

▶ 가속도-시간 그래프(a-t)





▶ 구간별 가속도값은?(어림값)                                                               

▶ 이유 설명:                                                                                   

                                                                                                 

                                                                                                

                                                                                                

활동시 유의점

1. 그래프 작성시 눈금을 표
기하며, v-t그래프로부터 유
추한 후 경향성을 파악하여 
그리도록 한다.

2. 설명란에는 자신이 그린 
그래프를 해석하여 물체의 운
동에 대한 설명을 글로 적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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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    )월  (    )일      2학년 (   )반 (     )번 (    )조     이름 (                )

조별로 촬영한 물체의 운동 분석을 발표하고, 다른 조의 운동 분석 발표를 과학적근거를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다.

[3차시]  물체의 운동 분석 발표 및 다른 조의 운동 분석 평가하기

 촬영한 물체의 운동 동영상과 분석 그래프 사진을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으로 친구들과 공유하고 탐구내용을 조별로 발표해보자

스마트폰으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라(3) 

(형성 평가)

1. 다른 조의 운동 분석 발표를 본 후, 발표 시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찾아 기록해보자

옥(잘한 점) 옥의 티(잘못한 점 및 개선점)

1조

2조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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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5조

6조

7조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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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활용 수업에 관한 설문지

※ 다음은 지난 주 동안 실시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운동 분석 수업(이하 스마트폰 활용 수업)에 대한 여러분

의 생각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한 후, 세부 문항에 대해 

의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학년 (     )반 (     )번 (     )조     이름 (                )

1. 스마트폰 활용 수업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1. 스마트폰 활용 수업이 만족스러웠던 이유를 2가지 이상 써주십시오.

1-2. 스마트폰 활용 수업에서 불편했던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써주십

시오.

2. 스마트폰 활용 수업은 나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흥미가 있었다면(①, ② 번 선택의 경우)

2-1. 스마트폰 활용 수업 중 특히 자신의 흥미를 유발시켰던 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모두 써

주십시오.

▶ 흥미가 없었다면(③, ④ 번 선택의 경우)

2-2. 스마트폰 활용 수업이 왜 자신의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써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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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소의 설명식 물리수업과 비교해 볼 때 이런 스마트폰 활용 수업이 물리 학습에 도움이 된

다.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①, ② 번 선택의 경우)

3-1. 스마트폰 활용 수업이 특히 어떤 부분에서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써주십시오.

▶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③, ④ 번 선택의 경우)

3-2. 스마트폰 활용 수업이 왜 자신의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써주

십시오.

4. 이런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업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4-1.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더 분석하고 싶은 운동이 있으면 써주십시오.

4-2. 스마트폰을 다른 단원에 활용한다면 어느 단원에 활용하고 싶은지 써주십시오.

5. 스마트폰 활용 수업을 한 후 느낀 점을 간단히 써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수업에 관한 설문지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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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의 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주로 정치적 목

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점점 불공평이 심해져 왔다. 이는 선거 때마다 봇물을 이루

는 교육 공약들 때문이다. 교육부가 관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특별교부금)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교육청의 학교 지원도 주민 직선으로 뽑힌 교육감에 의해

결정되는 바람에 학교들 간 수입 불공평이 점점 심해져 오고 있다.

본 연구는 학교재정에 대한 공평성 분석 도구들을 사용하여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제도와 서울교육청 학교비 배분 시스템에 공평성을 확보해주는 점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공평성이 있다고 판정을 내리는 것은 3가지 공평을 모두 갖춘

경우이다. 즉,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해라는 수평적 공평,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라는

수직적 공평, 그리고 학교가 속한 지자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학교지원금 크기가 달라

지지 말아야 한다는 재정적 중립성이 그것이다.

수평적 공평성을 알아보는 데는 범위, 변동계수, 맥룬지수, 버스티겐지수 등 통계를

이용했다. 수직적 공평성을 알아보는 데는 학생당 수입액 크기와 학교 복지지표와의

상관관계를 알게 해주는 상관계수와 학교 급별로 수입액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했

다. 재정적 중립성을 파악하는 데는 소위 부자구로 통하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에 있는 학교의 학생당 수입액과 다른 구의 학교들의 학생당 수입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분석결과,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은 없었다. 다만 강남 3구에 속한 학교나

다른 나머지 구에 속한 학교나 학생당 수입액 크기가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적 중립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종합해서 판단하면, 2007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제도나 서울교육청 학교비 배분시스템은 공

평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제어 : 공평성,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재정적 중립성,

학교비 지원, 교육비 배분, 학생당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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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해방이후 반세기만에 한국의 초 중등교육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급격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제 초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거쳐 중학교 과

정도 의무교육으로 확대되었고,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시행으로 거의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1996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연

이어 지방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그리고 교육감 직선제로의 전환이 이어지

면서 교육에 대한 평등적 관점은 지역별 경쟁적 관점으로 바뀌고 있다. 지역에 좋은

학교를 유치하거나 만들겠다는 선거직들의 교육공약은 지방선거는 물론 국가선거에서

도 최우선 순위의 공약이 되고 있으며, 선거 캠패인에서 단연 인기 메뉴에 해당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학교에 대한 지원은 급격히 늘어나 학교의 재정형편은

옛날보다 낫다는 것은 분명하다. 동네에서 가장 노후된 건물이 학교 건물이었던 것이

70년대와 80년대 풍경이었는데, 요즘 학교 건물은 상당히 멋있어 졌고, 콩나물 교실은

옛말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도지사, 교육감, 시의원

등 정치인들이 지방교육재정 배분권한을 행사하게 됨으로 인하여, 지역에 명문학교를

육성한다거나,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를 집중 지원하는 상항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학교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고, 명문학교와 교육격차가 더 벌

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학교 간 격차는 좋은 학교가 지역의 집값 수준을 결정

하고 있는 현실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교육격차 논쟁은 지방자치 활성화와 정치 활성화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 교육 공약

이 늘어나 앞을 다투어 강남 북간 학력 격차를 없애겠다며 논쟁을 일으킨 데서 출발한

다. 논쟁의 본질은 주택가격에서 차지하는 명문학교의 힘에 있다. 그러나 교육격차를

없애겠다는 선거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그리 용이한 일은 아니다. 모든 학교를 골고루

좋은 학교로 만들어야 하겠지만, 그만한 돈이 단번에 마련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부는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를 해보고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목적사업들을 펼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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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액단위: 백만원)

2003 2004 2005 2006 2007

대상 학교수 73 73 73 81 129

정부간

재원분담

지원액 합계 12,607 6,903 5,722 5,995 10,185

서울 교육비특별회계 1,257 2,461 3,110 4,195 3,775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11,350 4,442 2,612 1,800 6,410

된다. 2003년부터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시작한 ‘교육복

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표 Ⅰ-1>은 2003년부터 2007년

까지 서울의 학교에 대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이러한 점을 잘 나타내주

고 있다. 서울에만 1,000여개의 초.중.고 학교가 있는데, 73개 학교로 시작해서 5년동안

에 129개 학교로 까지 늘기는 했지만, 전체학교의 10% 남짓한 숫자에 불과해 수혜 받

지 못한 학교들은 역차별 소지가 크다. 더구나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금을 1:1로 분담

하는 방식은 시도교육청들을 쟁탈전에 휘말리게 만든다. 문제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

는 부분은 여러 학교에 골고루 기본운영비로 나눠줘야 할 보통교부금 재원에서 충당해

야 한다는 데 있다. 그렇게 되면, 특별교부금 시범사업비를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집중

지원을 받게 되는 학교를 위해 나머지 학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발생된다. 따

라서 특별 교부금 사업이 늘어날수록 학교비 배분의 불공평은 더 늘게 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학교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증대되어

온 만큼 겉으로 보기에는 학교들의 형편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지방자치의 혜택이 학

교들 간에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학교재정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알아보고, 단위학교 재정 배분 결정권한을 가진 행정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

들에게 배분결정을 돕고,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연구자들에도 연구 방법에 대해 도움

을 주고자 한다.

원래 정부의 학교재정 지원에 대한 공평성 연구는 다인종이 모여 살면서 다양한

불공평 문제가 일찍 대두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연방과 주정부로 2원화된 미국에서



- 3 -

는 교육 불평등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졌고, 공평성 연구는 이러한 문제해결의 판결을

돕기 위해서 발전되어 온 것이다. 우리는 아직 교육 격차나 불평등 논란이 미국보다는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교육열이 남다르고, 주택가격 결정 요인에 교육이 차

지하는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본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들과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분석대상 학교경비의 성질이 다르다. 그동안의 교육재정에 관한 공평성 연구는

중앙교육행정기관이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주는 지방교육재정제도에 대한 것이거나

시도교육청이 직접 단위학교에 직접 배분해 주는 기본 운영비에 관한 분석한 것이 대

부분이다. 반면에 본 연구는 정당차원이나 선거직 공무원들의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

해 지원되는 특정 목적성 경비, 예를 들면 시범학교제도, 혁신학교, 각종 복지 프로그램

지정학교에 대한 특별지원금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둘째, 분석단위가 좀 남다르다. 그 동안의 교육재정에 관한 공평성 연구들이 다룬

분석단위는 주로 시 도교육청 간 비교, 학교 간 비교 등 교육청이나 학교를 단위로 해

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자치구별 또는 학생별 분석은 국민들과 정치인들

에게 이해시키기 쉽고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용이하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도구가 보다 객관적이고 경험적 도구이다. 그 동

안의 단위학교 재정지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역사적인 방법이나 외국과의 비교 등 바

람직한 개선을 바라는 연구가 많았으나, 본 연구는 학교재정 분석에 사용하려고 미국

교육학자들이 개발한 통계적 도구들 즉, 범위(range), 변동계수(CV), 맥룬 지수

(Mcloone Index), 버스티겐 지수(Verstegen Index),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를 사용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자신이 직접 설립 운영하는 공립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한 학교운영비 배분제도로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배분제도의 기간은 교

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직후인 2007부터 2011년까지 5개년 동안이다.

초. 중학교에 대한 의무교육과 고등학교에 대한 평준화 정책으로 인하여 공.사립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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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구별하지 않고 공평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

립학교 결산 양식과 공립학교 양식이 달라 공립 만을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사립학교

들은 교육청에 구축된 재정시스템을 통한 결산에 참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

에 어쩔 수 없었다.

분석할 학교의 수입원에 대해서는, 교원과 사무직에 대한 봉급 그리고, 교육청에서

매년 기본적이며 공식적으로 배부 기준을 만들어 지원하는 학교 기본운영비와 종전에

육성회비로 불리던 모든 학부모로부터 일정액을 받아 수당과 기본운영비로 사용하는

학부모회비, 학교시설의 노후도에 따라 지원되는 교육환경개선비는 교육청에서 그동

안 많은 연구와 경험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고, 불공평 논란이 된 적이 없으므로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첫 번째 학교 수입원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목적성 경

비이다. 주로 당 차원의 선거공약이나 대통령의 선거공약, 그리고 민선교육감의 선거공

약,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목적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비 성경의 지원금이

다. 이 사업비의 주된 재원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신의 사업처럼 목적을 정하여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교로 내려주는 특별교육재정교부금 재원과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사업의 추진을 위해 내려주는 학교전출금이다. 다만, 목적성 전출금 중에서 학교

환경개선비는 연구대상 수입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2009년부터 에듀파인(교육

재정)시스템 변경으로, 결산서 양식이 달라져, 종전엔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던 것이

2010년 결산부터는 교육환경개선비를 목적성경비에 포함시키고 별도 항목이 없어졌

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2007년과 2008년은 교육환경개선비를 제외시켰으나, 2009,

2010, 2011년의 경우에 제외시키지 못하였다. 두 번째 분석 대상에 포함된 학교의 수입

원은 학교 자체 재원으로서 학교자체의 노력이나 배경에 따라 수입이 달라질 수 있는

학교발전기금이다. 마지막으로 분석에 포함되는 수입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시)나 기

초지방자치단체(구)로부터 받는 목적성 보조금이다. 공평성 분석단위는 원칙적으로 단

위학교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분석단위로 삼기도 한다1).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Odden과 Picus(2000)가 개량한 학교재정의 공평성 분석틀을

1) 현재 서울특별시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구는 25개가 있으며, 의결기관인 구의회의 의원와 집행기관인 구청

장이 당적을 가지며, 주민직선으로 선출된다.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시의회의 의원들의

선거구 역시 구를 기초로 이루어져 있어서 100여명의 시의원들도 자신들의 선거구가 있는 구에 있는 학교들

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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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여, 연구자가 본연구의 연구 목적에 맞게 고안한 분석 틀을 사용한다. 이 연구에

서 투입은 학교지원금인데, 구체적으로는 학생당 얼마만큼 지원되었는지를 따지는 학

생당 지원된 금액을 말한다.

본 논문에 사용된 재정 자료는 교육청 재정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학교회계 결산서

자료이고, 학교에 대한 자료는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집한 학교기본통계자료이

다.

공평성 연구에서 공평한지? 불공평한지? 살피기 위해서는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수직적 공평’, 그리고 학교가 속한

지역의 지원을 맡고 있는 정부(지방정부)의 재정형편에 따라 학생이 받는 지원이 달라

지지 말아야한다는 ‘재정적 중립성’, 그리고 지원 수준이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한 ‘충분

성’ 분석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경상기본운영비를 연구대상

수입원에서 제외했으므로 충분성 분석은 아쉽지만 본 연구에서 제외한다.

‘수평적 공평’의 분석에는 그동안 교육재정 분석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 사용해온 범

위, 변동계수, 맥룬지수, 버스티겐 지수와 같은 통계를 이용하게 된다. ‘수직적 공평성’

분석을 위해서는 초. 중. 고 등 학교 급별에 대한 학생당 수입액 비교하는 방법과 학생

당 수입액과 학교복지지표에 대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초.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복지 지표 내용은 다소 상이하다. 초. 중은 학생 배정이 자치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반면에, 고등학교는 자치구를 초월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중은

지역 지수를, 고등학교는 교내 지수를 사용이 바람직하다. 학생당 수입액을 구하는 절

차는, 먼저, 결산서에 나와 있는 수입항목들 중에서 교육청의 목적성 전출금+학교발전

기금+지자체보조금을 합한 합계를 산출한다. 그리고 이 금액을 학생 수로 나눈다. ‘수

직성 공평성’을 살피기 위해 사용될 학교 급별 표준교육비 차이는 아래 “ <표1-2> 학

생 1인당 표준교육비의 학교급별 비교”를 고려하고, 학생당 수입액과 교육복지지표와

상관계수를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표 Ⅰ-2> 학생 1인당 표준교육비의 학교 급별 비교

6학급 12학급 18학급 24학급 30학급 36학급 42학급 평균

초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중 1.19 1.25 1.24 1.28 1.29 1.31 1.27 1.26

일반고 1.43 1.55 1.56 1.59 1.63 1.63 1.64 1.58

source:유초중고 표준교육비 산출연구, 수탁CR 2005-6, KEID, p277. 필자 평균란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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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중립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관내 학교들의 각 년도의 학생당 수입

액 평균을 산출한 한다. 다음으로는 5개 년 간의 구별 학생당 평균수입액을 더한 다

음, 5로 나눠 학생당 년간 평균수입액을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부자 구인 강남 3구와

나머지 구들의 학생당 평균수입액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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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이 장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배분의

공평성 연구 문헌들을 검토한다. 먼저 현재의 학교비를 포함하는 학교재정지원제도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이슈들에 대한 검토와 관련 문헌검토를 거친다. 또한 공평성을

개선하려는 중앙정부의 노력들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 사용될 본

연구의 ‘분석의 틀’이 소개된다.

1. 지방교육재정제도

교육경비는 크게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고등교육비와

유 초 중 고등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보통교육비로 나눈다. 지방교육재정은 후자

즉, 보통교육비에 해당하는 교육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

관을 설치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재정확보나 집행구조는 지방자치단체

의 정치행정구조와 지방교육자치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우

리나라는 교육에 관한 사무를 시 도의 사무로 하고 있으면서도 시 도지사와는 별도로

교육감을 두어 교육행정을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시 도 단위에 의결기구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심의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와는 별개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행정적, 정치적 조직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중앙정부가 지방교육

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계통도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즉, 일반적인 지방

자치행정에 필요한 재정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중앙정부의 지방행

정기관의 장인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총액으로 교부해주는데 반

해, 지방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중앙정부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

정기관의 장인 교육감에게 직접 총액으로 교부하고 있다. 즉,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채널을 두개를 가진 셈이다. 법적으로 내국세 총액의 약 39.51%는 지방

자치단체 재정 지원을 위해 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국세의 19.2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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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장관을 통해서 시 도지사에게, 나머지 20.27%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통해서 시 도교육감에게 지원된다.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시스템도 별도로 두고 있다. 즉, 시 도의 일반회계로부터 분리

독립시켜 교육비특별회계라는 특별회계제도로 지방교육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비특

별회계의 중요한 재원은 국가로부터의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당해지방자치단

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되는 법정전입금과 임의전입금 그리고 학부모로부터의 받

는 공납금 등이다. 이들 재원들의 차지 비중은 2005년의 경우 국가가 약 80%, 지방자치

단체 일반회계가 약 15%, 학부모가 약 5%로 중앙집권적인 지방교육재정 분담구조로

되어 있다.

가. 재정분담 체계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교육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부담 주체는 크게 볼 때, 국

가, 지방자치단체, 학부모이다. 다시 설명하면, 의무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부

담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비의무교육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주

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학부모이다. 이들이 부담하는 경비는 모두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이 되는데, 국가부담은 교부금수입, 지방자치단

체 부담은 전입금수입, 학부모부담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된다. 국가는 지방교육

에 필요한 재정확보와 분담에 관해서 지방교부세법과는 별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와 외국 주요국들의 정부 간 교육비 분담을 살필 필요가 있다.

(1) 우리나라

(가) 국가부담 교부금

국가는 지방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 내국세의 약 20.27%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 전액을 합한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별도로 만들어 지방교육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배분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국



- 9 -

가부담 교부금은 96/100에 해당하는 보통교부금과 나머지 4/100에 해당하는 특별교부

금으로 구성된다. 보통교부금은 모자라는 부분을 메꿔주는 형평화 교부금적 성격을 갖

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약하면 더 많이 교부된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

가 법적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재정소요액에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을 포함한 자체수입

액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그 부족액을 보통교부금으로 지원되는데 지원방식은 총액

으로 지원된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정책의 필요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

을 경우에 목적을 정하여 교부된다. 보통교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일반재원으로 수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인 반

면에, 특별교부금은 목적이 지정되어 내려온다. 이점이 바로 특별교부금이 정치적 목적

으로 이용하게 되면 학교비 지원의 공평성을 해치게 되는 원인이다.

(나) 지방자치단체 부담 전입금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과 그렇지 않는

임의 전입금으로 나누어진다. 법정전입금은 공립학교의 설치 운영 또는 교육환경개선

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방교육세 전액, 담배소비세의 45/100, 시 도세 총액

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다2). 임의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가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개

별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육경비 보조금이나

도서관 운영비 보조금 등을 들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육교부금 산정에 있어서, 법정전입금은 기준재정수입에 산입시키지만, 비법정

전입금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비특별회계 재정규모 면에서 볼 때, 법정전입금

이 늘어나는 것은 영향이 없지만 비법정전입금을 늘어나는 것은 늘어난 만큼 규모가

커지게 된다.

(다) 학부모 부담

2) 지방교육재정법 제11조. 시 도세 총액의 일정률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목적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분은 제외)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목적세분 제외)의5%, 도 및 특별자

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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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인 반면에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 아

니다. 의무교육기관인 초 중학교 교육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이들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공납금이라는 형태로 부담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교부금 산정

공식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액에 자체수입액이 미치지 못한 경우에 그 부족

분을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납금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당해 교육비특별회계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부금 산정공식은 공납금에

대한 자체수입액 산정을 재학생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액으로 보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을 경우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림 Ⅱ-1]은 지방교육비 분담구조를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 점선으

로 표시된 대로 교부금 산정 시 기준재정수입에 산입되는 재원과 산입되지 않는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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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누어진다. 산입에서 제외되는 재원들 중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될 소지가 있

는 재원은 지자체들의 비법정전입금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이 전체

지방교육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은 단지 0.5% 에 불과하다3).

(2) 외국

(가) 일본

일본은 우리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과 일반재정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

어 있다. 정부 간 교육재정 분담구조는 중앙정부, 도부현, 시정촌이 각각 약 50%, 30%,

20%이다. 일본도 우리와 같이 중앙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배분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 단체의 기준재정수요를 산정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의 인구, 면적,

세대수, 도시 수, 촌락 수, 각 도시나 촌락의 인구수 지수가 사용된다. 이러한 지수 적용

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수요를 산정하여 그들의 부족한 재정

능력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형평화 교부금이다. 재정수요 산정에서 측정단위를 보

면, 도도부현의 경우는 소학교비, 중학교비, 고등학교비, 특수교육 제학교비, 기타교육

비 등 5개 행정항목이고, 시정촌은 소학교비, 중학교비, 고등학교비, 기타교육비등 4개

의 항목별로 기준재정수요가 산출된다. 산정된 금액에서 자체재정 수입을 뺀 나머지를

지원해주는 교부세 방식은 우리와 비슷하다.

(나) 미국

미국의 교육재정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로부터의 보조금(지출금)과 지방정부(학교

구)의 자체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을 제공하는 자가 다스린다(He who has the

gold makes the rules)는 원칙에 걸맞게 교육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주 정부와 지역의

교육구가 분점하고 있는 상태다. 연방정부의 지출금은 주로 소득세(income tax)로부터

나오는데, 주 및 지방정부의 보건, 주택, 교육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3) 2005년 지방자치단체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약 34조 4,794억에 달하며, 이중 비법정전입금은

약 1,558억으로 0.45%에 불과함(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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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교육에 관한 연방정부의 원조는 주로 장애아 등을 위한 특별 학교의 원조, 직업교

육프로그램 등 특별프로그램에 대한 원조와 같이 교육에 대한 원초적인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에 보조적이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원조 프로그램 지원비는 1960년대와 1970

년대에 걸쳐 계속 증가하여 초중등 공교육비의 10% 가까이 달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권력의 집중, 주민자치,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중복 배제, 교육비 지출과 다른 공공지

출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정부정책으로 그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공교육비는 대부분이 주나 지방의 교육세의 과세권에서의 세금에 의존하고 부분적으

로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는다. 분담비율은 주에 따라 다양한 정부간 재정분담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개 유 초 중등교육비에 대한 정부 간 재정분담은 주정부와 학교구가

반반씩 분담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은 주정부가

맡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학교구의 교육재정은 재산세를 세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구의 교육재정 형편은 그 지역의 빈부에 따라 많은 격차가 나고 있다.

(3) 영국

영국은 우리와 같이 지방재정의 중앙재정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다. 이는 각

가구별 주택의 자산가치와 주택에 거주하는 성인에 대해 부과하는 카운슬(council) 세

라고 하는 지방세의 위상이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이기도 한데, 역사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을 중심으로 출발해서 점차 중앙정부의 교부금 중심으로 변화해 온 것이다.

지방교육재정이 일반재정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함께 포함되어 있다. 지방세의 가장

중요한 세원인 카운슬(council) 세는 교육재정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 이외에

도로, 복지, 경찰, 소방 도로와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의 재원이다. 따라서 학교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만으로는 부족하며 중앙정부 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

정이다.

중앙정부의 현재 지방재정조정제도로는 세입지원교부금(Rate Support Grant), 특

정보조금(Special Grant), 임시특별보충보조금, 비주거세(None Domestic Rate) 등이

있다. 이중에서 세입지원교부금과 비주거세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보조금으로

우리의 지방교부세의 성격이며 특정보조금과 보충특별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진 것으로

우리의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 학교에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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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간의 분담은 중앙정부가 3분지 1 정도 맡고 있고 나머지 3분지 2는 지방정부가

맡아 오고 있다.

(4) 호주

호주의 교육은 식민지시대 이래 영국 교육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제도

는 영국의 학교제도와 비슷하다. 호주의 교육행정 구조는 전통적으로 분권화된 다원화

의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 연방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전국적인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 미국과는 달리, 지방

(local)은 책임이 없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책임 분담을 하고 있다.

주정부는 학교를 감독하기 위하여 지방교육구사무소를 지역별로 설치 운영하고 있

는데, 학교재정지원은 지방교육구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주정부에서 직접 학교로 내려

보내고 있다. 지방교육구사무소는 주로 학교 교육계획, 교육과정, 학교평가 등 장학행

정을 맡고 있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City) 관할 구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교육은 주정

부 책임 하에 직접 이루어지고, 별도로 지방교육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

초지방자치단체인 시 군(city shire)은 영국과는 달리 학교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없다. 연방정부가 분담하는 교육비에 대한 재원은 소득세이며, 연방정부에서 지원되는

교육비 지원금은 공립학교 분은 주정부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편입되며, 사립학교 분은

주정부를 거쳐 사립학교로 전달된다. 주정부는 공립학교를 설립운영하고 교육비를 부

담하는 한편 연방정부에서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것과는 별도로 자체자금으로 연방만

큼 사립학교를 지원한다. 호주의 사립학교들은 전체 학생의 30%를 수용하고 있으며,

연방과 주로부터 공립학교가 지원받는 금액의 30%를 지원 받는다. 연방과 주의 교육비

분담비율은 공립 학교교육비는 약 1: 8, 사립 학교교육비는 5 : 5 비율로 분담하고 있

다.(설인환, 2005)

 나. 재정배분 체계

지방교육비 배분단계는 교육행정체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크게 두 단계로 나누

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중앙정부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



- 14 -

시 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인 교육감에게 배분하는 단계이고, 다른 하나는 시 도의 교

육행정기관의 장이 하급기관장이나 단위학교장에게 배분하는 단계이다. 우리나라와

외국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우리나라

(가)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비 배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육비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며, 중앙정부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배

분권한을 가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지역 간의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지원금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나 빈부격

차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교육 기회의 불균형과 교육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형평성 교부금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교부금은 전체

교부금 재원의 96/100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과 4/100를 차지하는 특별교부금이 있다.

보통교부금은 예산편성의 편의를 위하여, 전년도 8월경에 예정교부를 하고 당해 연도

3월경에 확정교부를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방법의 변천을 살펴보면, 1959년부터 1990년까지는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단위사업별 교부금 산정자료를 제출받아 단위사업별로 산정하여, 인

건비, 행정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시설비 등 항목별 배분 방식을 유지해 왔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급별 교육비차이도에 의한 가중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총액을 교부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1996년부터는 다시 택지개발 등으로 학교신설이 증가되는

시·도의 시설비수요 반영하기 위해서 학생수용시설비를 별도 산정하는 방식으로 약간

수정이 가해져 총액배분 방식은 2000년까지 유지된 셈이었다. 2001년부터는 교육여건

개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서 교부금과 기준재정수입액

(전입금, 지방교육양여금, 수업료 등)의 가용재원 전체를 경상재정수요와 사업재정수

요로 구분하고 전체 가용재원 중에서 10분의 3까지 사업재정수요를 책정하여 교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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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으로 바뀐다.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등 경상재정수요액은 실 소요액

을 산정하여 총액교부하고, 학교 신 증축사업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교육정보화사업

비, 교육과정개편 관련 사업비 등사업재정수요액은 사업별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바뀐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송기창, 2005).

배분방법의 변천에 관계없이 교부금 산정의 대 원칙은 지금까지 필요한 재원을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 즉, 부족한 금액을 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것이다. 구체

적으로는 중앙정부가 마련한 재정수요 기준과 재정수입 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한 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

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그 차액을 바로 교부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Ⅱ-2]와 같다.

[그림 Ⅱ-2]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입액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보통

교부금

•교원인건비

•학교신설비

•재정결함보전

•학교운영비 등

합 계 :

－

•지방세 재원 전입금

∙지방교육세 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도세액의 전입금

•학교용지 부담금

•수업료 및 입학금

합 계 :

＝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이나 자체 수입이 많으

면 중앙정부이 보통교부금을 덜 받고,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이나 자체수입이

적으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은 더 받게 된다는 점이다.

즉, 정부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재원배분 시스템은 철저히형

평화 교부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필요한 금액(재정수요액)을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 한 후에 지방자치단체들의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이 이 기준

에 정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 부분을 중앙정부가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해주는 이러한

재정배분제도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왔다. 이러한 교육재정배분제도 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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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같은 지방위주의 교육재정구조에서 발생되는 지역 간 격차 문제는 발생될 소지

가 없는 셈이다.

(나) 시 도교육청 수준에서의 학교교육비 배분

시 도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비 배분은 시 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해당된다. 중앙정부의 교부금 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전입금 수입이 용

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 자금이므로 자체 수입에 합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한다. 모든 예산은 시 도교육청 단위에서 편성하는데, 이것은 지

방교육자치가 시 도 단위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편성권은 시 도교육감이 가

지며, 예산의 심의권은 교육위원회와 시 도의회, 승인권은 시 도 의회가 가진다.

비록 중앙정부가 경상사업비는 총액으로 산정하고 시설사업비는 사업별로 산정하

여 내려주지만, 이러한 산정은 어디까지나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

며, 보통교부금 교부방식은 총액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 도교육청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무시된다. 따라서 경상사업비를 줄여서 시설사업비를

늘려 편성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시설사업비를 줄여서 경상사업비를 더 많이 편성할 수

도 있다.

예산의 편제는 학교급별, 공사립별, 지출성질별로 나누어 편성된다. 또, 유 초 중

고등학교비 등 학교 급별로 구분 편성되며, 유 초 중학교분은 지역교육청에 재배정된

다. 지역교육청에서는 공립학교 분과 사립학교 분을 구분하여 집행한다. 즉, 공립학교

분은 직접 집행하거나 단위학교에 전출금으로 이전하는데, 대개 학교운영비는 단위학

교로 이전하고 인건비와 시설비는 직접 집행한다. 반면에 사립 유 초 중학교에 대한

학교운영비는 물론 인건비와 시설비도 당해 학교법인에 재정결함 보조금이나 민간경

상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한편 고등학교 분은 지역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시 도교육청에

서 직접 집행하거나 단위학교회계로 전출된다. 공립 고등학교에 대한 학교운영비는 유

초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단위학교회계로 전출하고 인건비와 시설비는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반면에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유 초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운영비는 물론 인건비와 시설비 모두 당해 학교법인에 재정결함보조금이나 민간

경상이전 보조금 형태로 지원된다. [그림 Ⅱ-3]은 이러한 예산의 편제와 집행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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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Ⅱ-3] 중앙정부의 지방교육비 지원시스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부 장관

보통교부금

(학생수,인구)

특별교부금

(특별한 수요)

동등한 지방교육재정 수입

지방행정기관의 장 :시도교육청 교육감

지역교육청 교육장 (경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등한 수혜 : 학생

비록 유 초 중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역교육청을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

된다고 하여도 예산 편성과 승인이 시 도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은

시 도교육청으로부터 시달된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요구와 편성된 예산을 학교에 내

려주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학교시설비를 어느 시 군 구에 더 많이 지원할 것인가는

시 도교육청 수준에서 결정되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비중을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시 도교육청 수준에서 예산편성과정은 중앙정부로부터 총액으로 이전된 보통교부

금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이전된 전입금은 자체 일반재원 편입하여 마치 자

신의 수입처럼 자율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교부금

이 총액으로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학교신증설비와 교육환경개선비에 대해서는 집행

한 후에 차년도 교부금 교부 시에 정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목적지정

교부금과 같이 운영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이전된 전입금 중에서 신설

학교 부지매입비는 목적지정 전입금이나 마찬가지로 학교신설에 투입된다. 중앙정부

로부터 내려온 특별교부금은 용도가 지정되어 지원받았기 때문에 지정된 목적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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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4).

(2) 외국

(가) 일본

교육재정 배분과정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다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

학교로 2단계 배분 과정을 거친다. 먼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지원 방식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세 형태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지방교부세는 대표

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로써 지방정부의 일반 재정지원을 위한 형평교부금 형태로 지

원되는데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신축성 있는 재원이다. 교육에 필요한 재원도 포함

하는데 자치성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일괄 교부된다. 문부성이 아닌 자치성에서 각 지방

자치단체로 직접 배분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에 대한 예산을 하나의 장으로

편성한다. 이에 비하여 국가지출금은 특정교육목적 실현을 위해 지원되므로 문부성에

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문부성 예산 중 지방자치단체에 특정목적으로 교부하는

국가 지출금 예산은 전체 예산의 5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85%이상이 의무교육

기관 교직원 인건비이다.

중앙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배분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 단체의

기준재정수요를 산정하게 되는데 각 지자체의 인구, 면적, 세대수, 도시 수, 촌락 수.

각도시나 촌락의 인구수와 같은 지수가 사용된다. 학교교육비의 항목은 도도부현은

소학교비, 중학교비, 고등학교비, 특수교육 제학교비, 기타교육비 등 5개 행정항목으로

분류되고, 시정촌은 소학교비, 중학교비, 고등학교비, 기타교육비등 4개의 행정항목별

로 기준재정수요가 산출된다. 이러한 측정 단위 이외에 학교 급별로 표준이 되는 단체

와 시설을 산출하여 재정수요를 산출하는데 이용한다. 자체 재정수입액이 재정수요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은 우리와 비슷하다.

(나) 미국

4)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은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4/100를 차지하며, 특별한 재정수요를지원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용도결정 권한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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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초 중등교육에 대한 재정보조 방식은 직접지원방식과 간접지원방식으로

구분된다. 빈곤가정 자녀 보조금이나 직업교육진흥사업비 같은 연방차원의 특수 목적

을 위한 사업비는 주정부를 거치지 않고 지방 학교구에 직접 내려 보낸다. 반면에 간접

보조금은 주정부로 내려 보내면, 주정부가 지방학교구로 재배정하는 형태인데, 배부

지원기준은 인구, 일반조세 수입계수, 상대 소득계수 등을 사용하며, 각 주별 지원액이

산출된다. 주정부에서는 초 중등학교에 필요한 자금을 연방으로부터 받은 간접교부금

과 자체자금을 지방학교구로 배분하는데, 재산세를 기준으로 하여 일률교부금(Flat

Grant System)제도, 세원보장(Guaranteed Tax Base)제도, 비례평형교부금제도, 평형

교부금제도 등 여러 가지 배분 방법을 주마다 각기 채택하고 있다. 주정부들의 학교구

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본 공식은 일단 학생수에 따라 기본액을 배부하고, 추가로 어려

운 학교구에 가중치를 두어 배분하는 원칙이다. 이와 같은 배분방식은 지방학교구간

의 세입의 불일치를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부족분을 메워주는 우리나라와는 근본

적으로 차이가 난다. 단위학교로의 학교비 배분방식에 있어 특징은 학교 급별로 봉급

을 포함한 학생 1인당 년간 지원액에 재학생수를 곱하여 학교에 총액으로 내려준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의 기존의 교육재정 배분시스템에 있어 한 가지 크나큰 변화는 마그넷

학교 (Magnet School), 학교바우처(School Voucher), 에디슨 학교(Edison School), 차

터 학교( Charter School) 같은 여러 가지 명칭의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공립학교의

위탁경영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이들 제도가 계속 확산되는 이유는 공립학교의 실

패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주정부는 전문교육회사나 대학과 계약을 통하여 공립학교

운영을 맡기는 방식이다. 그 동안 지방학교구를 통하여 배부 되던 연방정부와 주정부

의 공립학교 지원금은 지방학교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공립학교교육을 위탁 맡은 전문

교육회사들에게 지급된다.

(다) 영국

영국 중앙정부의 교육비 지원체계는 공립학교 분은 지방교육국에 사립학교 분은 학

교 종류별로 사립학교 설립자 연합회 격인 학교지원금 대행기관(Funding Agency for

schools)에 지원해주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지역 간 교육재정 격차는 세입지원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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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 support grant)제도를 통해서 완화시키고 있다. 세입지원보조금은 기준재정수요

와 재정수입을 측정하여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인데, 재정수요는 표준재정지출액

(SSA; Standard Spending Assessment)으로 산정하며 재정수입은 카운슬세와 비주

거레이트, 인구, 가구 수를 반영하여 RSG = SSA - [(카운슬세*가구수) + (비주거레이

트*인구수)] 로 산정한다. 기준재정수요의 단위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나

보정계수는 측정항목별 지자체별로 차이가 난다. 측정항목은 교육, 복지서비스, 경찰,

소방, 민방위. 도로관리, 기타서비스, 자본지출 등 7가지이다. 여기서 교육은 다시 학

교 급별, 기타교육 항목 등 64개 항목으로 분류된다.

교육기능에 대한 표준재정지출액(SSA)은 학생 1인당 기본경비를 학교 급별로 산정하

여 합계를 낸다. 여기에 지역별 조정계수를 학교 급별로 적용하고, 다시 가중계수를

학교 급별로 적용하면 학교 급별로 학생 1인당 표준재정지출액이 나온다. 다시 여기에

학생수를 곱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총 표준재정지출액이 구해진다. 영국의 지방교

육재정 기준수요 산정이 이와 같이 학생1인당 표준재정지출액(SSA)를 산출하여 구해

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학교에 배분할 자금은 간단히 학

생 1인당 표준재정지출액에 학생수를 곱하면 산출되기 때문에 매우 간결하고 투명하

다.

(라) 호주

연방정부의 학교교육비 지원방식과 절차는 공 사립 간에 따라 다르고, 경상비와 시

설비 간에 다르게 진행된다. 주정부의 학교 교육비에 대한 지원 방식과 절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사립 간에, 그리고 경상비냐 시설비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첫째, 연방정

부의 공립학교에 대한 경상비 지원에는 학교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는

데 학교별 지원액 산정은 학생당(per capita) 지원 기준액에 학생수를 곱한다. 학생수는

각 년도 8월 첫째 주 금요일에 재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주정부교육부에 포괄 보조금(block grants) 형태로 배분한다.

주정부도 다양한 자신의 방법으로 공립학교에 대한 경상비를 지원한다. 연방으로부

터 받은 자금에다 자체 자금을 보태서 학교에 내려 보내게 되는데 연방에서 전달 받은

교부금을 반드시 교육비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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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재량을 갖는다. 둘째, 연방정부의 사립학교에 대한 경상비 지원 역시 학생 1인당

기준으로 지원한다. 사립학교는 학부모들의 재정형편에 따라 12단계 군(Category)으

로 나눈다. 1군에 속하는 학교는 가장 낮은 수준을 받고, 12군에 속한 학교는 가장

높은 수준을 받는다. 12군 학교는 1군 학교의 3～4배가량 많이 받는다. 전체 학교의

약 73 % 이상이 10군 이상을 받고 있다.

일반경상교부금이 연방정부의 학교지원경비 총액의 4분지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방정부의 경상지원비는 주정부를 통하여 주정부 자체자금과 함께 학교로

배분한다. 주정부의 경상교부금 지원방법은 주에 따라 다르다. 연방정부의 자금지원

군표를 사용하는 주들도 있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주들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정부에서 단위학교로의 지원되는 경상비는 공립학교의 경우 학생당 금액에 학생수

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총액으로 교부하고, 사립학교의 경우엔 학생수에 공립학교의

학생당 두당경비와 학생거주지지수(SES)를 곱하여 산출된 총액을 학교에 교부한다.

총액에는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총액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교부하여 단위학교가 예산편성의 자율권

과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갖는 단위학교 예산제도를 포괄예산(Global Budget)이라고

하는데, 호주의 대부분 주정부에서 관내 학교에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예산제도의

채택은 1980년대 이후 경쟁과 시장주의 원리를 적용한 학교경영 풍조에 따라 많은 시

련과 저항을 겪으면서 도입되었다. 연방정부의 학교시설 보조금 사업(Capital Grants

Programme)은 목적사업비로서 주정부나 포괄보조금대행협회(BGAs)에게 포괄보조금

(block grants) 형태로 지원된다.

정부부문은 신청이 대등하게 이루어지고,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이 함께 공동관리

(Pooled)한다. 이 사업의 목적은 더 나은 교육시설을 제공하여 교육성과를 높이는 데

있으며,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공사립학교들에게 공통적으로 투입 분야는 보통교실,

특별교실, 다목적실, 행정실 등 주로 학교 건물 신․증축이다.

보조금의 배분과정은 경상교부금과 시설보조금이 서로 다르다. 경상교부금은 공

사립 분 모두 주정부에 내려 보내면, 주정부는 자체 자금을 보태서 관내 학교로 배분

하는 식으로 진행되지만, 시설사업 지원은 두개의 별도 계정을 사용한다. 공립 분은

주정부에 총액으로 교부하고, 사립 분은 주정부를 거치지 않고 포괄보조금대행협회에

자금을 내려 주면, 협회 자체적으로 배분기준을 정하고 학교에 사업비를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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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 기관이 정부를 대신해서 공정한 배분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염려스럽지만

실제는 지원에서 제외된 학교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설인환,

2005 : 105). 이상 설명한 호주정부의 학교시설비 지원제도를 [그림 Ⅱ-4]가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Ⅱ-4] 호주정부의 학교시설비 배분시스템

세출예산

연방회의

공립학교 시설비 사립학교 시설비

연방교육부 학교재정국 시설지원과

재학생 수에

따라

재학생 수에

따라 40%

경상비 수준에

따라 60%

주정부 교육부 자립형 사립협회 가톨릭 사립협회

공립학교 사립학교

2. 중앙정부의 지방교육비 배분의 공평성 확보노력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운영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로 되어 있는 유. 초.

중.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보통교육에 소요되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배분권한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주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가

지고 있다. 이렇게 지방 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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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재원으로 하여 중앙정부가 조정해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 각국들에서도 볼 있으며, 각 지방마다 재원을 마련할 능력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보통교육만은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경제적 형편이나 자신이 살

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구애 받지 않고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함에 있다. 정부에서 지방교육에 쓸 재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

금 재원 중 학교교육비가 배분되는 과정은 [그림 Ⅱ-3]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미 살핀

바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는 보통교부금 교부제도와 특별교부금 교부제도라는 2가

지로 나누어진다.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96%를 차지하며, 목적

을 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미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마치 자체

수입(지방세)처럼 마음대로 용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교부세라고도 불린다. 특별

교부금은 교부금의 4%를 차지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용

도를 결정하여 필요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준다. 보통교부금 규모에 비해 월

등히 작은 4%에 불과 하지만, 금액으로 치면 연간 약 1조원에 육박한 규모이다. 더구

나 보통교부금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기본운영비로서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데 비해서, 특별교부금은 매년 필요에 따라 용도를 정하여 쓸 수 있는 사업비

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에 미칠 영향은 대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별

교부금 역시 각기 형평이 다른 지방의 교육재정에 대한 조정제도의 보완 장치로서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련 된 제도이나, 교육부 장관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용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집권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될 소지도

없지 않다. 게다가 정치적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업들

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새로운 사업들은 시범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몇 몇 학교들에

만 혜택이 돌아가서 배분의 공평성이 떨어지는 일이 되풀이 되게 된다.

나. 지방교육비의 정부 간 분담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초 중등교육법은 공교육에 대한 재정확보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함께 지우고 있는 한편, 의무교육에 대한 책임과 시설확보에 대한 필

요한 조치는 국가에 지우고 다만,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정하고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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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학교교육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두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

기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도록 되어있

다.

1950년대 인구증가와 1960∼70년대 정부의 산업화 정책은 농촌인구는 도시로 이동

시켜 대도시와 대도시 주변 학교들은 과밀학급과 이부제 수업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해

졌다.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구이동,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고교 평준화

정책 추진으로 인한 취학률 증가로 교육여건은 점점 더 열악해졌다. 중앙집권적 조세

구조 아래에서 열악한 교육여건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둘 경우 해결될 수 없었

다.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에 대한 격차 개선 노력이 계속되어 오다가 드디어 1982년에

교육세 신설을 이끌어 낸다.

중앙정부가 시 도에 지원하는 교부금이 지방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

에 달해, 지역 간 재정격차는 최대 20% 범위에서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될지 모르

지만, 교부금 산정공식이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차감하여 부족분을

교부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자체 수입액이 많으면 덜 받게 되고 자체

수입이 적으면 더 받게 된다.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격차로 학교가 받게 되는 학교비의

불공평 문제는 그리 크지 않게 된다.

3. 재정배분의 준거로서의 공평성

초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 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충당하

는데, 시 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의 약 20%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

입금 수입으로, 나머지 80%는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입이다5).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의장인 교육감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교부금과 지방

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이전받은 전입금을 자체수입에 합하여 예산을 편성하는데,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률(19.4%)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여 중앙정부의 교

육행정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인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교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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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재정 중 인건비와 시설비는 시 도교육청에 일괄 편성하고, 운영비는 학교회계 전

출금으로 편성하여 학교에 총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총재원의 80%가

중앙정부의 교부금일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교육행정기관장인 교육부장관이 각 지

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고 재정수입액이 이에 미달하는 금

액을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재원배분체제하에서 중앙정부가 수립한 배분원칙에 공평한

지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교육재정의 배분원칙에는 충분성, 공평성, 투명성, 간결성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

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공평성(equity) 만큼 중요한 원리는 없다6). 공평성 문제는

비단 교육재정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며,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적용되는 원리이기도

하다. 공평성과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관들, 조직들, 자금지원 메커니즘에도 적용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정운영, 스포츠, 교육, 경영 분야 그리고 공공조직에 대한

지원에 적용될 수 있는데, 얼마나 성공적이며, 얼마나 동등한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다. 교육 분야에서 공평성은 학생들의 성적, 교사들의 봉급, 학교 재정지원 시스템 같은

교육적 시스템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가. 용어의 정의와 적용

   (1) 공평성의 정의

공평성(equity)은 형평성, 균등성, 평등성, 공정성 등 사람들에 따라 여러 가지 유사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이 단어에 대한 해석

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공평(equity)이란 “불공정한(unfair) 대우를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situation), 즉 공정(fairness)과 같은 뜻”으로 설명되고 있다

(Longman 영어사전 3판, 1995: 461). 한영사전에는 공평성, 공정성, 형평성으로 번역되

어 있다. 아무도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공정(fairness)과 자원이 모든

6) 곽영우와 최준렬(1997)은 윤정일 교육재정학(1992)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합리적 배분의원리로서 평등성

(equality), 효율성, 자율성을 들면서 평등성(equality)에는 수평적 평등성과 수직성 평등성을 포함시키고 있

음. 또한 그들은 김영철, 공은배, 이윤식(1982) 등이 평등성(equality), 공평성(equilty), 효율성(efficiency)을

들고 있지만 평등성(equality) 과 공평성(equilty)을 같은 차원으로 보고 교육자치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자

율성을 포함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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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동일하게 나누어져야 한다는 평등(equality)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형평

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공평성(equity)이 공정성(fairness) 의미로 혼

용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7).

국가가 공평한 배분을 통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공평성의 정

의는 공평성의 개념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된다. 이것은 국가

가 실시한 분배상태가 공평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 무엇을 공평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공평한 분배로 볼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만 공평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무엇이 공평해야 진정으로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느냐

에 대한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진다. 결과의 공평과 기회의 공평이 그것이다. 전자

는 부, 소득 후생과 같은 물질적 복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후자는 그보

다는 오히려 그러한 물질적 복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을 공평한 분배로 볼

것인가는 공평의 정도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에 대한 철학적 또는 사회 정의적 정의

를 내리는 데는 네 가지 견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자유주의적 견해(libertarian, Nozick, 1974)로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모든 사람

들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러한 분배 상태는 정의롭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정부

의 간섭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며 자유로운 시장의 힘에 의하여

결정된 분배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둘째, 최대다수 최대행복으로 알려진 공리주의적 견해(utilitarian, Bentham, 1907)는,

그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배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 한계효용은 체감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소득은 부자보다 빈자에게 더

큰 만족을 주어 결국 소득재분배로 사회의 총효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셋째, 최소 극대화원칙(maximin principle)으로 알려진 롤스주의적 견해(Rawlsian, J.

Rawls)에 따르면,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시켜 분배하는 것이 그

사회의 전체 후생을 가장 크게 하므로 바람직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불평등은 각기

7) 김왕복은 지방교육재정 배분의 공정성 분석(1999)에서, 공은배는 ‘교육재정 배분의 합리화방안(1998)’에서,

영어 equity를 공정성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윤홍주는 공평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그는

fairness를 공정성으로 쓰고 있으며, 공평성 개념에는 평등성(equality)이나 공정성(fairness) 의미가 포함되

어 있고, 공정성은 주로 절차에 대한 공명정대함을 의미하지만 공평성은 절차적, 실질적인 내용의 평등까

지 포함된다고 한다. 그리고 충분성은 영어 adequacy에 해당하는데, 윤홍주는 이를 적정성으로 사용하고

있음.



- 27 -

다른 능력과 환경에서 태어난 데서 비롯된 우연의 결과이므로 복권을 잘못 뽑아서 불

리해진 사람에게 얼마간의 적선을 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사회적 강자보다는 약자에게 더 많은 혜

택을 주는 것이 정의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이 정의에 따른다면, 학생수에 따라 똑같은

금액을 모든 학교를 일정하게 지원하는 것이 공평이 아니라 도서벽지 학교나 장애인

학교를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은 공평한 것이 된다.

넷째, 평등주의적 견해(equalitarian)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으므로

모든 물직적 가치도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바람직한 분배라는 것이

다. 이러한 철학적 사회적 공평에 대한 정의는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공평해

야 한다고 할 때 판단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공평한 지원인가를 놓

고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교육구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갔을 때 주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였다. 학교재정지원제도가 불공평하다는 판결을

받은 주정부들은 지원제도를 보다 공평하게 고쳐야 했으며, 이렇게 고쳐진 재정지원제

도가 과연 공평성을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교육재정학자

들의 연구가 줄을 이었다.

Berne과 Stiefel(1984)이 만든 공평성 분석틀은 학교 재정지원제도에 공평성이 존재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틀로 매우 유명하다. 이틀은 학생에 대한 정부의 공

평한 재정지원제도가 갖추어야 할 원칙들로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 기회균등(equal opportunity)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Berne과

Stiefel(1984)의 분석틀을 발전시킨 Odden & Picus(2000)의 공평성 분석틀은 Berne과

Stiefel(1984)의 틀에 충분성(adequacy)을 새로 추가하고 기회균등 대신에 재정적 중

립성(fiscal neutrality)을 넣어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등 4가지 원칙을 포함시

키고 보다 공평성의 개념을 확대하는 분석틀을 만들었다. 공평성과 관련된 용어들을

좀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수평적 공평성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에 대한 개념은 “같은 학생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수평적 공평성은 모든 학생들은 학교비 수입에서 동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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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나) 수직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의 개념은 “다른 학생들은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 즉,

장애를 가진 학생들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은 지원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는 것을 뜻한다. 학교비 수입에서 수직적 공평성은 학교 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아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열악한 지역에 위치하여 가난한 학생들이 많은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보다 많은 보충학습이나 학생복지를 더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다) 기회균등

기회균등(equal opportunity)은 모든 학생들은 자금지원, 교과서, 교재, 특별 프로그

램, 유자격 교사, 충분한 시설을 이용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넓은 공평성의

개념이다. 이러한 교육적 자원들(educational resources)이 학생이 속하는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달라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Lowe,1996 : 19). Odden &

Picus(2000)는 기회균등 대신 재정의 중립성(fiscal neutral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라) 재정적 중립성

재정적 중립성(Fiscal Neutrality)에 대한 개념은 공평성 원칙 중의 하나로 1970년에

Coons, Clune, Sugaman이 처음 사용했는데, 학생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학생이 속한

학교 구의 재산의 부(property wealth)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Lowe,

1996 : 19). 다시 말하면, 부자 학교구라고해서 학생당 지출액이 가난한 학교구의 학생

당 지출액 보다 더 높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 학교구의 재정형편(school

district wealth)을 학교구 관내의 부동산 평가총액이나 재산세 총액으로 나타낸다. 미

국 캘리포니아주에서 1972년 이전에, 학교구 당국은 추가 수입을 위해 재산세율을 인

상시킬 수 있는 수입한도 개념의 상원 법안 구절에 도입되었는데, 그 당시 같은 재산세



- 29 -

율을 부과한다고 해도 부자 학교구는 가난한 학교구보다 더 많은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교구별로 재정능력에 격차가 발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위 부자구

로 알려진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에 속한 학교들의 학생당 연평균수입액과 나머

지 구들에 속한 학교들의 그것과 비교해서 강남3구에 속한 학교들의 학생당 수입액이

월등히 많으면 재정적 중립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있는 것으로 판단을 내린

다.

  나. 공평성에 대한 이슈들

교육재정 연구에서 공평성에 대한 이슈는 1960년대에 미국에서 정부의 학생당 재정

지출이 연방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원칙에 맞는지에 대한 즉, 교육의 투입측면의 기회

균등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었다. 재정적으로 가난한 교육구들이 1960년대에서 1980년

대까지 주로 연방헌법의 평등조항을 근거로 학교구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학교지원자

금의 불공평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렇게 되자 주정부들이 가난한 교육구들에 대한 지

원을 부자 학교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보다는 부자 학교구들의 수준을 낮추려는 경향

이 나타나 가난한 교육구들의 재정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1990년대 이후에 가난한

학교구들은 다시 주 헌법에 적시된 주정부의 교육의무조항을 들어 재정지원에 대한

불충분성을 문제 삼았다. 충분하지 않아도 공평한 지원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공평하게 지원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지원이라면 정부의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 대한 중앙정부의

학교 재정지원제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존재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평성의 원래 모습은 단순하며, 개별 그룹들에 대한 공정한(fair) 자금배분과 관련된

다. 그러나 공평성이 복잡해지는 경우는 서로 다른 그룹들이 다른 자금의 액수를 받아

야 할 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공정(fairness)한 결정인지를 놓고 발생된다. 그래서

공평성은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혹은 공평한 자금 배분을 가

져오는가라는 관점에서 설명되거나, 얼마나 불공평이 존재하고, 줄어들었는가라는 관

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일단 달성되어야 할 목표가 확인되면 공평성은 어떤

제도가 공평한지 불공평한지를 평가해주는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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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유색인들이 많은 학교구가 연방헌법의 평등조항을 근거로 법원의 판결을 구

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1973년 처음 발단이 된 이후 30년 동안 미국의 50개 중에

무려 45개 주가 공평성 또는 충분성 소송에 휘말렸다. 2007년 현재 23개 주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22개 주는 완료된 상태다. 이를 소송문제별로 살펴보면, 학교시설의

공평성이나 불충분성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6개 주이고, 학교시설을 포함한

학교 지원금에 대한 소송은 30개 주, 학교시설이 제외된 경우는 20개주이다.

4. 선행연구 검토

학교재정의 공평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미국에서 일찍이 발달했다. 국내의 연구

들은 미국에서 이루어진 모델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사례에 적용한 연구들이 대부분

이다.

가. 국내 선행연구들

국내 선행연구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Berne과 Stiefel (1984)

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주로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으로 배분하는 학교경비에 대하여

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 기회균등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또 하나는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 Berne과 Stiefel(1984) 분석틀과 Odden & Picus의 충분성 분석틀(2000)을 이용

하여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재정상 중립, 충분성 분석을 실시한 연구이다. 전

자의 연구로는 김남순(1988), 최은수(1990), 김영출(1994), 김왕복(1996), 반상진(1998),

이 있으며, 이들은 Berne과 Stiefel(1984) 의 틀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수정을 가하거

나 통계기법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 분석 단위나 분석 대상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후자의 연구로는 윤홍주(2004)의 박사학위 논문연구가 있는데, 분석단위를 단위

학교를 하고 있고 주로 경상비 중 학교운영비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

김남순(1988)은 Berne과 Stiefel(1984)의 분석틀을 응용하여 중앙정부의 시 도교육

청에 대한 학교비 지원에 대해서 특히 운영비를 중심으로 수평적, 수직적 공평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였다. 최은수(1990)는 1977년도에서 1987년까지의 Be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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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Stiefel(1984)의 분석틀을 응용하여 초 중등 공립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에 대

한 공평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수직적 공평, 수평적 공평, 기회균등을 분석하였다. 김영

출(1994)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들에 대한 학교운영비 지원제도에 대한

공평성을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도 농 간 그리고 11년간 추세분석을 통해 측정

하였다.

김왕복(1996)은 1986년부터 1996년까지 11년간 중앙정부의 학교재정 지원에 대한 시

도교육청 간 공평성을 분석하였는데,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로 나누어 각각 이들 항

목들에 대한 하위요소들 가운데 어떤 요소들이 공평성에 영향을 더 미쳤는지를 분석

하였는데, 수평적 공평성 측정은 범위와 앳킨슨 지수를, 수직적 공평성 측정은 가중분

산측정치 즉 앳킨슨 지수, 범위, 변동계수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학생당 운영비 수

준면에서 수평적 공평성은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회균등의 원칙은 시 도

교육청의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수입과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수입 간에 강한 역

상관이 나타나 기회균등 원칙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상진(1998)은 편차

계수, 상대평균편차, 역맥룬지수, 지니계수 등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1982년부터

1996년도까지의 시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배분제도에 대한 공평성을 분석하였다.

윤홍주(2004)는 2001년과 2002년도에 대한 시 도교육청 간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

운영비 지원의 공평성을 충분성 기준이 가미된 Odden & Picus(2000)의 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단위로는 학생당 지원액과 학급당 지원액을 분석하여 시 도교육청을

분석하였다. 수평적 공평성 측정은 지니계수와 역맥룬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적정성(충

분성) 분석은 2000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초 중등학교 표준교육비산출 연구

를 활용하여 표준교육비를 교수학습비와 일반운영비로 나누어 Odden & Picus(2000)

의 틀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초 중등학교는 적정 교육비 수준을 확보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평성 측면에서 시 도 간 차이보다는 단위학교 간 차이

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수평적 공평성에 비해 수직성 공평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재정적 중립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국외 선행연구들

학교재정지원에 관한 외국의 공평성 연구는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경상비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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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이루어지다가 1980년대와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투입의 공평성에서 결과의

공평성이 강조되면서 충분성이 공평성에 포함되었고, 그동안 주로 학교 경상비 지원

에 대한 공평성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시설비 지원에 대한 연구도 점차 늘어났다.

   (1) 분석 모형에 대한 연구들

학교재정의공평성분석의틀에대한국외연구로는먼저 Johns and Magers(1978)의 학

교재정의 공평성 평가 모형을 들 수 있다. 이 분석 모형은 전국적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림 Ⅱ-5]와 같이, 주정부 학교재정제도로 인해 가장

영향을 받게 되는 학생과 납세자 두 부류에 대한 공평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림 Ⅱ-5] 공립학교 재정지원 사업의 전국 비교평가 모형

공립학교 재정지원 사업

수혜 부류 학 생 납세자

공평 조건 지원금의 차이 지원금의 충분성 부의 격차

공평 척도

평균,

평균편차

관계

전국평균

이하 %

부의 중립적

수입의 %

자료출처:Johns & Magers(178, spring), Measuring the equity of state school

finance program, Joumal of Education Finance, 3, 378

이 분석 모형은 3단계로 진행한다. 맨 먼저 누구의 공평에 대해 측정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 평가모형에서는 학생과 납세자의 공평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로는 공평조건 즉 어떤 것이 공평해야 하는가? 이 평가모형에서는 학생이나 납세자의

지원금의 격차, 지원금의 충분성, 부의 격차 등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공평성 평가도구 즉,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를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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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가모형에서는 지원금의 차이, 지원금의 충분성, 부의 중립성 등 3가지 공평 조

건을 측정하는데 주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 퍼센티지, 학생당 지출의 상대적인 평균

편차, 전국 학생당 평균지출액 이하에 있는 주 학생당 평균 지출액을 가진 경우의 퍼

센티지, P.L. 81-874 자금에 대한 부의 중립성 검사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8).

한편, 또 다른 유명한 학교재정 공평성 분석틀은 Berne과 Stiefel(1984)의 분석틀이

다. 그들은 학교재정의 공평성 측정을 위해 4단계 분석틀을 만들었다. 이 분석틀은

분석가들과 정책결정자들이 공평 개념을 계량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4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첫째는, 누구에 대한 공평인가(equity for whom)?, 둘째

는, 공평성 대상(equity objects), 셋째는, 공평성 원칙(equity principles), 넷째는, 공평

성 척도(equity measures) 이다.

첫 번째 요소에 대한 대답은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그룹과 공립교육비를 지불하는

납세자 그룹이다. 대개 학생들에 대한 공평성은 교육기회균등 틀 안에서 논의되며, 납

세자에 대한 공평성은 조세부담에 대한 공공재정에서 논의되어왔다. 두 번째 요소 즉,

이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할 지원금이나 교육적 서비스는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

은 학생에 대한 지원금이나 수입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제공되는 교육과정 수업 그리고

학생성적도 해당된다. 이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공평하게 배분된 반면에, 어떤 것들은

불공평하게 배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학교재정의

공평성 정도의 평가에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 요소는 공평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즉, 공평한 배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 어떠한 공평 원칙을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는 수평적 공평원칙, 수직적 공평원칙, 기회균등 등 3가지 공평성 원칙

이 있다.

수평적 공평원칙은 그룹 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은 똑같이 대우한다는 원칙이다. 수

직적 공평원칙은 그룹 내 구성원들의 차이를 인정한다. 기회균등이란 학생당 재산액

같은 변수들이 자원배분과 측정할 것인가 관련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9). 네 번째

요소는 배분시스템이 공평한가를 어떻게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통계들을 포함한다.

Berne과 Stiefel(1984)의 틀은 학교재정분석 분야에서 20년간 확고한 지위를 차지해

8) P.L. 81-874 자금은 정부로부터 학교구에 지원되는 장애아, 특수교육대상아, 인디안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등의 교육비를 말함.

9) 학교재정분야가 아닌 일반 분야에서는 기회균등 대신에 ‘재정상 중립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Berne과

Stiefel(1984) 초판에서는 이 원칙을 효율성 원칙이라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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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그러나 분석단위가 학교구에서 단위학교로 이동되고 충분성에 대한 이슈가 거

세지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되었다. Berne과 Stiefel(1999)의 틀은 이러한 상황변

화를 반영하여 추정인가 아니면 실제 분석인가, 분석단위(주, 학교구, 학교, 학생), 관

심 대상(재정적 변수, 교육과정 변수, 학생성취 변수), 관심그룹(학생 또는 납세자와),

공평성 개념(교육기회균등, 재정적 중립성, 수평적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충분성 개념

등 6개의 주제에 촛점을 둔 분석틀을 담고 있다.

추정 분석인가 경험적 분석인가는 자료와 관련된다. 오늘날의 분석은 실제 자료에

의한 경험적 분석이다. 분석 대상 문제는 주, 학교구, 학교, 학생과 관계된다. 전통적인

단위는 학교구이다. 따라서 분석은 주의 관내에 있는 학교구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국적 또는 주의 경계를 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들의 공평성

대상으로는 첫째, 재정이나 물리적 대상과 같은 투입(input), 둘째, 학생의 성적과 같은

산출(output), 셋째, 생애소득과 같은 성과(outcome) 등 3개의 군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재정의 공평성 연구들은 학생당 총 운영비 지출이나 학생당 교육비 지출

에서 나온 지출액수를 사용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공평성 분석에서 관심그룹은 전통적으로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이다. 그러나 납세자,

교사, 학부모도 그룹도 중요한 관심 대상이다. Odden & Picus,(2000)는 Berne& Stiefel

(1984)의 분석틀에 충분성을 가미하여 보다 발전된 틀을 만들었다. 공평성 개념은 바로

학생들에 대한 공평성 원칙을 말하는데, 재정적 중립성,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충분성이 그것이다. 재정적 중립성 문제는 전통적으로 학교재정의 문제로서 주마다 재

정과 교육목표가 다양하고, 지방마다 가구당 소득이나 학생당 재산세와 같은 재정능력

이 다양하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이다. 재정적 중립성을 측정은 두 변수간의 관계를 재

는 것으로서 통계방법은 상관계수와 탄력성이 있다. 재정적 중립성에 대한 학교재정의

공평성 연구들은 대개 주정부 내에서의 공평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수평적 공평성은 “같은 것은 같이 대우해야한다”는 공평성 원칙이다. 통계척도로는

범위, 제한범위, 지정범위비율, 변동계수, 지니계수, 맥룬지수, 버스티겐지수 등이 사용

된다. 수직적 공평성 원칙은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학생의 특

성, 학교구의 특성, 프로그램의 특성 등 3가지 특성이 고려된다. 통계적 척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의 방법은 추가 서비스를 받을 학생들에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대상으로부터 추가 서비스나 추가 프로그램으로 받는 수입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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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는 방법이다(Odden & Picus, 2000 : 68). 그러고 나서 일반 수입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한다. 충분성 분석은 수직적공평과 수평적 공평이 결합된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

다. 충분성에 대한 통계적 측정 방법은 Odden-Picus 충분성 지수(OPAI)가 있다

(Odden & Picus, 2000 : 71). 이 방법은 맥룬지수와 유사한 방법으로 도출된 것인데 중

간값 대신에 “충분한 지출수준”을 사용한다. OPAI 계산은 4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충

분한 지출 수준을 확인한다. 그러고 나서 이 지출 수준 위에 있는 학생들의 퍼센트를

확인한다( 0.6이라 하자). 맥룬지수 구하는 것처럼 충분한 수준 이하에 있는 학생 모두

가 이 충분지출 수준의 몇 %를 충족하고 있는지 계산한 값(0.8이라 하자)과 이하에

있는 학생들의 차지비중(0.4) 값을곱한다(0.8×0.4=0.32). 끝으로이두값들의합을구한다

(0.6+0.32=0.92). 이 값은 정부의 자금배분제도가 모든 학생들에게 얼마나 충분한 수준

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Hickrod and Hubbard(1978)은 일리노이주의 1973년 개혁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일리노이주의 학교재정의 공평성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의 중점은 “적절한 변수”와

“재정적 중립성”이었다. 변수측정 기법으로 변동계수, 맥룬지수, 지니계수 등을 사용했

다. 이 연구는 모든 학교구들에서 차이가 줄어들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학교구들 간에

공평성 정도는 초등학교 학교구들 보다는 고등학교 학교구들이 더 공평했다. 또한 이

연구는 부의 중립성이 더 개선된 증거가 확인되었다.

Verstegen(1987)은 텍사스주의 1985-86 회계연도 학교 기초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경험적 방법에 의한 공평성 평가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에서, 분석단위로 학생이

사용되었으며, 관심의 초점을 학생에 두었다. 가격 차이지수에 의해 조정된 주들 혹은

학교구들의 수입액과 학생당 재산평가액이 독립변수로 사용되었으며, 배분시스템의

공평성 측정에 범위, 제한범위, 지정범위비율, 변동계수, 맥룬지수, 지니계수, 단순상관,

경사도, 탄력성 등 9가지 통계가 사용되었다.

Berne and Stiefel (1984)는 뉴욕과 미시간주의 각각 9년 및 14년 동안에 대한 투입

의 공평성 측정의 시계열 연구를 수행했다. 공평의 수혜자인 학생에 초점을 두었으며,

수평적 공평성, 교육의 기회균등, 수직적 공평성 등 3가지 공평성 정의가 공평성 원칙

으로 정해졌다.

Brown Ⅲ, Ginsburg, Killalea, Rosthal, and Tron(1978)은 1970년과 1975년에 대한

동일한 자료에 기초하여 미국 전체 주들을 포함한 전국적 공평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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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를 대상으로 하거나 극소수 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

하고 있고 자료도 달라 비교하거나 통합할 수 없었던 데 비하여, 이들의 연구는 동일한

자료로 전국적 연구를 함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공평해야 될 대상으로

학생당 운영비 지출액을 사용하였고, 공평성 측정은 편차계수, 변동계수, 지니지수,

95:5 퍼센틸 비율 등 4가지 척도들이 사용되었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지출의 불균형에

관해서는 일부는 개선된 반면 일부는 악화되는 등 혼합적이었다. 반면에 부와 관련된

불균형은 개혁이 있었던 주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선되었다.

Berne과 Stiefel(1983)은 미국 전국적 학교재정의 공평성 경향, 공평한 학교재정 배분

시스템으로 개혁을 한 주와 그렇지 않은 주에서 공평성 경향이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개혁을 한 주에서의 공평성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학교재정의 공평성 존재 연구를 했

다. 연구결과는, 먼저 수평적 공평성은 1940년에서 1960년까지는 개선되었으나, 1960에

서 1967년까지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평적 공평성이 악화되었던 1970

년대 동안에는 개혁을 한 주와 그렇지 않은 주간에 수평적 공평성에서 주의를 끌만한

경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은 이들의 학교재정의 공평성/충분성 분석틀

을 요약하고 있다.

<표 Ⅱ-1> 학교재정의 공평성 분석틀. 변수의 요약

인수 요소 변수와 통계

그룹(who) 학생,납세자, 교사, 학부모 학생수에 따라 가중된 학교구의 값

대상(what)

학생당 재정투입 정부로부터 수입 총액, 지출액

학생당 물리적 투입 학생/교사 평균 비율

교육과정
수업단계

강조된 지식형태

성과(학생성취) 고등학교 졸업율, 고교 이후 진학률

원칙(how)

수평적 공평 같은 것은 같이 대우, 자원의 동등한 배분

수직적 공평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 장애아, 저능아 등

재정적 중립 대상변수와 재정능력 간에 선형관계 여부

통계

(how much)

수평적 공평
범위, 제한범위, 지정범위 비율, 변동계수,

지니계수, 맥룬지수, 버스티겐지수

수직적 공평 가중학생지수, 군별 수입의 제거

재정적 중립 상관계수, 탄력성

충분성 Odden-Picus adequacy Index

출처: Odden & Picus(20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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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선행연구들과의 차이점

Johns and Magers(1978)의 학교재정에 관한 분석틀은 수혜자, 공평 대상, 공평 척도

등 3가지 기본요소를 하고 있다. 수혜자는 학교재정의 최종 수혜자 또는 부담자인 학생

과 납세자로 하고 있다. 이들에게 무엇이 공평해야 하는가? 즉, 공평대상으로는 학생을

수혜자로 할 경우는 지원금의 차이와 지원금의 충분성, 납세자를 수혜로 할 경우는 빈

부격차이다. 학생에 대한 공평성 척도로는 평균, 표준편차, 전국평균 이하 퍼센티지 등

이고, 납세자에 대한 척도는 부의 중립적 수입 퍼센티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석틀은 공평의 원칙들에 대한 분석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즉, 공평의 종류가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직적

공평을 무시하고 수평적 공평만을 분석하게 되면 진정한 공평성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한편 Berne& Stiefel(1984)의 분석틀을 발전시켜 완성한 Odden & Picus(2000)

의 분석틀은 Johns and Magers(1978)의 분석틀이 결여한 공평원칙들, 즉, 수평적 공평

원칙, 수직적 공평원칙 등에 대한 고려가 되어있다. 공평 수혜자도 학생과 납세자 이외

에도 교사, 학부모도 포함되며, 공평대상도 지원금의 차이와 같은 금전적 차이 이외에

도 교사나 시설 등 물리적 투입은 물론 교육과정도 포함시켰다.

Odden & Picus(2000)의 분석틀은 본 논문의 분석틀을 만드는데 유용하다고 생각된

다. 공평원칙도 수평적 공평, 수평적 공평, 재정적 중립을 포함하고 있어, 학생들의 특

성과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분석 척도도 공평성 분석척도들이 매우 다

양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의 분석틀은 Odden & Picus(2000)의 분석틀을 기본적으

로 이용하되 본 연구의 특성 상 공평성 분석에 치중하여 반영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분석틀이 비록 Odden & Picus(2000)의 분석틀로부터 을 기본적으로 원용

하고 있지만 몇 가지 면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첫째, 측정대상에서 Odden &

Picus(2000)의 분석틀은 주로 재정적 투입, 물리적 투입, 교육과정, 성적으로 나누고,

이들 중에서 물리적 투입은 학생당 평균 교원수나 학급당 평균 교원수를 예로 들고

있으나 본 연구는 학생당 지원금(수입액)을 공평성 측정대상으로 삼고 있다. 둘째, 이

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평적 공평성 측정을 위한 통계적 방법들 중에서 지니계수와 재

정적 중립성 측정을 위한 통계방법들 중에서 탄력성은 계산이 복잡하고 다른 통계적

방법들과 중복되는 면이 있으며, 중앙집권적인 교육재정 배분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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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격차가 크지 않으므로 본 논문의 경우에는 사용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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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이 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학교비 배분제도가 공평하고 충분한

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하게 될 것이다. 학교구나

주정부의 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공평한지를 분석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은 다민족

들이 모여 사는 미국에서 발달되었다. 1984년에 Berne과 Stiefel이 주정부의 학교 재정

지원제도가 공평한지 결정하기 위한 기준틀을 만들었는데, 원래 이 분석틀에는 충분성

기준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1992년에 Odden & Picus와 함께 보완된다. 본 논문은 이들

의 분석틀의 장점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할 분석틀을 만들고자 한다.

1. 분석의 틀

학교비 지원제도가 공평성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과연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Odden

& Picus(2000)의 공평성 분석틀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제공한다. 이들의 공평성 분석

틀은 공평성에 대한 이해, 적용, 측정 방법에 대해서 Berne & Stiefel (1984) 이 만든

공평성 분석 틀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Berne & Stiefel(1984)의 분석틀은 전형적

으로 교육시스템에 대한 재정투입 연구에 사용되어 왔다. 이 틀을 사용한 학교공평성

연구 55개 중 43개(87%)가 지출, 수입, 비용과 같은 자금제공(resource object)을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였고 나머지 32%는 직원, 교사 봉급, 혹은 교사 특성 등을 연구 대상

으로 삼은 것들이다(Lowe, 1996 : 28). 1984년 처음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당시에는 수

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 기회균등의 원칙만 있었고 충분성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이 당시 미국에서 학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논란은 주로 정부지원의 수평적 공평

성 이었으나 수평적 공평성만으로 학교구들 간 학생들의 학력차이가 줄어들지 않자

1990년대 이후 정부지원의 공평성 개념에 정부 지원금의 충분성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점차 학교재정의 공평성문제의 핵심이 수평적 공평에서 충분성으로 옮

아가자, 이들은 공평성 틀에 충분성을 포함시킬 필요를 느껴 1989년에 그들에 의해 공

평성 원칙에 충분성이 포함되는 것으로 수정했다. Odden & Picus (1992)는 교육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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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성 측정 틀로 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 재정적 중립성 그리고 효과성을 포함시켰

다. Berne & Stiefel(1984)과 비교해 보면, 수평적, 수직적 공평은 같으나 기회균등 대신

에 재정적 중립성을 넣고, 효과성을 추가한 점이 다르다. Berne & Stiefel(1989)의 틀은

1999년에 학교재정의 공평성을 평가하기 위한 최선의 방식으로 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 재정상 중립성, 충분성을 포함하는 분석틀로 갱신되었다(Odden & Picus, 2000

: 48).

그 동안 이들의 분석틀이 주로 경상비 분석에 주로 사용되었지만, 다른 교육적 투입

연구를 위한 도구로서도 손색이 없다(Lowe, 1996 : 19). 실제로, 그 이후에 Berne &

Stiefel(1990)은 자원의 투입, 산출, 그리고 성과와 같은 연구에 의하여 공평성 논쟁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dden & Picus(1992) 역시 학교재정에 대한 공평

성의 측정대상으로 물리적 투입, 과정변수, 성취, 성과와 같은 변수들이 측정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분석틀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금

(educational resource)의 분포가 얼마나 공평한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원칙들로 수

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재정 중립성, 그리고 효과성(effectiveness)을 들고 있다.

효과성 원칙은 교육자금의 제공이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더 높였는지를 묻는 것인데,

Odden & Picus(2000)은 후에 효과성 대신 충분성(adequacy)을 공평성 원칙에 포함시

킨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는 제외시키고 목적성 경비, 학교발전

기금, 지자체의 보조금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삼기로 했으므로 충분성 분석이 어려

운 실정인바, 충분성에는 관심을 두지 않기로 한다.

가. 수평적 공평성

수평적 공평이란 교육적 재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모든 학생들을 동등하게 대우해

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것을 학교비에 적용하면, 여건이 같은 학교나 학생들은

같은 금액의 교육비를 지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수직적 공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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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공평의 원칙이란 모든 학생이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어떤 학생들

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다른 학생들 보다 더 많은 자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체 장애아, 학습 장애아,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은 동일한 학습 성취를 획득하는

데 드는 교육적 투입수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학교비에 수직적 공평성 원칙을 적용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학생들은 추가 경비를 제공받아야 마땅함을 의미한

다. 예를 들면, 가정환경이 열악한 학생이나 신체적 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는 더

많은 교육경비가 필요할 수 있다. 수직적 공평성 측정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나

신체장애 학생, 그리고 다른 특별한 필요가 있는 학생에게 다른 가중치가 사용된다.

수직적 공평성의 또 다른 차원으로는 학교 급별 차이나 특성을 배려해야 한다는 점

이다. 초등학교보다 중학교가,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더 교육 내용이 복잡하고, 교육

활동이 많아 더 많은 경비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비 지원에 이러한 점을 배려하

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배려를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은 대개 가중치가 사용된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통계적 방법으로 상관계수를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가정형편

이 어려운 학생이 많아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학교가 더 배려 받았는지를 알아보는

데는 학교별로 학생당 수입액과 학교별 복지지표에 대한 상관계수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급이 높은 학교가 더 많은 배려를 받았는지를 알아보는 데는 평균 학생당

수입액을 크기를 재는 방법을 사용한다.

 다. 재정적 중립성

재정적 중립이라는 개념은 학교구의 재정형편이 학교구가 위치한 지역의 재산의 빈

부에 따라 달라지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개념은 Serrano v. Priest (1971) 소송

을 비롯한 미국의 대부분 학교재정의 불공평 소송에서 인용되고 있다10).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 활성화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교육지원 조례

를 만들어 학교를 지원해 오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나은 지역의 학교

들은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들에 속한 학교들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

라는 논쟁이 정치적으로 뜨거워진 적이 있다.

10) 캘리포니아주 대법은 판례 Serrano v. Priest (1971)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재산세 중심의 학교재정시스템은

동등한 보장원칙을 담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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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중립성 분석은 학교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포

함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생당 교육비 수입액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은 대개 지방세 세수 능력을 의미하나, 서울의 경우, 서초. 강

남. 송파 소위 강남3구가 강북보다 월등하다. 따라서 강남 3구에 속한 학교들의 학생당

수입액이 다른 구에 속한 학교들의 학생당 수입액보다 더 많은 지를 비교하는 방법이

이용 된다11). 이러한 이론적 바탕과 본 연구의 목적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할

분석의 틀을 [그림 Ⅲ-1]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분석모형은 공평성 판단을 내리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 수평적 공평성 분석은 분포

11) 미국에서 학교구의 부유는 대개 재산세 총액으로 부동산 평가 총액을 대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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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 사용된다. 수직적 공평성 분석은 여건이 다른 경우에 여건차이 공제법이 사용

된다. 재정적 중립성 분석은 재정형평이 좋은 강남3구의 학교들과 나머지 구들의 학교

들에 대한 학생당 수입액이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는지를 상관관계 함수가 이용된다.

공평성 기준과 통계적 분석 기준 3 가지에 모두 만족할 경우에는 학교시설에 공평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공평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다.

라. 연구질문의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제1장에서 이미 언급했던 대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특히 교육감 선출제도가 주민 직선제로 바뀐 뒤로 자기 지역에 학교를명문학교로 만들

겠다는 정치적 공약이 난무하는 시대가 됨에 따라 학교비 지원에 각종 목적성 사업성

경비가 대폭 늘어나고, 특정학교를 집중 지원하는 정책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와 여건은

비슷하나 지원을 받지 못한 학교들은 차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4년 마다 정권이

교체되면, 또다시 입맛에 맞는 정치적 목적의 사업들이나오고, 종전의 사업들은 지원이

끈기는 일들도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1년

까지 5년 동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정치적 목적에서 만들었던사업들이학교

비 배분의 공평성을 떨어뜨렸는지? 그렇지 않고 공평하게 지원된 것인지? 살펴보기 위

해 먼저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함으로서, 정부의 학교비 지원에 대한 공평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 지를 판단하게 된다.

첫째, 서울교육청의 학교교육비 배분제도는 과연 공평성을 가지고 있느냐?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가 학교비를 공평하게 배분하는데 효과가 있느

냐?

2. 자료의 수집과 분석

가.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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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집단

본 논문의 모집단은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853개 공립 초. 중. 고등학교이다. 구체적으

로는 공립 초등학교가 526개, 공립중학교가 253개,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가 74개이다.

이들 모집단들은 다양한 크기의 학급이나 학생수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 급별로도 초.

중. 고 3그룹으로 되어있다. 학급 규모를 살펴보면 최저 7학급부터 최고 82학급까지

다양하다12). 학생 규모도 다양하다. 최저 7명에서부터 최고 2,574명까지 다양하다13).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국공립으로 운영되는 초. 중. 고등학교 수는 본 연구에서 모집

단으로 삼는 숫자 보다 훨씬 많은 학교가 있다. 왜냐 하면, 본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특수학교, 특수목적학교, 실업계학교는 제외시켰고, 그 이외에도 학교 개축, 신설, 이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결산 자료가 없거나 부실한 학교는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한편,

모집단에 속한 학교들은 25개 기초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에 속한다. 자치구의 재

정형편에 따라 학교의 교육비 수입이 달라지지 말아야 한다는 재정적 중립성 분석을

위해서 25개 자치구를 분석 단위로 삼기거나, 소위 부자 구로 통하는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와 나머지 구를 비교하기 위해 강남 3구를 분석 단위로 삼는다.

 (2) 자료의 출처

공평성 분석에 사용된 재정자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전자재정시스템으로 수집한 학

교회계 결산서이며, 학교와 학생에 대한 자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매년 수집한 ‘서울교

육통계연보’로서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구한 것이다. 한편, 수직적 공평성 분석

과 재정적 중립성 분석에 필요한 자료로서 서울시교육청에서 2011년에 개발한 ‘학교별

교육복지 지표’는 서울교육청 내부 자료이다.

(3) 자료와 분석에 대한 설명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학교회계 결산서는 집행이 완료된 다음연도에 서울교육청

12) 최소 소규모 학급을 가진 학교는 종로구에 있는 교동초, 최대 규모 학급을 가진 학교는 강서구에 있는 신정

초 임.

13) 학생수가 최저인 학교는 종로구에 소재하는 교동초, 최고는 강서구에 신정초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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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에서 전자적 교육재정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것이다. 200년부터 정부가 추

진한 디지털지방교육재정시스템 도입에 따라 결산서 서식이 바뀌는 바람에 2008년까

지는 목적사업비와 학교환경개선비가 각각 분리 표시되었으나 2009년도부터는 교육환

경개선비가 목적사업비에 통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2007년과 2008년 자료에서 목

적사업비는 교육환경개선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09년부터 2011년의 목적사업

비에는 교육환경개선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학교비

지원에 관한 공평성 연구의 경우, 보통 봉급을 포함한 경상운영비(소액 시설비 포함)를

대상으로 삼아 학생당 지원액 규모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직

원 인건비는 학교비에 개념에서 제외하는 연구가 많다. 이러한 차이는 외국의 경우는

연방정부에서 인건비를 경상운영비로 합쳐서 주정부에 내려주고, 경상비 총액 범위 내

에서 학교단위에서 교원을 재량껏 채용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교원 채용이 시.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정원관리에 의해 교직원을 관리할 뿐

아니라, 교직원 임용이 학교단위가 아닌 교육청 단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교

직원 임용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학교비 범위에서 기본운영비를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본연구의 목적

상 기본운영비는 교당경비, 급당경비, 학생당 경비, 교직원당 경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야 말로 학교운영에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사용되고 있고, 그동안 불공평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바 없었다. 포함시킬 경우 분석의 번잡만을 초래할 것으로 판

단되어 제외시켰다.

나. 자료의 분석

   (1) 분석대상과 단위

학교비 지원이 누구에게 공평해야 하는가? 교육제도에 자금을 제공하는 납세자인가

아니면, 교육서비스의 수혜자인 학생인가? 납세자에 대한 공평성의 측정에 대개 납세

액수, 소득과 세율, 조세부담률, 수혜와 납세비율 같은 것들이 사용되어 왔으며, 학생에

대한 공평성을 측정은 학생당 재정지원액, 교사 당 학생수, 학생당 교사면적 등 투입에

대한 것들이 사용되어 오다가, 최근엔 성적, 졸업율, 진급률과 같은 결과에 대한 것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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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교육재정의 궁극적 수혜자인 학생의 공평성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으며, 분석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목적성 사업비, 즉 재

정적 투입을 사용한다.

첫째, 공평하게 지원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학교비의 공평성 연구에서는 주로 재

정적 투입액이다. 본 논문의 경우, 공평하게 지원되어야 할 대상은 학생당 수입액이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교육부, 교육청, 시도, 구에서 학교로 지원된 목적성 경

비가 학교들 간에 공평하게 지원된 것인지를 보기 위하여, 교육부가 교육청을 통해서

그리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들고 그 사업의 집행을 위해서 학교로 전출해준

목적성 사업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목적을 정하여 학교로 보조해준 경비, 학교자

체에서 확보한 발전기금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둘째, 분석단위를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분석수준은 개개 학생이지만(예; 학생당 지

원액, 학생당 건물면적), 분석단위는 853개 학교들이다. 분석은 초. 중. 고 3개 학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이루어지며, 분석은 학교의 수입액을 학생수로 나누어서 산출된

학생당 수입액이 사용된다.

셋째, 공평하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그리고 재정적 중립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재는 측정도구들을

사용한다.

넷째, 공평한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Odden & Picus(2000)가 제안한 분석틀

의 통계적 척도 중에서 충분성, 수평적 공평성, 그리고 재정적 중립성 분석을 통하여

공평 정도를 측정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앞에서 언급한 2 가지 연구목적 즉, 교육

부가 관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가 학교비 배분의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만

들어져 있고, 또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로 내려주는

목적성 사업비의 배분시스템들이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 운영되어 온

것인지? 판단하는데 사용된다. 공평성 측정은 학생당 수입액에 대한 범위, 제한범위,

패드럴 범위비율, 변동계수, 맥룬지수, 버스티겐지수와 같은 통계적 방법들이 사용된

다. 재정의 중립성이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생당 수입액과 자치구의 재정능력

및 당해학교 교육복지지표에 대한 상관관계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판단하게 된다.

(2) 측정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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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사용된 측정단위는 학생당 수입액이다.

(3) 분석을 위한 변수의 그룹화

기본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 등 학교 급별로 3 그룹으로 변수를 그룹화한다. 학교급

이 같은 학교끼리 비교해야 의미가 있지 급이 다른 학교끼리 비교는 의미가 없기 때문

이다. 재정적 중립성 분석을 위해서는 부자 구인 강남 3구와 나머지 구를 하나로 묶어

2그룹으로 그룹화 한다.

(4) 분석방법

여러 변수들을 구하는 것은 물론 공평성 분석을 위한 충분성 계산과 재정상 중립성

분석을 위한 상관계수 계산에 윈도용 엑셀이 사용되었으며, 분석단위는 853개 공립 초.

중. 고등학교이다. 구체적으로는 공립 초등학교가 526개, 공립중학교가 253개, 공립 일

반계 고등학교가 74개로 학교 급별로 3그룹으로 나누어 분석된다. 분석단위는 853개

공립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모집단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추론적 통계 처리는 필요하

지 않다.

(가) 수평적 공평성 분석

수평적 공평성은 ‘동등한 것은 동등하게 대우한다(equal treatment of equals)’는 원

칙이다. 모든 그룹은 동일한 지원금을 받는 것이 수평적 공평성에 부합되며, 하위그룹

들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본 논문에 있어 수평적 공평성은 재정지원시스템이 얼마

나 공평한지에 관한 것이다. 학교 재정지원에서 구체적인 수평적 공평성은 동등한 여

건에 있는 학생들(학교구들)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원칙으로 학생당 균등한 지출, 학

생당 균등한 수입, 교사 1인당 균등한 학생수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능력, 외모, 성별,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동등한 여건을 갖는 학생은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정한 범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학년별, 지역별, 신체적 특성별, 가정배경별로

그룹을 지을 때 그 그룹 내 개인은 동등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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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연구질문은 교육부가 관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가 학교비 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느냐? 이다. 이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공평성 분석, 수직적 공평성 분석, 재정적 중립성 분석결과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수평적 공평성 분석에 사용된 기법들은 이해관계에 있는 자금

의 분산측정과 관련된다. 즉, 자치단체별로 학생당 수입액이 얼마나 분산되어 분포하는

지를 측정하게 된다. 측정에 사용되는 통계적 척도(measures)로는 범위(Range), 제한

범위(restricted range),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맥룬지수(McLoone index),

그리고 버스티겐지수(Verstegen index)이다. 척도들은 강 약점을 각각 지니고 있어,

측정하려고 하는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척도들이 적절히 사용될

것이다.

범위는 전체 분포를 간단히 나타내준다. 제한범위는 이상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고

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더 상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변동계수, 맥룬지수, 버스티겐지수

와 같은 여러 척도들을 결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범위는 최고치에서 최저치를 빼서 얻

어진다. 예를 들어, 학생당 수입액 최고치에서 최저치를 빼면 범위 값이 얻어지는데

얼마나 넓게 분포하는지를 알 수 있다. 완전한 수평적 공평성의 경우 분산이 전혀 없

다. 이때 범위는 0이다. 범위가 크면 불평등이 크다고 판단한다. Odden & Picus(1992)

은 충분등급에 대한 대부분의 범위는 0.10 이하이므로 0.10을 기준으로 제안했다. 최고

치에서 최저치를 빼서 구하는 범위에 의한 단독 분석은 이상치가 포함되어 부정확한

분산치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이상치에 의한 효과를 교정하기 위하여 제한된 데이터

세트의 범위만을 계산함으로서 수치를 구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5번째 백분위 아래에

있는 값과 95 번째 백분위 위에 있는 값들은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분산치를

얻을 수 있다. 범위비율은 범위를 최저치로 나누어 얻어지는 비율로 공평성 크기를 표

준화하는데 유용하다. 백분율로 나타내기 때문에 주체들 간에 비교하기 쉽다. 범위비율

값이 작을수록 분포가 공평하고 값이 클수록 불공평하다. 범위에 대한 설명을 수식으

로 나타내면 더 잘 이해할 될 수 있다.

최저치  중  교들                     
 ,최고치  중 들 학교  ,

  (range)범위

학

여기에서

i Yi
iXi

YiX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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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치  중  학교들                     
 ,최고치  중 들 학교  ,

  ratio) (range 비율 범위

i 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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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Xi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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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나 백분위 점간범위는 최저라는 두 가지만을 사용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둘 다

값이 확실치 않는 면이 있어 변동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정확히 분포를

나타내 준다. 보통 분포의 퍼짐정도를 가지고 동일단위 내에서 두 집단을 비교할 때

표준편차를 이용하는데, 이에 비해 변동계수는 동일 단위가 아닌 경우에도 분포 정도

를 비교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비율의 일종인 변동계수는 학교재

정의 공평성 분석에 가장 많이 쓰이는 척도들 중에 하나로 통한다. 변동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누면 되고, 이 때 백분율로 표시된다. 계수 값은 0∼1이

다. 이때 0의 값은 아주 공평한 배분을 나타내며 1의 값은 아주 불공평한 배분을 나타

낸다. Odden & Picus(1992)에 따르면, 어느 정도 값이 공평한 것인지에 대한 절대기준

은 없으며, 가치문제이며 정치문제로서 변동계수가 0보다 위에 있는 경우에는 대개

0.10 값을 공평성 존재여부를 결정하는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변동계수에 대한

대수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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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맥룬지수(Mcloone Index)는 다른 지수와는 달리 주로 학교의 재정분석에 사

용되는 독특한 통계적 방법으로서 메릴랜드대학 맥룬(Eugene McLoone) 교수의 이름

을 따서 만들어졌다(Picus・Odden・Femanich, 2001 : 17). 이 지수는 전체분포 중에서
절반(50/100) 이하의 분포에 대한 공평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수치로

표시된다. 미국의 정치문화는 대개 중간이하 특히 최하위에 있는 학교구에 관심을 나

타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을 반영한 통계치가 바로 맥룬지수이다. 이 지수는 중위학

생 지점을 먼저 결정한 다음, 그 이하에 있는 학생들의 평균을 학생수로 곱하여 얻어진

수치를 그 이하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 중앙값이라고 치고 학생수를 곱하여 얻어진 수

치로 나누어 구해진 비율이다. 이 지수의 범위는 0∼1까지 걸쳐 있으며, 1의 값은 완전

공평을 나타낸다. 또 값이 1.0에 가까울수록 또는 하위 50% 이하가 전체 평균에 가까울

수록 더 공평하게 분포되었음을 뜻한다. Odden & Picus(2000) 에 따르면, 미국학교 재

정자료에 대한 맥룬지수는 대개 0.7∼0.95까지 걸쳐있으며, 공평한 분포라고 판단을 내

리는 데 기준이 되는 수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결정된 것은 없으나, 0.90 또는

그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미국의 학교재정의 독특한 정치문화에서 만들어진 이

공평성 척도는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연구자가 분포의 하위에 관심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측정지수로서 중간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정지원을 받고 학교가 얼마나

많이 집중되어 있는가를 수치로 나타내 주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비교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게 다른 측정지수에 비하여 하위 절반에 대한 공평성을 곧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학교 재정분석에서 매우 인기가 있으며, 학교재정에 대한 공평성 분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맥룬지수 값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수입액학생당학교의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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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티겐 지수는 학교재정에 관한 새로운 수평적 공평성 통계방법으로서, 맥룬지

수와 서로 상반된 부분을 보기 위해서 나온 통계적 방법이다. 즉, 맥룬지수는 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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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이하 하층부 분포에 관심을 둔 반면, 버스티겐지수는 50/100 번째 이상의 상층부

분포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 지수는 50/100 번째 이상의 관측 값들에 대해 실제 합계와

이들 관측 값들이 중위에 모두 분포한다고 가정했을 때 합계와의 비율로 표시된다. 이

지수는 값이 1.0 또는 그 이상이 될수록 상층 절반에 속한 분포들 간에 불균형이 증가

함을 의미한다. 맥룬지수는 지수 값이 클수록 공평성이 증가하지만, 변동계수나 버스티

겐지수는 작을수록 공평성이 증가한다.

그 동안 학교 재정분석은 전체 분포의 특성이나 중간 이하의 하위분포의 특성을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범위, 변동계수, 맥룬지수에 대한 분석만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버스티겐 지수라는 새로운 방법이 등장하였는데,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은 불공평에 대한 소송 증가로 각 주정부들은 학교 재정개혁을 단행하여 중간 이

하에 분포한 교육구간 불공평 문제를 줄이려고 노력하여 효과를 거두었지만, 중간이

상 상위절반에 분포한 교육구들 간에 재정격차가 오히려 늘어나 몇몇 주들에 있어서

불공평에 대한 이슈가 끈이지 않자 상위 절반에 대한 분석도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 주에 있어서 하위 절반에 분포한 교육구들의 맥룬지수는 1에 가까

워 졌으나 변동계수(CV)는 더 커져서 중간 이하의 하위에 분포하는 교육구들의 불공

평성은 개선되었으나 전체 불공평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 때문에 중간이상에 분포

하고 있는 교육구들이 불공평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버스티겐지수를 구하

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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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직적 공평성 분석

수직적 공평성이란 ‘같지 않은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한다(unequal treat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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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quals)’ 는 공평성의 두 번째 원칙이다. 학교시설비 지원에 있어서 수직적 공평성은,

학생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직적 공평성 검토에서,

모든 그룹들은 동등하지 않다고 보며, 어떤 그룹은 그 그룹의 특성상 더 많은 지원을

받을만하다고 인정된다(Odden & Picus,2000). 장애아, 저소득층 자녀, 영재아 같은 특

정학생 그룹들 그리고 임대료, 교통비, 생활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에게 추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학교시설 지원금을 더 받을 만한

경우는 학생이 급증하는 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다.

수직적 공평성에서의 문제는 어떠한 학생들 간에 존재하는 특성에 대해 얼마만큼의

차이를 두어 대우하는 것이 공평성에 합당한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가치판단

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수평적 공평성에 비하여 훨씬 복잡한 면을 가지고 있다. 모든

학생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첫째, 학생 자신의 특성이 다르다.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아주 나쁘거나, 학습능력이 아주 뒤떨어진 학생들에게는

일반학생들이 받고 있는 교육프로그램과는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

에 더 많은 교육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학교에 교육비를 더 많이

배려해 주는 것이 공평성에 합당한 것이 된다. 둘째,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주로 소규모 학교나 소규모 학급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더

많은 교사와 더 많은 학교가 필요하다. 대규모 학교가 소규모 학교에 비해 ‘규모의 경제

‘ 법칙에 따라 더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과대학교에 과밀학급이

많은 도시지역 자치단체들보다 소규모 학교와 소규모 학급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들을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은 결코 공평성에 반한 것이 아니다. 셋째,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차이를 들 수 있다. 초등교육에 비해 수업시수가 많은 중등교육이 교

사도 더 필요하고 비용이 더 들고, 실험실습을 위주로 하고 있는 실업계열 교육이 이론

중심인 인문계열 교육보다 비용이 더 든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의 차이에 따라 비용

도 차이가 발생되므로 그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교육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이 공평성에

합당한 것이 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5년도에 개발한 학교 급별 학생1인당 소요

되는 표준 교육비에 대한 가중지수제도는 제 1장에 제시된 <표 Ⅰ-2>에서 이미 살펴

본바와 같다. 원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된 표에는 학급 규모별로만 가중지수가 표

기되어 있었는데, 본 연구의 편리를 위하여 평균 란을 추가했다. 이 표의 전체 평균에

의해 설명 한다면, 초등학교를 기준(1.00)으로 할 때, 중학교는 1,26배, 고등학교는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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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가중해서 적용해 주는 것이 공평에 합당하다는 의미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교육비 배분을 위한 산정공식으로 학생별, 학년별, 학교급별 교육

비 차이도지수와 지역별 가중지수를 적용하여 수직적 공평을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의 수직적 공평성 측정은 학교 급별로 학생당 수입액이 타당성 있게 차등 배분되

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학교 급이 높을수록, 즉 초등학교보다 중학교가, 중학

교보다 고등학교의 교육비가 더 필요하게 되므로, 학생당 수입액이 초등학교 학생보다

중학교 학생이 더 높고, 중학교 학생보다 고등학교 학생보다 더 높게 배분해 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 된다. 또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분포하는 학교의 학생당 수입액이 그렇

지 않은 학교의 학생당 수입액보다 더 높은 것이 수직적으로 공평한 것이 된다. 어려운

학생에게는 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기 때문이

다.

(다) 재정적 중립성 분석

      

세 번째 연구 질문은 소위 부자 구인 강남 3구에 있는 학교의 학생이나 그렇지 못한

구에 있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생당 수입액이 공평하냐? 이다.

지방분권적 교육재정수입 구조를 가진 미국과 달리 중앙집권적 교육재정 배분제도

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학교비 배분 면에서 재정형편이 나은 구에 속한 학교의

학생이나 그렇지 않는 구에 속한 학교의 학생이나 격차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지방

자치가 활성화 된 이후에 자치구들마다 경쟁적으로 학교지원 조례를 만들고 주민직선

구청장과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명문학군을 만들기 위해 각종 선거 공약을 걸고 열심히

학교를 지원해 오고 있으므로, 고가의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의 구 재정 형편이 그

렇지 못한 구보다 학교지원을 더 많이 했을 것이라고 누구라도 생각이 들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남3구 학교들의 학생당 수입액과 다른 구들의 수입액을 비교하여 재정

적 중립성을 판단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공평성 평가 통계들을 <표 Ⅲ-1>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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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공평성 평가 통계들

통계종류 구하는 방법 값 특성

범위

(range)
최고값에서 최저값을 뺀다 범위 값이 클수록 불평등

극단 값에

민감하다.

백분위

점간

범위

95 % ∼ 5 % 번째를 뺀 값을 5%

번째의 값으로 나눈다.
0 ∼양수, 비율 값이 클수록 불평등

극단 값에 덜

민감하다.

변동계수 표준편차/중앙값
0∼1, 0은 완전 공평한 분포이며,

대개 0.1보다 작으면 공평한 분포

극단 값에 영향을

안 받는다.

맥룬지수

중간이하 학교들의 평균 값에

지자체수를 곱한 값을 중간 이하

학교가 모두 중앙값이라고 보고,

학교수를 곱한 값으로 나눈다.

0∼1까지 걸쳐 있으며, 1의 값은

완전공평, 1.0에 가까울수록 또는

하위 50% 이하가 전체 평균에

가까울수록 더욱 공평한 분포.

미국 학교재정자료에는 0.7∼0.95

분포,

0.9 이상이면 공평으로 판단

중간이하

학교들의 비교에

관심.

버스티겐

지수

중간 이상 학교들의 평균 값에

지자체수를 곱하여 얻은 값을

중간이상 학교가 모두 중앙값이라

치고 학생수를 곱해서 나온

값으로 나눈다.

숫치가 높을수록 불공평

비율 값의 범위는 1이상이다. 1은

완전 공평, 대부분의 학교 재정

자료들은 1.2∼1.5에 걸쳐있다.

중간이상의

학교들의 비교에

관심

상관계수 두 변수 간에 선형관계를 측정

값은 -1∼+1 사이에 분포

0은 관계가 없음을, -1은

반대방향의 관계를,

+1은 강한 관계를 나타냄.

극단 값에

민감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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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험적 분석결과와 해석

이 장에서는 앞장에서 던진 질문에 답을 하는 즉, 분석 결과가 설명된다. 자료 분석에

사용된 기법들은 제3장에서 만든 분석의 틀에 기초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논문의 목적은 서울시 각급 학교에 대한 학교비 지원이

공평하게 지원되고 있는 가를 판단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제3장 제2절에 제시했던

2 가지 연구질문, 즉,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에 대한 학교교육비 배분제도는 과연 공평하

냐? 그리고 중앙정부의 교육행정기관인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공평성

을 확보하고 있느냐? 에 대해서 차례로 답해 나가기로 한다.

1. 공평성 분석

첫 번째 연구 질문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에 대한 학교교육비 배분제도에 공평성이

있느냐? 였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그리고 재정상

중립성이라는 세 가지 분석을 실시했다.

가. 수평적 공평성 분석

수평적 공평은 모든 학생, 학교,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등하므로, “같은 것은 같게 대우

해야한다” 는 전제를 하고 있다. 수평적 공평성 평가는 불평등(inequality)이나 분산

(dispersion)의 측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Berne & Stiefel은 수평적

공평성의 분산을 평가하는데, 범위(range), 제한범위(restricted range),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맥룬지수(Mcloone Index), 그리고 버스티겐 지수(Verstegen

Index) 같은 척도들을 사용할 것을 권했다. 공평성 평가에서 각각의 척도들은 서로 다

른 차이점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범위는 전체의 분산을 간단히 측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반해 제한범위는 이상치

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범위와 제한범위는 전체 자료세트에서 단지 두개의 자



- 56 -

<표 Ⅳ-1> 초등학교 학생당 수입에 대한 수평적 공평성 측정 값

　 2007 2008 2009 2010 2011

range 1,659,067 2,186,088 2,791,075 2,349,190 2,744,628

range ratio 42.5 97.8 53.0 18.4 7.3

restricted range 583,453 683,020 907,771 890,690 1,144,268

fadral range ratio 10.5 7.7 7.2 5.2 3.1

average 246,280 346,146 445,596 551,628 890,324

CV 0.90 0.78 0.71 0.60 0.41

Mcloone Index 0.69 0.68 0.69 0.72 0.84

Verstegen Index 1.75 1.68 1.49 1.39 1.27

료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지 이것만으로 분산과 분포를 알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변동계수, 맥룬지수, 버스티겐 지수와 같은 보다 더 자세한 척도들을 가지고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들 척도들의 계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비

배분제도에 수평적 공평성이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석 순서는 초

등학교. 중. 고등학교 순으로 하며, 마지막에는 종합한다.

(1) 초등학교

초등학교에 대한 수평적 공평성 분석결과는 <표 Ⅳ-1>과 같다. 각 수치들은 학생당

수입액이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가를 나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평가척도들의 값을 나타

낸다.

첫째, <표 Ⅳ-1>에 나와 있는 범위(range) 값을 분석한다. 이 범위 값은 학생당 수입

액이 가장 높은 학교의 학생당 수입액에서 가장 낮은 학교의 수치를 을 가진 학교의

학생당 수입액을 뺀 값이다. 이 값이 크다는 것은 학교마다 학생당 수입액이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이며, 이는 불공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위 값이 2009년에 최고로 커지고

2010년에는 줄어들었다가 2011년에는 다시 커졌다. 2007년의 경우 학생당 평균금액이

246,280이고, 범위 값은 1,659,067원이다. 최대 학생당 수입액을 최저 학생당 수입액으

로 나눈 범위 비율(range ratio)이 42.5이고 범위 값을 학생당 평균금액으로 나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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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섯 배를 넘고 있어, 범위 값만으로 판단한다면 매우 불공평한 분포임을 알 수

있다.

둘째로, 백분위 점간범위를 사용해서 공평성을 분석한다. <표 Ⅳ-1>에 나와 있는

범위 값은 아주 높은 수입액이나 아주 낮은 수입액 같은 이상치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

한 경우에는, 범위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자료세트의 분산 상태를 정확하게 평

가하는 것은 어렵다. Odden & Picus(1992)는 이러한 이상 치들에 대한 효과를 교정하

기 위해서는 백분위 점간 자료세트 범위(restricted range)를 사용하여 수평적 공평성

을 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구하기 위해선 자료세트에서 5% 이하와 95% 이상

에 있는 자료들은 제외시킨다. 백분위 점간 범위는 2007년의 경우 583,453 으로서 동년

도 범위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평균이 246,280 이므로 약 2배 정도의 범위로 각 학교

들의 학생당 수입액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최고치와 최저치 간에 격

차 비율은 연합범위 비율(fadral range ratio)을 보아야 한다. 2007년의 이 통계치는

10.5로서 범위비율 통계치 보다 훨씬 작다. 그리고 매년 점점 작아져서 2011년에는 3.1

이다. 5∼95 퍼센틸 점간범위와 연합범위 비율에 의해 각 학교들의 학생당수입액 분포

를 다시 정리해 보면, 학교들 간에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불공평한 분포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 변동계수를 살펴본다. 변동계수 값은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것으로 변수의

분산정도를 나타내며 0∼1 사이에 있다. 0의 값은 학생당 시설의 충분도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값이 어느 정도이면 수평적 공평성이 존재한다

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Berne and Stiefel(1984)는 변동계수에

대한 기준이 얼마여야 되는가에 대한 찾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안했는데, 상대적인

기준은 상위, 중위, 하위에 속하는 학교구들을 비교해서 결정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공

평성 결정을 위한 한계점을 정해서 결정한다고 했다. 한편, Odden & Picus(1992)는

0.10 기준을 사용했는데, 동시에 그는 변동계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하나에

가치판단이며, 정치 논란과 가치 논란이 개입된다는 것이다. 앞장 <표 Ⅲ-1>에서 정리

한 바와 같이 0.1보다 작은 경우에 공평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위

표에서 살펴보면, 2007년이 0.90으로 제일 크고, 2008년은 0.78 2009년은 0.71 2010년은

0.60 그리고 2011년은 0.41로 매년 공평한 상태의 기준인 0.10 0에 가까워지고는 있다.

그러나 공평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계수 0.10보다 많게는 7배, 적게는 4배나 높은 계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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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공평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된다.

넷째, 맥룬지수(McLoone Index)를 살펴본다. <표 Ⅲ-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맥룬

지수 값이 1.0이면 완전 공평이고, 0.9이상이면 공평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Ⅳ-1>에

서 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각각 0.69, 0.68, 0.69, 0.72, 0.84로. 매년 수치가 점증을

보이고 있어, 불공평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한 것으로 판단할 기준

치인 0.9에는 모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수치가 높은 2011년은 0.84로

0.9에 가깝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서 공평한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어

불공평함을 알 수 있다.끝으로 버스티겐 지수(Verstegen Index)를 사용하여 공평성을

따져 본다. <표 Ⅲ-1>에 요약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지수는 중간이상의 학생들의

분포를 살피는 것으로서, 중간 값인 1에 가까우면 공평한 것으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

미국의 대부분 학교재정 자료들은 1.2∼1.5에 걸쳐 있다고 한다. <표 Ⅳ-1>에서 버스티겐

지수 값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각각 1.75, 1.68, 1.49, 1.39, 1.27 이다. 2007년과 2008년은

미국의 대부분 학교들의 지수 범위를 넘고 있으므로 매우 불공평한 수치라고 판단된다. 1.2

∼1.5에 걸쳐 있는 지수의 중간이 1.35 으로 잡고, 최대한 너그럽게 양보하여 이 수치를 공평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도, 2011년 만이 공평에 해당된다. 따라서 버스티겐지수를 가지고 공

평성 여부를 판단 할 때, 이 기간 동안 정부의 학교비 지원제도에 공평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고 판단된다.

(2) 중학교

중학교에 대한 수평적 공평성 분석결과는 <표 Ⅳ-2>에 요약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모든 통계 값들이 앞에서 살펴본 초등학교와 비슷한 수치와 특징을 보인다.첫째,

범위(range) 값들을 보면, 초등학교와 마찬가지고 평균(average) 값보다 3∼7배이고,

범위비율 값도 초등학교와 마찬가지고 매우 커서 불공평한 분포를 나타내준다.

둘째, 백분위 점간범위 값은 평균 값과 비교하면 평균의 1.5배 이내로서, 초등학교의

경우는 2배보다 작고, 연합 범위비율(fadral range ratio) 값도 초등학교 보다는 공평성

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된다.

셋째, 변동계수(CV) 값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각각 0.66, 0.67, 0.63, 0.50, 0.44 로

<표 Ⅲ-1>에 정리된 공평으로 판단의 기준치인 0.10을 훨씬 넘는 수치들이다. 이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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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중학교 학생당 수입에 대한 수평적공평성 측정 값

　 2007 2008 2009 2010 2011

range 1,507,237 3,526,433 2,966,913 3,126,207 2,329,305

range ratio 38.4 67.1 32.4 19.1 13.9

restricted range 451,925 552,975 892,678 860,870 810,769

fadral range ratio 5.9 4.1 5.0 3.8 3.5

average 261,817 414,727 564,049 706,805 672,608

CV 0.66 0.67 0.63 0.50 0.44

Mcloone Index 0.71 0.75 0.75 0.82 0.76

Verstegen Index 1.46 1.39 1.37 1.30 1.28

초등학교와 대동소이 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넷째, 맥룬지수(Mcloone Index)도 초등학교와 비슷하다. 공평으로 판단하는 기준으

로 바람직한 값은 0.9 이상인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각각 0.71, 0.75, 0.5, 0.82, 0.76

으로 어느 해도 이에 미치지 못한다. 2010년이 0.82로 0.9에 가장 가깝기는 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초등학교와 마찬가지고 분포가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본다.

끝으로, 버스티겐 지수( Verstegen Index)를 보자. 이 지수의 공평으로 판단하는 기

준 값은 이미 초등학교 분석에서 적용한 대로 1.35로 한다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불공평, 2010년과 2011년은 공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버스티겐지수는 중간 이상 학교

들의 분포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중학교의 경

우 학생당 수입액이 큰 학교들끼리의 격차는 2010년과 2011년의 경우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3) 고등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수평적 공평성 분석결과는 <표 Ⅳ-3>에 요약되어 있다. 먼저 범

위(range) 값과 범위 비율 값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하면 다소 작게 나와 있다.

2007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2008년 2010년 2011년의 범위 비율이 한자리 수 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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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공립고 학생당 수입에 대한 수평적공평성 측정 값

　 2007 2008 2009 2010 2011

range 2,670,826 1,321,807 2,780,490 2,089,876 1,026,511

range ratio 48.0 8.8 14.2 9.6 4.9

restricted range 391,216 361,708 624,403 718,165 757,671

fadral range ratio 4.4 3.0 3.5 2.9 3.0

average 299,040 356,082 517,295 683,301 732,290

CV 0.41 0.49 0.75 0.46 0.35

Mcloone Index 0.78 0.78 0.78 0.80 0.80

Verstegen Index 1.41 1.28 1.34 1.21 1.34

초중학교에 비해서 불공평이 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백분위 점간범위 값과

연합범위 비율 값 역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 작게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역시 초 중학교 보다는 공평 정도가 낫다고 판단된다. 셋째, 변동계수(CV) 값은 2009년

을 제외한 나머지 년도에는 대개 0.4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보

다 낮아서 공평 수준이 낫다고 볼 수 있으나, <표 Ⅲ-1>을 통해 이미 본바와 같이 공평

으로 판단 할 기준치 0.10을 훨씬 넘는 값임을 알 수 있다. 넷째, 맥룬지수(Mcloone

Index)를 보면 다른 지수들에 비해 공평으로 판단해 줄 여지가 있다. 공평으로 판단하

는 기준으로 바람직한 값은 0.9 이상인데, 2007년부터 2009까지 0.78이고, 2010년과

2011년은 0.80으로 0.9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0.7 수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중

학교보다 더 높은 값이다.

마지막으로, 버스티겐 지수( Verstegen Index)를 보자. 이 지수의 공평으로 판단하는

기준 값은 이미 초등학교 분석에서 적용한 대로 1.35로 한다면, 2007년만 기준을 초과

하고 나머지 년도들은 전부 기준 내에 들고 있어 공평으로 판단된다. 버스티겐지수는

중간 이상 학 교들의 분포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당 수입액이 높은 학교들끼리의 불공평 문제는 그리 크지 않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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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평적공평성 분석의 요약

범위, 백분위 점간범위, 변동계수, 맥룬지수, 버스티겐지수 등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

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서울시내초. 중. 고등학교에 대해서 정부의 학교비 지원제

도에 공평성이 있는지를 분석해본 결과 모든 통계 값들은 초. 중. 고등학교 모두 공평성

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대동소이하게 통계

값들이 나왔고, 고등학교는 다소 불공평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고등학교에 대한 맥룬

지수와 버스티겐 지수는 비록 앞장에서 밝힌 공평성 판단 기준치를 만족하지는 못하였

지만, 거의 기준치에 육박하고 있다. 결국,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서 덜 불공평한

학교비 배분이 이루어지고 말 할 수 있다.

학교비 배분에서 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더 불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져

온 셈인데, 같은 교육청 산하의 학교로서 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학생 배정제도의 차이 즉, 초. 중학생은 자치구 내에서,

고등학교생은 자치구 경계를 초월해서 배정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 학군은 구별 경계를 넘지 않고 자치구와 일치 하거나 이내로 되어있는 반면에, 고등

학교의 학군은 대개 2∼3개의 자치구를 합쳐서 이루어져 있다. 더구나 서울의 중심부

에 있는 중구, 용산, 종로구 학교들은 공동학군제 이므로 서울 전역을 학군으로 한다.

학교의 학생들의 배정 범위가 자치구 내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자치구 경계를 초월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학교비 배분에서 매우 중요하다. 학교비 배분에 관여할 권한을

가진 선거직 공무원들은 자신의 선거구와 일치하고 있는 자치구에 있는 학교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모두 출신 선거구가 자치

구 경계 내에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

도, 특히 특별교부금 배분에 관여할 수 있다. 그리고 대개 자신이 속한 지구당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권을 가지므로, 자신의 당

에 속한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통해서 자신의 지역 학교에 특별한 사업비가 배분되

도록 할 수 있다. 시의원은 서울교육청의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감사 그리고 조례 제정

을 통하여 선거구 학교를 지원 할 수 있다. 그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위 쪽지 예산

(folk barral)을 가장 선호한다. 서울의 각 구들은 자치권이 있는 구들로 자체 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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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구청장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구의원들은 예산심의권을 가진다. 이들이

야 말로 지역에 있는 학교에 가장 공을 들이는 사람들이다. 구마다 앞을 다투어 ‘학교

지원 조례’를 만들어 부족한 구 재정을 쪼개어 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의 선거구가 모두 자치구 내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 같이 명문학교를 지역에서 키우겠다는 공약을 내걸지만, 자신에게 던질

표는 자치구 내 학부모들이므로 실제 관심과 지원은 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와 중학

교에 쏠릴 수밖에 없다. 대개 서울에 있는 명문학교는 자율형 사립학교들이다. 이들

학교들은 자율형이므로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특성도 있지만, 학생모집 지역의 범

위가 전국이다.

따라서 자치구 내에 학교는 위치하고 있지만 그 지역 내 중학생이 그 학교를 들어가는

데 특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지원해 주어보았자 표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래서 말로는

명문학교를 외치면서 명문학교의 대명사 격인 고등학교보다는 명문학교와는 거리가

먼 초. 중학교를 더 많이 지원하고 있는 현실은 대단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는 것

이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제시한 각종 사업들에 대한 고등학교의

무관심이다. 교과부장관이 마치 자신의 사업14)처럼 운용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

금 재원인 년 간 1조원에 달하는 특별교부금 사업들과 민선교육감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여러 사업들은 한정된 자금으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므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는 사업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어 몇몇

학교를 선정하여 한 1년간 형식적으로 시범실시를 거친 다음, 점차 수혜학교를 늘려가

는 방식이 선호된다. 정권이 바뀌면 시범사업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새로 부임한

장관은 지금하고 있는 시범사업들에는 관심을 접고 다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 내고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수준의 유. 초. 중. 고등학교 등 보통교육을 수행에 필요한 재정이 지방자치단

체들 간에 재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배분 권한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자금용도는 어디까지

나 지방사무인 초. 중. 고 교육비이므로 교육부 장관이 조정권을 가진 것은 맞으나 용도까지 결정하는 것은 지방

사무를 직접 결정하는 셈이되므로 정부 간 사무분담을 정한 지방자치법에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직접

용도를 결정하는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체 재원의 4/100를 차지하고 있는 약 1조원에 이르는 특별교부

금 집행이다. 이 금액은 총액으로 국회를 통과하므로 국회 의결 없이 교육부 장관이 맘대로 집행할 수 있는

쌈지 돈으로 통한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집권당의 선거 공약 사업 등 정치적 목적의 전시성 사업들이 반복될

될 소지가 여기서 비롯된다. 1조원이라는 규모는 별로 크지 않게 여길 수 있으나, 전체가 재량적으로 용처를

결정할 수 있는 사업비라는 점에서 결코 작지 않다. 서울교육청 예산 규모가 6∼7조에 이르지만 봉급과 경직성

운영비가 90% 이상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교육감과 시의회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금액은 별로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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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준에 따라 다시 시범학교를 선발하는 일들이 매번 되풀이 되어 온 것이 그동

안에 목격한 역사이다. 시범학교는 시범사업을 수행하느라 학생들 수업에 몰두하기가

어렵고 교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 불만이 일어날 수 있어 포상제도나 승진 가점제

도를 두고는 있으나, 교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고등학교의

경우,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자녀들의 대학 진학에 대한 기대가 크고 실제 학교에

대한 평가가 학생들의 진학 실적이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사회에서 시범사업을

신청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만들어 내는 사업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 모든 학교를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신청하지도 않는 학교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 수직적 공평성 분석

수직적 공평은 교육환경을 이루는 자원의 분포를 평가하는 또 하나의 주요한 요소이

다. 수직적 공평성은 어떤 특별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학교들에 대해서는 주

어진 자원을 특별히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이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한다”는 공평성을 재는 척도이다. 수직적 공평의 필요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예는 소수민족학생, 장애아, 영재아, 그리고 지역적 여건상 교육비

용이 더 드는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

예를 들면,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세분되고 교사나

실험실습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므로 다르게 대우해야

함을 의미한다.

대개 수직적 공평성에 대한 평가 방법에는 두 가지가 사용된다. 한 가지는 정부가

자금지원을 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추가지원을 받을 만한 대상자들에게 가중

치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장애학생은 보통학생을 기준으로 1.3 배의 가중치

를 사용한다. 이리하면, 장애학생들은 가중치 값이 1.0인 보통학생들 보다 30%나 자금

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그동안 사용된 가중치라는 것이 확인되거

나 증명되지 않으면 사용이 쉽지 않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당사자를 마치 추가적인

필요나 추가적인 지원을 제거하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후자의 방법을 사용

한다. 본 연구에 있어, 추가로 더 많은 학교비를 받아야 학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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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동네의 학교들이다. 이들 학교에는 한 부모 자녀, 다문화 가정, 기초생활비 지원

가정 등 가정배경이 열악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 후 교육

등 추가 교육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학교 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교육

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다양한

활동과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교육경비가 소요하다. 따라서 학교

급이 높을수록 정부가 지원하는 학교교육비가 더 많이 지원되는 것이 공평에 맞다.

(1) 어려운 학생이 많은 학교를 더 많이 지원했는지? 에 대한 분석

 
교육비가 더 필요한 학교에 더 많은 지원이 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앞장에

서 분석틀에 의해 제시된 바와 같이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판단 한다. <표 Ⅳ-4>는 각

학교의 학생당 수입액과 각 학교의 학생복지지표에 대한 상관계수를 구하여 학교 급

별, 년도 별로 요약된 것이다.

앞장에서 살핀 대로 상관계수 값은 -1∼+1 사이에 분포한다. 0은 관가가 전혀 없음

을, +1은 강한 상관을, -1은 강한 반대방향의 상관을 의미한다. <표 Ⅳ-4>를 통해서

볼 때, 초. 중. 고등학교 모두, 그리고 2007년부터 2011년 5년 동안 고등학교 2011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수 값들이 0.3∼0.5 수준 사이에 대부분 분포한다.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상관계수는 5년 동안 0.33∼0.37 사이 내에 있다. 물론

서울시 교육청에서 뒤 늦게 2011년 말에 가서야 학생복지비 지원을 공평하게 하기 위

한 노력으로 학교복지지표를 만들기는 했지만, 상관계수 값으로 판단할 때 어려운 학

생들이 많은 학교에 더 많은 사업비 지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2007년 이전부터 중앙

정부가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 한 학교에 지원금을 집중 지원해온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프로그램이라든가, 방과 후 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들이

무색할 정도로 학생당 수입과 학교복지지표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은 예상 밖의 일

이다. 5년 동안의 중학교의 상관계수 값은 0.30∼0.50에 분포한다. 초등학교와 마찬가지

로 어려운 학교를 더 배려한 학교비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고등학교의 경우, 2007년∼2009년까지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음으로 나타났으

나, 2010년을 거쳐 2011년에는 계수 값이 0.77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정도 값은 상관관

계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초. 중학교에 대한 학교비 지원에는 수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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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서울 공립교 학생당 수입과 복지지표 간 상관계수

2007 2008 2009 2010 2011

초 0.37 0.35 0.33 0.34 0.37

중 0.35 0.46 0.37 0.30 0.50

고 0.11 0.22 0.15 0.53 0.77

공평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다만 고등학교에 대한 학교비 배분에서 2010년부터

수직적 공평을 상당히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2) 학교 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지원했는지? 에 대한 분석

앞장 <표 Ⅲ-1>을 통해서 살펴 본바와 같이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학교교육비가

더 필요하므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학생당 교육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공평에 합당

한 것이 된다. 학급 규모에 따라 가중치가 차이가 있지만 대동소이 하므로 평균을 사용

하는 것이 편리하다. 초등학교를 기준(1.00)으로 할 때 중학교는 1.26배, 일반 고등학교

는 1.58배의 가중치를 적용해서 산출된 지원금을 추가해주는 것이 공평에 맞는 셈이다.

이 공식에 따라 분석을 해 본다.

<표 Ⅳ-5>는 학교 급별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그리고, 초등학교를 기준(1.00)으

로 중학교는 1.06, 고등학교는 1.04 라는 학생당 평균수입액 비중치도 나와 있다.

<표 Ⅳ-5> 학교 급별 학생당 평균수입액 비교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비율

초 246,280 346,146 445,596 551,628 890,324 495,995 1.00

중 275,582 417,510 563,594 706,095 671,997 526,956 1.06

고 299,040 356,082 517,295 683,301 732,290 517,602 1.04

우선, 앞장 <표 Ⅲ-1>을 통해서 분석의 기준이 되는 학교 급별 가중치로서 초등학교

를 기준(1.00)으로 했을 때, 중학교는 1.26배, 고등학교는 1.58배 인데, 2007년부터 2011

년 동안 년평균 학생당 수입액 비율을 보면, 중학교가 초등학교의 1.06배, 고등학교가

초등학교의 1.04배로 나타난 것은 기준에 훨씬 미달한 수치이며, 거의 가중치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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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나 마찬가지 이다. 따라서 그 간의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비 배분 실태나

제도에 수직적 공평성이 거의 없었음이 나타났다.

    (3) 수직적 공평성 분석에 대한 종합

수직적 공평성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기 위해 2가지 면을 분석해 보았다. 한가지는

정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를 더 많이 지원했는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 학교들의 학생당 수입액과 복지지표 간에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비교를

실시했다. 2007년부터 2011년 5년 동안 고등학교 2011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수 값들

이 0.3∼0.5 수준 사이에 대부분 분포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보아 정부의 학교비

지원제도에 수직적 공평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른 한 가지는 학교 급이 높을수록 교육경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초등학교보다

중학교를, 중학교보다 고등학교를 더 많이 지원해 주었는지를 2005년에 한국교육개발

원에서 개발한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당 표준교육비’ 기준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동안 실적을 합쳐서 평균을 내보니 초등학교를 기준(1.00)으로 중학교는 1.06, 고등학교

는 1.04 라는 학생당 평균수입액이 나왔다. 이 비중은 수직적 공평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교육개발원에서 개발된 가중치 초등학교준(1.00), 중학교 1.26, 고등학교 1.58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결국 2가지 면에서 모두 수직적 공평성이 전혀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 재정적 중립성 분석

학교재정연구에서 재정의 중립성 분석은 학교재정의 공평성 평가에 매우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한다. 재정적 중립성이란 개념은 학교에 대한 자금지원이 지방의 재정능력에

따라 차이가 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적 중립성 평가는 학생당 재산액, 학생당

재산의 부, 가구당 소득, 지방의 재정능력 등에 따라 교육의 기회, 자금지원에 차이가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재정적 중립성이 확보된 경우라면,

그 학교가 소속된 학교비 지원 기관의 재정능력의 정도와 자금 또는 평가대상물의 지

원 사이에 관련이 없어야 한다. 본 논문의 경우는 학생당 학교비 수입액이 그 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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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하는 자치구의 재정능력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서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

한 학교비 지원제도에 재정의 중립성이 존재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학교비 지원제도에 재정적 중립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소위 부자

동네로 알려진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3구와 나머지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1) 초등학교

[그림 Ⅳ-1]을 통해서 초등학교에 대한 재정적 중립성을 살펴본다. 가로로는 학생당

연평균 수입액이, 세로로는 자치구가 순서대로 나와 있다.

-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중랑

[그림 Ⅳ-1]  초등학교의 학생당 년평균 수입액,  자치구별
( 기간:2007 - 2011 )

금액단위 :  원

앞장에서 분석 단위로 삼기로 했던 부자구의 학교들과 나머지 구들의 학교들을 비교

해본다. 소위 부자구로 통하는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3구의 수입액은 일반 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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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짙은 색 막대로 표시되어 있다. 송파구는 25개 구들의 막대 중에서 가장 크기가

작다. 서초구는 중간 정도이다. 그리고 강남구는 세 번째나 네 번째로 보인다. 아이러니

하게도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 학생이 감소하고 인기학군이 아닌 도심지에 위치한 종로

구, 중구, 용산구에 속한 학교들의 학생당 수입액이 1위, 2위, 3위를 달리고 있다. 강남

구를 제외하고 서초구와 송파구는 구의 재정형편이 어렵기로 소문난 금천, 관악, 중랑

구만도 못하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지원이 구의 재정형편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정부의 학교비 지원제도에 재정적 중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중학교

[그림 Ⅳ-2]는 자치구의 중학교의 학생당 평균수입액이 막대그래프로 나타내고 있

다.

-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800,000 
강남

강북

관악

구로

노원

동대문

마포

서초

성북

양천

용산

종로

중랑

[그림 Ⅳ-2] 중학교의 학생당 년평균 수입액, 자치구별
(기간 : 2007 - 2011) 금액단위 : 원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강남 3구의 막대는 짙은 색을 띄고 있다. 강남 3구 중학교의

막대 길이나 모양이 초등학교와 비슷하다. 즉, 강남구는 대충 5등이나 6등 쯤 길고, 서

초구는 중간쯤 되고, 송파구는 꼴찌에서 2번째쯤 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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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부자구로 불리는 양천구의 막대가 꼴찌로 보인다. 부자 구에 있는 학교들이 학

생당 수입을 더 많이 받은 것이 아님을 단번에 알 수 있다. 따라서 중학교에 대한 정부

의 학교비 배분제도에도 재정적 중립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등학교에 대한 재정적 중립성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왜냐 하면, 수평적 공평성

분석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고등학교 학군이 자치구 경계를 넘기 때문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서 선출직 공직자들의 관심이 떨어져 재정적 중립성 문제는 심각할 것으

로 보이지 않는다.

(3) 재정적 중립성 분석에 대한 종합

정부의 학교비 지원에 재정적 중립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 부자구

로 통하는 강남 3구에 있는 학교들의 학생당 수입액과 나머지 구 학교들의 학

생당 수입액을 그래프를 만들어 알기 쉽게 비교해 보았다. 만약 부자구에 있는

학교들의 학생당 수입액이 월등히 많게 나오면, 정부의 학교비 지원에 재정적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비교 결과는 전혀 그렇

지 않게 나왔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나누어 각각 분석을 실시했다. 그러나 모

두 결과는 비슷했다. 강남3구 중 에서 강남구만 비교적 지원이 높은 편에 속했

고, 서초구와 송파구는 평균 이하였다. 고등학교는 학군이 자치구를 초월하므로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라. 공평성 분석의 요약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의 초. 중. 고등학교들에 대한 정부의 학교비 지원이 공

평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해 보기위해 여러 가지 통계적 척도들을 사용하여 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 재정적 중립성을 재보았다. 먼저 수평적 공평성을 판단해 보기위해

범위, 백분위 점간범위, 변동계수, 맥룬지수, 버스티겐지수 등 통계치를 산출해본 결과

모든 통계 값들은 공평성이 없음을 알렸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모두 통계 값들이

모두 불공평을 의미했고, 고등학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 다소 불공평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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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으나 역시 공평으로 판단할 기준에 미치지 못 했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맥룬지수

(0.78∼0.80)와 버스티겐 지수(1.28∼1.41)가 공평성 판단 기준치(맥룬 0.90, 버스티겐

1.25)에 상당히 근접하였다.

수직적 공평성 판단을 위해 2가지 면에서 분석을 실시했다. 하나는 정부는 가정형편

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를 더 많이 지원했는가를 알기 위해 학생당 수입

액과 학교복지지표에 대한 상관계수를 산출해서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2007년부

터 2011년 5년 동안 초. 중. 고등학교의 대부분의 계수 값들이 0.3∼0.5 수준 사이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고등학교의 2011년은 0.77로 나타나 다소 상관이 있다

고 보았다. 다른 한 가지는 학교 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는지를 한국교

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당 표준교육비’ 기준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초등학교(1.00), 중학교는 1.06, 고등학교는 1.04 이라는 학생당 평균수입액 가중치

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시한 초등학교(1.00), 중학교 1.26, 고등학교 1.58에 크게 미치지

못한것이었다. 결국 2가지 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내린 판단은 수직적 공평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이었다.

정부의 학교비 지원에 재정적 중립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 부자구로 통

하는 강남 3구에 있는 학교들의 학생당 수입액과 나머지 구 학교들의 학생당 수입액을

그래프를 만들어 알기 쉽게 비교해 보았다. 결과는 강남3구 중 에서 강남구만 비교적

지원이 높은 편에 속했고, 서초구와 송파구는 평균 이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학교비

지원제도에 재정적 중립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결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재정적 중립성을 모두 갖추

어 질 때만 진정으로 공평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종합해 볼 때, 교육부의 지방교

육재정제도나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비 배분시스템에 공평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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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결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의 전체 공립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한 정부의 학교비

지원이 공평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해 보기위해 여러 가지 통계적 척도들을 사용하

여 분석틀을 만들고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와 서울교육청의 학교비 배분

시스템에 공평성이 있는지를 분석했다. 분석의 틀은 진정한 공평을 분석하기 위해 여

건이 같은 학교는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수평적 공평성 분석, 다른 여

건에 있는 학교는 달리 대우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수직적 공평성 분석, 학교의 재정

지원을 책임지도 있는 교육구의 재정형편에 따라 학교가 받는 수입이달라 지지 말아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재정적 중립성 분석을 각각 실시

하여 종합적으로 공평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틀로 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한 각각의 학교비 배분 시스템 모두에 수직적 공평성,

수평적 공평성, 재정적 중립성 모두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의 학교비 배분

시스템은 불공평하다고 판단된다. 분석은 학교 급별로 실시했다. 초. 중. 고에 대한 통

계 치들은 모두 심한 불공평을 나타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다 불공평 정도가 아

주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등학교에 대한 통계 값들도 불공평을 나타내었지만, 초등

학교나 중학교에 비해서 그 정도는 작게 나타났다.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많이 더 많은 교육비가 필요하므로 더많은 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을 측정했다. 학교 급별로 초등학생을 기준(1.00)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당 수입액 비중을 살펴본 결과, 중학교는 1.06, 고등학교는 1.04로 나타

나 초. 중. 고 학생들이 받은 금액에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것은 본 연구의 분석틀

에서 공평성 판단 기준으로 삼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된 가중치 초등학교(1.00),

중학교 1.26, 고등학교 1.58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났고, 가정배경

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더 많이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초. 중학교는 학교 밖 복지지표(한부모 가정+생보가정), 고등학교는 학교 내 복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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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등 학생수)와 학생당 수입액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2007년부터 2011

년 5년 동안 초. 중. 고등학교의 대부분의 상관계수 값들이 0.3∼0.5 수준 사이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나, 상관이 있음의 기준치 0.9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다만 고등학교

2011년의 경우는 0.77로 나타나 다소 상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학교에 재정을 지원해주는 자치구의 재정형편이 좋다고 더 많은 지원이 되고, 그렇

지 못하다고 적은 지원을 받는다면 공평에 맞지 않다는 재정적 중립성이 정부의 학교

비 지원제도에 확보되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 소위 부자 구로 알려진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3구의 학교들의 학생당 수입액과 나머지 구의 학교 학생당 수입액에 대해 구별

학교들의 평균을 산출하여 비교를 실시했다. 결과는 강남 3구에 있는 학교들도 다른

구에 있는 학교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의 학

교비 지원에 재정적 중립성은 확보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상 3가지 공평성 분석을 종합해보면, 교육부가 운영하는 지방교육재정제도와 서울

시교육청의 학교비 배분 시스템에 수평적공평과 수직적 공평은 존재하지 않았고, 재정

적 중립성은 존재했다. 3가지 분석이 모두 존재한 것으로 나와야 비로소 공평성이 존재

한다고 판정을 내리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와 서울교육청

학교비 배분 시스템은 공평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2. 정책적 함의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의 공립학교에 대한 학교비 지원

이 매우 불공평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지방교육에 사용될 지방교육재

정교부금 조정권을 가진 교육부장관이 마음대로 용처를 결정하여 쓸 수 있는 년간 1조

원에 달하는 특별교부금제도의 탓이라 본다. 그동안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추진된 교

육부 정책사업들은 지방수준에서 해결해야 할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 교육격차 해

소, 사교육비 경감 등 많은 사업들이 대통령이나 집권당의 선거공약 수행과 관련되거

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들이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점

차 확대해가는 방식을 취하므로, 여건은 비슷하지만 시범학교나 확대되는 기회에 들어

가지 못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다시 새로운 사업이 나오고 다시 시범학교가 선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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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학교 간 지원에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은 지방교육에 쓸 돈이므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마당에 지방에서 용도를 정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을 전액 보통교부금에 편입해서 총액으로 지방에 내려주어야 한다.

지방간에 재정 격차가 있어 중앙정부가 조정권을 가져야 한다면, 보통교부금제도만으

로 가능하다. 현재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 사업비나 교육

격차 해소 사업들은 지방정치에서 이루어지는 선거공약 사업이 아니다. 대통령이나 중

앙당 차원의 선거공약 사업이다. 마땅히 국가(교육부) 예산에 사업비이나 예비비로 충

당될 것들이다. 1조원에 달하는 특별교부금 제도를 놔둘 경우, 학교는 늘 시범사업에

시달려야 하고, 교육청은 자신의 일은 뒷전이고 교육부 사업을 대행하는 데 정신이 없

을 것이다. 특히 교원들 잡무 경감은 요원한 이야기로 계속될 것이다.

교육청의 학교비 배분제도도 학교 기본운영비를 충실히 지원하는 시스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처럼 “학교경비지원 조례”를 만들 어 학

교비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미리 정해 줌으로써, 공평한 배분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아무런 배분 규칙이 없이 공문으로 해마다 기

본운영비 산출기준만 통보해주고, 목적사업비는 시도 때도 없이 내려주고 있어 학교운

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 기본운영비는 공공요금 등 최소한의 경비이므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 목적사업들은 예산편성과 심의에서 제

외되므로 운영위원회가 관여도 못한다. 선진국들처럼 학생당 경비, 교당경비 만을 기준

으로 해서 총액으로 1년에 한번 내려주면 운영위원회가 보다 명실상부해질 수 있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공립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제도, 고등학교는 평

준화 제도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공사립 간 교육비 지원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연구시작 당초에는 함께 연구대상을 삼을 생각이었으나, 사립학교들은 교육재정시스

템으로 결산을 하지 않아 결산 양식에 차이가 있고, 재단 전입금 등 결산과목 체계가

공립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자료수집 도중에 발견하고, 아쉽게도 공립학교만으로 한

정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사립학교도 교육청에서 구축한 재정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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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손쉽게 재정분석 연구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에 지방재정 디지털 시스템이 도입되어 결산서 양식이 달라져, 자료처리와 분

석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학교환경개선비가 2008년까지는 별도 과목으로 표시되어

오다가 , 2009년부터는 목적사업비에 통합되었다. 이점 유의하여 읽어주기 바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학교비 내용이 매우 좁은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학생당

수입액에 운영비는 물론 교직원 인건비 수입까지 포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운영비를 제외하고 목적사업비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그리고 학교

발전기금 만으로 한정하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인하여 학교 간 격차

를 볼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보다 정확한 공평성을 보기 위해서는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연구가 바람직하므로 이러한 연구가 바로 이어져 나오기를 기대해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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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서울 초등학교들의 연도별 학생당 수입(자치구별)

금액단위: 원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강남 367,889 609,411 676,207 740,110 1,027,381 684,200

강동 146,579 241,284 361,953 468,057 759,461 395,467

강북 300,462 417,902 489,302 563,240 872,256 528,633

강서 308,999 373,530 505,808 640,263 980,997 561,919

관악 217,750 331,809 401,828 552,239 921,467 485,018

광진 157,918 277,120 463,688 556,043 969,553 484,864

구로 201,962 324,584 393,447 451,457 792,672 432,824

금천 227,498 205,035 402,836 507,768 1,037,168 476,061

노원 235,462 310,604 391,013 469,220 821,363 445,532

도봉 154,906 216,863 340,910 420,007 843,131 395,163

동대문 188,829 303,922 421,043 579,429 910,748 480,794

동작 248,618 268,638 369,688 616,655 922,196 485,159

마포 239,736 296,491 428,340 500,973 865,548 466,218

서대문 218,306 347,763 371,369 584,941 843,890 473,254

서초 220,636 289,695 441,888 544,203 694,108 438,106

성동 260,498 376,528 717,363 526,889 1,042,755 584,806

성북 194,490 344,111 418,903 515,301 826,774 459,916

송파 190,993 199,223 270,878 395,371 623,091 335,911

양천 256,212 267,678 286,078 426,620 746,556 396,629

영등포 253,510 355,686 408,054 546,088 920,971 496,862

용산 371,107 628,992 602,374 648,927 1,188,868 688,054

은평 209,055 289,018 407,054 544,717 875,947 465,158

종로 350,048 521,898 650,574 893,284 1,280,085 739,178

중구 719,279 906,307 1,044,001 1,058,204 1,438,305 1,033,219

중랑 225,809 422,786 458,553 612,950 799,438 5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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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서울 중학교들의 연도별 학생당 수입(자구별)

금액단위: 원

자치구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강남 239,518 626,811 733,711 760,839 614,031 594,982

강동 219,638 388,269 431,367 582,473 559,512 436,252

강북 276,494 573,545 713,712 809,053 895,161 653,593

강서 423,752 492,501 815,098 831,156 952,239 702,949

관악 276,743 452,400 535,153 871,097 875,279 602,135

광진 154,792 294,103 437,888 567,047 722,662 435,298

구로 299,971 366,035 492,969 632,991 617,079 481,809

금천 292,804 429,911 465,598 607,950 747,729 508,798

노원 261,070 326,407 422,552 559,447 538,454 421,586

도봉 165,304 316,571 578,184 611,533 588,399 451,998

동대문 347,752 564,694 671,609 1,161,453 913,070 731,716

동작 229,501 427,204 562,236 759,095 755,579 546,723

마포 631,409 492,812 650,541 740,091 667,340 636,439

서대문 208,356 398,488 435,732 1,098,776 673,579 562,986

서초 266,485 271,330 508,893 603,529 525,398 435,127

성동 282,197 377,065 781,221 719,938 873,022 606,688

성북 283,971 353,804 536,118 614,762 657,353 489,202

송파 181,314 281,982 376,965 520,020 471,096 366,275

양천 215,314 294,271 256,070 455,883 451,277 334,563

영등포 233,741 402,184 483,366 699,919 748,104 513,463

용산 256,856 511,875 1,028,597 785,552 780,838 672,744

은평 302,634 459,969 562,523 661,240 758,557 548,985

종로 134,613 230,980 371,078 538,734 508,743 356,830

중구 383,453 602,465 804,519 1,035,243 1,036,417 772,420

중랑 313,160 525,309 608,094 690,136 778,189 582,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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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반세기만에 이루어낸 눈부신 경제성장의 주인공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함으로써 선진국으로 향한 발 돋음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이목을 주목하게 만든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문화, 예술, 교육 등의 다양한 발전의 역사는 언제나 OECD 가입국 중 하위 수

준을 맴돌며 세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곤 했다.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

을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지식위주의 사회로 가속화되어 갔으며 그에 비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야하는 현실이었다. 이

와 같은 현상은 개발도상국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시대적 문제이기도 하다.

급속한 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함께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

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분열, 폭력, 혼란 및 갈등 등의 사회문제는 그 연령층의 

점차 낮아져 저학년의 학교교육에서 조차 집단 따돌림과 폭력문제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장기범, 2005).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전쟁과 갈등의 문제는 

더욱 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갈망과 필요성을 대두시키게 되었고, 선진국은 선

진국대로, 개발도상국은 개발도상국대로 소외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창의성교육은 각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가치로 부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창의성교육과 예술교육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

부터 우리에게 인지된 사실이기도 하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윤택한 지식위주의 

사회에서 창의성을 위한 교육으로, 사회의 혼란과 다양성을 통합하는 교육을 위

한 핵심가치로서, 예술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로 인한 문화예술교육

간의 협력이 절실함이 요구되는 시점에 놓여있다(양은주  외, 2009).

학생들은 음악을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음악활동을 함

으로써 지적, 정서적, 성장은 물론 언어발달, 신체발달, 사회성 발달 및 심미적 

발달 등 전인적인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청소

년기의 학생들이 음악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창의성이나 인지능력 향상은 물

론 두뇌 활성화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예술적 생

명력을 지니고 창조적 경험이 바탕이 되는 음악활동을 통하여 학교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

하다.



- 2 -

또한 최근의 교육계에서는 학교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심각성과 그 처리와 이

해 당사자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과 고통을 겪으며 문제의 실마리

를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에서는 실태파악을 위하여 2012년 2월 학교

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통하여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전원에게 우편을 통한 설

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성교육이 형식화된 교육현실을 

꼬집으며 7대 실천과제를 발표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잇따른 중고등학생들의 자살사건 등에 의한 

비극의 반복은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자괴감마저 주고 있다.

이에 해결방안 중 하나가 복수담임제를 도입하여 학교폭력을 원천 봉쇄하고,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여 예방에 주력하고, 학생오케스트라 및 예술동아리를 활

성화하여 치유 및 인성교육을 실천하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

다. 그러나 갑작스런 제도도입으로 인한 일선교사들이 혼선과 시스템 운영에 

따른 재원 충당 등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며 문제점만 노출되고 있다. 또

한, 학교폭력 사건에 따른 갈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피

해자의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책임수행, 교사의 교육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질 뿐

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한 유·무형의 고통을 겪게 되지만 갈등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서정기, 2011).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학교폭력의 

유발요인이나 현황, 예방대책, 예방교육 효과 등에 편중되어 있고, 교육현장의 

예방 및 프로그램 역시 일회성 단기 프로그램이며 당사자들이 갈등해소나 치유

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지역 또는 단위학

교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이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라 토요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과후 문예활동과 특기적성 활

동을 장려하고, 학생들이 개인 활동보다는 단체 활동을 통하여 공동체 생활양식

을 배우고 남을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운영 중이던 관현악 동아리를 토대로 지역사회 음악

재능기부자 인력풀을 적극 활용, 지역사회 청소년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확대 운

영하고, 교육공동체와 더불어 함께하는 관현악동아리를 활성화하여 현장에 적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사례를 실천하고자 한다. 따라서 장기적

인 치유 프로그램의 대안으로 관내의 학교생활부적응 학생과 학교폭력에 노출

되어 가해나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동아리와 함께 운영

한 관현악동아리 활성화가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 경험학생들의 갈등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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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학교생활만족에 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중학생들의 관현악 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재능기부자 인력

풀을 확보하고 나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학교생활 적응

력 향상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이를 현장교육에 파급시켜 학생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태도형성에 도움을 주어 현장교육에서 효과적인 생활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가. 재능 기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학교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와 연계·적용함으로써 기본 생활 습관 함양은 물

론 올바른 인성 및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민주시민으로서 바른 생활을 영위하

게 한다.

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효과적인 학교 동아리 발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의 자발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과 건전한 예술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고, 학교폭력에 따른 

갈등해소와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3.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문제는 청소년들 중 중학생의 음악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 중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관련 관심 정도와 참여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

나. 동아리 지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

다. 재능기부 프로그램은 동아리 활성화에 효과적인가?

라.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적용한 관현악 동아리 활성화가 학교폭력 경험자의 

갈등해소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재능기부(talent donation)

기부의 새로운 형태로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것을 말하며, 단체ㆍ기

업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를 일컫는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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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역량을 마케팅이나 기술 개발에만 사용하지 않고 기부를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임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려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일반기업뿐 아니

라, 변호사·회계사 등 개인들도 재능기부에 참여하고 있다. 유사 용어로 보네이

션(vonation)이 있다. 노래나 내레이션 등 목소리로 기부활동을 하는 것이며 

voice와 donation의 합성어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로 목소리 출연을 하는 

이른바 목소리 기부를 말한다. 기업이나 기관은 적은 금액으로 큰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고, 연예인들의 경우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네이션처

럼 자신의 재능으로 기부를 하는 이른바 재능기부의 형태가 확산되고 있다(네이

버 지식백과, 2012).

본 연구에서의 재능기부는 음악에 재능을 가진 전문가로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자로 전·현직 직업 오케스트라 단원, 합창단원, 이와 유사한 경험을 가진 

학부형들의 재능기부를 의미한다.

나. 재능기부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의 재능기부 프로그램은 관현악 프로그램으로 1:1 개인레슨, 합주 

도우미, 앙상블 지도, 토요프로그램 및 하계음악캠프지도, 공연준비 지도 등 관

현악 동아리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교육지도 프로그램이다.

다.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Smith(1991)는 ‘체계적인 힘의 

악용’이라고 하였고, Olweus(1984)는 학교폭력 개념을 ‘한명 또는 그 이상의 다

른 학생들에 의해 행해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정적 행동’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부정적 행동을 의도적으로 타인을 구타하는 것, 상처를 입히는 것, 타인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 신체적 구타와 협박, 언어적 폭력의 하나인 별

명 부르기, 악 소문 퍼뜨리기, 따돌리기, 악의적인 장난치기, 조롱하기, 모욕, 성

적폭력인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나 희롱 등을 포함하여 학교폭력이라고 정의하

였다. 학교폭력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의

미하며, 힘이 우위에 있는 학생이 여세에 있는 학생에게 의도적이거나 지속적으

로 가하는 신체폭력, 심리폭력, 언어폭력, 집단폭력, 금품갈취, 성적인 폭력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유평수, 2005; 문한종, 2008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의 학교폭력이란 2009년 5월 8일 개정한【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법률】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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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폭행·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따돌림, 정보통신망

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

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그 밖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서울특별시 교육청, 2010).

라. 학교생활만족도

사전적 의미로 학교는 일정한 목적, 설비, 제도 및 법규에 의거하여, 교사가 

계속적으로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지칭하며, 생활은 생명이 있는 동

안 살아서 경험하고 활동하는 것, ‘삶을 영위하다’의 뜻을 지니고 있다. 만족도

는 모자람이 없이 마음에 흡족한 정도를 일컫는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의 일반

적으로 생활에 있어 만족정도를 구성하는 큰 요인으로는 생활의 여러 측면에 

대한 만족도로서 일반적으로 건강, 경제, 문화, 가족관계, 안전 등의 여러 항목

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다음 어학사전). 또한 학생들은 대

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고, 생활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생활만족이라 함은 곧 학교생활만족을 의미한다. 최종학

(2001)은 학교생활만족도를 학생들이 교과활동, 특별활동, 기타행사활동 등에서 

자기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며,

교사 및 동료와의 관계가 잘 조화되어 만족스런 상태에 있을 때라고 하였다. 또

한, 이재웅(2006)에 의하면 교과활동, 행사활동, 특별활동, 인간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하여 학생이 가지는 긍정적인 느낌이나 감정 또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학교생활만족도(School life Satisfaction)는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하여 개인의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이나 느낌 정도라고 하겠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의 학교에 재학 중인 일부 중학생을 대상

으로 관현악 동아리 활성화가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지, 학교생활만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목적으로 실시했는

데, 연구수행에 있어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을 성동구 소재의 일부 초·중학생을 중심으로 한정하였기 때

문에 일반화 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둘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가 미비하여 생활만족도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비구조화 된 자료를 활용하여 질

적 연구를 병행하였지만 연구의 전체 틀에서 정량화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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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상자 선정 시 관내 일부 청소년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타교의 생활

담당교사의 협조를 통해 부적응학생, 학교폭력 경험자(가·피해자)를 선정하였으

나 프로그램 진행 중에 도중 탈락한 대상자가 일부 발생하여 이들을 완전 통제

하지 못한 점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관현악 합주 활동의 의의 및 교육적 효과

가. 합주활동의 의의

청소년기는 아동과 성인을 잇는 성장단계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성장이 

급속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들에게 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청소년 개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음악의 특수성과 지적수준 등

이 고려되어진 개인별 음악적 욕구와 필요성이 요구되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

에 직접적이고 적합한 음악체험은 청소년들이 잠재되어 있던 자신의 내면세계

를 표현하고 음악적 재능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성을 표출해 

낼 수 있는 도구가 된다. 또한 음악활동을 통해 음악적 성취를 경험하게 되면 

음악의 가치와 깊이를 이해하게 되고, 평생 동안 음악을 그의 가치 체계 속에 

포함하고 살게 된다(이흥수, 1990: 박영미, 2011 재인용). 다양한 음악적 체험은 

음악활동이 단순히 음악적 능력 개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학생

들에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 도움을 주어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이수정, 2009). 장기범(2005)의 보고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오

케스트라가 주는 효용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그는 활동을 통해 음악적 측면,

자기 발전적 측면, 사회 발달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악기 편성에 따라 여러 악기의 음색과 여러 시대의 다양한 악곡 경험 

등은 음악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음악성을 계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취미로 여가선용을 할 수 있어 바른 

심성을 기르고, 긍정적 가치관을 심어 줄 수 있다고 하였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여러 악기의 조화로움은 청소년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하는 태도로 나타나

게 되며 오케스트라 단원들 사이의 인간관계 등을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키며,

소리의 조화를 위한 연습은 책임감과 인내심을 기르게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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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2008)은 합주를 통해 타인과의 조화 능력, 준법정신이 뛰어나고 예의

바름의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인성 교육을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합주를 통해 다양한 악곡과 음악활동을 체험하게 해 주며 총체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끼는 기회를 주어 음악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였다. 또한 내성적이거나 억압적인 심리상태를 가진 학생들도 합주라는 집단

적 음악활동을 통해서 자기표현이 쉽게 가능하며 자기소리만 내는 것에서 벗어

나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전체의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서는 사회성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협동학습이 자연스럽

게 형성되고 보여준다(이현숙, 2008). 박봉석(1993)은 합주활동을 통해 자주, 자

율, 협동심을 배양하고, 심신의 건전한 발달로 생활을 즐겁게 하며 인간관계를 

깊게 하고, 집단 향상에 발전을 가져오고, 건전한 취미로 여가 선용에 가장 좋

은 활동으로 꼽으며 그 교육적 의의를 찾았다.

김태훈(2009)은 합주를 통해 실력을 연마하여 학예, 문예행사에서의 참여는 

음악에 대한 보다 깊은 예술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주를 통해 그들이 성

취하는 것을 청중들로부터 인정을 받음으로써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게 하여 가

치가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그는 단체 활동을 통해 자주성과 협동심을 배양하

고, 인간관계를 깊게 하여 존중과 협동심을 길러 준다고 하였다. 아울러 대내외

적인 활동은 지역사회의 음악애호가들과 일반인이 참여하는 문화행사에 참여하

여 문화예술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가치를 부여했다.

나. 청소년기 오케스트라 활동의 교육적 효과

청소년은 어른과 어린이의 중간 시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시기의 학생들은 

신체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며 심리적으로도 자의식 형성, 자아 확립 등의 변

화를 경험하게 된다(권이종, 1996). 이들은 어른들이 강요하는 종래의 방식에 얽

매이는 것을 싫어하고, 신나고 흥분을 느낄만한 일과 모험을 좋아하며, 거의 모

든 면에서 또래의 행동방식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청소년 시기는 개개인

이 뚜렷한 개체로 성장하고, 자아를 발견하고, 강한 호기심과 탐색 욕구를 지니

는 시기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그들로 하여금 학교의 음악 학습과 학교 내외의 

음악 활동에 참여하여 음악적 성취를 이루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이홍

수, 1994).

청소년기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활동 중에 오케스트라 활동은 학생들에게 

혼자 악기를 배울 때보다 다양한 예술적 체험의 기회를 갖게 하여 음악의 이해

를 돕고, 음악을 즐기고 계속해서 음악활동에 참여 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

의 하나이다. 미국의 경우 음악이 선택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밴드, 마칭 밴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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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스트라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연주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와 학부모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음악교육으로서 연주활동

이 큰 효과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악기 전문 교사에 의해 초등학

교에서부터 악기지도를 받으며 이것은 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각종 밴드나 오

케스트라 활동으로 이어진다(이용일, 1977).

그 중에서도 오케스트라는 기악 합주 중에서 가장 큰 합주 단위로서, 다종의 

악기 편성으로 그 음악적 표현의 폭이 매우 넓고 크며, 다른 합주 유형보다도 

훨씬 풍부하고 좋은 문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마추어 연주단체로서의 청소

년기 오케스트라 활동은 전문 연주단체인 성인 오케스트라와는 다른 특징을 가

지며 교육적인 측면을 더 많이 고려해볼 수 있다. 대부분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10대의 청소년으로 구성되어지는 오케스트라는 전문 연주자들과 같이 수많은 

연주경험을 통해 세련되고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관객들에게 심미적 체험을 제

공하는 것에서 목적을 찾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연주활동과 연습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많은 음악적이고 교육적인 경험을 한다는 데에서 더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타인과 함께 어우러져 이루게 되는 오케스트라 활동의 교육적 효과는 크게 

음악적인 면과 사회·심리적인 면의 두 가지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음악적인 면에서 보면, 합주 활동은 화성의 생성 과정을 근원적으로 이해하는 

기회가 되고, 함께 하는 앙상블의 아름다움과 의의를 느끼는 기회가 된다(이홍

수, 1994). 학생들이 배우는 기악은 피아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선율을 연주

하게 된다. 오케스트라는 이렇게 혼자 연주하던 학생들에게 수많은 악기의 음색

과 화음이 어우러지는 앙상블의 경험을 제공하게 되고 학생들은 다양한 음색과 

표현력, 풍부한 음량 등의 경험을 통해 음악을 더 깊이 이해하고 즐길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악곡을 접함으로서 음악적 식견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클래

식음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효과 중의 하나이다. 음악 

작품은 인간의 삶의 형태나 그것에 대한 느낌의 음향적 표현이며, 그 속에는 음

악적 의미와 예술적 의미는 물론, 시대적, 지역적, 문화적, 형식적 특징의 내용

들이 표현 되어 있다(B. Reimer, 1997). 청소년들은 중세, 바로크, 고전, 낭만, 근

대 및 현대에 이르기까지 작곡된 풍부한 오케스트라의 문헌들을 연주해 봄으로

서 좋은 음악의 가치를 깨우칠 수 있다. Hoffer(1984)는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실제로 경험하고 실행함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연주 파트를 배우기 위

해 스스로 연습하고,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학생들과 함께 합주 리허설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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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은 음악을 듣기만 하는 학생에 비해 음악작품을 훨씬 철저하게 알게 된

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음악작품에 별 흥미가 없던 학생들도 그 작품을 공부하

고 그것이 음악적으로 무엇을 제공해 주는지를 알고 난 후에는 상당수가 그 음

악을 좋아하게 된다. 관현악 악기들의 음색을 자주 접하고, 그 음악을 공부해 

연주하는 것은 대중음악에만 치우쳐 있는 학생들의 흥미를 클래식 음악에도 눈

을 돌리는 효과를 가져 온다.

오케스트라 활동은 학생들의 음악 애호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향후 

음악활동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음악 애호심이란 음악을 좋아하는 성향을 

뜻하는데, 학생들이 경험한 음악 체험의 질, 범위, 양상에 따라 결정된다(이홍

수,1994). 음악 활동과 관련된 기쁘고 만족스러웠던 경험은 음악애호심을 고양시

키며, 앞으로의 삶속에서 음악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기제가 된다.

고원희(2006)는 관현악 합주 활동이 음악적 심성 계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생들에게 음악 전반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켜 음악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음악의 미를 느껴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

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케스트라 활동은 원하는 집단에 소속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끼는 기회가 된다(이홍수, 1994). 청소년기 학생들은 논리적이고 추

상적인 사고 발달에 따라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근원적인 의문을 갖고,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체감을 찾기 시작한다. 또한 남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욕구가 큰데, 오케스트라 활동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적절하다. 연주를 위한 준비과정과 연주활동은 학생들에게 음악학습에 관한 

동기를 부여할 뿐 아니라 타인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준다.

미국 음악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설문 결과에 의하면, 밴드, 오케스트라와 같

은 단체 기악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삶에 대한 목

적의식이 뚜렷하고 행동이 바르며 문제청소년이 되는 사례가 적다고 한다. 이는 

기악활동을 통해 삶에 대한 목표와 삶의 구성 등을 학습하게 되어, 자기 규제

(selfcontrol)를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장기범, 2005). 그 외에도 많은 연구

들이 합주 활동이 청소년들의 책임감, 협동심, 사회성 등의 심리작용을 향상시

키며, 정서적 안정과 함께 인간다운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좋은 문화생활임

을 주장했다(박지영, 2002; 허남수, 2005; 김지연, 200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주는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활동

으로 다양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교

육적 효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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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합주활동을 통하여 경쟁지향적인 교육 대신에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

기의 학생들에게 음악과 친근하게 하고 다양한 심미적 체험을 하게 한다.

둘째, 교과 학습에서 얻은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는 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써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

셋째, 합주활동을 통해 여가를 선용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고 불안정한 시기인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성취감을 

증대시켜 풍부한 정서 생활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기게 한다. 또한 음악에 재

능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진로탐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넷째, 다양한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 합주와 집단 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협

동심을 기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도록 하여 인격형성에 큰 도움을 얻게 한

다.

다섯째, 학교 내외에서 다양한 음악활동에 참여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간에 융

화와 유대감을 고취시키며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게 된다(양은주 외,

2009).

2. 재능 나눔 운동

재능 나눔 운동은 내가 가진 특기나 재능을 사회에 기부함으로써 나눔을 실

천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으로 공익적, 자발적, 창의적으

로 기부하는 문화 운동이다.

재단법인 ‘아이들과 미래’에서는 지난 2006년 12월12일에 첫 문을 연 ‘화이트

세일 미술품자선경매’는 2008년에 진행된 제3회 화이트세일까지 출품작 158점이 

모두 낙찰, 총 575,660,290원이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로 기부되었다고 하

였고, 수익금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총 30여 개의 공부방에 있는 800여 

명의 저소득계층 아동·청소년들이 예술교육을 통해 재능을 개발 하고 자아 존

중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교육지원프로젝트 ‘Dream Art Workshop’을 

진행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보고하였다. ‘Dream Art Workshop’은 각 지역의 예

술 전문가들이 공부방 아이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회공헌의 기회를 누리고 아이

들은 예술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한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

전문교육프로그램이다(아이들과 미래로, 2006). 이미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러한 

나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교육재능기부 운동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에서도 

처음으로 재능기부자 승낙을 받고 벌이는 교육기부 운동이다.

정치, 사상, 종교가 다르지만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서로간의 마음을 소통할 

수 있으며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으로 우위를 떠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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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소외된 이웃과 소외된 아이들에게 재능기부 운동을 

통해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의 교육현장 뿐만이 아니라 사

회가 더욱 아름답게 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그 기쁨과 보람은 배가 되리라 

생각된다(문한종, 2011; 재인용). 본 장에서는 재능기부의 정의와 우리나라 나눔

운동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나눔 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재능기부의 정의

나눔은 자선(Charity), 기부(Donation), 배분(Sharing), 자원봉사(Voluntary

work)의 개념을 포괄하여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며, 법적용어로 흔히 사

용되는 기부가 개인이나 단체가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제공하는 것을 뜻하는데 비해 나눔은 자선이나 기부를 포괄하는 

용어로 보다 적극적으로 기부의 사회적 영향력과 가치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최

근 새로운 트랜드를 형성하고 있다. 기부가 주로 일방적인 수혜의 느낌을 주는 

반면, 나눔은 공동체(Community)를 중요시하고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적극성,

체계성, 계획성을 함축하고 있다(신경희, 200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개인 또

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무대가성과 자발성의 측면에서 

기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자원봉사를 기부의 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재능기부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겠다. 따라서 기부는 현금, 금품,

부동산, 용역, 신체의 일부 등을 기부하는 유형의 기부와 시간과 재능, 기술을 

나누는 자원봉사 성격의 무형의 기부로 분류된다(박소현 외, 2011). 그러므로 재

능기부란, 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개인의 이익이나 기술개발에만 사용하지 않

고 이를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부형태를 일컫는다. 즉 개인이 가진 

재능을 사회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기부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다(위크백

과). 미국에서도 재능기부를 ‘Skilled Volunteer'로 정의하여 자원봉사의 일환임

을 분명히 한 동시에 이를 일반 자원봉사활동과 차별화하여 특수한 기술이나 

기능을 활용한 자원봉사로 특화시킨 개념이다(박소현, 2011). 현행 우리나라에서 

법률(제7669호)로 정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시행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원봉사진흥정책은 다음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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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연령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진흥정책은 민 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

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

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

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정치활동 등 금지의무)①이 법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선거운동”이라 함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봉사활동 진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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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법률 제7669호, 2005.8.4 공포, 2006.2.5 시행; 대통령령 제19318호, 2006.2.6시행>

위의 법률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 재능기부의 개념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제7조(봉사활

동의 범위)에서 제5항을 보면 교육 상담에 관한 활동과 재10항 문화, 관광, 예술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예술에 대한 재능기부의 활동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나눔운동의 패러다임 

한국의 기부문화는 고대사회로부터 오늘날의 개념으로 기부라 부를 수 있는 

민간 구휼의 전통이 존재하였다. 국가차원의 구휼만이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 지

역사회 수준에서 상부상조의 전신으로 두레, 향약, 계, 품앗이 등의 나눔 문화를 

형성해 왔고, 지금도 그 형태를 달리하면서 전통을 잇고 있다(김경동 외, 2011).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자선적 기부의 개념이 형성된 것은 200년 

전에 카톨릭이 처음 전파된 이후의 일이었고, 구빈사업이 형태로 나타났으며,

후에 개신교가 등장하면서 선교와 의료, 교육 사업을 수행하면서 기부문화가 소

개되기 시작했다. 1945년의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근대적 차원의 본격적

인 기부행위가 존재했으며, 70년대 이후에는 개인, 종교단체, 기업이 기부의 주

체가 되면서 기부금품 및 자원봉사 활동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다양해

졌다고 할 수 있다(황창순, 2010).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

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제도화 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발달한 지역사회공동모금을 도입하여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공동모금

회’를 설립하였고, 보건복지부는 1975년부터 관주도로 연말연시 이웃돕기 모금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며 도시인

의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해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운동을 일으켰다.

전두환 정부시절에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제정하여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했으며 이러한 관주도의 정기행사로 전개했던 나눔운동은 민간 성

금을 정부의 생색내기로 치부함에 따라 사회적 비판이 따르기도 했으며 후원금 

관리가 부적절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를 민간으로 이양되기도 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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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주관했던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공동모금법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992년부터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20여개

의 사회단체들과 이웃돕기운동추진위원회를 추진하여 연말연시 기업과 국민들

을 대상으로 모금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이 우리사회 기부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겠다. 기부자들은 언론 매체에 보도되면서 개인이나 기업에 경

쟁을 유도하는 촉매가 되기도 했다.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90년대에 들어와서

는 정부, 기업, 학교, 언론 등에서 자원봉사 캠페인을 전개해 나아갔고, 정부부

처에 자원봉사 센터 설립, 기업 내 사회봉사단, 대학진학을 위한 자원봉사의 의

무화 등 자원봉사 운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장경동 외, 2011).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나

눔 문화의 확산을 추진하고, 2009년에 ‘공정한 사회’를 국정운영방향으로 설정하

여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나눔 문화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확산을 중점과제

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빈곤, 생존경쟁, 소득 양극화 

등의 심화,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은 나눔 문화 확산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1980년대 세계경제 침체 이후 국가의 재정위기로 인한 복지국

가의 쇠퇴와 정부 역할의 축소가 글로벌한 차원에서 전개되면서 시민사회가 자

발적 나눔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자 하는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국민들의 기부문화 확산을 가져

왔고,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세이브 칠드런 등 크고 작은 

비영리단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우리사회에 나눔 운동이 확산되어 발전해 오

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원봉사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조직에서 운영되

는 프로그램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며 이 무형의 자원봉사

활동이 인지 가능한 경제적 가치로 환산된다는 점에서 기부문화의 큰 변화를 

내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장경동 외, 2011). 따라서 

오늘날 기부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소수의 전유물인 기부금품에 한정된 개념

이 아니라 비사시적인 기부로서 자원봉사 활동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

식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자원봉사가 시대적 변화에 맞게 변신을 요구받고 

있고, 노력봉사 차원의 단순기부활동만이 아닌 참여자의 연령, 직업, 기능 등에 

따라 참여의 동기와 참여방식이 분화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자원봉사의 수요

가 다양해졌고, 자원봉사자들의 임하는 자세도 다원화되었다.

또한 소액기부, SNS를 활용한 기부 아이디어, 기술·지식·재능기부, 크라우드 

펀딩 등 유·무형의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행해지면서 기부는 평범한 일상적 행

위로 여기게 되었다(김수진, 2012). 또한 기부의 패러다임을 보면 과거의 기부와 

자원봉사의 동기 및 취지가 어려운 이를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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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였다면 이제는 그 범위가 모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나타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자신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자 혹은 꿈을 향해 정진하고자 하

는 이들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도움과 투자까지도 기부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삶의 질적인 개선을 염원하는 새로운 욕구의 

대두이고, 자신의 취향과 개성, 가치관 등을 반영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써 과거와는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방식면에서도 차이를 보

인다. 과거의 기부와 자원봉사는 일방향적인 배분에서 상호 교환하고 소통하는 

쌍방향적인 나눔으로 변하여 범위와 방식이 다양해졌다. 이와 같은 나눔은 개인

이 개인을 돕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와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사회 차원의 

자발적 활동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었다. 민간의 금품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은 

공공의 부족한 재원 해소라는 수단적 차원을 넘어 시민사회의 성숙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역할을 하고, 이러한 점에서 민간의 기부와 자원

봉사는 민주주의 및 성숙한 시민사회의 수준을 나타내어주는 척도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오늘날 나눔의 개념과 방식의 변화는 그 범위가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지역사회로 회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요구

에 상시적으로 대처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의 자발적 나눔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주성수, 2005; 김수진, 2012에서 재인용)

한편, 나눔운동이 일환인 한국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2005년 8월 민간 자율 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

원회로 전환되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1972년 8월 3일에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1973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2005년 1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률(법률 제7364

호)이 공포되었고, 2005년 8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하였다. 2006년 5월 국

내 최초로 국제예술지원기구연합체 IFACCA(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의 정회원이 되었다.

주요 사업은 ① 문학·시각·연극·음악·무용·전통·다원예술 등 순수예술 전 분야

의 고른 발전을 위한 창작 지원, ②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복권기금

문화나눔 등 문화복지 사업, ③ 크라우드펀딩, 재능기부, 기부금 운영 등 예술

기부 사업, ④ 국제 교류 사업, ⑤ 중앙과 지역의 균형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역 협력 사업, ⑥ 국민의 예술체험 및 예술가들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는 공공

미술 사업 등이 있고 이를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구

는 2011년 2월 25일 개편되어 경영전략본부, 예술진흥본부, 문화나눔 본부의 3

본부 10부로 구성되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장 문화예술인과 다양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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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13인의 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문화예술창작

을 이끌어 내고 사무처가 이를 집행하고 있고, 전문성과 현장성이 강화된 예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두산백과).

다. 재능기부의 의미

재능 나눔, 능력기부, 지식지원, 영리한 자원봉사, 프로보노 등 다양한 용어

들의 개념적 기반은 재능·기술·능력이다. 재능 기부는 갑자기 대두된 것이 아니

라 명칭이 쓰여 지기 이전부터 의료봉사활동, 대학가의 야학 등 현재와 비슷하

게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해 왔던 활동이다. 자원봉사활동 자체가 기

부, 나눔, 증여, 기증, 선행 등의 주요방식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지만, 이러한 관

점에서 재능기부의 다양한 담론들과 유사 개념들을 살펴보고(김수진, 2012), 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첫째, 전문성 재능 나눔에서 공동체 재능 나눔으로의 확장이다. 사회가 다변

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욕구는 단순히 금품 기부나 일손 돕기 수준에 

머물지 않고, 자기가 가진 특별한 재능이나 전문적 능력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다. 재능 나눔은 기부처럼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기부를 

개인적 차원에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단순한 의미 부여에서 탈피하여 공동체 일

원으로 사회문제를 직접 부딪치며 해결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다. 이는 기부

의 사회적 영향력과 가치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자선과 기부를 포괄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신경희, 2009). 이와 같은 개념은 이웃 간 서로 돕고 사는 것이 궁극

적으로는 자신에게도 이득이 돌아온다는 공동체 지향의 공공성 추구로 수혜자

뿐만 아니라 나눔을 실천한 개인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개념의 대

두로 재능기부는 전문가 중심에 머물지 않고, 모든 구성원들의 다양한 재능들이 

모여 상호부조의 형태로 직·간접적으로 교환하고 순환되는 형태의 쌍방향적 의

미의 재능 나눔이 되는 것이다(박소현, 2012).

둘째, 기부문화는 특권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문화의 일환으로 시민사회의 

책무를 재 정의하는 ‘시티즌 오블리주(Citizen Oblige)' 개념이다(문제갑 외,

2009). 박소현(2009)에 의하면 오늘날 복지국가 기능은 국가재정의 위기로 점차 

쇠퇴하여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는 반면, 지역사회의 복지수요는 증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민사회의 자원봉사 공급의 확산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시티즌 오

블라주의 개념은 재능의 성격과 범위를 고도로 특화시키거나 전문화된 직업에 

한정하지 않고 비전문적인 특기나 취미로까지 확장시킨다고 할 수 있겠다. 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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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가 일반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

을 하는 것이다. 학교공동체 중에서 학부모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기나 

취미활동을 학교 안에서 학생들에게 봉사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셋째, 프로보노(Pro bono) 운동으로서의 재능기부이다. 프로보노는 라틴어의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의 약어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서비스를 공익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에

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작된 운동으로 교육, 경영, 세무, 전문기술,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벌이는 봉사활

동이라는 뜻으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프로보노가 재능기부와 동일한 개

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이만식, 2010). 이 프로보노는 전문성 기부의 개념과 비전

문성 특기 기부로 나뉘며 이러한 프로보노는 기업체 또는 전문직에 의한 노블

레스 오블리주 활동으로 인식되는 동시에 그 수혜자에 있어서도 개인보다는 비

영리 단체나 사회적 기업과 갗은 조직의 자립 경영능력을 높여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봉사로 정의된다(박소현, 2012). 그러나 수혜대상 

측면에서 재능기부는 대상자를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넷째, 시간기부(Time Donation)의 개념이다. 지식지원(Intelligent Funding)이

나 경험기부(Experience Donation) 등의 무형의 자원봉사를 통칭한 개념을 말한

다. 금전과 현물 외에 시간과 기술, 지식과 에너지 등의 기부를 장려하고 있으

며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실행되어 온 ‘자원봉사=시간의 제공’이라는 개념을 지

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수진, 2012).

상술한 바와 같이 재능 기부는 민간차원의 나눔 문화로 저변이 확산되고 있

고, 나눔의 방법과 형태가 다변화되어 금전을 떠나 비금전적인 나눔에 대한 관

심과 재능기부의 활성화가 확대되고 있다. 재능기부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

심의 고조에 비례해 그 대상이나 범위, 내용 등이 확장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최근 문화예술 관련 저명인사들에 의해 촉발되는 부분

이 많고, 그 영향력도 크나 문화예술인의 재능기부라는 측면에만 집중되는 경향

을 보여 재능기부 전반에 대한 접근과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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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가. 학교폭력 실태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당시 초·중·고 

학교폭력 건수는 7,823건으로 전년도보다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6

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2006년은 3,980건, 2007년 

8,444건, 2008년 8,813건, 2009년 5,605건, 2010년 7,823건으로 2009년에만 감소추

세를 보였으나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시·도교육청별로는 경기도가 

8,438건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7,125건), 부산(3,186건), 대구(2,199건), 광주(2,063

건) 순으로 많았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 의원(2011)이 서울의 초·중·고학생 6만4783명

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직접 당했거나 목격한 학생은 1만6103명(24.9%)으로 나타났고, 이에 직접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8.1%(5252명)였다고 하였다. 경험자들이 답변한 내용 중 

가해자가 같은 반 학생이라고 답한 학생이 49.4%, 폭행당한 장소로는 학교 내가 

57.2%였고, 폭력 유형별로는 협박이 41.6%로 가장 많았다고 하였다. 그 뒤를 이

어 폭행이나 집단폭행이 32.4%, 집단따돌림(30.5%), 금품갈취(16.5%), 빵셔틀

(7.4%) 순이었고, 성폭행 및 성추행이 각 각 2.5%를 차지했다. 학교폭력을 당했

을 때, 피해학생들은 ‘부모님께 알린다’고 한 사람이 36.7%를 차지했고, 아무에

게도 알리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33.6%에 달했다. 또 목격한 학생들 중 

61.1%가 어떻게 하든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 한다고 했다. 응답

자 중 ‘생님께 알렸다’가 15.1%였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2.0%에 불과 했다(권선

애, 2011에서 제인용).

나. 학교폭력의 원인과 특성

학교폭력의 배경과 원인은 학생을 둘러싼 모든 환경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발생한다. 우리사회는 학생들에게 폭력을 부추기고 미화

하는 형태를 자행하는 경우가 많다.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보다 앞서

야 하고 빨리 도달해야하며 강력한 힘과 권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

이 사회전반에 팽배하며 학생들도 죄의식과 죄책감을 전혀 갖지 않고 무의식적

으로 흥미주의의 폭력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의 학교교육은 

소수의 우수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다수의 학생들은 선

별적인 사회화 과정을 통해 소외됨으로써 심한 열등의식을 갖게 된다(권선애,

2011). Olweus(1980)에 의하면 공격성이 반사회적 행동 및 범죄행동과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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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어머니의 거부증과 어머니의 공격행동에 대한 허용성이 자라나는 아이

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특성 

중 신체적 특징보다 대인 관계적 특성을 바탕으로 대인관계에서 유약하고 복종

적이며 수동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로 이들

을 수동적 피해자라고 명하였고, 이들은 마치 자신이 불안정하고 무가치한 존재

라는 신호를 보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또래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모욕을 당해도 

이에 대해 보복을 하거나 항의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복종적으로 행동함으로

써 또래들로부터 함부로 취급받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Olweus, 1993).

또 다른 유형은 도발적 피해자로 비사회적이고 잘난 척하며 배려심이 부족하

고 타인을 무시하는 등 다른 학생이 보기에 얄미운 행동을 함으로써 또래들의 

폭력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최인재 외, 2008; Olweus, 1993). 이러한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정서적 특성은 수동적 피해자들은 낮은 자아존중감, 타인에 대해 지

나치게 민감한 지각을 하며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불안수

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우울과 분노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박종효, 2003). 반면에 공격적 피해자들은 공격자로서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유발된 공격행동을 보인다. 이들은 높은 수준의 분노와 불안으로 인

해 공격적 반응을 보이는 집단으로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공격행동을 하는 가

해자들과는 달리 공격행동에 대한 효능감이 낮고 공격행동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인지적 신념도 약한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Toblin et al., 2005). 한

편, 폭력행동은 대부분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으며 타인과

의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나 가치에 대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Olweus(1984)의 주장에 따르면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들과는 달리 낮지 않은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충동성 역시 폭력행동을 보이는 학생

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 중 하나라고 하였다. 공격성에 대한 태도는 가해학생들

은 폭력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폭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폭력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가해자

인 자신보다는 폭력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의 비도덕성과 이들에 대한 권위자

들의 불공평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높다(홍봉선 외, 2007).

한편, 학교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개인적·심리적요인, 가정 환

경적 요인, 학교 환경적 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 등으로 나누어 보고되고 있는

데, 본 장에서는 정부 각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서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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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 원인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실천 미흡을 꼽았

다. 오늘날 학업성취 수준에 비해 학생들의 타인과 관계를 원만히 맺고 협력하

는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국 학

생의 언어적·수학적 소양은 1~2위인 반면, 원만한 타인 관계와 협력하여 일하는 

능력은 22위 수준에 불과하다(청소년의 핵심역량 국제비교, 여성가족부, 2010).

그만큼 학업에 치중한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학업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감성교육과 신체활동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고 하겠다. 특히 과도한 스트레스는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민감성이 둔

화되게 하고, 이로 인해 소통과 감성능력이 약화를 초래한다. 이에 따른 학업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교사가 적절한 생활지도를 하기 어려운 교육여건이 한 원인이 된다. 학

교폭력 양상이 저연령화와 난폭화 등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

여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수단과 관련 제도가 미흡하였다. 교사 

양성-임용-연수 단계에서 생활지도에 대한 실천적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

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셋째,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여가 부족하다. 자녀와의 대화나 학교교육 

참여 기회가 부족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후를 즉각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형제가 없는 한자녀 가구,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야근문화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돌봄 기능의 약화가 그 원인이 된다.

넷째, 인터넷, 게임, 영상매체의 영향 증가도 큰 원인이 된다. 이는 인터넷을 

통하여 폭력영화, 만화 등 유해 영상매체의 접근이 용이하여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폭력영화, 인터넷, 게임 등 영상매체

의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력 조사결과에서도 53.7%가 영향력이 있다고 하였다.

인터넷, 게임 산업을 경제적·산업적 관점으로만 접근하여 교육적 시각에서 심

의·규제하고 유해성을 자율·자정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다. 학교폭력 개입 전략 및 중재 시스템

학교폭력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다차원적이라 할 수 있다. 해당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에까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다. 따라서 다 체계적인 개입전략이 요구된다.

폭력학생의 다 체계적인 개입전략의 하나인 개인 개입은 성장과정에서 대인관

계 및 정서적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기력한 자

신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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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에게는 음악치료로 분노감소와 공감훈련 등의 감정적 치료를 하고 

대인관계 훈련을 실시하며, 피해학생에게는 자존감 향상으로 자기표현을 돕는

다. 이때 학교교사나 사회복지사는 학교폭력학생에게 문제해결의 조력자이며 협

조자의 역할을 한다.

가족개입은 가족구성원 모두가 폭력문제를 공동문제로 인식하고 목표를 설정

하여 방법을 모색한다. 사회복지사는 가족을 존중하며 가족 위계질서의 보존 및 

경계선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학교개입으로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분노감소와 공격

성감소를 통해 대인관계 및 사회성 향상을 도와주고, 학생들의 실제적인 관리와 

지도가 가능하다. 또한 사회·환경적 개입으로 장기적 해결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우리나라 학교폭력 관련 제도의 시스템은 부처별로 다양하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시에도 8개 정부부처가 관여 했으며 노력을 기

울여 왔으나 그 실효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주요 부서별 중재 노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Wee센터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상담

을 통하여 예방과 고민 해결, 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상담사, 사회복지

사, 임상심리사 등의 전문가들이 진단-상담-치료 서비스를 One-Stop으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개인 상담과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예방프로그램을 

통한 집단상담, 음악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을 통한 심리치료, 소아정신과 

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은 아동발달서비스, 문제행동, 조기

개입서비스, 치료 등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 아동의 발달치

료, 심리치료, 부모교육, 가족치료 등을 통하여 아동이 스스로 가진 잠재력을 충

분히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하여 치료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바우쳐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아동발달 지원서비스는 발달문제가 우

려되는 영유아 아동에 대한 발달검사를 통해 조기선별과 중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여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지원을 돕는 것이다. 또한 아동 정서발달 지원서

비스는 교육환경, 가족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 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학교 부적응 및 정서·행동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우선 지원하여 

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들을 치료하

는 것이다.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는 문제행동 아동 조기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인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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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인터넷이나 게임중독 아동치료서비스를 실시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치

료하기 위해 심리발달 평가 및 진단을 통해 심리치료와 발달치료(언어치료, 인

지치료), 부모 및 가족 상담 등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셋째, 여성가족부에서는 CNS-NE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 및 학교로의 복귀하는 것을 주력사업으로 지원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교육 및 학

업지원, 진로 및 취업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법률자

문 및 권리구제 등의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 중에 상

담 사업은 청소년의 가족, 대인관계, 학교폭력, 진로, 학습, 성격, 성 등과 관련

된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와 관련 집단 상담으로 진로탐색, 학습클리닉, 자아성장, 친구사귀기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2010).

넷째, 서울특별시는 학교보안관제도를 실시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노력하고 있

다. 2011년 서울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547개교에서 시작하여 배움터지킴이와 함

께 점차 확대하고 있다. 학교보안관은 각종 학교내외의 안전사고로부터 아동들

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학교안전지킴이

이다. 이들은 일선 학교에서 교통안전 지도 및 교내순시 업무 등을 주 업무로 

하며 학생들의 등·하굣길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다섯째, 교과부는 홈페이지에 학교폭력 예방 종합 포털사이트 'StopBullying'

을 2012년 11월에 오픈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사안처리 등을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고, 또한 이와 관련한 정책중점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공모에 선정된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 예방연

구소가 2012년 7월 개소되었다. 이는 대학에서도 청소년의 학교폭력 문제를 좌

시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이다. 이 연구소는 학

교폭력의 저연령화, 흉포화, 집단화, 지속적 증가 추세에 대해 범국가적, 범사회

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소를 개소하였는데, 학교폭력 문제의 정

확한 진단 및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심리학, 교육학, 상담학,

의학, 법학, 음악치료, 아동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특성

화된 정책중점 연구소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다음과 같은 비전을 두고 있다.

첫째,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둘째, 학교폭력 관련 효과

적 치유 대응 체계구축, 셋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전문조사 연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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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구축 등이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 유발요인 제거, 학교폭력 발생률 감소 등을 

기대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1995년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시

민사회에 알리고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NGO)이다. 2007년 5월 교육과학기술부와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

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6월부터 학교폭력SOS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청소년, 학부모, 일선교사의 상담과 학교폭력 예

방교육을 16년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교사, 청소년전문가, 학교폭력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학교폭력의 그 위험성과 대처방법을 알려주는 원격연수

운영, 학교폭력전문가 양성교육 등도 병행해 오고 있다. 특히 재단의 SOS지원단

에서는 위기상담, 법률상담, 분쟁조정 등을, 교육센터에서는 예방교육, 전문가 

양성, 상담치료센터에서는 따돌림 극복 프로그램, 학교폭력 피해자 충격완화 프

로그램, 비행청소년 자아 찾기 프로그램, 부모 집단상담 프로그램, 무료 부모교

육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청소년폭력 예방 재단, 2012).

라.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폐해로 인한 강력 대처 방안으로 2012년도 정부의 학

교폭력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하여 학교폭력에 정부차원의 개입을 선언했다.

국무총리실의 정부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7

대 실천과제를 보도자료(2012.2.5)로 발표하였다(국무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2012).

이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직접 대책으로,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하고, 학교폭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철

저하게 대응하고, 근본 대책으로, 학생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가정-사회가 협력하여 인성교육을 실천하자는 골자로 정부는 

’12. 2. 6(월) 김황식 국무총리주재 학교폭력관련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학교폭

력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학교폭력은 학교에

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이명

박대통령의 강력한 해결의지에 따라, 각계각층의 대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마련되었다. 대통령․국무총리․교과부 장관, 관련 전문가․학생․교사와 간담

회(30여회),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 개최(3회) 등을 실시

하였으며 정부는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생․학부모의 입장에서 기

존의 학교폭력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는 한편, 학교폭력의 근본

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성교육이 형식화된 교육현실에 대해 반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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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1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 및 생활지도 여간 조성

[직접 대책] 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교원이 책임지고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과제 1-1 학교장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고, 7대 실천정책을 수립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실천과제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

치하고 별도의 시설에서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피해학생 

보호와 함께 가해학생 조사가 보다 엄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에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특례) 규정 신설

○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정기 개최하여 학내 

폭력 실태 점검 및 교육 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 또한, 경미한 폭력사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소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과 후 또는 주말에 개최

○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사실이 발각된 경우, 학교장 및 관련교

원에 대해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에서 

징계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부령) 제2조 관련 별표 및 제4조제2항 개정

○ 금년부터 담임교사는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1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결

과를 학부모에게 통지(이메일, 문자 등 다양한 방법 활용)해야 하는 등 담임교사의 역할

이 강화되는 한편,

- 학급의 학생수가 과다한 경우 생활지도 업무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담임교

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복수담임제도를 도입한다.

※ ’12년에는 중학교에 우선 적용, ’13년에는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 학생수 기

준도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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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3 교원 양성-임용-연수 단계에서 생활지도 역량 강화

[직접 대책] 2.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학교폭력은 결코 은폐되지 않고, 신고하면 반드시 해결-(피해학생)

우선 보호. 신속한 치유 지원 vs. (가해학생) 엄격한 조치, 재활치료

○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의 학교폭력(게임중독 등 포함) 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별로 누적 기록․관리하고, 생활지

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학생생활지도 기록관리는 다음 학년 담임교사, 생활지도부장에게 인계

하여 누적적으로 기록 관리하면서 생활지도에 활용하고, 졸업 시 관련 내용 삭제

○ ’12. 3월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

고, 기재된 내용은 학생이해와 지도에 활용하고 상급학교 진학 시 자료로 제공한다.

※기록 보존 기간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

○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별 생활지도전담팀 운영,

행정업무경감, 법률상담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 학생상담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인력을 확대 

배치하되, ’12년에는 모든 중학교에 전문상담인력 배치 및 Wee 클래스 구축을 추진한다.

※ 전문상담교사 증원 : (’11년) 883명 → (’12년) 1,383명(+500명) → (’13년) 2,383명(+1,000명)

※ Wee클래스 설치 중․고교수 : ('11)2,278개교 → (’12)3,800개교 → (’13)4,800개교

○ ’12년도부터 교사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교직소양 분야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여, 예비교원들의 학교폭력 대처 역량을 

높인다.

*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사이버 폭력 대응 포함

○ 신규로 교사를 채용할 경우, 학생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 상황 문제해결능

력 등을 검증하기 위한 교직 적성 심층면접 등을 실시한다.

※ 2012년에 실시되는 시험부터 즉시 적용

○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학교폭력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종 자격연

수 및 직무연수에 학교폭력 예방 관련 교과목을 대폭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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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2-1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 기능 강화

과제 2-3 피해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치유 지원

과제 2-2 학교폭력 은폐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교과부․여가부․경찰청이 각각 운영하던 학교폭력신고전화를 경찰청 

‘117’로 통합하고, 교과부와 여가부의 협조를 받아 경찰청이 24시간 운영하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를 광역단위로 확대․설치하기로 했다.(현재 1개소 → 17개소)

- 학교폭력신고센터는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경찰청 또는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Wee센터, CYS-Net)로 사건을 이송․ 처리하게 된다.

※ Wee 센터 126개(교육지원청 단위), CYS-Net 186개(시․군․구 단위)

○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로 지정된 전국 Wee센터, CYS-Net에서는 학

교폭력전담 상담사가 피해학생 상담을 한 후, 경찰, 외부 법률․의료전문가, 교육

청 담당자와 연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는 학교폭력에 관한 전

문조사 인력이 배치된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 조사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

루지고, 신속한 사안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그간 쉬쉬하며 감춰지던 학교폭력을 숨김없이 밝혀내고, 학교폭력에 대한 체

계적이고 현장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초4~고3 학생 대상으로 학

교폭력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교과부․한국교육개발원이 직접 조사를 주관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 경찰청과 공조하여 학교폭력 위험지역(학

교)을 집중 지도․관리를 하게 된다.

○ 학교폭력 관련 현행 학교정보공시 항목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학교가 학교폭

력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피해학생이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고 신

속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 사안이 중대한 경우 피해학생은 경찰동행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필요시

경찰이 가해학생을 감독하게 된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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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2-4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및 재활치료 지원

치 중 ‘전학 권고’를 삭제하여, 가해학생은 학교에 남아 있고 피해학생이 전학

가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상급학교 진학시 피해학

생과 가해학생이 동일학교로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피해학생은 정상적으로 배정한 후, 가해학생은 추후 별도 배정

○ 피해학생의 심리적 고통을 조기에 경감하고 ‘피해자 → 가해자’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심리상담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은 피해학생의 

의료․법률 문제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자치단체 등과 연

계하여 피해학생을 일시보호할 수 있는 쉼터, 피해학생보호센터를 마련하여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피해학생들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고 치료비 보상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가해학생-피해학생 학부모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先치료지원 - 後처리시스템을 마련한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된 학교폭력사안에 대해서는 가해학

생 측의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한 후 가해 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 학교안전공제회 피해학생 보상 절차 개선(안) ]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또는 신고한 학생에게 보복행위를 하거나,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엄정하게 징계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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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3-1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활동 지원

과제 2-5 일진 등 학교폭력 서클 엄정 대응

[직접 대책] 3.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고 “학교폭력은 범죄”

-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제한을 

두지 않음에 따라, 유급도 가능할 수 있다.

※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해야 각 학년과정 수료 가능(주 5일 수업 전

면 실시 경우, 초·중·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조치를 내린 경우, 지역교육

장(초․중학교) 또는 교육감(고등학교)은 학교구 또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해야 한다.

○ 시․도교육감은 Wee 스쿨,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법무부), 시․도 학생교육원

(수련원), 민간기관, 직업훈련기관 등을 활용하여 가해학생 재활프로그램을 필수 

운영한다.

※ 재활치료 대기기간 등 가해학생 재활치료 지원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

- 재활치료 기간 및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 및 가해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특히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은 전학을 실시하기 이전에 

반드시 재활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 재활프로그램에는 특별 진로(직업)교육도 포함하여 가해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앞으로 학생들의 인식을 기초로 포착이 어려운 일진회의 존재여부를 주기적으

로 탐색․대응하는 ‘일진경보제’를 도입하고, 일진회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여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 ’12년중 시범기간을 거쳐 ’13년에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

는 상담, 중재, 조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학교폭력의 출발점이 

되는 학생간 갈등을 대화, 토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해결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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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3-2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임을 단계적으로 교육

과제 3-3 학교폭력 예방 사이버 상담 지원

- 수업(교과교육)을 통해 학습한 것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연계하여 또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 학교교육과정 및 학교계획에 의한 학생 또래활동, 자치법정 등 자율활동 관

련 내용은 학생부 특기사항 및 에듀팟에 기록한다.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방안(안)】

▹ 초 4학년 도덕 : 학급자치규약 만들기  ⇒ 중학교 도덕 : 학생생활규칙 만들기 ⇒ 고

교 사회 : 학교규칙 만들기

▹ 초 5학년 도덕 : 또래상담훈련  ⇒ 초 6학년 도덕 : 또래중재훈련   

○ 현재 고등학생(1,000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생모니터단을 중학생

까지 확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학교폭력 실태 등 학생과 밀접한 교육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앞으로 모든 학교를 ‘학교폭력 예방·조기발견 계획’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에 

반드시 반영하고, 학교실정에 적합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활동을 연중 실시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1회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폭력 가ㆍ피해 징후가 보이는 학생에 대하여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

사가 Wee 센터 등과 연계하여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현재 초1ㆍ4학년, 중ㆍ고 1학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 중이며, 모든 학

생 대상으로 학생정신건강 서비스지원 법제화 추진(「학교보건법」개정)

○ ’12년 상반기 중, 교과부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 교육자료, 학부모․교사용․

관리자용 매뉴얼을 책자․동영상․휴대폰 앱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하여 제공

한다.

※ 법무부 ‘법사랑사이버랜드’에 학교폭력예방 동영상, 웹툰, 동요 등 콘텐츠 탑재 예정

○ 면대면 상담을 꺼리는 학생들의 고민을 쉽게 털어 놓을 수 있도록, 인터넷과 

SNS을 통한 전문 사이버 상담 및 학교폭력예방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

- 기존의 Wee 포털사이트(www.wee.go.kr) 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 30 -

과제 4-1 자녀이해 지원을 위한 학부모교육 및 교육정보제공 대폭 확대

과제 4-2 교사-학부모간 소통강화 및 학부모의 책무성 제고

[직접 대책] 4.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학부모의 자녀이해와 학교교육 참여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열쇠

(www.cyber1388.kr),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학교폭력 상담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 일일 방문객수가 많은 네이버 등 인터넷포털 사이트 및 SNS 서비스를 활용하

여 학생들이 손쉽게 학교폭력 상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와 관련, 전문상담교사(883명),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 교사(13,000여

명), 또래상담자격 학생 가운데 사이버상담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는 인식하에, 그간 교육청․학교로 찾아오는 학부모에 한정하던 학부모교육

의 대상을 ‘모든 학부모’로 전면 확대한다.

- 학부모교육의 공간을 직장, 민간단체 등 교육청․학교 밖으로 확장하는 한편, 시간적 제약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교육포털(www.parents.go.kr)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 한다.

○ 학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바람직한 자녀교육을 위해 학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분야*를 선정하여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관련 기관

에 제공할 계획이다.

* '12년도 학부모교육 자료개발 계획 : 학교폭력예방, 진로지도, 학부모의 

학교 참여, 교원능력개발 평가, 자기주도학습지도 등 5개 분야

○ 학교는 학부모들이 학교의 교육과정, 학생생활지도 등 중요 학교교육계획을 숙

지할 수 있도록 학기당 1회 이상 학교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일과후에 개최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학교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학교정보공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지도 등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간 소통을 위해, 단위학교

에서 학기별 1회 이상 학부모와 교사간의 개인 또는 그룹 상담 기회를 제공한

다. 필요한 경우 학부모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정방문 면담 또는 이메일 면담 

실시도 가능하다.

※ 학부모-교사간 면담 희망 : 찬성(73.7%)>반대(15.7%) <'11년,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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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4-3 교육기부형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12년 학부모 교육기부 인력풀 10만명 확보

근본 대책] 5.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차단 

○ 가해학생 학부모가 자녀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녀가 다시는 동

일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가해학생이 ‘특별교육’ 조치를 받는 경우 학부모를 

소환하여 특별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 교육에 관심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기부 활성화를 추진한다.

- 학교폭력 예방 관련 ‘학부모 교육기부형 인력풀’을 운영(교당 10명 내외)하

여 상담 등을 지원하고,

※ 법률, 의학, 복지, 상담, 인성지도, 등하교 및 방과 후 안전지도 등

- 학부모 교육기부 인력풀의 전문인력과 학교 부적응 학생을 1:1결연하여

상담 자원봉사를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사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학부모 상담도우미 활동, 부산 동의중학교학부모회】

▪(초기대응) 가정불화,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중 학교가 상담 대상 학생을 선정

하여 학부모 상담도우미와 연결

▪(운영방식) 1:1 상담 및 학부모도우미와 학생간의 결연 추진(수시연락 상담체제

유지)

○ 특히, 등하교 시간에 학부모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학교의 학생생활

지도 협력을 강화한다.

[

□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학교폭력대책이 수립․시행되었음에도 학교폭력이 

더욱 심각하게 양산되고 이유는,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인성교육의 

실천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임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인성교육 보다는 즉각 학교폭력 현상을 억제하는 단기 대책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이 대책만 반복되고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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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교육전반에 걸쳐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

천함으로써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인성교육 실천 개요》

생활교육
바른생활습관 체득

(누리과정)
→

학생생활규칙 준수

(초․중등)

교과수업
실천중심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추진

국어, 사회, 도덕 교과에 인성요소 강화

체험활동 체육, 예술, 독서 등 다양한 활동을 대폭 확대

학생부
인성의 핵심요소별로 학생의 인성발달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

입학전형 입학사정관전형,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
창의성과 함께 인성을 핵심평가 요소로 반영

○ 누리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급별 발달단계에 따라 학교에서 해야 할 

인성교육의 핵심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생활교육-교과교육-체험활동 등 학

교생활 전 영역에 걸쳐 인성교육을 실천한다.

○ 또한, 인성교육이 단지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인성을 핵심적인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인성교육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과제 5-1 바른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3~5세 누리과정’운영

○ 3~5세 누리과정부터 질서, 나눔, 배려, 협력, 존중, 경로효친, 갈등해결 등 

영역별로 구체적인 실천행동을 제시하고 이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도덕적 행동에 대해 일방적으로 가르치기 보다는 어린이들에게 바른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생활속 인성교육을 위해 교사-학부모 협력을 강화한다.

※ 미국의 STEP과 같은 체계적인 부모훈련프로그램 개발․보급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인성교육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평가 

인증체계와 연계하여 ‘바른 인성 우수 유치원․어린이집’을 선정하여 3년간 재정

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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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없이 평가(인증)결과 상위 총 280개원

▪ (내용) 누리과정 운영 및 교사-학부모 상호협력 지도 등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실천내용 

▪ (재정지원) 1개 기관당 5～10백만원(기관 규모에 따라 차등)

과제 5-2 배움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실시

○ 초․중․고의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국어, 도덕, 사회 교과의 

‘인성 핵심 역량’* 요소를 강화하고, 교과의 학습 내용을 ‘지식 ’중심 → ‘사례․실

천’ 중심으로 개편한다.

* 인성 핵심 역량 : 공감 능력, 소통 능력, 갈등 해결 능력, 관용, 정의 등

○ 학생들의 바른 언어습관, 소통능력향상을 위해 국어 교과의 듣기․말하기 

영역의 교과서를 개편하고,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

한다.

※ (전북부안여고) 선플누리단 ‘YES'의 선플달기 캠페인 : 지역을 순회하며 현수

막과 피켓을 들고 홍보활동 전개(시민 봉사대회 대상 수상)

○ 도덕․사회 수업은 따돌림 문제, 친구간의 갈등, 학교폭력, 학생의 권리와 

의무 등 학교생활을 하며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도출한 대안을 학교생

활에 실천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운영된다.

※ 사회교과의 경우, ‘통합 사회’ 과목을 적극 활용

○ 국어․도덕․사회․체육․예술 등 인성교육 관련 교과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인성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여 ’12학년도부터 일선학교에 보급한다.

【예시 : 융합 교과 단원 (체육+도덕+사회)】

▪ 팀별 운동경기를통해규칙의 필요성, 규칙 준수의 중요성, 페어플레이등올바른경기 자세를

학습

▪ 일상생활과연계하여팀의 개념을 가정, 학교, 사회 공동체로 확대

▪ 공동체 속에서 지켜야할 준법, 정직, 배려, 권리, 의무 등 학습하고 실천

○ 학생들의 정서안정, 자존감 향상, 사회성 함양을 위해 음악, 미술, 공연 

등 다양한 예술교육 기회 확대 및 독서활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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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지원 규모

학생오케스트라지원사업 (’11) 65개교 → (’12) 150개교

종합예술교육 선도교육청 지원사업

 ※ 합창, 뮤지컬, 밴드 활동 지원
(’12) 20개 선도교육청(100개 학교지원)

학교 예술동아리 지원

 ※ 디자인, 영상, 조각, 회화, 가창, 기악 등 

다양한 예술분야 학생 동아리 지원

(’12) 500～1,000개 동아리

예술교육선도학교 운영

※ 음악․미술 교과 내실화(시수 증대 및 수업방법 개선) 
(’12) 100개교

사제동행 독서동아리 지원 (’12) 500개 내외 동아리

과제 5-3 중학교 체육활동 대폭 확대

○ ’12학년도 2학기부터 중학생들은 ‘학교스포츠클럽’ 과목을 주당 1~2시간 교

양필수로 이수하게 된다. 이로써, 중학교의 체육수업시수는 주당 2~3시간에서 주당 

4시간으로 50% 증대(3년간 총 8시간 → 12시간)된다.

※ 학교스포츠클럽 과목 예시 : 축구, 농구, 태권도, 테니스, 수영, 댄스스포

츠, 요가 등(‘학교 체육 예술교육 내실화 방안’에서 권장, ’11.4.5)

※ 모든 중학생이 학교스포츠클럽을 1개 이상 가입 

○ 방과후 시간, 점심시간, 토요일 등을 활용하여 학급 및 학교스포츠클럽 대항 교

내․외 스포츠 리그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를 위해, '12학년도 토요스포츠 강사를 모든 중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인

성교육 실천 중학교 스포츠클럽 3,000개를 선정하여 지원(클럽당 3백만원)한다.

※ 토요 스포츠강사(‘12년) : 1,447명(당초 계획) → 4,000명(2,553명 확대)

【우수사례 : 청원 내수중, ‘학교폭력추방 스포츠리그’ 운영】

▪ 6개 초등학교 출신 간 학생들의 갈등을 스포츠리그 활동을 통해 해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 (’09년) 8건 → (’10년) 5건 → (’11년) 1건

▪ 스포츠리그 참여 학생은 ‘폭력추방 서약서’ 작성 의무화

▪ 선수 외에 학생들이 기록원, 기자, 아나운서, 심판의 역할로 참여하여 경기를 통해

규칙을 지키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훈련

○ 한편,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의 종목을 확대(’11년 10개→’12년 30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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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와 인성교육을 접목하여 학생축제로 발전시킨다.

과제 5-4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학생생활규칙을 통해 인성교육 실천

○ 교사, 학생, 학부모가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정한 학생생활규칙을 준수하는 과

정을 통해 규율 준수의 중요성을 체득하는 실천적 인성교육추진한다.

- 학생과 학부모의 학생생활규칙에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교사의 학생생

활지도를 위한 권한과 책무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구분 현행 개선방향

의견수렴 학생의 의견 청취 ➡ 학생,학부모의 의견 청취

규칙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음 ➡
입학단계 또는 매학년 초기

학생․학부모의 동의서 제출

규칙 운영

단위
학교 단위 ➡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 학년, 학급 단위로 운영

규칙의

내용
규정이 많고 복잡 ➡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사항 위주로 단순화

규칙의

성격
징계 등 학생 선도 ➡ 규칙 준수 체득을 위한 인성교육

○ ’12년 상반기 중 생활지도부장협의회, 학부모단체, 연구기관, 교원단체 등

이 참여하여 학생생활규칙 모형개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 학교장, 생활지도부장 등 대상 연수 실시 후, 모든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작업을 완료하여, 2학기부터 본격 적용한다.

【우수사례 : 부산 연제중, 벌칙선택제(PNC) 운영으로 학교폭력 감소】

▪(내용) 벌칙 약속(Promise)-벌칙 예고(Notice)-벌칙 선택제(Choice) 3단계 과정을 엄

격히 적용하여 학생생활규칙 준수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함

▪(성과) 무단결석일수 (’10)1,648일 → (’11)418일 / 학업중단학생수 (’10) 10명 →

(’11)3명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10) 3건 → (’11)0건

과제 5-5 인성 관련 학생부 기재 강화 및 입학전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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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5-6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원과 학교 우대

과제 5-7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책무성 확보

○ 학생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 작성시 학생의 인성발달 관련 특기사

항을 핵심 인성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입학사정관전형,

자기주도학습전형에 반영한다.

- 입학사정관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 ‘인성’항목을 신설하여 자기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인성분야를 신설하여 평가의 핵심요소로 

활용하도록 한다.

○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사”가 진정한 교사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생활

지도 등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사가 각종 연구비 지원, 포상, 학습연구년제 대

상 선발에서 우대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역량이 우수한 수석교사를 선발하여 수업 분야 뿐 

아니라 인성교육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창의경영학교지원

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 대상 학교 선발시 프로젝트 수업 등 인성교육을 잘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

※ (현행)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 학교문화 선도학교 → (개편)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 시․도교육청 평가에 ‘인성교육 실천 및 학교폭력 근절 노력 정도’의 비중을 

확대하여(5점→15점 이상, 100점 만점), 시․도 및 단위학교에서 인성교육과 학

교폭력 예방․근절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다.

※ 평가지표(안)

인성교육

실천

바른인성 우수유치원 인증 비율, 체육수업시수(최소요건), 교내스포츠

활동 비율 등

학교폭력

예방․근절

학교폭력 관련 신고건수(117 신고건수 등 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가․

피해자 재활치료의 즉시성, 상담인력 배치 현황, 학생․학부모 예방교육

및 교원 연수 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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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대책] 6.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

□ 그동안의 학교폭력대책들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학교폭력 해결을 학교에만 

짐지운 탓이 크다는 인식하에, 가정과 사회가 협력하여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키우고, 학교폭력을 예방․근절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과제 6-1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 회복

○ 가족과 함께 식사를 많이 하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동급생에 비해 학업성

적에서 A학점을 받는 비율이 2배 높고, 청소년 비행에 빠질 확률은 50% 감소

한다는 연구결과(미, 콜럼비아대 약물오남용예방센터, 2003)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

이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학생들의 인지적․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위해, ‘밥상머리교육 범

국민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 ‘가족사랑의 날’인 수요일과 주말을 활용하여 가족이 함께 식사와 대화를 

나누며 기본예절교육, 부모-자녀와의 상호이해 시간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다.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청, 학교, 시민단체 등이 밥상머

리교육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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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지자체
➡

수요일 정시 퇴근을 위한 여건 조성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시 수요일 정시 퇴근을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

등(여가부 협조)

공공기관 ➡모든 기관이 수요일 정시 퇴근 실천

민간기업 ➡

자율적 참여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학원업계) 수요일 7시 이후 강좌 미개설

․(외식업체) 가족사랑의날가족동반고객할인행사실시

․(문화예술업계) 가족과 함께하는 수요프로그램 운영

교육청 ➡
밥상머리교육 실천을 위한 학부모교육자료 개발 및 학부모 교육의 주

요 내용으로 반영

학교 ➡

밥상머리교육 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밥상머리교육 실천워크북을 제작하여 활용

․밥상머리교육을 주제로 글짓기, 토론 실시

․매주 수요일 학부모에게 안내 SMS 발송

※ 예시 : “오늘은 밥상머리교육의 날입니다. 00을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세요”

․매주 목요일 아침 가족과 대화의 내용 발표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
밥상머리교육 실천 캠페인 실시

결손가정을 위한 밥상머리교육프로그램 운영

【밥상머리교육 범국민 캠페인 개요】

○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발맞추어 여가부, 문화부, 행안부 등 관련 부처에서 가족단

위 또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한 가족캠프 및 토요체험프로그램, 가족이 함께하

는 독서캠페인, 가족봉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저소득가정 청소년 대상 방과후아

카데미, 문화․예술, 봉사, 과학, 스포츠,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운영 

지원(‘11년 2,000개),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실시한다.

과제 6-2 가정과 사회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추진

○ 범정부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정과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학

생들의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에 가정과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송,

언론,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연중 캠페인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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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대책] 7.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 폭력 

및 정신건강 유해 유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

□ 인터넷과 게임 등을 통해 폭력적 유해영상을 많이 접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고 있음에도, 그간 인터넷․게임에 대해서는 경

제적․산업적 관점을 중시하고 교육적 시각에서 심의․규제 및 유해성을 자

율 자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 영상매체(폭력영화, 인터넷, 게임 등)의 학교폭력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영향

력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53.7%에 달함(‘매우 영향 있음’+‘영향 있음’)

□ 게임․인터넷의 가상현실 속 잔혹성이 학생들의 폭력성을 부추기지 않고, 게

임․인터넷 중독으로 정신건강을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예

방교육 및 치유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과제 7-1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부모명의 도용방지를 위해 아이핀 사용 확대 등 청소년에 대한 게임제공 

제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도록 하는 쿨링 오프제(Cooling off) 도입을 추

진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게임의 진행수준이 떨어지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도 함께 검토한다.

※ 10분 후 1회에 한하여 재접속을 가능하게 하고, 게임 시작 후 1시간 경

과하면 주기적으로 주의경고문을 나타나게 하는 방법 병행

○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 강화를 위해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보완한다.

- 음란․폭력․교육 등 게임물 내용심의에 관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을 강화하고,

게임물등급위원 구성시 교육․청소년 분야 전문가 확대한다.

- 또한, 여가부․교과부가 분기별로 게임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발

표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 게임산업계가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청소년 게

임중독 치료, 소외계층 등을 돕기 위한 민간자금 출연을 확대하고 이를 의무

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한편, 청소년의 PC방 이용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법령 위

반 업주의 벌칙규정을 강화하고,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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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7-2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강화 및 치유 활동 확대

○ 게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 요령’ 에 따라 초등학교부

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게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 학교급별 게임 중독 진단(G-척도)과 인터넷 중독 진단(K-척도) 자료에 따라 중독 

징후가 있는 학생을 선별하여, 개인별로 누가 기록 관리하며 단계적으로 중독

을 치유한다.

○ 유치원 및 초․중․고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용 콘텐

츠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12. 2월중) 할 계획이다.

○ 게임 과몰입(중독)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한 전국 초중고생(약 10만명) 대상 

종합실태조사(‘12.4~12)를 실시하고, 초․중등학교에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1,200개교)‘을 운영한다.

○ 또한, 문화부(게임문화재단), 행안부, 여가부에서는 게임․인터넷 중독 치료

센터, 치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문화부 : 지역 거점별 상담치료센터(3개소), 인터넷중독대응센터(12개

소), 여가부 : 게임중독 청소년 치유 레스큐스쿨프로그램 등

□ 정부는 이상의 7대 실천정책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사회와 가정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기존의 교과부 산하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를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위원장인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개편하였다.

○ 또한, 시․군․구 단위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를 신설하여 기초자치단

체, 교육지원청, 지방검찰지청 등이 공동으로 지역단위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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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학교폭력 사안 처리 체계

교과부

(학교)

교과부

법무부

여가부

교과부

(교육청)

교과부

(교육청)

교과부

(교육청)

교과부

(학교,교육청)

경찰청

교과부

여가부

학교폭력 신고․인지(117 등)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안전 확보,

심리상담 등 원스톱

지원

즉시

격리

즉시

출석정지

사안

경미

사안

중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단위학교)

▪보복 폭행 가중 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중 ‘전학권고’ 삭제

조치사항

생활기록부기재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피해 보상

필요시

가해학생 재활교육
피해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상급학교 진학시

가해학생과 동일학교

배정 방지
필요시

학부모 특별교육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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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종합대책에 따른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변화

1 피해학생 보호

구 분 현 행 법령․규정 개정 후
적용

시기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근거 규정 없음
• 즉시 출석 정지 법적근거마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12.3~

피해학생 

경찰동행보

호

근거 규정 없음

• 피해학생 경찰 동행보호 규정 신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

해학생 조치에 관한 규정(부령)」

제정

‘12.5~

피해학생 

전학권고

폐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 제16조 제1

항 제5호

• 근거 규정 삭제 ‘12.2~

피해학생 

가해학생 

동일학교 

진학 금지

중학교 진학시 동

일학교 배정

• 상급학교 진학시 피해학생과 가

해학생이 동일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 시행령」 개정

‘12.3~

피해학생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등

의무화되지 않음

• 피해학생 심리상담 실시 의무화

• 쉼터, 피해학생보호센터, 피해학

생 치유프로그램 마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 시행령」 개정

‘12.2~

피해학생 

치료비용 

지원

가해학부모와 합의 

또는 피해학부모 자

비 부담

• 피해학생 치료비용을 학교안전공

제회에서 우선 지원하고 가해 

학부모에게 구상권 청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

률」개정

‘12.5~

학교폭력 

신고체계

각 부처 및 기관의 

신고전화 산재

• 경찰청이 운영하는 부처합동 

117 신고센터로 통합 운영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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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학생에대한조치및재활

구 분 현 행 법령․규정 개정 후
적용

시기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후 출석정지를 학

교장에게 요청→학교장

출석정지조치

• 학교폭력 발생 즉시 학교장이

출석정지 조치 시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12.3~

출석정지
기간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 제한 없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12.3~

출석정지
로

인한 유급
유급 불가능

• 유급 가능(연간수업일수 3분의1

미만일 경우 유급)
‘12.3~

보복폭행, 
장애학생 
폭행

근거 규정 없음

• 가중조치 또는 병과

-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

지 제한을 두지 않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

‘12.3~

전학
가해학생 학부모 동의

없이는 전학이 어려움

• 지역교육장(초․중학교), 시․도

교육감(고등학교)이 학구나 학

교군에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

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

학 조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12.3~

상급학교 
진학시 
타학교 
배정

근거 규정 없음

• 피해학생 선배정 후 가해학생

추후 별도 배정으로 동일학

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12.3~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의무사항 아님

• 학부모 소환 의무사항이며, 불

응시 과태료 부과 검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12.3~

학교생활기
록부 

학교폭력 
징계사항 
기록

학교폭력관련 징계사

항 기록의무 없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

교폭력관련 조치를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의무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훈령 239호)」개정

‘12.3~

재활치료 의무사항 아님

• 시․도교육감은 가해학생 재활

프로그램 필수 운영

• 학부모 동의 없이도 가해학생에

대한심리치료실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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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별 주요 변화 사항

학교장
교  사

① 생활지도 권한 강화

∙ 학교장에게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조치 권한 부여

∙ 생활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생활기록 누적 관리

∙ 학생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 징계사항 기록

∙ 인성관련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내실화하고, 입학사정관전형, 자기

주도학습전형에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

② 생활지도 여건 조성

∙ 복수담임제 도입

∙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 관련 분쟁지원을 위한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 학교에 배치된 보조인력을 통합하여 교사의 업무지원

∙ Wee클래스 설치 확대 및 상담인력 확충

※ ’12년중 모든 중학교에 Wee클래스 설치 및 상담인력 배치

③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 실천을 잘하는 교사 우대

∙ 스승의 날 포상시 생활지도 부문 포상비율 확대 : 20% → 1/3이상

∙ 학습연구년 운영 인원의 1/3 이상을 생활지도 영역 우수교사로 선정

∙ 수석교사 선발시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실천이 우수한 교사 우대

④ 학교폭력에 대한 책무성 강화

∙ 학교폭력 은폐시 4대 비위 수준에서 징계

∙ 국가수준의 학교폭력 전수 실태조사 실시

학  생

① 교육전반에 걸쳐 인성교육 실천

∙(도덕, 사회, 국어) 실천 중심의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동아리) 스포츠클럽(3,000개), 예술동아리(500개), 독서동아리(500개) 확대

∙(체육) 중학교 주당 체육수업 시수 50% 증대, 스포츠리그 확대

∙(학교생활) 학생생활규칙 제․개정에 참여 및 동의서 제출

② 인성관련 학생부 기재 강화 및 입학전형에 반영

∙입학사정관제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 ‘인성항목’ 신설

∙자기주도학습전형 자기개발계획서 및 교사추천서에 인성분야 반영

③ 또래활동 지원

∙ 또래상담, 또래중재, 학급총회, 학생자치법정 활동 실시

※ ’12년 4,000교 시범 → ’13년 모든 학교

④ 학교폭력예방 지원

∙ 모든 학생 대상 정서․행동발달 전반 선별검사 실시

∙ Wee프로젝트 포털, 한국청소년상담원, ‘굿바이, 학교폭력’ 어플리

케이션 사이버 상담 활성화

∙ 인터넷포털, SNS를 활용한 사이버 상담

학부모

① 자녀이해 지원을 위한 학부모교육 대폭 확대

∙직장, 지역단위 학부모교육, 온라인 학부모 교육 활성화

② 교사-학부모간 소통 강화 및 학부모 책무성 제고

∙ 학교별 학교설명회 연 2회 일과후 개최 의무화

∙ 학기별 1회 이상 학부모-교사간 상담 실시

∙ 가해학생 학부모 소환 및 특별교육이수 의무화

∙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참여 및 규칙에 대한 동의서 제출

③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기회 확대

∙ ’12년 학부모 교육기부 인력풀 10만명 확보

④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

∙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밥상머리교육 실천

∙ 주말을 활용한 가족단위 프로그램 확대

참고 3  종합대책에 따른 주체별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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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추진일정

주관부처
12년

13

년
1

분
기

2

분
기

3

분
기

4

분
기

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학교장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1-1. 가해학생 즉시 조치 교과부

1-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교과부

1-3. 학교폭력 은폐시 엄중 조치 교과부

 담임의 역할 강화 및 생활지도 여건 조성

2-1. 복수담임제 도입 등 담임의 역할 강화 교과부

2-2. 학생생활지도 기록관리 도입 교과부

2-3. 학교폭력관련 징계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과부

2-4.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 교과부

2-5. 상담인력 확충(전문상담교사, Wee클래스 확충) 교과부

 교원 양성-임용-연수 단계에서 생활지도 역량 강화

3-1. 교원양성과정 교과부

3-2. 교원임용개선 교과부

3-3. 교원연수개선 교과부

2.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 기능 강화

1-1. 신고센터 설치 및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교과부

1-2. 학교폭력조사 기능 강화 교과부

 학교폭력 은폐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2-1. 국가수준의 학교폭력 데이터 수집․분석체
계 구축 교과부

2-2. 학교폭력 관련 정보공개 개선 교과부

 피해 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치유 지원

3-1.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교과부

3-2. 피해학생 先치료지원-後처리시스템 마련 교과부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및 재활치료 지원

4-1.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관련 제도 개선 교과부

4-2. 가해학생의 재활치료 지원 교과부/법무
부

 일진(학교폭력서클) 엄정 대응

5-1. 경찰청 주관 지속적 대응 및 조기 예방교육 교과부/경찰
청

5-2. 일진 경보제 도입 교과부/경찰
청

참고 4  과제별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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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추진일정

주관부처
12년

13

년
1

분
기

2

분
기

3

분
기

4

분
기

3.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활동 지원

1-1. 또래 프로그램 도입․운영지원 교과부

1-2. 또래상담․중재 도입 지원 교과부/여가
부

1-3. 또래상담․중재활동 지도자 양성 교과부/여가
부

1-4. 학생자치활동 강화 교과부/법무
부

1-5. 학생모니터단 운영 교과부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단계적으로 교육

2-1. 계획적인 학교폭력 예방 추진 교과부

2-2. 모든 학생 대상 진단․선별 검사 실시 교과부

2-3. 학교폭력예방 자료 보급
교과부/법무

부

2-4. 온라인 예방교육 법무부

 학교폭력 예방 사이버 상담 지원

3-1. 학교폭력 전문 사이버 상담 및 관련 정보제공 교과부

3-2. 온라인 상담 활성화 교과부/여가
부

4.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자녀이해 지원을 위한 학부모교육 및 교육정보제공 대폭 확대

1-1. 학부모교육 확대 및 다변화 교과부

1-2. 교육과정 및 자료 개발 교과부

1-3. 학부모교육 강사풀 구축 및 제공 교과부

 학부모교육에 대한 교육청․학교의 책무성 강화

2-1. 학교설명회 및 핵심정책 학부모교육 교과부

2-2. 학부모 상담기회 등 확대 교과부

2-3. 학부모 소환 및 특별교육이수 의무화 교과부

 교육기부형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3-1. 교육기부 활성화 교과부

3-2. 모니터단 활동 교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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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추진일정

주관부처
12년

13

년
1

분
기

2

분
기

3

분
기

4

분
기

5.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바른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3～5세 누리과정’ 운영

1-1. 누리과정을 통한 바른 생활습관 체득 교과부

1-2. 바른 인성 우수 유치원 어린이집 인증 교과부/복지부

 배움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실시

2-1. 인성교육 관련 교육과정 재구조화 교과부

2-2. 바른 언어습관 및 소통 중심의 국어교육 교과부

2-3.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실시 교과부

2-4. 예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확대 교과부/문화부

2-5. 독서활동 강화 교과부

2-6. 학교문화를 바꾸는 창의적 체험 활동 교과부

2-7. 방과후학교 활동을 통한 인성 함양 교과부

 중학교 체육활동 대폭 확대

3-1. 중학교 체육수업시수 확대 교과부

3-2. 교내 스포츠 활동 확대 교과부

3-3. 교육지원청 단위 스포츠 리그 확대 교과부

3-4.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학생축제로 발전 교과부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하는 학생생활규칙을 통한 인성교육

4-1. 학생생활규칙 운영 내실화 교과부/법제처

4-2. 학생생활규칙 현장 착근 지원 교과부/법제처

 인성 관련 학생부 기재 강화 및 입학전형에 반영

5-1. 학교생활기록부 인성영역 기재 내실화 교과부

5-2. 인성분야를 강화한 입학사정관 전형 개선 교과부

5-3. 인성분야를 강화한 자기주도 학습전형 개선 교과부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원과 학교 우대

6-1.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 우수교육에 대한 지원 교과부

6-2. 수석교사 역할 확대 교과부

6-3. 우수학교 지원 교과부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책무성 확보

7-1. 시․도교육청 인성교육실천 및 학교폭력 근절 노
력 평가지표 마련 및 평가비중 확대

교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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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추진일정

주관부처
12년

13

년
1

분
기

2

분
기

3

분
기

4

분
기

6.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 회복

1-1. ‘밥상머리교육 실천 범국민 캠페인’ 추진 범부처

1-2. 가족 단위 교육프로그램 확대 교과부

1-3. 지역사회 학생청소년 대상 인성교육프로그램 확대 여가부/문화부

1-4.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하는 봉사활동 여가부/행안부

1-5.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운영 교과부

1-6. 과학관 시설 개방 및 청소년프로그램 확대 교과부

 가정과 사회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추진 범부처

7. 게임 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

 게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1-1. 셧다운제 강화 등 과도한 게임이용 제한 교과부/문화부/여
가부

1-2. 비교육적 게임물에 대한 심의제도 강화 교과부/문화부

1-3. 게임산업계의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교과부/문화부

1-4. 게임물의 아이템에 대한 규제 강화 교과부/문화부

1-5. 경찰청과 PC방 합동단속 강화 교과부/경찰청

1-6. 게임 중독 예방 제도시행 교과부/문화부/여
가부

1-7.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심의 강화 교과부/방통위

1-8. 그린인터넷인증제 도입 행안부

 게임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강화 및 치유 활동 확대

2-1. 단계별 게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강화 교과부/행안부/여
가부

2-2. 게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
지도 요령’ 마련 교과부

2-3. 게임 과몰입 예방사업 추진 교과부/문화부

2-4. 인터넷윤리 교육 홍보 강화 교과부
/방통위/행안부

2-5. 게임 인터넷 중독 상담 치료지원 확대
문화부/여가부/

행안부

 흡연 음주 치유 및 예방프로그램 활성화

3-1. 예방교육 의무화 교과부

3-2. 치유프로그램 운영 교과부

3-3. 금연구역 확대 교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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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추가 소요 예산(안) ※ 기확보 예산 1,581억원(국고․특교
1,085억원, 지방비 496억원)

(단위 : 억원)

세부사업 국고 특교*
등 지방비 계 담당부서



복수담임(학급담당교원) 추가 배치 - 624 624 교과부

교육법률지원단 배치 8.3 1.3 9.6 교과부

전문상담교사 배치 - 135 135 교과부

계약직 전문상담인력 배치 266 399 665 교과부

학교단위 Wee 클래스 확대 119 119 238 교과부

교사양성과정에 과목 신설 1 - 1 교과부



117 전담인력(교과부) - 17 17 교과부

117 전담인력(여가부) 8.5 - 8.5 여가부

학교폭력 상담인력(CYS-Net) 9.8 - 9.8 여가부

Wee 센터 및 중앙단위 센터 운영 91 - 91 교과부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50 - 50 교과부

Wee 스쿨 확대 90 180 270 교과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증설 50 - 50 법무부

청소년교실 운영비 20 - 20 경찰청



또래 상담 지원 19 - 19 여가부

또래중재 등 시민단체 협력활동 지원 20 - 20 교과부

학생모니터단 운영 2 - 2 교과부

학생자치법정 운영 3.2 - 3.2 법무부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 133.3 - 133.3 교과부

초중고 교원용 매뉴얼 제작/보급 등 9.5 59 68.5 교과부

사이버상담 전담인력 채용 4 - 4 여가부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교육 36 - 36 교과부



바른 인성 우수 유치원/어린이집 인증 21 - 21 교과부

프로젝트 인성교육 교과서 인쇄․보급 49.8 - 49.8 교과부

프로젝트 인성교육 교원 연수비 3 - 3 교과부

종합예술교육 선도교육지원청 지원 6 - 6 교과부

학교 예술동아리 53 - 53 교과부

예술교육 선도학교 25 - 25 교과부

독서활동 강화 9 - 9 교과부

체육수업시수 확대 139 - 139 교과부

토요 스포츠강사 지원 98 - 98 교과부/문화
부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26 - 26 교과부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개최 89 - 89 교과부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90 - 90 교과부

학생생활규칙 우수사례 발굴 및 연수 5 - 5 교과부

청소년법제관(가칭) 운영 1.5 - 1.5 법제처

수석교사의 역할 확대 30 30 60 교과부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3.2 - 3.2 여가부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운영 - 18 18 교과부


게임중독 제도개선 3 - 3 교과부

인터넷 윤리 교육․홍보 강화 3 - 3 방통위

금연학교 운영 12 - 12 교과부

총 합 1,607.1 1,582.3 3,189.4

* 국고에서 지원되는 기금,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하는 교부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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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보도자료 전문을 통해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매년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발표문중 2012년도의 대책 발표에는 예년과 달리 더 한층 진보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내용 중 주요 골

자를 통해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원이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강화를 역설하였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5항(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출석정

지 조치와 피해학생보호가 선행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학교폭력 은폐의 사실이 

드러나면 학교장과 관련교원은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 범죄, 신체

적 폭력) 수주의 징계토록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부령) 제2조와 

관련 별표 및 제4조 2항을 개정하였다.

또한 이의 일환으로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 및 생활지도 여건 조성을 위해 복

수담임제를 도입하였고, 교원양성, 임용, 연수 단계부터 생활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소양 분야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둘째, 학부모 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모든 학부모가 알아

야할 핵심분야로 정하고 학부모교육의 공간을 직장, 민간단체 등 교육청이나 학

교밖으로 확장하고 시간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학부모교육포털(www. parents.

go.kr)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 한다. 그 외에도 학기당 1회 이상 학교설

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여 교사-학부모간 소통강화를, 학교폭력 예방 교육기

부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인력풀을 10만명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점차 확대한다.

셋째, 인성을 함양하여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그동안 수차례의 대

책에서 즉각 학교폭력을 억제하려는 단기적 대책에서 탈피하여 장기적 안목에

서 제대로된 인성교육 실천으로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삼고 근본적으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천을 강조했다. 그 중 2012학년도 2학기부터 

중학생은 ‘학교스포츠클럽’과목을 1~2시간 교양필수로 이수하고, 체육수업시수

를 주당 2~3시간에서 4시간으로 50% 증대하여 3년간 총8시간에서 12사간을 이

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든 중학생이 학교스포츠클럽을 1개 이상 가입을 의

무화하고 학급단위, 클럽단위, 교내외 스포츠리그 활성화 지원과 특히 스포츠 

강사를 당초 1447명에서 4,000명으로 2,553명을 증원하여 스포츠를 통한 인성교

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라 가족단위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문화, 예술, 봉사, 과학, 스포츠,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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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아리 운영 지원을 결정하였다.

대책에 따른 세부사업 중 예술관련 사업을 보면, 종합예술교육선도학교(6억

원), 학교예술동아리(53억원), 예술교육선도학교(25억원) 등에 국고에서 지원하도

록 하고 교과부가 업무를 담당한다.

위와 같이 보도 자료를 종합해 보면 5개의 직접대책과 2개의 근본대책을 마

련 시행토록 하였는데,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포커스를 두고 대책 업무를 수립하

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수담임제는 담임업무의 중복과 재

원마련 등의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고, 일선학교에서는 업무 부담만 더 가중시켜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스포츠강사 투입 스포츠 교육 강화는 강사들

의 교육적 자질과 갑작스런 변화에 교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시간표 관리 및 

시수 배정 등의 혼선이 빚어질 수 있으며 학생들은 너무 많은 스포츠관련 시수

에 적응하기 어렵고 타 교과 수업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적응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4.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에 관한 연구는 경영학 연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고객만족과 관련하여 상당부분 진척되어 오다가 점차 영역을 확대했고, 심

리학, 정신건강, 사회학, 교육학 등 타 학문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만족감이란 개인의 환경, 심리 및 사회생활적응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느끼거

나 인식될 수 있으며 그것을 정형화 또는 정량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고 본다.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개인의 환경에서 가족, 학력, 친구, 교우

관계, 생활수준, 직업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리는 개인의 환경이 만들어

내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회생활

적응력을 좌우하기도 한다. Kalish,(1975)는 생활만족도를 정신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며 한 인간이 갖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이라고 정의하였으

며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낄 때,

또는 효율적으로 주위의 환경과 변화에 잘 대응해 나가는 정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때, 즉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했다. 또한 생활만족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사기, 행복, 심리적 안녕, 적응, 생활

의 질 등의 용어와 함께 명확히 구분되어있지 않고 혼용되어 사용되어 오고 있

다(Graney & Marshall, 1975).

Liu(1980)는 생활만족도는 생활 주체자가 경험하는 객관적 상태와 주관적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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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의 복합적 상태로써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현재 사회, 경제적 지위와 활동

에 대해 갖는 만족감 또는 주생활영역에서 현실과 목표 간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바라는 삶에 대한 각각의 표준에 의해 정해지는 전반적인 생활

의 질이나 경제복지의 주관적 측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Diener(1985)는 생활만

족이란 개인의 기대수준이 합리적으로 충족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라고 주장하였

다. 국내의 임정주(2010)는 생활만족도는 행복과 만족에 대한 주관적 감정이나 

일종의 태도이며 이는 심리적, 사회/환경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개인

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학자들 마다 생활만족도에 대한 정의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가정환

경이나 일상에서 주변의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종합해 볼 수 있겠

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학교생활에서의 생활만족은 또 다른 변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학업과 관련한 요인이나 대인관계에서 학교분위기에 따

른 요인, 학교당국의 정책서비스, 취업과 관련한 개인적 스트레스 등 많은 영향

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생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자신의 환경, 스트레스 유·무,

성적, 교우관계, 자신의 건강상태, 취미, 동아리 활동, 부모의 직업과 능력, 학교

내 시설, 교사와의 관계 등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송희숙(2002)은 동아리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

보다 교우관계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증대 된다고 하였고, 조창현

(2010)은 스포츠 동아리 활동참여자가 전반적 학교생활, 교수관계, 교우관계, 규

칙준수, 학교행사, 학습활동 등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설

승원(2007)은 동아리활동은 학교적응의 영역 중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업관계에

서 상대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록 낮아

도 동아리활동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함께 함으로써 개인적인 편협된 사고에

서 벗어나게 하며, 동아리활동을 통해 호혜성의 규범의 습득, 사회적 관계의 확

대를 통해 신뢰의 형성은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수준에 따라 자기조절능력, 신체적 자기개념, 정서 및 

학교생활만족도의 차이 비교에서 학교생활만족도는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수

업 요인에서 자주 참여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

고, 또한 스포츠 참여수준은  신체적 자기개념과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로 학교생

활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이서기, 2010).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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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보고 중 심인숙(2009) 등도 같은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스포츠클럽 참여

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에서 스포츠클럽 참여 학생들이 비 참여 학생들보다 높

게 나타났으며 교사관계, 수업일반, 교우관계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천경민(2010)은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경험 유무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과 대인

관계 기술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신체적 자기개념은 외모,

체지방, 근력의 하위요인에서 가해학생이 다른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에서는 친근감, 만족감, 의사소통 모두에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나 

무경험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학교생활만족도에서는 교사만족, 교우만족, 수업만

족, 학교행사에서 가해학생이 다른 학생들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송남선

(2005)등은 외톨이 점수, 따돌림 가해-피해 경험, 인생목적, 학교생활만족도는 어

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언변인

으로 성별, 학년, 따돌림 가해경험, 인생목적 등으로 나타났다고 하였고,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 높게 만족을 느끼며, 학년이 낮을수록, 따돌림 경험이 적을수록,

인생목적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를 크게 느낀다고 하였으며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생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

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노력하도록 지도한다면 집단따돌림의 가해와 피해경험은 

청소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청소년들은 확고한 인생목적을 가진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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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1. 연구 대상 및 기간

가.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지원청 관내 소재의 H, M, D중학교

와 M초등학교 학생 중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

구분 교명
성별

계(명) 비고
남 여

실험군
H, M, D중, 9 3

14

8명 탈락자

제외

M초 2†

대조군A H, D중 7 19 25

대조군B H중 3 10 13

합계(대상자수) 52

†: 사회복지시설 소속의 학교부적응학생으로 5학년 학생임(한부모 가정으로 보호자의 동의

와 원장의 추천으로 참가함)

나. 연구기간 : 2012. 3. 1 - 2013. 2. 28 (1년간)

2. 연구 절차 및 추진 내용

본 연구의 절차는 계획, 실행, 정리 등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그 구체적

인 연구의 절차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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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추진 내용

연구 기간

비고12/

0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01
02

계획

연구 계획

설문자료 구성 및

도구제작

실행

프로그램 적용 42주

선행연구 및 문헌연구

1차 설문지 배부․

수합 및 통계
사전

2차 설문지 배부 및

수합
사후

코딩 및 통계분석

정리

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및 효과 규명(논의)

논문 작성

<표 2> 연구절차 및 추진내용

3. 연구 대상 선정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의 M초등학교 재학중인 학생 2

명을 포함하여 H, D, M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52명을 대상으로 2012년3월3

일부터 2012년 12월 30일까지 10개월 간 실험을 실시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방

법은 다음과 같다.

1) 본인의 희망하여 지원하고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활동 가능한 학생

2) 공연행사 및 발표회에 성실히 참여할 의지가 있는 학생

3) 프로그램 진행 중 사교육이나 학원수업을 이유로 불참하지 않을 학생

4) 연구자가 재직하는 학교 상설동아리에 참여 가능한 학생

5) 부모의 승낙이 있는 학생

6) 생활지도부장교사 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이 있는 학생

이상의 기준에 부합된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 하도록 선정하였으

며 선정된 프로그램 참가자는 사교육으로 인한 음악지도와 동아리 활동에 참여

한 경험이 없고, 학교폭력 관련 피해, 또는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으로 구성된 

실험군 14명과 기존의 동아리 경험이 있거나 전문가의 레슨을 받았던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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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대상자 선정(실험군, 대조군A, B)

↓

사전교육 및 설문조사

대상별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계획 및 진행 절차 교육 실시 :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전반적 인식 정도, 

학교생활만족 정도

↓

재능기부 프로그램 적용
동기부여를 위한 멘토링 :  실험군, 대조군A, B 별도 실시 파트별 

악기 배정

↓

프로그램 진행

실험군 : 개인별, 파트별 지도 주1회(180분씩), 42주(매주 토요일)

대조군A : 합주 중심 파트별 지도 주1회(180분씩), 42주(매주 토요일)

대조군B : 합주중심, 동아리/계발활동 시간 참가, 월1회(135분씩), 총8회

공개발표 : 실험군, 대조군, 재능기부자, 진행자, 교육공동체 통합 실시 

1회, 학생발표회 3회, 총4회

↓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

동아리활동 전반적 인식 정도 :  설문조사 

학교생활만족도 : 설문조사, 포커스인터뷰 자료 점검

↓

자료처리/분석

<그림 1> 연구 설계

있는 일반 동아리학생으로 구성된 대조군A 25명, 동아리/계발활동 시간에만 참

여한 대상자를 대조군B로 13명을 배정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한 60명이 지원서를 제출하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 중 프

로그램 진행 도중 개인사정에 의해 탈락한 8명을 제외하고 52명의 자료를 수집

하였다.

4. 연구 설계 및 가설

가.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지역사회 재능기부자를 활용한 관현악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이 

참여 학생들에게 실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한 연구

로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전·후 연구 설계는 다음과 같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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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가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제1가설 : 프로그램 참여자는 참여 의식의 변화할 것이다.

1-1 : 프로그램 실시전보다 후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제2가설 : 실험군, 대조군은 학교생활만족도 변화량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2-2 : 대인관계 만족감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2-3 :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2-4 : 교육환경 만족감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2-5 :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2-6 : 사회적지지 만족감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다. 실험방법

1) 사전검사(pre-test)

대상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을 사전교육을 통하여 주지시키고 설문에 응답하도

록 하였다.

2) 실험처치

실험군은 악기를 다뤄 본 경험이 전혀 없고, 학교폭력 관련 경험 대상자는 본

인 의사보다는 타인 추천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들이 탈락률을 예상하여 충분

히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파트별 악기 배정 시도 본인의 희망을 

우선 시하여 배정하였다. 특히 파트별 재능기부자들을 배치하여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멘토를 실시하며 음악외적인 학교생활 경험이나 사회활동 중 에피소드 

등 다양하게 들려주어 용기를 북돋아 주거나 음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병

행하였다. 42주간 1회기 당 360분씩 시간을 주어 파트별로 재능기부자와 학생들 

간 합의 후 연속진행을 하거나 90분 진행 후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자율권을 

주었다. 2회기까지는 악기 잡는 법, 소리내는 법 등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실시

하고, 4회기까지 음계(Scale)를 익힐 수 있도록 진행하였으며 5회기부터 쉬운 악

곡을 연주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대조군A는 개인연습 및 파트별 앙상블을 90분간 진행하고, 합주를 90분간 진

행하였으며, 총 42주간 실시하였고, 동아리/계발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그

리고 개인별 연습 희망자는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연습할 수 있도록 개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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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처치 사후 사전 처치 사후 사전 처치 사후

실험군 O₁ X O₂

대조군A O₁ X₁ O₂

대조군B O₁ X₂ O₂

였다.

대조군B는 동아리/계발활동 실시 일에만 참여하여 합주 위주로 진행하였고,

이때 합주는 대조군A와 함께 실시하였다. 개인별 연습은 대조군A와 동등하게 

기회를 주었으며 총 8회기까지 진행하였다. 이중 오케스트라 경험이 전혀 없는 

대상자는 본 연구자가 직접 지도해 주었다.

공개발표회는 학교축제 공연마당 발표회, 서울숲가을페스티벌, 제2회 대한민

국창의체험 페스티벌 경연마당 본선무대 참가, 제3회 정기연주회 등 4회를 실시

하였으며 상설동아리의 멤버인 대조군A는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을 위한 축

제 졸업식 공연마당에도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했다. 실험군과 대조군B

는 발표회에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연주 가능한 프로그램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발표회 중 정기연주회는 학교공동체와 재능기부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연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적용한 오케스트라 운영이 대상자들의 학교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 

연구로써 <그림 2>와 같이 처치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의 가·피해 경험자들의 

갈등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포커스인터뷰와 심층면담을 통해 자

료를 확보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O₁, O₂: 학교생활만족도 하위요인(전반적 만족감, 대인관계, 수업과 학습활동,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사회적지지, 교육환경만족감)

X : 토요프로그램 참가 활동(42주, 1회기 당 180분)

X₁: 토요프로그램 참가 활동(42주, 1회기 당 180분), 동아리/계발활동 병행, 자기주도활동

X₂: 동아리/계발활동, 자기주도 활동

<그림 2> 실험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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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검사(post-test)

42주간 프로그램을 마치고 준비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여 자료를 확보했

다. 이때 프로그램 진행 결과에 대한 강평회와 공개발표회에 대한 강평회를 병

행 실시하였다.

5. 측정도구 및 자료 분석

가.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동아리 활동 참가에 대한 의식 및 실태를 파악하

기 위한 표준화된 측정도구가 미비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

였다.

설문문항은 인구사회학적 특성(7문항), 동아리 활동에 대한 생각(6문항), 학교

생활 만족도(30문항) 등 4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재능 나눔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효과성 분석을 위해 사용한 학교생활만족도

는 김주연(2008)이 개발한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측정도구 25문항에 본 연구자

가 연구 목적에 부합되게 15문항을 추가하여 총40문항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

한 결과, 문항내적 일치도에 벗어난 10문항을 제외하고 30문항을 본 연구 도구

로 최종 확정하였다. 문항의 내적합치도인 Cronbach's α 값은 0.85로 비교적 신

뢰할 만한 결과이며 안정적인 도구로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설문은 학생들이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응답하도록 하였고, 학교생활만족도의 

하위영역은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대인관계 만족감,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교육환경 만족감,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 사회적지지 만족감 등 6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검사의 측정방법은 Likert 형 5단계 평정척도이

며, 정말 그렇다(매우 만족)에 5점, 그렇다(만족)에 4점, 그저 그렇다(보통)에 3

점, 그렇지 않다(불만)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불만)에 1점으로 배점하여 평

균점수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학교생활만족도 측정도구의 하위 영역 문항구성

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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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1, 2, 3 3 .871

대인관계 만족감 4, 5, 6, 7 4 .802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8, 9, 10, 11, 30 5 .813

교육환경 만족감 12, 13, 14, 15, 28, 29 6 .827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 16, 17, 18, 19, 26, 27 6 .689

사회적지지 만족감 20, 21, 22, 23, 24, 25 6 .777

계 30 .850

<표 3> 학교생활만족도 측정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나. 자료 분석

2012년 3월 3일부터 12월 30일까지 10개월에 거쳐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활동 

전반에 대한 의식 및 학교생활 만족도 등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Ver. 19.0)을 이용

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대상자의 동질성검사를 위해 χ²-test를 

실시하였다. 동아리 활동 참가에 대한 의식실태의 변화와 학교생활 만족도는 평

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재능기부자를 활용한 관현악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이 교육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집단(실험군, 대조군)의 운영 전․후 차이 비교에서는  paired t-test를 

실시하였고, p<.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학교생활만족도 하위요인별 

세 집단 간의 전․후 차이 비교는 repeated measure ANOVA의 방법으로 분석

하였으며 이에 따른 다중비교는 Ducan Test를 실시하였다.

6. 참여관찰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실험군 중 학교폭력 경험 학생들의 참여태도와 심리적 변화 상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참여관찰을 통해 동아리활동에서의 직접 경험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

였다. 또한 참여관찰의 상호보완적인 심층면담을 통해 심리 상태의 변화를 비구

조화된 대화의 메모, 활동일지, 개인적 수필 등을 수집․정리하여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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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방법은 1:1면담방식을 지양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식을 채택하여 진

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을 얻기 위

한 토론방식이며, 선택된 주제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서로의 관심사

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은 참여자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합일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주제에 대하여 사람들의 심도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이끌어 내어 그 경향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다른 소그룹 인터뷰와 다른 점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

견을 도출해 내고자 하지 않고 진행이 훨씬 조직적이고 형식적이면서 인터뷰를 

전사한 내용을 분석하여 결과를 얻는 것이다. 또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참여자들

은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견을 형성해 나가기 때문에 개별적인 

면담보다 더 자연스런 환경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이 그룹의 진행은 

미리 작성한 개방형의 질문에 따라 진행을 하는데, 이때 참가자 동의를 얻어 비

디오나 녹음을 통하여 토론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토론이 끝나면 수집한 자

료를 전사하여 얻고자 하는 중요한 개념과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다.

설문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인원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통계적인 보

증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참가자의 토론을 관찰하면서 응답자의 표정과 태도까

지 관찰할 수 있고, 참가자들이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보완·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연구방법은 연구내용을 개념화하고 질문을 개발

하는 연구 계획단계, 연구 참여자 모집 단계, 포커스 그룹 진행단계, 분석단계,

보고서 작성단계로 이루어진다(Morgan, 1998).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단계별 주요 질문 내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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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단계 질문내용

도입질문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학교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개질문
재능기부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말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전환질문

․중학교에서 오케스트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동아리와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요질문

․오케스트라 활동은 장점이 무엇일까요?

․동아리활동 참여를 통해 얻게 된 가장 큰 경험은 무엇입니까?

․활동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반적으로 현재 참여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을 통해 기량이 향상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아리 회원들은 지난 한 학기 동안 서로 협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까?

․활동 중에 그룹원들 간의 감정 대립으로 인해 다툰 적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악기지원이나 시설 등 여건은 적절하였

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도해주시는 선생님들은 친절하며 교육활동에 만족하십니까?

․동아리 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관현악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은 타 교과학습이나 음악교과 수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된다면 주로 어떤 과목인가요?

․만약 동아리 회원 중 누군가가 타학교 학생이나 본교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아리 활동으로 인하여 성적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나요?

․오케스트라 활동 이전과 활동 이후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변화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나요?

․친구관계는 어떤가요?

․최근 1년 동안 학교내외에서 누군가와 싸운 경험이 있나요?

․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마무리질문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동아리 활동 중 경험, 친구관계, 다투거나

싸운 경험, 스트레스, 수업 등에 대한 생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빠뜨린 사항이나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표 4>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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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태 분석 및 실천 과정

1. 오케스트라 운영 실태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배경에 영향을 미치는 오케스트라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실행하

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학교 환경 실태

1) 본교는 1969년 3월 2일 개교하였으며 학생수는 571명, 교장(1), 교감(1)과 

남교사(11), 여교사(22), 총 3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교육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열의와 관심이 높은 교사들로 구성되

어있다.

2) 본교는 남ㆍ여 공학으로 1,2,3학년 모두 남ㆍ여 합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3) 학교시설은 18학급으로 교과교실, 다목적실과 특별실을 합리적으로 운영

하고 있으며, 모든 교실과 특별교실에서는 선진화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

는 시설을 갖추었으며 2012년도부터는 동아리실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

4) 교과교실제 도입으로 정보관 4층 위치에 예술존을 설치하여 음악실1, 2,

동아리실1, 관현악실1로 구성되어 합주 및 파트별 앙상블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빈교실과 홈베이스를 활용하여 활동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나. 학생 실태

1) 학생들은 주로 성동구 행당1,2동 등에 거주하며, 전체적으로 학부모님들

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전반적으로 학업에 대한 열의가 높

은 편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급식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20%가 

넘었고, 소외된 계층도 타 지역에 비해 많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돌봄의 

손길이 요구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기본생활 및 생활지도를 통한 자기 주도적 생활태도와 자아존중

감을 증진시켜 줄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2) 대부분의 학생들은 심성이 착하고 순박하나, 부모의 과잉사랑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한 면을 보이기도 하고, 핵가

족 위주의 생활로 부모에 대한 정신적 의존도가 높고, 이기적인 면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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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예절교육과 인성함양이 요구된다.

3) 타 지역 학생들에 비해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분위기와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여 학교에서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다. 학부모 실태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열의가 있고, 대체적으로 학부모들의 지식수준이 높

지 않아 사교육에 치중하는 경향이 매우 높아 심각한 편이며 이를 학교교육

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요망된다.

라. 교원 실태

1) 교수․학습방법개선 연구모임과 경력 있는 교사들의 연구모임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신ㆍ구 교사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교원의 자

기성장 및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생활지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2)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조하여 학생 인성지도와 일탈행동 예방 등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면 학생생활지도에 성과가 크게 있을 것으로 전망된

다. 특히 체벌 없애기 운동 확산으로 대체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함을 인식

하기 때문에 학교 동아리 활성화에 대한 기대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마. 상설동아리 현황

2012년 2월 기준 상설 동아리인 소리모아오케스트라 운영 현황은 다음의 <표 

5>와  같다(부록 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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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동아리 현황

(2012학년도 2월 기준)

동아리 

현황

동아리명 2011년 참여 학생수 2012년 참여 학생수

소리모아오케스트라 38명 60명

동아리 

연혁 및  

활동사항

․ 2006년 창단, 교내 살구잔치 공연(10월)

․ 2007년 성동교육청 퇴임교사 퇴임식 축하공연(8월), 교내 살구잔치(10월), 성동  

  학생동아리 경연 예선대회 참가 최우수상 수상(용곡중, 9월), 성동청소년 동아리  

  한마당 공연(건국대 새천년기념관, 10월), 서울학생동아리한마당 공연(과천, 11월)

․ 2008년 교내 살구잔치, 제2지구 밝고맑은 노래부르기 대회 공연(5월)

․ 2009년 제2지구 밝고맑은 노래부르기 대회 공연(성원중, 7월), 성동 학생동아리  

  한마당 공연(광진 청소년수련관), 2009년 니코프리 동아리발표회 참가 공연(한국금  

  연운동협회: 서울여성프라자 강당, 11월)

․ 2010년 성동학생동아리한마당 예선 공연(양진중, 9월)/ 서울문화재단 청소년     

  arts-TREE 공개수업(12월19일)

․ 2010학년도 제1회 정기연주회- 건전한 졸업식 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학부모․교  

  사․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청소년음악회(2011.2.8, 광진나루아트센터)

․ 2011학년도 성동교육지원청 교육재능기부자 위촉식 축하공연(2.13, 성동교육청)

․ 2011학년도 정기연주회(10.11, 소월아트홀)/ 축제졸업공연(2012.2.8,덕수고강당)

진로지도

사항

․ 예술고 진학 3명

 - 조○○, 계원예술고(졸); *김○○, 계원예술고(2년 재학); 조○○, 계원예술고(1

년 입학)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바이올린 전공), 조○○ 재학(2년), 2008년 졸업

․ 삼육대학교 음악과(첼로전공), 김○○ 입학(1학년), 2009년 졸업

 * 학생은 순수한 동아리 활동만으로 진학한 학생임

2. 운영의 조직

체계적인 프로그램 진행과 효율적인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한 상설동아리인 

오케스트라 지원 운영 조직표는 다음의 <그림 3>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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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장

교감

지  도  기  관 자 문 기 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교육지원청
성동구청

 교직원협의회 총    괄 학교운영위원회

창의예술교육부장 연구추진위원회 학부모회

연구․기획 분과  홍보 분과 적용 실행 분과 자료 개발 및 평가 

⁃운영 기획

⁃문헌 연구

⁃연구 계획 수립 

⁃연구자료 수집, 연구 추

진, 세부운영 계획서 작성

⁃자료 분석 

⁃프로그램 진행 총괄

⁃공개발표(지휘, 편곡, 기획)

⁃운영보고, 보고서작성

⁃연구 활동 지원

⁃시설보완

⁃안전관리 

⁃각종 행사 지원

⁃대내외 홍보자료

⁃제작 및 홍보 활동

⁃학교 홈페이지 관리

⁃사진, 비디오 촬영

⁃발표회 준비 및 대관

업무

⁃학생대상지도 총괄 

⁃지도자료 수집 처리

⁃각종모형 개발 적용 

⁃연수 강사 섭외

⁃상담활동자료제작 및 

 적용

⁃재능기부자 인력풀 관리

⁃재능기부 위촉 업무

⁃실태 분석, 

⁃연수 계획 수립 추진

⁃학부모 및 교사 연수

⁃자료 개발 및 제작

⁃일반화 사항 모색

⁃평가자료 분석 정리

⁃관내 자료보급

이**(학년부장교사) 최**(방과후부장교사) 장**(교무부장교사)문**(연구자, 창의예술교육부장)

<그림 3> 오케스트라 지원 운영 조직표

3. 운영 절차 및 내용

본 연구에서 재능기부자를 활용, 관현악 활성화를 위한 상설동아리 오케스트

라 운영 절차 및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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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추진 내용

2012학년도
비고    

3 4 5 6 7 8 9 10 11 12 1 2

계 

획

* 운영협의회 조직 

 및 개최

* 재능기부 인력풀 

확보

↔ ↔ ↔ 학교장
교감
기획 
분과
실행 
분과
연구추
진 
위원회

*실태조사 

*문헌연구 분석

*선행 연구 분석

↔

*주제 설정 ↔

* 운영계획서 작성 ↔

*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재능 기부 인력풀 구

축

↔
적용
실행 
분과

* 실태조사 및 

  분석
←→ 평가분과

실행분과
 기획 
분과* 실행 계획 설정 ↔

실 

행

* 각종 모형 운영계

획과  지원 및 보완

책 강구 
←→

실행분과
기획홍보 
분과 

* 운영 과제 1의

  실행 
←→

실행분과
기획분과
홍보분과

* 운영 과제 2의

  실행 
←――――――――――――→ 실행분과

홍보분과

* 운영 과제 3의

  실행   
←――――――――――――→ 실행분과

평가분과

* 추진과정 점검 ↔ ↔ 평가분과

* 추진 내용 평가 ↔ ↔ ↔ ↔ 평가분과 

* 관현악 동아리 프

로그램 운영
←――――――――――――→ 연구기획

분과 

평 

가

및

정 

리

* 운영 결과 분석 ↔ ↔ 실행분과
평가분과

* 보고서 작성 ↔ 기획분과

* 공개발표 개최 ↔ 홍보분과
기획분과

* 운영 결과

  일반화, 자료보급
↔ 실행분과

<표 6> 운영 절차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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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 과제 및 실행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3개 영역의 세부운영 과제 및 그 

실행은 다음과 같다<그림 4>.

가. 세부 운영 과제(1) 및 실행

관현악 동아리 활성화 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

실   천   과   제

가.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나.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위한 지원 체제 구축

다. 재능기부자를 통한 프로그램 지원

<그림 4> 실천과제(1)

1) 관현악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위한 협의회 구성, 운영

【관현악 동아리 활성화 운영위원회】

(가) 목적

- 관현악 동아리 운영의 전반적인 활성화 방안 모색

- 관현악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나) 구성

- 연구추진위원회, 연구․기획 분과, 자료 개발 및 홍보 분과 ,

적용 실행 분과, 평가 및 검증분과 위원으로 구성

(다) 협의 시기 및 내용

- 일시: 매월 2째, 4째 화요일 16:00-17:00

- 장소: 본교 회의실(1층)

- 협의 내용

◦ 관현악 동아리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 기획 및 논의

◦ 관현악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도 방안 협의

◦ 관현악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자료 개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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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현악 동아리 활성화 운영 소위원회】

(가) 목적

- 관현악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 모색

- 관현악 동아리 활동의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나) 구성

- 창의예술교육부장, 각 분과 대표로 총 3인으로 구성

(다) 협의 내용

- 관현악 동아리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부 내용 협의

- 관현악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세부 자료 개발 및 보급

【학부모 관현악 동아리 활성화 위원회】

(가) 목적

- 관현악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세부 내용 협의

- 관현악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환경 조성

(나) 구성

- 1, 2, 3학년 학부모 대표 3명으로 구성

(다) 협의내용

- 관현악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 활동

- 관현악 동아리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의 전개

- 학생 상담 활동 참여 및 공연(공개발표) 시 학부모 참가자 발굴 및 지원

【학생 도우미】

(가) 목적

- 관현악 동아리의 참여 기회 확대 

- 관현악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실천 환경 조성 

(나) 구성

- 지원자 중 각 학년 별 2명으로 총 6인 구성

(다) 협의 내용

- 관현악 동아리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부 내용에 따른 홍보활동의 전개 

- 관현악 동아리 공개 발표회 자발적 참가 모색 협의(2회 공연)

2) 관현악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위한 지원 체제 구축 

관현악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교사의 전문성과 학부모 및 학생의 동아리 활

성화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교직원연수, 학부모 및 학생에 대한 연수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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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실시하였다.

(가) 교직원 연수

주  제 시기 대상  장소  비고

 관현악 동아리 활성화 방안 4월 전 교직원 교무실 총괄위원

 재능기부자 인력풀을 활용한 동아리지도 방안 5월 운영위원 대상 관현악실 강사초빙

 재능 나눔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경과 보고 9월 전 교직원 교무실 분과위원장

 공개발표회에 대한 사전 협조 및 학생지도   

 (질서/안전지도)
10월 운영위원 대상 회의실 〃

(나) 학생 연수

주  제 시기 대상  장소  비고

 관현악 동아리 활성화 방안 및 참가 지원학생 모집 4월 전 교생 교실 방송, 기획자

동아리 참가 학생에 대한 중간 점검 8월 참가학생 음악실(2) 〃

팀티칭을 통한 파트별 중간 평가 9월 〃 교실 재능기부자

공개 발표회 준비 사항 점검 11월 〃 동아리실 〃

공개 발표회 자발적 참가 홍보 11월 전교생  다용도실 분과위원장

(다) 학부모 연수

주  제 시기 대상  장소  비고

 관현악 동아리 활성화 방안 4월 학부모 다용도실 분과위원장

재능기부자 인력풀 확보를 위한 부문별학부모 

참가자 선발 안내
 5월 학부모 〃 〃

동아리 중간발표 참가 안내 10월 학부모 〃 〃

공개 발표회 자발적 참가 홍보 11월 학부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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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 운영 과제(2) 및 실행

동아리 활동을 통한 관현악 교육

실   천   과   제

가. 동아리/계발 활동과 연계한 합주 지도

나. 토요프로그램과 연계한 재능기부 프로그램 실행

다. 하계음악캠프를 활용한 합주중심의 단기간 집중지도

<그림 5> 실천과제(2)

1)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지도 계획 수립

연간 동아리/계발 활동 이수시간 34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이와 연계한 

동아리 지도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구성으로 적극 실천하였다<표 7>.

횟수(시간) 내용 수업방법 비고

1(2) 파트별 인원 구성 희망자순 지도교사

2(2) 악기 소리내기 1:1 교육 재능기부자

3(4) 음계(Scale) 익히기 및 주법 파트별 지도 〃

4(4) 기초 악전(음정, 박자, 리듬, 악상기호) 전체 지도교사

5(4) 파트별 기초 앙상블 전체 재능기부자

6(4) 연습곡 합주(군대행진곡) 합주 지도교사

7(4) 쌍두 독수리의 깃발아래서 〃 〃

8(4) 다뉴브강의 잔물결(왈츠) 〃 〃

9(4) Stein Song 〃 〃

10(2)  종합 평가 전체

<표 7> 동아리/계발 활동 관현악반의 활동 내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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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요프로그램 활용지도

토요프로그램과 연계한 재능기부 프로그램 진행, 관현악 합주 주제를 통한 적

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지도안과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적절하게 지도하였

다<표 8>.

영 역 중 심 내 용 비 고

합주에 대한 기초 

이론

합주활동의 의미 담당교사(문**)

동아리 활동의 기본 원칙 〃

음악과 생활 〃

기악곡의 연주형태 〃

관현악의 활동 

프로그램

각 파트별 악기 소리내기 및 음계 익히기, 연주하기 재능기부자

각 파트별 1:1지도 및 그룹지도 〃

현악기 앙상블(String Ensemble) 입문 강사(조**)

금관악기 앙상블(Brass Wind Ensemble) 입문 담당교사(문**)

목관악기 앙상블(Wood Wind Ensemble) 입문 강사(노**)

타악기 앙상블(Percussion Ensemble) 입문 강사(임**)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군 구분 및 쓰임새)
강사(이**)

오케스트라 합주 담당교사(문**)

<표 8> 토요프로그램 학습 내용

3) 하계음악캠프를 활용한 단기간 집중지도

하계음악캠프를 활용하여 합주중심의 단기간 집중지도를 <표 9>와 같이 실시

하였다(부록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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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체험 활동을 통한 관현악 교육

실   천   과   제

가. 지역사회 행사 참가를 통한 관현악 교육

나. 교내외 행사 및 특별체험 활동을 통한 관현악 교육

다. 1인1악기 생활화 운동 전개

영 역 중 심 내 용 비 고

앙상블 

프로그램

앙상블 기초이론 담당교사(문**)

악기론 재능기부강사(이**)

악기(파트)별 앙상블 〃

악기군별  앙상블 재능기부강사 전체

관현악의 합주 

프로그램

Serenade No.13. (W. A. Mozart) 강사(조**)

Symphony No.5. c minor 1st M. (L. V. Beethoven) 담당교사(문**)

Pomp & Circumstance (E. Elga) 〃

Pirates of the Caribbean (Klaus Badelt/Ted PicKetts) 〃

Symphony No.9 in e minor op.95 4th Mov. 

(A. Dvorsak)
〃

Overture to Poet & Peasant (F. V. SUPPE) 재능기부강사(이**)

Hungarian Dance No.5, No.6. (J. Brahms)
재능기부강사

(Na***)

A Concert Celebration(Arr. by CALVIN CUSTER) 담당교사(문**)

Double Bass Concerto in A Major(D. Dragonetti) 재능기부강사(문**)

희망의 나라로/청산에 살리라 (편곡, 문한종) 담당교사(문**)

<표 9> 하계음악캠프 활용 단기간 집중지도

다. 세부 운영 과제(3) 및 실행

<그림 6> 실천과제(3)

1) 지역사회 문화행사를 통한 프로그램 실시

본 모델 개발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동기 부여에 역점을 두고 적응활동 및 

방과후 시간에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며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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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 중 실험군과 대조군B를 위해 비교적 쉽고 흥미 있는 

악곡 중심으로 편성하여 지도하였다<표 10>.

<표 10> 동아리 활동프로그램의 과제 선정

회차 내용 비고

1회 오리엔테이션/설문조사/악기 파트 구성 및 소리내기

2회 기초악전(음정, 박자, 리듬, 악상기호 등)

3회 Scale 익히기(반음계 포함)

4회 파트별 기초 앙상블

5회 군대행진곡 행사준비

6회 쌍두의 독수리 깃발아래서

7회 Hungarian Dances

8회 Radetzky March

9회 모음곡<호두까기 인형> 꽃의 왈츠 행사준비

10회 Waltz from Jazz Suite no.2

11회 젊은이의 노래(Stein Song)

12회 영화음악 1(Love story)

13회 영화음악 2(캐리비언의 해적) 발표회

2) 교내외 각종 행사활동 실시

각종 문화 행사에 참여하여 무대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연주행사 

후에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특히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

한 공연과 경연대회 참가는 학교를 대표해서 참가하였기 때문에 자긍심과 애교

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지도하였다.

(가) 살구잔치(공연마당) : 교내의 축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실시일 : 10월18일(금)

- 장소 : D고 강당(체육관)

- 참가인원 : 40명

(나) 제7회 서울숲가을페스티벌 참가 : 하계음악캠프에서 학습한 악곡을 중  

심으로 공연

- 실시일 : 10월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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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서울숲 중앙야외무대

- 참가인원 : 33명

(다) 경연대회 참가 : 제2회 대한민국 창의체험 페스티벌 중등공연마당 본선  

대회(전국10대 선정)

- 실시일 : 11월15일(금)

- 장소 : 경기도 일산시 소재 킨텍스 내 특설무대

- 인원 : 35명

- 결과 : 한국창의과학재단이사장상 수상(특별상, 상금 300,000원)

(라) 공개발표 :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고회를 겸한 발표회 실시(2회 공연)

- 실시일 : 12월11일(화), 15:30(1회) ~19:30(2회)

- 장소 : 소월아트홀

- 행사명 : 지역사회 청소년, 재능기부자, 학교공동체가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

- 인원 : 오케스트라 80명, 연합합창단(학생, 교사, 학부모) 80명; 총 160명 참가

3) 1인1악기 생활화 운동 전개

(가) 음악교과 시간과 토요휴무일을 통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 위주로 1인1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하였다.

(나) 재능기부자 인력풀을 활용하여 희망학생들에게 전문가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다) 방과후 학습과 연계 운영(총2기 실시) : 현악반, 플루트반, 음악 이론반 

운영으로 일반학생과 함께 진행하였다.

5. 재능기부 멘토링 프로그램

본 연구의 재능 나눔 멘토링 프로그램은 전문가의 교육을 통하여 연주기량을 

향상시키고, 관현악 화음을 통해 협동심을 키울 수 있으며, 학교공동체를 하나

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정한 정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에 전문가를 투입하여 청소년들의 삶속에서 건강한 예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

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효과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원칙을 설정하여 

적용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현악 구성의 각 파트별 전문가를 확보하여 1:1교육을 지속적으로 진

행하였다.

둘째, 학생의 원하는 시간과 전문가의 시간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음악계의 명사를 초청하는 것보다는 재능을 교육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전문

가를 초빙하여 교육의 효과와 진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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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방과후 학습, 동아리/계발활동 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프로그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도하였다.

넷째, 토요휴무일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되, 시간상의 어려움이 따를 

때는 오후 시간을 활용하거나 향후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대상자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한다.

다섯째, 재능기부자는 공개발표회에 학생들과 함께 참석하여 공연에 함께 참

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사회적 지지를 얻고 지역 사회인

들과 함께 하여 스스로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정기연

주회에는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였다.

가. 프로그램

연주가량이 뛰어난 재능기부자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표 11>.

<표 11> 멘토링 프로그램

분야 활동시간 지도 내용 대상 비고

관현악

42주

1회기당 

180분

 ․ 음악의 재미를 느끼며 참여하기

 - 소리 듣고 따라 하기

 ․ 다양한 음색의 악기 체험

 - 목관악기, 금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 성취감 및 음악 속에서 기능하는 여

러 역할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멘토

 ․ 파트별 기초 앙상블

 ․ 지도강사와 함께 참여하는 합주 활

동

 - 공연을 위한 파트별 연습 및 합주

 ․ 1:1 지도 및 각 파트별 그룹지도

 ․ 공연발표 준비 일환으로 지도강사와 

앙상블 회기별 각 1회씩 진행(소요시간 

90분)

실험군/

대조군(A)

토요일 4시간 

진행, 총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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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활동일 시간 활동 내용 비고 서명

1 3/3 4 long tone 및 scale 전파트

2 3/10 4 long tone 및 scale 〃

3 3/17 4 Bowing / Etude(스즈키) string

4 3/24 4 군대행진곡 part 별

5 3/31 4 〃 합주

6 4/7 4 쌍두의 독수리 깃발아래서(march) 합주

7 4/14 4 〃 〃

8 4/21 4 과수원 길 part

9 4/28 4 〃 합주

10 5/12 4 캐리비언의 해적 part

11 5/19 4 〃 합주

12 5/21 4 〃 〃

13 6/2 4 Serenade No.13<W. A. Mozart> part(string)

14 6/9 4 〃 Ensemble

15 6/16 4 〃 합주

16 6/23 4 March Slav. Op. 31<P. I. Tchaikovsky> part

17 6/30 4 〃 String

18 7/7 4 〃 합주

19 7/14 4 청산에 살리라 <편곡 문한종> 합주

20 7/21 4 희망의 나라로 <편곡 문한종> 합주

21 8/18 4 Pirates of The Caribbean<Klaus Badelt> part

22 8/25 4 〃 Ensemble

23 9/1 4 〃 합주

24 9/8 4 OVERTURE to POET & PEASANT
<F.V. SUPPE>

part

25 9/15 4 〃 합주

나. 재능기부 연간 활동 내용

연주기량 향상을 위한 동아리학생지도는 기초부터 1:1교육, 파트별지도, 합주 

등 총42회차 진행하였으며 교육재능기부자들의 연간 활동 내용은 <표 12>과 같

다.

<표 12> 연간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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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활동일 시간 지도 내용 비고 서명

26 9/22 4
OVERTURE to POET & PEASANT

<F.V. SUPPE> part

27 9/29 4 〃 합주

28 10/6 4 운명 교향곡<L. V. Beethoven> 합주

29 10/13 4 〃 공연준비 합주

30 10/20 4
Waltz from Jazz Suite no.2<D.

Shostakovich>
합주

31 10/27 4 Waves of the Danube(Ivanovici) part

32 11/3 4 〃 합주

33 11/10 4 Pomp & Circumstance 경연대회준비

34 11/17 4 스케이터 왈츠 <E. Waldteufel> part(string)

35 11/24 4 Hungarian Dances(No.5)<J. Brahms> 합주

36 12/1 4 아이네 클라이네 나하트 뮤직<Mozart> Ensemble

37 12/7 4 미완성 교향곡, 마탄의 사수 합주

38 12/8 4 경기병서곡, 뮤지컬 메들리 합주

39 12/9 4 위풍당당, Three Christmas Songs 〃

40 12/10 4 총정리 및 리허설 합주

41 12/11 4 무대연습/ 발표회 공연(2회)

42 12/22 4 정리 및 평가 평가/참가자

43 이하 빈칸

44

45



- 79 -

다. 재능기부 봉사자 파트 별 현황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에 참가한 재능기부 봉사자는 

<표 13>과 같다. 재능기부자들은 우선 재능기부 승낙서를 받고, 일반 학교교육

강사들의 채용 절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조회를 위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받고 서울지방경찰청에 범죄사실 조회를 의뢰하여 범죄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

인하였으며 내부결재를 득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또한 이들에게 방과후 수

업과 관련하여 강좌를 개설할 경우, 학교 내부의 강사료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강사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부록 2-2 참조).

<표 13> 봉사자 현황

영역 파트 봉사자(명) 최종 학력 비고(소속)

목관

Flute 노** 대학원졸(석, 미국) 성남시립교향악단 

Oboe 박** 학부졸(국내) JMC 오케스트라

Bassoon 이** 학부졸(국내) 상  동

금관

Trumpet 정** 〃 상  동

Trombone 박** 대학원졸(석, 오스트리아)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Horn 이** 대학원졸(박, 독일) 성남시립교향악단 

Tuba 김** 대학원졸(석, 독일) 경희대학교 강사

현악

Violin 조** 학부졸(국내) 전 경기도립오케스트라 

Violin Na*** 대학원졸(석, 러시아) 서울팝스오케스트라 

Violin 최** 대학원졸(석, 미국)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Viola 이** 대학원졸(석, 국내)
전 인천시립교향악단 

단원/학부모

Cello 편** 대학원졸(석, 미국) 성남시립교향악단 

C.Bass 문** 대학원졸(석, 독일) 상  동

타악 Timpani & Per. 임** 대학원졸(석, 독일) 한국타악기 

성악 Soprano 김** 대학원졸(석, 독일) 세종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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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및 해석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학년별에서는 2학년이 46.2%로 가장 

많았으며 1학년(28.8%), 3학년(21.2%), 초등(3.9%) 순이었다. 2학년 중에서는 대

조군B가 61.5%를 차지했고, 실험군(50.0%), 대조군A(36.0%)순으로 나타났다. 성

별에서는 여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61.5%), 남자비율에서 

실험군이 78.6%로, 여자비율에서는 76.9%로 가장 높았다. 이들이 성적 분포별로 

살펴보면 중위권(51.9%), 하위권(26.9%), 상위권(21.2%) 순이었으며 실험군에서는 

50%가 중위권 이상의 분포를 차지했고, 대조군A,B 모두 중위권 이상의 성적 분

포를 나타내어 참가 대상자들의 성적 수준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성적

이 좋은 학생들이 학교동아리 활동이나 학교행사 등에 주도적으로 참가하고 있

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대상자의 동아리 경험 유무에서는 전혀 없

음이 61.5%를 차지해 과반수가 넘었으며 실험군은 92.9%가 전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조군B에서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1.5%를 

차지했다. 대조군에서 경험이 있다고 한 비율이 높은 것은 본교에 입학한 후 활

동한 대상자가 동아리 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대조군B의 응

답자가 상대적으로 경험이 있다고 높게 나타난 것은 본인 의지보다는 부모의 

권유로 동아리/계발활동에 참여한 것이 반영된 것이며 토요프로그램이나 타 프

로그램은 희망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개인지도 경험 유무에서도 전혀 없음

으로 응답한 학생이 86.5%였으며 이중 실험군은 92.9%가 경험이 없다고 하였

다. 전체 대상 유경험자도 13.5%에 불과하였고 이중 3년 이상 경험자는 2명에 

불과하였다.

활동 참여 동기별로는 전체 대상자 중 평소 관심이 많아서(38.5%)가 가장 많

았고, 선생님 권유(25.0%)가 그 뒤를 이었으며, 부모님권유와 친구 권유가

(15.4%) 동률로 뒤따랐고, 기타(5.8%) 순이었다. 실험군에서 선생님 권유가 

6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학교폭력 문제나 학교부적응으로 오케

스트라 단체 활동을 통하여 사회성 훈련으로 대인관계 개선이나 심리적 스트레

스 해소 등의 열망으로 생활지도담당교사와 담임교사가 적극 추천한 것이 주요

인이라 사려 된다. 반면 대조군A에서 평소관심이 많아서가 56%를 차지한 것과

는 달리 대조군B에서는 부모의 권유(38.5%)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이미 유경험자이지만 본인의 의지보다는 부모나 친구의 영향에 따른 수동적인 

자세로 활동에 참가하고 있음을 알게 해 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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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n=52)

실험군
(n=14)

대조군A

(n=25)

대조군B

(n=13)
χ²

(p)n(%) n(%) n(%) n(%)

학년별

1학년

2학년

3학년

초등(5년)

15(28.8)

24(46.2)

11(21.2)

2( 3.9)

1( 7.1)

7(50.0)

4(28.6)

2(14.3)

12(48.0)

9(36.0)

4(16.0)

0(0.00)

2(15.4)

8(61.5)

3(23.1)

0(0.00)

2.73

(.254)

성별
남

여

20(38.5)

32(61.5)

11(78.6)

3(21.4)

6(24.0)

19(76.0)

3(23.1)

10(76.9)

4.2

(.072)

성적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11(21.2)

27(51.9)

14(26.9)

1( 7.1)

6(42.9)

7(50.0)

7(28.0)

14(56.0)

4(16.0)

3(23.1)

7(53.9)

3(23.1)

5.9

(.119)

동아리 

경험 

유무

전혀 없음

있음

32(61.5)

20(38.5)

13(92.9)

1( 7.1)

14(56.0)

11(44.0)

5(38.5)

8(61.5)

6.18

(.128)

개인지도 

경험유무

전혀 없음

1년 미만

1~3년 미만

3년 이상

45(86.5)

4( 7.7)

1( 1.9)

2( 3.9)

13(92.9)

1( 7.1)

0(0.00)

0(0.00)

21(84.0)

2( 8.0)

1( 4.0)

1( 4.0)

11(84.6)

1( 7.7)

0(0.00)

1( 7.7)

3.97

(.052)

활동 

참여 

동기

친구 권유

부모님 권유

선생님 권유

평소 관심이 많아서

기타

8(15.4)

8(15.4)

13(25.0)

20(38.5)

3( 5.8)

1( 7.1)

1( 7.1)

9(64.3)

2(14.3)

1( 7.1)

5(20.0)

2( 8.0)

3(12.0)

14(56.0)

1( 4.0))

2(15.4)

5(38.5)

1( 7.7)

4(30.8)

1( 7.7)

5.53

(.052)

부모님 

맞벌이 

유무

한 분만 일하심

두 분 모두 일을 하지 않음

두 분 모두 일하심

25(48.0)

2( 3.9)

25(48.0)

7(50.0)

1( 7.1)

6(42.9)

11(44.0)

1( 4.0)

13(52.0)

7(53.8)

0(0.00)

6(46.2)

6.12

(.072)

대상자 부모의 맞벌이 유무는 ‘한분만 일하심’과 ‘두 분 모두 일을 한다’고 응

답한 대상자가 동률(48.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해 맞벌이 부부가 많음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며 이는 학교에서 학생지도 기능이 돌봄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사료된다. 또한 이들 실험군과 대조군(A,B)의 인

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전 동질성 검사 결과, 성별, 학년별, 성적, 동아리 

경험 유무, 개인지도 경험, 활동 참여 동기, 부모님 맞벌이 유무가 모두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표 14>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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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Pre(n=52) Post(n=52) Post-Pre(n=52)

t p
Mean±S․D Mean±S․D Mean±S․D

동아리 활동의 필요성 3.23±.62 3.45± .64 .22± .93 1.01 .120

재능기부자의 도움 정도 2.95± .45 3.98± .53 1.03± .10 8.57 .000***

선후배 교류 및 활동의 유익 정도 2.72± .78 3.12± .68 .40± .42 2.97 .006**

교과수업이나 학교생활 도움 정도 2.86± .68 3.68± .57 .82± .55 2.88 .008**

지속적 참여 의지 정도 3.10± .61 4.01± .82 .91± .71 3.34 .003**

활동에 대한 주변 홍보 의지 2.78± .79 3.33± .80 .55± .70 1.36 .073

2. 대상자들의 동아리 프로그램 참여 의식 실태 변화

"제1가설 : 프로그램 참여자는 참여 의식의 변화할 것이다. (1-1 : 프로그램 실

시전보다 후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과 사후

로 나누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대상자들의 심리적, 인지적 변인인 동아리 프로그램 참여 의식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변인의 평균치 이상의 점수분포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변화의 

양상임을 알 수 있었다. 재능기부자의 도움 정도에서 사전과 사후의 변화량이 

가장 큰 변화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t=8.57, p<.001). 이

는 전문가의 1:1 레슨, 또는 파트별 지도가 연주기량 향상과 대상자들의 연주 

활동에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속적 참여 의지 정도(t=3.34, p<.01)와 

선후배 활동교류 및 활동의 유익정도(t=2.97, p<.01), 교과수업이나 학교생활 도

움 정도(t=2.88, p<.01)에서도 변화량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프로그램 

참여자는 참여 의식의 변화할 것이다.”의 제1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하였으며,

부가설(1-1 : 프로그램 실시전보다 후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도 지지

하는 결과였다. 동아리 활동에 대한 주변 친구에게 홍보하거나 활동을 권하고 

싶은 의지, 동아리 활동이 필요성 정도 등도 통계적 유의성은 찾아보지 못했지

만 사전 보다 사후에 많은 변화를 보였으며 따라서 미세하지만 긍정적으로 변

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15>.

<표 15> 전체 대상자들의 동아리 프로그램 참여 의식 실태 변화

** p< .01,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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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Pre(n=52) Post(n=52) Post-Pre(n=52)

t p
Mean±S․D Mean±S․D Mean±S․D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3.12±.72 3.87± .81 .75± .93 2.98 .002**

대인관계 만족감 3.01± .31 3.71± .98 .70± .12 1.99 .047*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2.88± .93 3.87± .64 .99± .41 2.26 .015*

교육환경 만족감 2.95± .58 3.04± .71 .09± .57 1.69 .091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 2.51± .67 3.94± .83 1.43± .70 5.73 .000***

사회적지지 만족감 2.50± .54 3.28± .62 .78± .67 3.01 .001**

3. 대상자 전체의 사전․사후의 학교생활만족도

<표 16>에서 대상자 전체의 사전과 사후의 학교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학교

생활만족도의 하위변인 중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이 가장 큰 변화량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t=5.73, p=.000). 사회적지지 만족감(t=3.01,

p=.001),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t=2.98, p=.002),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t=2.26, p=.015), 대인관계 만족감(t=1.99, p=.047)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뒤를 

이었고, 교육환경 만족감에서도 미세하게 변화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

었다. 따라서 제2가설(실험군, 대조군은 학교생활만족도 변화량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은 지지되었다.

<표 16> 대상자 전체의 사전․사후의 학교생활만족도

* p< .05, ** p< .01, *** p< .001

4. 실험군의 프로그램 전․후의 학교생활만족도 변화

실험군의 프로그램 전․후의 학교생활만족도 변화를 살펴보면, 하위변인 중 

교육환경 만족감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변화량을 나타내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제2가설과 부가설 모두 지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학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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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Pre(n=14) Post(n=14) Post-Pre(n=14)

t p
Mean±S․D Mean±S․D Mean±S․D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2.97± .65 3.77± .69 .80± .83 3.12 .001**

대인관계 만족감 2.92± .53 3.65± .78 .73± .30 2.95 .003**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2.76± .73 3.68± .45 .92± .46 2.87 .004**

교육환경 만족감 2.93± .49 2.99± .75 .06± .58 1.58 .142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 2.50± .47 3.98± .68 1.48± .63 5.89 .000***

사회적지지 만족감 2.48± .51 3.19± .53 .71± .49 2.59 .016*

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

의하였다(t=5.89, p=.000). 그 다음은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t=3.12, p=.001), 대

인관계 만족감(t=2.95, p=.003)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t=2.87, p=.004), 사회적지

지 만족감(t=2.87, p=.016)순으로 많은 변화량을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

였다. 반면, 교육환경 만족감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찾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미세하게 변화를 보였다<표 17>. 이러한 결과는 실험군 대상이 주로 학교부적

응학생이거나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학교생활만족도의 하

위변인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을 볼 때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다. 이들이 

사회성 결여로 인해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에 문제가 있거나 학교규

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단체생

활에 있어서 소속감이나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학교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생활적응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적합하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7> 실험군의 프로그램 전․후의 학교생활만족도

* p< .05, ** p< .01, *** p< .001

5. 대조군(A)의 프로그램 전․후의 학교생활만족도 변화

<표 18>에서 대조군A의 프로그램 전․후의 학교생활만족도 변화를 살펴보

면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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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Pre(n=25) Post(n=25) Post-Pre(n=25)

t p
Mean±S․D Mean±S․D Mean±S․D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3.09± .81 3.58± .81 .49± .86 1.39 .122

대인관계 만족감 3.05± .45 3.67± .70 .62± .33 1.69 .098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2.95± .77 3.98± .66 1.03± .50 4.97 .000***

교육환경 만족감 2.89± .55 2.97± .80 .08± .48 .08 .211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 2.47± .76 3.90± .79 1.43± .78 5.78 .000***

사회적지지 만족감 2.47± .47 3.17± .41 .70± .46 2.01 .046*

매우 유의미하였다(t=5.78, p=.000).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t=4.97, p=.000), 사

회적지지 만족감(t=2.01, p=.046) 등에서도 많은 변화량을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대인관계 만족감, 교육환경 만족감 등이 

미세한 점수의 변화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표 18> 대조군(A)의 사전․사후의 학교생활만족도

* p< .05, ** p< .01, *** p< .001

6. 대조군(B)의 프로그램 전․후의 학교생활만족도 변화

대조군B의 프로그램 전․후의 학교생활만족도 변화를 살펴보면, 하위변인 

중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t=5.75, p=.000)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으

며, 사회적지지 만족감(t=1.99, p=.047),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t=1.97, p=.048)

등 순으로 많은 변화량을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학교생활 전반적 만

족감, 대인관계 만족감, 교육환경 만족감 등은 미세한 점수의 변화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표 19>.



- 86 -

Variable
Pre(n=13) Post(n=13)

Post-Pre(n=1

3) t p

Mean±S․D Mean±S․D Mean±S․D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3.02± .81 3.50± .80 .48± .86 1.37 .122

대인관계 만족감 3.06± .44 3.69± .70 .63± .31 1.70 .098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2.93± .76 3.68± .65 .75± .53 1.97 .048*

교육환경 만족감 2.88± .55 2.91± .82 .03± .48 .06 .241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 2.46± .76 3.88± .79 1.42± .78 5.75 .000***

사회적지지 만족감 2.49± .47 3.16± .41 .67± .49 1.99 .047*

<표 19> 대조군(B)의 사전․사후의 학교생활만족도

* p< .05, ** p< .01, *** p< .001

7. 학교생활만족도의 두 집단 간의 변화량의 차이 비교

가. 실험군과 대조군A의 변화량 차이 

“제2가설 : 실험군, 대조군은 학교생활만족도 변화량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를 검증하기 위하여 <표 20>에서 두 집단 간의 학교생활만족도의 영역별로 변

화량을 살펴보면,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에서 실험군, 대조군 모두 가장 

큰 변화량을 보였으며(F=9.10, p=.000) 실험군(1.44±.66)이 대조군(1.43±.78)보다 

미세하게 더 증가의 폭을 나타냈다. 이는 계발활동 및 동아리활동을 연계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에 두 군 모두 동기부여가 되어 만족감 점수의 증가폭이 큰 것

으로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은 실험군(.79±.83)과 대

조군(.49±.86)과의 비교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5.46, p=.008). 사회적지지 만족감에서는 실험군(.73±.49)이 대조군(.62±

.45) 보다 변화량의 차이가 컸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였다(F=-2.86, p=

.021). 또한, 대인관계 만족감 비교에서도 실험군(.69±.32)이 대조군(.47±.33)보

다 만족도 점수가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75, p=

.019).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에서는 실험군(.90±.46)이 대조군(.83±.56)보다 조금 

더 만족도 점수가 증가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반면, 교육환경 만족

감은 실험군(.06±.58), 대조군(.06±.49) 모두 같은 변화를 보였고 미세하게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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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Group
Pre Post Post-Pre

F p
Mean±S․D Mean±S․D Mean±S․D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Exp.

Cont.

2.97± .65

3.09± .81

3.77± .69

3.58± .81

.80± .83

.49± .86
5.46 .008**

대인관계 만족감
Exp.

Cont.

2.92± .53

3.05± .45

3.65± .78

3.67± .70

.73± .30

.62± .33
4.75 .019*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Exp.

Cont.

2.76± .73

2.95± .77

3.68± .45

3.98± .66

.92± .46

1.03± .50
1.22 .134

교육환경 만족감
Exp.

Cont.

2.93± .49

2.89± .55

2.99± .75

2.97± .80

.06± .58

.08± .48
-1.71 .152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

Exp.

Cont.

2.50± .47

2.47± .76

3.98± .68

3.90± .79

1.48± .63

1.43± .78
9.10 .000***

사회적지지 만족감
Exp.

Cont.

2.48± .51

2.47± .47

3.19± .53

3.17± .41

.71± .49

.70± .46
-2.86 .021*

였다. 학교생활만족도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 비교에서 대부분 유의미하게 

변화량의 차이를 보였으므로 제2 가설은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0> 실험군과 대조군A 간 차이 비교

* p< .05, ** p< .01, *** p< .001

Exp.=experimental; Cont=control group(A).

나. 실험군과 대조군B의 변화량 차이

실험군과 대조군B의 변화량 차이를 비교해 보았는데, <표 21>과 같다. 학교

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에서 실험군(1.48±.63)이 대조군B(1.42±.78)보다 변화량

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F=9.10, p=.000). 또

한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F=5.46, p=.008)과 대인관계 만족감(F=4.75, p=.019)

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실험군이 더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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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Group
Pre Post Post-Pre

F p
Mean±S․D Mean±S․D Mean±S․D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Exp.

Cont.

2.97± .65

3.02± .81

3.77± .69

3.50± .80

.80± .83

.48± .86
5.46 .008**

대인관계 만족감
Exp.

Cont.

2.92± .53

3.06± .44

3.65± .78

3.69± .70

.73± .30

.63± .31
4.75 .019*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Exp.

Cont.

2.76± .73

2.93± .76

3.68± .45

3.68± .65

.92± .46

.75± .53
1.22 .134

교육환경 만족감
Exp.

Cont.

2.93± .49

2.88± .55

2.99± .75

2.91± .82

.06± .58

.03± .48
-1.71 .152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

Exp.

Cont.

2.50± .47

2.46± .76

3.98± .68

3.88± .79

1.48± .63

1.42± .78
9.10 .000***

사회적지지 만족감
Exp.

Cont.

2.48± .51

2.49± .47

3.19± .53

3.16± .41

.71± .49

.67± .49
-2.86 .021*

<표 21> 실험군과 대조군B 간 변화량 차이 비교

* p< .05, ** p< .01, *** p< .001

Exp.=experimental; Cont=control group(B).

8. 학교생활만족도의 세 집단 간의 변화량 비교 분석

가.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 및 대인관계의 차이 비교

“제2가설 : 실험군, 대조군은 학교생활만족도 변화량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paried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학교생활 전반

적 만족감은 실험군이 대조군A와 대조군B보다 많은 증가량을 보였고,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대인관계만족도에서도 실험군이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고, 대조군B와 대조군A보다 많은 변화량을 나타

냈다. 이들 세 집단 간의 차이를 ANOVA를 한 결과,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

(F=3.72, p=.013), 대인관계(F=2.89, p=.04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 따라서 부가설(2-1 :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2-2 : 대인관계 만족감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크게 나타날 것

이다.)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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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Group
Pre Post paired

t

Post-Pre
F p

Mean±S․D Mean±S․D Mean±S․D

학교생활

전반

Exp. ⓛ

Cont.A②

Cont.B③

2.97± .65

3.09± .81

3.02± .81

3.77± .69

3.58± .81

3.50± .80

3.12**

1.39

1.37

.80± .83

.49± .86

.48± .86

3.72 .013*

Duncan-Test ⓛ>②, ⓛ>③

대인관계 

Exp. ⓛ

Cont.A②

Cont.B③

2.92± .53

3.05± .45

3.06± .44

3.65± .78

3.67± .70

3.69± .70

2.95**

1.69

1.70

.73± .30

.62± .33

.63± .31

2.89 .045*

Duncan-Test ⓛ>②, ⓛ>③

<표 22>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 및 대인관계의 변화량 차이 비교

* p< .05, ** p< .01, *** p< .001

Exp.=experimental; Cont.A=control group(A); Cont,B=control group(B)

나. 수업과 학습활동 및 교육환경의 변화량 차이 비교

“제2가설 : 실험군, 대조군은 학교생활만족도 변화량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를 검증하기 위하여 paried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수업과 학

습활동 만족감은 대조군A가 실험군, 대조군B보다 많은 증가량을 보였다. 이들 

세 집단 간의 차이를 ANOVA 결과에서도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가

장 많은 변화를 보였다(F=4.77, p=.003). 그러나 교육환경은 큰 변화량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통계적 유의성도 없었다. 다만 실험군이 대조군A, B 보다 더 변

화하였고 이들 모두 조금씩 증가하여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부가설(2-3)은 지지되지 않았다. 결과에서 대조군A와 B의 집단은 평소 

학업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거나 이로 인해 학업성적이 양호한 학생들이 많

이 포함되어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고, 실험군은 상대적으로 학업성적이 뒤떨어

지며 흥미가 낮은 집단인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

다. 교육환경이 실험군에서 많은 변화를 보인 것 또한, 이들이 잠재된 부정적인 

학교에 대한 불만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해소되고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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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Group
Pre Post paired

t

Post-Pre
F p

Mean±S․D Mean±S․D Mean±S․D

수업과 

학습활동

Exp. ⓛ

Cont.A②

Cont.B③

2.76± .73

2.93± .76

2.93± .76

3.68± .45

3.68± .65

3.68± .65

2.87**

4.97***

1.97*

.92± .46

.75± .53

.75± .53

4.77 .003**

Duncan-Test ②>①, ②>③

교육환경

Exp. ⓛ

Cont.A②

Cont.B③

2.93± .49

2.88± .55

2.88± .55

2.99± .75

2.91± .82

2.91± .82

1.58

.08

.06

.06± .58

.03± .48

.03± .48

.97 .140

Duncan-Test ⓛ>②, ⓛ>③

<표 23> 수업과 학습활동 및 교육환경의 변화량 차이 비교

* p< .05, ** p< .01, *** p< .001

Exp.=experimental; Cont.A=control group(A); Cont,B=control group(B)

다. 학교규칙과 특별활동 및 사회적지지 변화량의 차이 비교

부가설 (2-5)와 (2-6)을 검증하기 위하여 paried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24>과 같다.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이  실험군, 대조군A, 대조군B 모두 

많은 증가량을 보였다. 이들 세 집단 간의 차이를 ANOVA 결과에서도 통계적

인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다(F=8.64, p=.000). 또한 사회

적지지에 대한 만족감에서도 실험군이 대조군A, B 보다 더 변화하였고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찾아볼 수 있었다(F=3.13, p=.028). 따라서 부가설(2-5: “실

험군이 대조군보다 학교규칙과 특별활동 만족감이 차이가 클 것이다”)와 2-6: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사회적지지 만족감이 차이가 클 것이다”)은 지지되었다

<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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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Group
Pre Post paired

t

Post-Pre
F p

Mean±S․D Mean±S․D Mean±S․D

학교규칙

특별활동

Exp. ⓛ

Cont.A②

Cont.B③

2.50± .47

2.47± .76

2.46± .76

3.98± .68

3.90± .79

3.88± .79

5.89***

5.78***

5.75***

1.48± .63

1.43± .78

1.42± .78

8.64 .000***

Duncan-Test

사회적지지

Exp. ⓛ

Cont.A②

Cont.B③

2.48± .51

2.47± .47

2.49± .47

3.19± .53

3.17± .41

3.16± .41

2.59**

2.01*

1.98*

.71± .49

.70± .46

.67± .49

3.13 .028*

Duncan-Test ⓛ>③

<표 24> 학교규칙과 특별활동 및 사회적지지 변화량의 차이 비교

* p< .05, ** p< .01, *** p< .001

Exp.=experimental; Cont.A=control group(A); Cont,B=control group(B)

9.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요약

관현악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대상자들의 활동 관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동아리 활동으로 얻게 된 경험

동아리 참가학생들이 활동을 통하여 평소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발표한 

것 중 가장 많은 대상자들은 흥미를 느끼고 있었으며 악기연주를 통하여 자신

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음악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즐거움을 찾

아가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이야기한 학생들도 있었다. 선생

님들과의 관계도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실험군에서 평

소 선생님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평소의 이미지를 

불식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었고, 교사와의 관계가 나아지고 었어 학교생활적응

도 향상되었다. 이는 재능기부선생님들과의 관계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아이들 끼리 모여서 연습하고 노는 것이 재미있어요.

행사 다니면서 힘들었던 점도 있지만 그래도 행사 끝나고 돌아올 때는 뭔가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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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쉽지 않지만 뿌듯하고 좋았어요(대주군A)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음악이 좋아 졌어요. 그리고 제 자신도 모

르게 악기에 빠져들었어요. 옆 친구들이 내가 연주 못하는 걸 연주하면 약이 올라요

(실험군)

선배와 후배들을 알게 되어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 주셔서 더 좋아요 

전에는 선생님들께 뭘 말씀 드리면 들은 체도 하지 않으셨던거 같아요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이제는 선생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실험군)

재능기부 선생님들 너무 잘해주세요. 우리를 이해를 잘 해주시고 친절해요. 잘 가르

쳐주십니다(대조A).

나. 오케스트라 활동의 장점

선후배 관계가 오케스트라 활동에서 가장 먼저 꼽았다. 활동에 참여하는 친구

들끼리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선후배 교류가 생기면

서 대인관계가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음악적으로는 연주기량이 향상으로 악

보를 보거나 수행평가 시 표현 등에서 타 학생들보다 앞서서 자신감이 생긴 것

으로 보아지며 이것이 수행평가 점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선후배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 노는 아이들이 집적대지 않

아서 선생님들께 칭찬을 많이 받아요 오케스트라가 많이 나아졌다고 칭찬해 주세요

(대조군A, 2012.12.13)

아무래도 음악점수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수행평가에 자신이 생겼어요(대조군

B, 2012.12.13)

스트레스가 풀려요 짜증나는 일이 있다가도 친구들하고 곡을 맞춰보며 지내면 나도 

모르게 짜증났던 일이 슬슬 풀려요 기분이 나아지면 공부도 잘되요(실험군, 

2012.12.21)

다. 단원들 간 서로 협력여부

합주를 하기 전에 미리 연습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서로 협력해야 좋은 앙상

블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연습 시 선배입장에

서는 후배들보다 못한다는 소리를 듣기 싫거나 연습이 부족해서 지적을 받는 

것 자체가 싫고 미리 연습을 해서 지적을 받지 않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실제 합주 시 일부 파트에서 연습부족으로 지적을 받으며 진행하면 결국 시간

을 비경제적으로 소모하고, 준비가 잘된 단원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사전준비와 서로 협력체제가 갖추어져야 좋은 앙상블을 이룰 수 있다.

미리 개인연습을 하지 않고 오는 아이들은 얄미워요 화음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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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때문에 선생님한테 직접 배우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파트 연습할 때 다른 아이

들한테 피해 줄까봐 저는 미리 연습을 해옵니다. 후배들한테 쪽팔리니까 언니들한테 

배웠던 것처럼 후배들에게 포지션을 알려주고 합니다.(대조군A, 2012.12.13)

저희 파트는 단합이 잘 되요. 바이올린1은 호흡이 잘 맞구요. 음정도 잘 안틀려요 

서로 조심하기도 하니까 좋아요(대조군A, 2012.12.13)

공연갈 때에 보면대와 소품을 나르고, 무대세팅을 할 때, 친구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 

같아요 학급에서는 서로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빠른 시간내 세팅이 되지 않으

면 연주가 제시간에 할 수 없고... 협력해야 일이 순조롭게 되니까요(대조군A, 

2012.12.13)

라. 동아리 활동 중 감정대립이나 싸운 경험

거의 대부분 동아리 참가 학생들은 활동 중에 감정대립으로 싸운 경험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험군의 대상자 중에 사소한 일로 주먹을 휘두른 적

이 목격되어 지도를 받았다. 평소 친구관계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었는데 세트

드럼을 서로 먼저 치겠다고 밀치다가 주먹다짐을 한 사례이다. 재능기부선생님

의 즉시 개입으로 큰 싸움으로 확대되지 않았고, 본 연구자가 특별지도를 병행

해 서로 화해하고 반성문을 제출했고 그 후 잘 지내고 있다. 그 외에는 단원들

끼리 다투는 것을 목격한 사례도 없었다.

 딱 한번 있었어요. 선생님도 아실꺼예요. 드럼스틱 때문에 약간 말다툼하다가 민이

와 한두대 치고 받았어요. 선생님께 걸려 야단맞고 반성문 쓰고 바로 화해했어요 후

회 됩니다. 조금만 일에 화를 냈으니 할 말이 없죠(실험군)

저는 싸워본 적도 없구요 목격한 적도 없어요 우리 끼리는 싸우지를 않습니다.(대조

군A)

단원들끼리 싸운 경우가 본적 없죠 우리 오케스트라 애들은 반에서도 싸우질 않아요

(대조군B)

솔직히 감정상하는 일이 간혹 있지만 화를 참고나면 금방 잊어버리게 되요 내가 잘

못한 거는 그 친구에게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오해를 풀도록 합니다(실험군)

마. 괴롭힘이나 학교폭력 목격 시 행동 변화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당했을 때 즉시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112 경찰신고나 

선생님께 신고하겠다고 한 답변자가 많았다. 일반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폭력을 

목격해도 보복이 두렵거나 관여하기 싫어 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취하는

데, 대상자들은 신고를 하겠다고 당당히 이야기 하였다. 특히 단원들끼리 어울

리고 같이 다니면서 자기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겨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다. 연구자가 서울시지방경찰청 소속 명예경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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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고 경찰관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는 학생들에게 학교의 교사가 지지해주는 정도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과 생활

에서의 자신감으로 학교생활만족도가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가정, 학교 등 사회적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동아리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니까 다른 친구들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대조군A, 

2012.12.13)

목격하면 선생님들께 바로 알리구요 밖에서 당하는 걸 보면 112에 바로 전화할 거

예요(대조군B, 2012.12.13)

우선 우리아이들끼리이면 말리구요 선생님께 알릴 겁니다. 선생님은 경찰이시잖아요

(실험군, 2012.12.13)

후배들이면 먼저 말려야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선생님께 알려야죠(대조군B, 

2012.12.13). 골목에서 누나들이 돈 뺏고 했는데 요즘은 덜 한거 같아요. 오케하면

서 잘 못 만나지만 오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니까 연락을 잘 안해요. 전에는 문자

로 언제 오냐고 하며 욕을 했는데 공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거짓말해서 피해요 선

생님께 꼰지를까봐 걱정 되나봐요(실험군, 2012.12.13).

바. 최근 1년 동안 친구관계의 변화

동아리활동을 통해 최근 친구관계를 알아 본 결과, 친구관계가 양적으로 늘고 

더욱 돈독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케스트라에 함께 참여하는 친구와 더

욱 친해지고, 반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공연 등

에서 연주하는 모습이 다른 일반 친구들이 볼 때 멋있게 비춰져  학급의 친구

들이 부러워하며 접근하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계의 

진전은 동아리활동의 구전의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친구들과 더 가깝게 지내구요 반 친구들도 잘 지내요 반친구는 동아리 친

구들하고 더 친하니까 싫은 내색을 할 때도 있어요(대조군A, 2012.12.22)

반에서 인기 있어요 축제때 공연마당에 참가하니까 친구들이 부러워하며 너무 멋있

다고 하고 자기들도 하고 싶다고 하죠 그래서 내년에는 그 친구들에게 동아리 하라

고 할겁니다(실험군, 2012.12.22)

사. 동아리 활동 전·후의 변화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학교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보였다.

첫째, 선후배,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힘의 우위에 있는 선배들에 대한 선입견이나 두려움 등이 해소되어 대인

관계가 향상되고 이에 대한 자신감으로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

진다. 두 번째는 활동을 통해 얻은 자신감은 학급임원 활동 등에 긍정적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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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었다. 교우관계 향상과 공연활동에 따른 자신감, 타인의 인정 등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임원선출에까지 연향을 미쳤다.

셋째, 학습 면에서도 많은 향상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음악교과에 대

한 자신감이 타 교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실험군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지난날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살

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같이 활동을 하며 잘 대해주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진정

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이를 피해학생도 받아들여 서로의 마음을 열고 생활하

는 것을 볼 때, 본 프로그램이 이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실험군은 이미 2011년 12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학교폭

력 관련 화해 프로그램인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프로그램

을 이수한 대상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데 장기간 

함께 생활하면서 변화가 일어난 사례로 주목해야할 대목으로 사려 된다(부록 7

참조).

다섯째, 초등학생의 중학교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되어 학교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진다. 특별 허락한 초등학교 학생 대상자는 가장 먼저 형들과 누

나들이 잘해줘서 하루빨리 중학교에 입학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건상 학

교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중학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상급학교

에 진학을 꿈꾸는 어린 대상자에게도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여섯째, 공연을 통한 체험학습은 진로 탐색에도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나타났

다. 목표의식이 없거나 학교부적응학생들은 막연하게 동경했던 연주자의 모습을 

실제 본인의 모습으로 투영해서 미래의 자기 모습을 그려보고, 진로탐색을 통해 

큰 꿈을 가지면서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이 재미있구요. 내년 연주곡 언제 나오는지 궁금해요 재미있는 곡으로 했으

면 좋겠어요. 클래식을 많이 알게 되었으니 가요를 했으면 해요(실험군, 2012.12.22)

자신감이 생겼어요. 처음 입학했을 때 소문이 안 좋아서 두려웠어요. 우리학교 노는 

선배들이 많아서 학교 끝나면 집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오케스트라에도 몇몇 무서운 

형들이 있었어요. 2학년 형 중에 돈 뺏고 심부름 시키는걸 본적 있다는 친구의 이야

기를 기억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지내고보니 안 그래요. 나한테도 잘해줘요(실험군, 

2012.12.22)

전에는 형들한테 당했는데 같이 드럼치고 노니까 나쁜 형들이 아닌걸 알았어요 지금

은 잘해줘요(실험군, 2012.12.22)

오케에 처음 왔을 때 노는 오빠들이랑 언니들이 있어서 안할라고 햇어요 근데 지금 

지내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 좋은 선배들인 걸 알았구요. (대조군A, 

201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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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친구들과 가까워 졌어요. 오케 친구들도 많아졌구요(대조군A, 2012.12.22).

누나 형들을 미리 알게 되니까 빨리 중학교에 오고 싶어요. 그 누나 형들이 졸업하

기 전에 와야 하는데... 너무 잘해줘요(실험군, 2012.12.13)

내년에도 계속 할꺼에요. 성적도 올랐구요. 음악점수도 좋아졌어요. 1학년 때보다, 

그래서 엄마가 계속 해도 된다고 했어요(대조군A, 2012.12.22)

학급임원 한번 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6학년 때도 나는 하고 싶은데 다른 강적이 

나타나 번번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부회장되 임원수련 다녀왔어요. 선도부가 

없어서 임원수련 한 번도 못가는 줄 알았어요. 꿈은 이루어졌어요. 오케하고 나니까 

친구들도 인정해 주고 좋아요(대조군A, 2012.12.13)

2학년 때 친구와 싸웠던 일이 후회 되고요. 앵벌이 시킨 일도 진짜 후회하고 있어

요. 해*에게 지금도 미안하구요 그때 사과했지만 아직도 해*아버지께는 죄송해요 좋

은 이미지로 3학년 생활할겁니다. 드럼 열심히 해서 밴드 조직할 거예요(실험군, 

201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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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관현악 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재능

기부자 인력풀을 확보하고 나눔 프로그램을 적용한 동아리 운영이 학생들의 정

서순화와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에 효과적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현장교육에 파급시켜 학생들로 하여금 바람직

한 태도형성에 도움을 주어 효과적인 생활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의 M초등학교 재학중인 학생 2명을 포함하여 H,

D, M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52명을 대상으로 2012년 3월 3일부터 2012년 

12월 30일까지 10개월 간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활동 전반에 대한 의식 및 학교생활 만족도 등

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Ver. 19.0)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대

상자의 동질성검사를 위해 χ²-test를 실시하였다. 동아리 활동 참가에 대한 의식

실태의 변화와 학교생활 만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재능기부자를 활용한 관현악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이 교육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집단(실험군, 대조군)의 운영 전․후 차이 비교에서는  paired t-test를 

실시하였고, p<.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학교생활만족도 하위요인별 

세 집단 간의 전․후 차이 비교는 repeated measure ANOVA의 방법으로 분석

하였으며 이에 따른 다중비교는 Ducan Test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 대상자들의 심리적, 인지적 변인인 동아리 프로그램 참여 의식에 대한 

변화는 모든 변인의 평균치 이상의 점수분포로 나타났으며 활동에 대한 전

반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세부적인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재능기부자의 도움 정도에서 사전과 사후의 변화량이 가장 큰 변화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의 개인별 레슨, 또는 

파트별 지도가 연주기량 향상과 공연 활동에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지속적 참여 의지 정도와 선후배 활동 교류 및 활동의 유익정도,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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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나 학교생활 도움 정도에서도 변화량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프로그램 참여자는 참여 의식의 변화할 것이다.”의 제1가설은 부분

적으로 지지되었으며, 동아리 활동에 대한 주변 친구에게 홍보하거나 활동을 권

하고 싶은 의지, 동아리 활동이 필요성 정도 등도 통계적 유의성은 찾아보지 못

했지만 사전 보다 사후에 많은 변화를 보였으며 따라서 미세하지만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실험군, 대조군(A, B)은 학교생활만족도 변화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도의 하위요인별 점수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군의 프로그램 전․후의 학교생활만족도 변화에서 하위변인 중 교

육환경 만족감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변화량을 나타내어 영향을 미

치고 있으며, 이를 하위영역별로 보면,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하였다. 그 다음은 학교생활 전반

적 만족감, 대인관계 만족감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사회적지지 만족감 순으로 

많은 변화량을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둘째, 대조군A의 프로그램 전․후의 학교생활만족도 변화를 살펴보면 학교규

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

의미하였다.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사회적지지 만족감 등에서도 많은 변화량

을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셋째, 대조군B의 프로그램 전․후의 학교생활만족도 변화에서는 하위변인 중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으며, 사회적지지 만족

감,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등 순으로 많은 변화량을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

의하였다.

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변화량의 차이를 세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 및 대인관계의 차이 비교에서 실험군과 대조

군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은 실험군이 대조군A와 대조군B보다 많은 증가량을 

보였고, 이는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대인관계만족도에서도 실험군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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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고, 대조군B와 대조군A보

다 많은 변화량을 나타냈다. 이들 세 집단 간의 차이를 ANOVA를 한 결과, 학

교생활 전반적 만족, 대인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수업과 학습활동 및 교육환경의 변화량 차이 비교에서 실험군과 대

조군 모두 변화량의 증가하였으며 대조군A가 많은 증가량을 보였다.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은 대조군A가 실험군, 대조군B보다 많은 증가량을 보

였다. 이들 세 집단 간의 차이를 ANOVA 결과에서도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교육환경은 큰 변화량의 차이를 보이

지 않았고, 통계적 유의성도 없었다. 다만 실험군이 대조군A, B 보다 더 변화하

였고 이들 모두 조금씩 증가하여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할 수 있는 결과였다.

이는 대조군A와 B의 집단은 평소 학업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거나 이로 

인해 학업성적이 양호한 학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고, 실험

군은 상대적으로 학업성적이 뒤떨어지며 흥미가 낮은 집단인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교육환경이 실험군에서 많은 변화를 보

인 것 또한, 이들이 잠재된 부정적인 학교에 대한 불만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해소되고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예

측해 볼 수 있겠다.

셋째, 학교규칙과 특별활동 및 사회적지지 변화량의 차이 비교에서는 실

험군, 대조군 모두 많은 증가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험군이 대조군들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많은 증가량을 보였다.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이  실험군, 대조군A, 대조군B 모두 많은 증가량

을 보였다. 이들 세 집단 간의 차이를 ANOVA 결과에서도 통계적인 유의한 차

이를 보이며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다. 또한 사회적지지에 대한 만족감에서도 

실험군이 대조군A, B 보다 더 변화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찾아볼 수 

있었다.

라. 대상자 전체의 사전․사후의 학교생활만족도를 변인별로 살펴보면 실험

군과 대조군 모두 변화량의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 전체의 사전과 사후의 학교생활만족도는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

감이 가장 큰 변화량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사회적지지 만족감,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대인관계 만족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뒤를 이었고, 교육환경 만족감에서도 미세하게 변화를 보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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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마. 참여 관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론의 대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리 활동으로 얻게 된 경험으로는 많은 대상자들이 흥미를 느끼고 

있었으며 악기연주를 통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음악에 대한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었고, 실험군에서 평소 

선생님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평소의 이미지를 불식

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었고, 교사와의 관계가 나아지고 었어 학교생활적응도 향

상되었다. 이는 재능기부선생님들과의 관계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둘째, 오케스트라 활동의 장점으로는 선후배 관계가 오케스트라 활동에서 

가장 먼저 꼽았다. 활동에 참여하는 친구들끼리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많아

지면서 자연스럽게 선후배 교류가 생기면서 대인관계가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

다. 음악적으로는 연주기량이 향상으로 악보를 보거나 수행평가 시 표현 등에서 

타 학생들보다 앞서서 자신감이 생긴 것으로 보아지며 이것이 수행평가 점수에

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었다.

셋째, 단원들 간 서로 협력 여부에서는 합주를 하기 전에 미리 연습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서로 협력해야 좋은 앙상블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연습 시 선배입장에서는 후배들보다 못한다는 소리를 듣

기 싫거나 연습이 부족해서 지적을 받는 것 자체가 싫고 미리 연습을 해서 지

적을 받지 않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실제 합주 시 일부 파트에서 연습부족

으로 지적을 받으며 진행하면 결국 시간을 비경제적으로 소모하고, 준비가 잘된 

단원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사전준비와 서로 협력체제가 갖추어져야 

좋은 앙상블을 이룰 수 있다.

넷째, 동아리 활동 중 감정대립이나 싸운 경험 유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동

아리 참가 학생들은 활동 중에 감정대립으로 싸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섯째, 괴롭힘이나 학교폭력 목격 시 행동으로는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당했을 때 즉시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경찰이나 선생님께 신고하겠다고 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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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많았다. 일반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폭력을 목격해도 보복이 두렵거나 관여

하기 싫어 목격 자체를 회피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취하는데, 대상

자들은 신고를 하겠다고 당당히 이야기 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학교의 교사가 

지지해주는 정도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과 생활에서의 자신감으로 학교생활만족

도가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가정, 학교 등 

사회적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섯째, 최근 1년 동안 친구관계의 변화는 동아리활동을 통해 최근 친구관

계를 알아 본 결과, 친구관계가 양적으로 늘고 더욱 돈독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오케스트라에 함께 참여하는 친구와 더욱 친해지고, 반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공연 등에서 연주하는 모습이 다른 일반 

친구들이 볼 때 멋있게 비춰져 학급의 친구들이 부러워하며 접근하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계의 진전은 동아리활동의 구전의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동아리 활동 전·후의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학교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보였다.

① 선후배,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힘의 우위에 있는 선배들에 대한 선입견이나 두려움 등이 해소되어 대인

관계가 향상되고 이에 대한 자신감으로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

된다.

② 활동을 통해 얻은 자신감은 학급임원 활동 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

다. 교우관계 향상과 공연활동에 따른 자신감, 타인의 인정 등은 다른 친구들에

게도 영향을 미쳐 임원선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③ 학습 면에서도 많은 향상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음악교과에 대한 

자신감이 타 교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④ 초등학생의 중학교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되어 학교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진다. 특별 허락한 초등학교 학생 대상자는 가장 먼저 형들과 누나

들이 잘해줘서 하루빨리 중학교에 입학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건상 학교

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중학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상급학교에 

진학을 꿈꾸는 어린 대상자에게도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⑤ 공연을 통한 체험학습은 진로 탐색에도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목

표의식이 없거나 학교부적응학생들은 막연하게 동경했던 연주자의 모습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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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모습으로 투영해서 미래의 자기 모습을 그려보고, 진로탐색을 통해 큰 

꿈을 가지면서 학교생활 적응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실험군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지난날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

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같이 활동을 하며 잘 대해주는 모습을 목격하면

서 진정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이를 피해학생도 받아들여 서로의 마음을 열고 

생활하는 것을 볼 때, 본 프로그램이 이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아리 활동 경험이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본

적이 없는 실험군과 경험이 있는 기존 동아리 활동 그룹인 대조군을 대상으로 

재능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얻은 결론은 이들이 평소 학교동아리 활동에 대

한 의식이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고, 프로그램의 

교육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학교생활만족도의 점수 변화의 차이 비교에서는 두

군 모두 프로그램 실시 전은 평점 이상의 수준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에는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교생활만족도의 하위요인(6개) 중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

감,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사회적지지 만족감, 대인관계 만족감 등 4개의 영

역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높은 변화량을 보여 음악적 효과 외에 부적응학생 생

활지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재능기

부 프로그램은 중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관련 관심정도와 참여 의식 및 학생들

의 학교생활만족도 향상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현악 동아리 활성

화에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사료된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도 정서가 메마른 일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정서함양과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여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관현악 동아리 활

성화를 위해 1년간 재능기부프로그램을 활용, 동아리를 직접 운영·적용하여 연

구를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관현악 동아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관현악 동아리는 개인별 지도로 시작하지만 결국 합주를 통해서 음악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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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를 높이고 그 안에서 성취감과 소속감, 정서함양 등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며 음악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에 따른 공간 확보

는 필연적이다. 또한 악기는 한사람이 여러 악기를 다루는 것은 무리이다. 같은 

악기군인 금관악기의 예를 보면 주법이 다르고 마우스피스 크기가 다르기 때문

에 한사람이 다른 파트 악기를 지도하는 것은 어렵다, 목관악기군, 현악기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파트별 전문 인력 확보가 뒤 따라야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능기부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효과적인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구안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끈기가 부족하거나 학원이나 사교육 등으로 인하여 중간에 탈락률이 

높다. 한 사람이 빠지면 파트가 비어 합주에 애로를 느끼게 된다. 진로주간에 

재능기부 프로그램, 계발활동과 연계 프로그램, 주중 및 토요방과 후 학습 연계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재능기부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교

육재능기부자 인력풀을 활용하여 단위학교에서 필요에 따라 기부 받을 수 있도

록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의 경비(교통비)를 지급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유명예술인보다는 지역사회의 인사이거나 교육에 뜻을 둔 기부자가 

학생지도에는 실질적 도움이 된다.

유명예술인들은 일회성 이벤트적 기부에 치중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교육적으

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들의 활동 스케줄에 따라 지속적 프로그램 진

행은 어려운 현실이므로 학생들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유명예술인보다는 교육에 뜻을 둔 지역의 인

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학교의 크고 작은 행사에 재능기부자들을 적극 활용하여 학교공동

체와 함께하는 행사는 학생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이끌 수 있으므로 학생들

에게 매우 유용하며 인성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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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2.9.1

다음 어학사전

http://dic.daum.net/search.do?q=%ED%95%99%EA%B5%90%EC%83%9D%ED%99%9C

%EB%A7%8C%EC%A1%B1%EB%8F%84, 자료검색일, 2012.10.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61054&categoryId=20000181

8, 자료검색일, 2012.10.18

세계일보

http://www.segye.com/Articles/NEWS/WHOLECOUNTRY/Article.asp?aid=200912170

01678&subctg1=01&subctg2, 자료검색일, 2012.3.30

http://www.mest.go.kr/

http://www.jiki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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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문항은 일반적 특성과 활동 참여 인식에 관한 물음입니다. 본인의 생각
에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 혹은 알맞은 말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부록 1> 일반적 특성 및 동아리 참여 의식에 관한 설문지

.

1. 학생의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기타 ( 기재: )

2. 학생의 성별은 ?

① 남학생   ②여학생

3. 학생의 성적은?

① 상위권   ② 중위권   ③ 하위권    

4. 동아리 경험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있다.

5. 귀하는 전문가의 음악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

① 전혀 없음 ② 1년 미만 ③ 1~3년 미만 ④ 3년 이상

6. 본 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① 친구 권유 ② 부모님 권유 ③ 선생님 권유 ④ 평소 관심이 많아서   ⑤기타

7. 가정에서 경제활동은 주로 누가 하나요?

① 한 분만 일하심 ② 두 분 모두 일을 하지 않음 ③ 두 분 모두 일하심

8. 동아리 활동은 청소년 발달기에 꼭 필요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활동 중 전문가 선생님 레슨은 많은 도움이 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활동을 통해 선후배와 교류하고 유익한 시간이 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활동을 통해 교과수업이나 학교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나는 졸업 시까지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겠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기회가 생기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활동을 권하고 싶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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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정말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1 나는 우리학교에 다니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2 나는 학교에만 오면 피곤한 줄 모르고 시간이 잘 간다.

3 우리 학교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다.

4 우리학교에는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신다.

5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가까이 대하기가 편하다.

6 학교에서 반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하는 편이다.

7 우리 반 친구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위로하고 도와준다.

8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나의 진로에 적합한 내용들이다.

9 나는 학교수업 중 선생님의 질문에 편안하게 대답한다.

10 나는 수업시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한다.

11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한다.

12 우리 학급 친구들은 협동심이 강하다.

13 우리 교실은 공부할 조건과 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14 등․하굣길은 안전하며 교통수단 이용이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15 쾌적한 학교 환경은 나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준다.

16 우리 학교의 교칙에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17 우리학교는 교칙위반 시 처벌보다는 대화로 선도한다.

18 학교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한다.

19 동아리활동 시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20 선생님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

21 선생님은 평소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

22 선생님은 내가 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신다.

23 친구들은 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준다.

24 친구들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해 준다.

25 친구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준다.

26 내가 원하는 계발활동 부서에 참여하며 매우 유익하다.

27 우리학교는 체육대회, 축제 등이 있어 매우 즐겁다.

28 우리학교는 휴식 공간이 많아 점심시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한다.

29 학교급식이 위생적이며 매우 맛이 있어 점심시간이 기다려진다.

30 선생님이 내 주시는 숙제는 나에게는 부담이 없다.

다음의 문항은 학교생활만족도에 관한 물음입니다. 본인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로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1-1> 학교생활만족도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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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단계 질문내용

도입질문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학교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개질문
재능기부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말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

씀해 주세요

전환질문

․중학교에서 오케스트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동아리와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요질문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상설동아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동아리 지도는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오케스트라 활동은 장점이 무엇일까요?

․동아리활동 참여를 통해 얻게 된 가장 큰 경험은 무엇입니까?

․활동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반적으로 현재 참여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을 통해 기량

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아리 회원들은 지난 한 학기 동안 서로 협력을 위해 노력하였습

니까?

․활동 중에 그룹원들 간의 감정 대립으로 인해 다툰 적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악기지원이나 시설 등 여건은 적

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도해주시는 선생님들은 친절하며 교육활동에 만족하십니까?

․동아리 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관현악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은 타 교과학습이나 음악교과 수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된다면 주로 어떤 과목인가요?

․만약 동아리 회원 중 누군가가 타학교 학생이나 본교학생에게 괴롭

힘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아리 활동으로 인하여 성적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나요?

․오케스트라 활동 이전과 활동 이후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변화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친구관계는 어떤가요?

․최근 1년 동안 학교내외에서 누군가와 싸운 경험이 있나요?

․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마무리질문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동아리 활동 중 경험, 친구관계, 다투

거나 싸운 경험, 스트레스, 수업 등에 대한 생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빠뜨린 사항이나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부록 1-2>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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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참가 동의서

재능기부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1년간 

상시 운영됩니다. 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연주기량 향상과 각종 공

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토

요휴무일에 4시간씩 집중 운영되며 그룹별로는 동아리/계발활동 시간과 병

행하기도하고, 하계음악캠프와 자기주도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그램 전, 후에 준비된 설문

을 통하여 기초조사와 그룹별 포커스인터뷰 등을 실시합니다.

귀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기간 도중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

습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읽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2년 3월  일

성명 :

소속 :

주소 :

연락처 :

<부록 2> 프로그램 참가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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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오케스트라 입단 지원서

소리모아오케스트라 입단지원서

성    명 학번

   사   진생년월일  (   )학년 (   )반 (   )번

연락처 집 :                휴대폰 :

주    소 성동구        동        번지

가

족

관

계

관계 성   명 연  령 학  력 직   업

  위의 학생을 소리모아심포니오케스트라에 입단하고자 하오며 

동아리의 제반 규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2년  3월     일

           보호자 관 계             (전화/HP                 )

                  성 명             (인)

 

○○중학교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주 소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생(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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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소 속

   사   진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집 :                휴대폰 :

주    소       성동구         동          번지

보호자

관계 성명 연령 학력 연락처

악기경험

유무

악기명: 경험자만 기재 할 것

( )

추천사유

  위의 학생은 동아리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며 소리모아심포니오케스트

라의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에 적극 추천합니다.

      2012년  3월     일

      관 계             (전화/HP                 )

            추천인 성 명             (인)

 

○○중학교장 귀하

<부록 2-2> 동아리 참가 희망학생 추천서

교사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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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재능기부 승낙서

교육(재능) 기부 승낙서

인적사항 정보공개
공개(√표),

비공개
사 진

성 명 성 별 생 년 소 속 연락처

미부착
이** 남 1969 성남시립교향악단 010-5650-4231

주 소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20 **마을

402동 1106호
학 력 대학원졸(박사, 독일)

기부 내용

지도 영역 작업실 개방 기 타

기악(HORN) (여, 부)

관련분야

주요경력

숙명여대시간강사(전공실기, 실내악)

추계예대시간강사(전공실기)

삼육대학교시간강사(전공실기)

배재대학교시간강사(전공실기)

성남풍생중고등학교 특기적성강사
현재 평택대학교시간강사(전공실기)

현재 단국대학교시간강사(전공실기,실내악)

활동 희망

희망 지역 희망학교

지도 장소

(학교,

작업실 등)

활동 가능 시간 기부 기간

서울 행당중 합주실 방과후 및 방학
2012년.3~2013.

22.28

기타 의견

전문연주가로 학생지도에 다년간 경험이

풍부하며 본 교육목적을 위해 매우 적합한

분으로 적극 추천함

추천자

문**

2012. 2. 10

기부자   이 * * (서명)

○○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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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1>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 

상 

자

성명

(한 글)   최*경 (자국어)

(한 자)   崔*卿 (영  문) 

주민등록

번호
771114-*******

외국인 : 국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 1동 ** *아파트 1501동 403호

연락처 자택 :  032)325 2312         핸드폰 : 010-3304-2312

       상기 본인은 00중학교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제4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20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합니다. 

2011년   8월   22일

                                             위 동의자   최*경     (인)          

                               

          성동경찰서장 귀하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 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등을 표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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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 재능기부 위촉장

0당-제2012-01호

위 촉 장

성명 : 문 * *

부문 : 음악(C. Bass)

귀하를 서울학생들에게 창의의 날개

를 달아줄『○○교육명예교사』로 위촉합

니다.

2012. 3. 3.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지원청 

○○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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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상설 동아리(관현악)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 부 서 명 : 관현악(오케스트라)반/소리모아오케스트라

○ 지도교사 : 문한종

○ 지도기간 : 2012.3.3 - 2012.12.31

○ 세부계획 (수업 15차시, 체험활동 2차시입니다.)

교시 월 일 요일 차시 주 제

7/8 3/25 수 1 파트 구성 및 악기론

〃 4/1 수 2 파트별 음계 및 tone 연습/ 현, 관악기 개별지도

〃 4/8 수 3 파트별 음계 및 tone 연습/String Part 개별 연습

〃 4/15 수 4
파트별 음계 및 tone 연습/ 과수원 길 개인지도, 독보력

향상을 위한 이론지도

〃 5/6 수 5 파트별 음계 및 tone 연습/ 과수원 길 Part 별 지도

〃 5/13 수 6 파트별 음계 및 tone 연습/ 과수원 길 합주(전 파트)

〃 5/20 수 7 파트별 음계 및 tone 연습/ 군대행진곡 개인지도

〃 6/3 수 8 파트별 음계 및 tone 연습/ 군대행진곡 파트별 지도

〃 6/17 수 9 파트별 음계 및 tone 연습/ 군대행진곡 합주

〃 6/20 토 10 Beautiful 청소년을 위한 콘서트 관람(예술의 전당)

〃 6/24 수 11 쌍두의 독수리 깃발아래서/개별 및 파트별 지도

〃 7/15 수 12 쌍두의 독수리 깃발아래서/ 합주

〃 8/11 화 13 청소년을 위한 여름 실내악 콘서트 관람(충무아트홀)

〃 9/2 수 14 헝가리언 무곡 제5번/ 개별 지도

〃 9/9 수 15 헝가리언 무곡 제5번/ 개별 및 파트별 지도

〃 9/16 수 16 헝가리언 무곡 제5번/ 합주

〃 10/17 수 17 헝가리언 무곡 제5번 외 2곡 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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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실시일 시간 활동 내용 비고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결재 담당 부장 교감 교장

<부록 4-1> 토요 프로그램 학생지도 일지

토요 프로그램 학생지도 일지

교육자 성명 :            ,    파트명 : Vio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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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하계 음악캠프 운영 계획서

2012 하계음악캠프 운영 계획서

Ⅰ. 운영 개요

 필요성

  ○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교 오케스트라는 그동안 토요일에 집중 진

행해 왔으나 개인연습 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초보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임 

  ○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개인연주 기량 향상과 2학기 각종 연주행사에 대비하기 위

한 별도의 트레닝 시간 마련이 필요함 

  ○ 일반 학생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관현악 및 기악음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요망됨

 목적

  음악캠프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한 자율적

이고 창의적인 태도를 기르며, 학교생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고 남을 선도할 수 

있는 자질 함양에 의의를 두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캠프를 통한 음악지식 축적 및 단원 간의 화합, 친선도모 

  ○ 정기연주회와 가을축제 마당을 위한 단기간 집중연습으로 개인기량 및 합주실력 향상

  ○ 연주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음악문화 향유

  ○ 학업뿐 아니라 예술적 소양까지 갖춘 균형 잡힌 인재 양성

  ○ 선․후배와의 만남을 통해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학교생활에서 보다 활력 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

 운영방침

  ○ 행당의 가족원으로써 질서의식과 주인의식을 갖게 한다.

  ○ 상설동아리 전체가 서로 하나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진행과 수준별 지

도 등을 고려함

  ○ 학교시설물을 청결하게 이용하며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함

  ○ 공동체 생활에서 익힌 생활 습관을 가정이나 학교생활에서도 적용하여 타의 모   

     범이 되도록 함

  ○ 프로그램 진행 시 항상 질서를 유지하여 안전한 교육활동이 되도록 유의함

  ○ 행당소리모아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 및 살구한울림동아리, 밴드반 외에도 일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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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학번 성명 감면 사유 감면액 비고

1 10104 김** 기타감면(담임추천, 변호사장학) 20,000원 전액

2 10204 김*희 기초생활수급자 20,000원 〃

3 10302 공*희 기타감면(차상위계층자녀) 20,000원 〃

4 10429 함*은 기타감면(건강보험) 20,000원 〃

5 10410 박*민 기타감면(담임추천) 20,000원 〃

6 20227 조*진 기초생활수급자(시설위탁자) 20,000원 〃

7 20102 김*은 기타감면(건강보험) 20,000원 〃

8 20128 정*선 기타감면(차상위계층자녀) 20,000원 〃

9 20308 김*지 기타감면(건강보험) 20,000원 〃

10 20512 김*현 기타감면(담임추천) 20,000원 〃

11 20621 임*지 기타감면(건강보험) 20,000원 〃

12 10222 임*환 기초생활수급자 20,000원 〃

13 20508 김*형 기타감면(건강보험) 20,000원 〃

14 20411 박*현 기초생활수급자(시설위탁자) 20,000원 〃

생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함

  ○ 수료학생 전원 수료증 발급해 주고, 수료자 중 정기연주회(소월아트홀) 및 살구잔치  

      등 연주행사에 참가 기회를 부여함   

Ⅱ. 캠프 활동 세부계획

 활동명 : 2012년 하계 음악 캠프

 참가 대상 및 인원 : 총67명

   ○ 관현악반(44명) 

   ○ 밴드반(17명), 살구한울림동아리(6명)

 일시 : 2012.7.28(토)~2012.8.6(월), 10일 간

   ○ 제1기 : 2012.7.28(토) ~ 2012.8.1(수), 관현악

   ○ 제2기 : 2012.8.2(목) ~ 2012.8.7(화), 밴드, 국악

 장소 : 관현악실, 음악실(1), 동아리실

 소요 경비 내역

   ○ 총 경비 : 20,000원 

     1) 교육비 : 10,000원

     2) 간식비 : 10,000원

   ○ 캠프활동 학교지원자 명단

  ※ 위 명단은 교육복지투자(일반학교)예산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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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강사명 소속 출신교

Violin 조*선 (전) 경기도립교향악단 한양대학교 음악대학(학사)

Violin Nata** 서울팝스오케스트라 Chernigov musical college(학사)
Ukrainian National University(석사)

Violin 최*경 서울오케스트라
협성대학교 외래교수

경희대학교음악대학(학사),
뉴욕주립대(석사)

Viola 이*영 사회복지법인 이든아이빌원장,
(전) 인천시립교향악단

이화여대학교 음악대학 및 
사회복지대학원(학사, 석사)

Cello 강*샘 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중앙대학교 음악대학(학사)

Contrabass 문*주
성남시립교향악단

(전)경희대외래교수,
경기예고출강

경희대학교 음악대학(학사),
독일데트몰트국립음대(석사)

Flute 노*주 성남시립교향악단
Oberlin Conservatory(학사)

Hochschule F. Musik
Hamburg(석사)

Clarinet 임*아 JMC 오케스트라 경희대학교 음악대학(학사)

Trumpet 김*수 성남시립교향악단 서울대학교 음악대학(학사),
프랑스국립음대(석사)

Tuba 김*욱 대원고 경희대학교(학사), 독일 
베를린국립음대(석사)

Horn 이*헌 성남시립교향악단
단국대, 한세대외래교수

서울대(학사), 독일 디셀도르프 
국립음대(석․박사)

Percussion 심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전속반주자 경원대학교(학사)

가야금 이*원 한양대 한양대 대학원(가야금 전공)

해금 노*지 한양대 한양대(학사)

Ⅲ. 프로그램 진행 일정표

   참가 교사 및 외래강사

구 분 성 명 담당 업무 비 고

부장교사 문한종 총괄감독 및 합주지도 외래강사 관리, 학생안전 

외래강사 조*선 Violin 지도 7/29, 7/31,8/1

〃 Nata** Violin 지도 7/28,7/29,7/30,7/31,8/1

〃 최*경 Violin 지도 7/28,7/29

〃 이*영 Viola 지도 7/28,7/30, 7/31,8/1

〃 강*샘 Cello 지도 7/28,7/29,7/31,8/1

〃 문*주 Contrabass 지도 7/28,7/30,7/31,8/1

〃 노*주 Flute 지도 7/28,7/29

〃 임*아 Clarinet 지도 7/28,7/29,7/30,7/31,8/1

〃 이*헌 Horn 담당, 악기론 강의 7/31, 8/1

〃 심사** Percussion 지도 및 밴드 7/28,7/29,7/30,7/31,8/1

〃 이*원 가야금 지도 8/2,8/3,8/4,8/5,8/6

〃 노*지 해금 지도 8/2,8/3,8/4,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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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1일차(7/28) 2일차(7/29) 3일차(7/30) 4일차(7/31) 5일차(8/1)

AM 

9:00

(8:30～9:00) - 

등록 및 입소식 :

관현악실 

(9시~9:30) - 

오리엔테이션

파트별 개인레슨

- 바른 주법 및 

소리내기-

13:00

파트별 개인레슨

- 바른 주법 및 

소리내기-

* 특 강

 (오케스트라 

음악의 이해)

강사 : 이정헌 

교수 

 앙상블

현악 : 조희선

관악 : 노현주

10:00

* 마스터 클래스

 현악 : 최진경

교수(관현악실)

 관악 : 노현주 

교수 (1음악실)

〃

14:00

파트별 앙상블

현악 : 관현악실 

관악 : 동아리실

타악 : 악기실

파트별 앙상블

현악 : 관현악실 

관악 : 동아리실

타악 : 악기실

〃

11:00

파트별 연습(레슨 

병행)

현악 : 관현악실 

관악 : 동아리실

타악 : 악기실

파트별 연습

현악 : 관현악실 

관악 : 동아리실

타악 : 악기실

파트별 연습

현악 : 관현악실 

관악 : 동아리실

타악 : 악기실

합주

-연주곡 중심-

Serenade 

No.13(W.A.Mozart

)

합주

12:00 〃

〃

16:00~17:00

〃 〃

전체 합주

(12:30-퇴소식 

및 수료증 발급)

13:00 귀가 귀가 귀가 귀가 귀가

제2기 1일차(8/2) 2일차(8/3) 3일차(8/4) 4일차(8/5) 5일차(8/7)

PM

13:00

 등록 및 입소식 

:

관현악실 

오리엔테이션     

* 특 강 : 악기론

강사 : 노민지

(관현악실)

개인 및 파트별 

연습

- 레슨 -

개인 및 파트별 

연습

- 레슨 -

개인 및 파트별 

연습

- 레슨 -

14:00

*특강 :  

마스터 클래스

국악 : 이예원

밴드 : 심사무엘

앙상블 앙상블  앙상블
〃

15:00 파트별 앙상블 합주  합주  합주 합주

16:00 파트별 앙상블 〃 〃 〃

전체 합주

(4:30-퇴소식 및 

수료증 발급)

17:00 귀가 귀가 귀가 귀가 귀가

 2012 하계 음악캠프(관현악, 국악, 밴드) 일정표

  ○ 제1기 : 관현악(오케스트라 단원+일반학생)

  ○ 제2기 : 밴드, 국악(살구한울림+일반학생)

   * 준비물:  악기, 노트 , 필기도구 , 개인상비약 

   * 상황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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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학 번 성 명 파 트 연락처
비 고

소속 지원여부
1 10102 강** Violin 010-5368-3948 관현악반

2 10103 곽** Viola 010-8228-6848 〃

3 10104 김** Violin 010-8859-0768 〃 기타(변호사)

4 10105 김** C/B 010-8727-6688 〃

5 10117 오** Violin(1st) 010-8415-4568 〃

6 10113 백** Violin 010-8298-2508 〃

7 10115 손** Violin 010-7375-0418 〃

8 10202 김** Flute 010-9257-7538 〃

9 10204 김** Cello 010-2434-9278 〃 기타(기초)

10 10226 정** Violin 010-4606-0458 〃

11 10302 공** Cello 010-5419-6878 〃 기타(차상)

12 10405 김** Violin(3rd) 010-4329-5228 〃

13 10429 함** Violin(2nd) 010-2838-4458 〃 기타(건강)

14 10430 현** Violin(3rd) 010-7530-6788 〃

15 10410 박** Flute 010-9527-8588 〃 기타(담임)

16 10406 김** 〃 010-8820-3578 〃

17 10617 이** Violin(2nd) 010-2332-5358 〃

18 10620 장** Violin(2nd) 010-2396-0938 〃

19 20216 양** Violin(1st) 010-6646-4258 〃

20 20227 조** Violin(2nd) 010-2253-0328 〃 기타(기초)

21 20102 김** Violin(1st) 010-2334-8498 〃 기타(건강)

22 20128 정** Flute 010-6685-2788 〃 기타(차상)

23 20126 정** Flute 010-9600-7958 〃

24 20308 김** Cello 010-5227-3498 〃 기타(건강)

25 20511 김** Cello 010-7268-3818 〃

26 20512 김** C.B 010-6216-5488 〃 기타(담임)

27 20520 박** Flute 010-4120-5708 〃

28 20605 김** Violin(3rd) 010-8565-7538 〃

29 20616 윤** Violin 010-3353-0399 〃

30 20619 이** Clarinet 010-9631-5329 〃

31 20621 임** Flute 010-8912-9809 〃 기타(건강)

32 30124 이** C.B 010-4619-5169 〃

33 30132 진** Flute 010-4018-7129 〃

34 30312 안** Viola 010-2107-5519 〃

35 30321 이** Violin 010-3923-4449 〃

36 30521 이** Cello 010-7585-6879 관현악반

37 30723 정** Flute 010-3115-0459 〃

38 20409 민** Percussion 010-4711-2039 〃

39 20112 박** 〃 010-6774-3129 〃

40 20220 이** 〃 010-5471-2759 〃

41 10405 임** Violin 010-3340-7869 일반

Ⅳ. 참가자 명단

2012년도 하계음악캠프 참가자 명단(1,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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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0521 백** Cello 〃

43 10222 임** Trombone 〃 기타(기초)

44 10412 박** Drum 010-4165-8589 〃 ●

45 10504 김** 해금 010-9440-9219 한울림

46 10513 서** 해금 010-5851-3959 한울림

47 10502 곽** 가야금 010-9655-7649 한울림

48 10527 최** 가야금 010-9124-2389 한울림

49 10405 김** 거문고 관현악/겸 ●

50 30722 장** 해금 일반

51 20508 김** E-Guitar(1st) 010-9138-2799 밴드 기타(건강)

52 20207 김** 〃   (2nd) 010-5115-4389 〃

53 20212 박** Bass 010-9086-7439 〃

54 20608 박** Guitar/Piano 010-9511-9499 〃

55 20220 이** Drum 010-5471-2759 〃 ●

56 20208 김** Vocal 010-4404-6629 〃

57 10229 홍** E-Guitar(1st) 〃

58 20502 강** piano 010-7313-5809 〃

59 20423 정** Bass 〃

60 20411 박** Drum 010-5598-0609 〃 기타(기초)

61 20112 박** 〃 010-6779-3129 〃 ●

62 20406 김** Vocal 010-6318-8759 〃

63 20104 김** E-Guitar 010-2224-2749 〃

64 20106 김** E-Guitar 010-2263-3649 〃

65 10209 박** Bass 010-9232-3779 〃

66 20409 민** Drum 010-4711-2039 〃 ●

67 20401 권** Piano 010-7154-4639 〃

Ⅴ. 기대 효과

※ 1기 진행 : 2012.7.28(토)~8.1(수), 관현악

   2기 진행 : 8.2(목)~8.7(화), 국악(살구한울림) 및 밴드

※ 비고란의 ● 표기 학생은 1, 2기 동시 참가자이며 활동경비는 1회만 납부

  ○ 캠프를 통한 음악지식 축적 및 단원 간의 화합이 잘 이루어 질 것임

   ○ 단기간 집중연습으로 개인기량 및 합주실력 향상을 통해 2학기 각종 연주행사         

       에 대비할 수 있음

   ○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음악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 것임

   ○ 예술적 소양을 갖춘 균형 잡힌 인재 양성이 가능할 것임

   ○ 선․후배와의 만남을 통해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학교생활에서 보다 활력 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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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강사명 소속 출신교

Violin 조*선 (전) 경기도립교향악단 한양대학교 음악대학(학사)

Violin Nata** 서울팝스오케스트라 Chernigov musical college(학사)
Ukrainian National University(석사)

Violin 최*경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협성대학교 외래교수

경희대학교음악대학(학사),
뉴욕주립대(석사)

Viola 이*영
사회복지법인 

이든아이빌원장,
(전) 인천시립교향악단

이화여대학교 음악대학 및 
사회복지대학원(학사, 석사)

Cello 강*샘 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중앙대학교 음악대학(학사)

Contrabass 문*주 성남시립교향악단
(전)경희대학교외래교수

경희대학교 음악대학(학사),
독일데트몰트국립음대(석사)

Flute 노*주 성남시립교향악단
Oberlin Conservatory(학사)

Hochschule F. Musik
Hamburg(석사)

Clarinet 임*아 JMC 오케스트라 경희대학교 음악대학(학사)

Trumpet 김*수 성남시립교향악단 서울대학교 음악대학(학사),
프랑스국립음대(석사)

Tuba 김*욱 대원고 경희대학교(학사), 독일 
베를린국립음대(석사)

Horn 이*헌
성남시립교향악단
평택대학교외래교수,

계원예고출강

서울대(학사), 독일 디셀도르프 
국립음대(석․박사)

Percussion 심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전속반주자 경원대학교(학사)

직인생략

가 정 통 신(제98호) 교   훈
  • 성실한 마음
  • 명랑한 생활
  • 봉사하는 사람

http://www.haengdang.ms.kr

『2012학년도 하계 음악캠프 참가 안내』

학부모님께 

무더위에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실력향상과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음악캠프를 실시 

하고자하오니, 귀 자녀들이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일시 : 제1기 2012년 7월 28일(토) ~ 8월1일(수), 제2기 8월 2일(목) ~ 8월 6일(월), 각 5일간

○ 제1기 : 관현악(오케스트라)

○ 제2기 : 국악, 밴드

나. 장소 : 행당중 관현악실 및 음악실, 동아리연습실

다. 참가비 : 2만원(간식비 포함)

라. 지도교사 : 문한종 (창의예술교육부장교사)

마. 주최 : 행당중 음악과 및 창의예술교육부

바. 강사진 : 본교 재능기부자 및 외래강사

     

사. 캠프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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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AM 

9:00

(8:30～9:00) - 

등록 :관현악실, 

(9시~9:30) - 

입소식

(9:30~9:50) - 

오리엔테이션 

파트별 개인레슨 파트별 개인레슨
파트별 

개인레슨
파트별 개인레슨

10:00
파트별 자리배정

2학기 연주회

일정 안내 

〃 〃 〃 〃

11:00

개인연습 

현악 : 관현악실 

관악 : 동아리실

타악 : 악기실

파트별 연습

현악 : 관현악실 

관악 : 동아리실

타악 : 악기실

파트별 연습

현악 : 관현악실 

관악 : 동아리실

타악 : 악기실

파트별 연습

현악 : 

관현악실 

관악 : 

동아리실

타악 : 악기실

파트별 연습

현악 : 관현악실 

관악 : 동아리실

타악 : 악기실

12:00 점심 시간

PM

1:00
친교시간        

* 특 강 :

 (악기론Ⅰ)

강사 : 문석주

교수 

(관현악실)

*특강 :  

마스터 클래스

 현악 : 최진경

교수(관현악실)

 관악 : 노현주 

교수 (1음악실) 

* 특 강 :

 (악기론Ⅱ)

강사 : 

Nataliya 교수 

(관현악실)

 앙상블

현악 : 조희선

금관 : 이정헌

목관 : 노현주

2:00

* 특 강

 (오케스트라 

음악의 이해)

강사 : 이정헌 

교수 

(관현악실)

앙상블

현악 : 조희선

금관 : 이정헌

목관 : 노현주

앙상블

현악 : 조희선

금관 : 이정헌

목관 : 노현주

 앙상블

현악 : 조희선

금관 : 이정헌

목관 : 노현주

〃

3:00 파트별 앙상블 전체 합주 전체 합주 전체 합주 전체합주

4:00 전체 합주 〃 〃 〃

전체 합주

(4:30-퇴소식 및 

수료증 발급)

5:00 귀가 귀가 귀가 귀가 귀가

1) 행당소리모아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 및 일반학생(희망자), 살구한울림동아리, 밴드 동아리학생

2) 본교의 재학 중인 학생으로 오케스트라에 편성되어 있는 다음의 악기를 소유하고 있는 학생 우대

: Violin, Viola, Cello, Contrabass, Flute, Clarinet, Bassoon, Oboe, Trombone, Trumpet, Horn, Tuba

3) 국악기를 배우고 싶은 학생 : 가야금, 거문고, 해금

 2012 행당소리모아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캠프 일정표  

   * 준비물:  악기, 노트 , 필기도구 , 개인상비약 

   * 수료학생 전원 수료증 발급 및 캠프 활동 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 수료자 중 12월 11일정기연주회(소월아트홀) 및 살구잔치, 좋은학교박람회 공연 등 참가 기회 부여

   * 상황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12. 7. 10

○ ○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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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번호 ○○중-Summer Music Camp 2012-01

성    명 강*윤 생년월일 1999.01.06

프로그램명 2012년 (제1기) 하계 음악 캠프

기    간 2012. 07. 28 ~ 2012. 08. 01 (20시간)

위와 같이 활동에 참가하여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2년 8월 1일

○○중학교장 김**

2012 하계 음악캠프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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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월 일 활동 내용 비고

2005년

3.5 동아리 출범, 소규모 편성(관악기 5대, 현악기3대) 지도교사 소장악기

5.8 교내합창대회 찬조출연 덕수고 대강당

10.23 교내 살구잔치 공연(운동장) 25인조 편성

2006년

3.3 재 창단 39인조 편성

4.5 학부모 바이올린 2대 무상 임대 김동준 모

6.8
성동교육청 제2지구 밝고 맑은 노래부르기 대회 

찬조출연
성수공고

10.24 교내 살구잔치 공연(운동장)

12.23 학교부적응학생 심성수련회 공연 멀티미디어실

<부록 6> 동아리 소개서

소리모아오케스트라 소개서

○ 본교의 오케스트라는 2005년 3월, 맞춤형 선택적 생활지도의 일환인 학교부적응학

생 선도 목적으로 지도교사가 소장하고 있는 관악기 5대와 현악기 3대를 가지고 소규

모 편성으로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를 이용 지도하고, 교내에서 심성수련회를 통해 발

표 기회를 주며 소속감을 갖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

하여 2006년에 재 창단하여 현재 5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서울학생동아리 

한마당 발표(과천), 교내심성수련회 연주, 살구잔치, 성동교육청 퇴임교사 퇴임식 행사 

등 교내․외의 크고 작은 연주행사에 참가하여 활동함

○ 2009년에는 성동교육청 자율장학회 지구별 밝고 맑은 노래부르기 대회 찬조출연(6

월, 성원중), 성동학생동아리 한마당 발표(10월, 광진청소년수련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주최 니코프리스쿨 동아리 발표대회(서울여성프라자 연주홀) 등에 참가한 바 있음

 ○ 2010학년도부터는 관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타 학교 교사들과 

협조를 구하여 학교 간 연계를 통한 상호 교류와 건전한 청소년문화 정착을 위하여 확

대 운영 함

 ○ 문화적으로 낙후된 관내의 청소년들에게 보다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일탈행동

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주인공임을 일깨워주는 기회가 되어 바람직한 청소년 

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동아리를 운영 함  

동아리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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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7 신입단원 모집 공고/단원 45명

5.24
제5회 용인시 전국음악콩쿠르 참가 바이올린 

부문 장려상 수상(조최현)
악장

7.13
성동교육청 제2지구 밝고 맑은 노래부르기 대회 

찬조출연
경일중

8.30
성동교육청 관내 퇴직교사 퇴임식 (훈포장 

수여)축하공연
성동교육청 대강당

9.21
성동학생동아리한마당 예선 참가

최우수 동아리 선정
용곡중

2008년

10.26 교내 살구잔치 공연 교내운동장 특설무대

10.31 성동학생동아리한마당 발표 건국대 새천년기념관

11.4 서울학생동아리한마당 참가 서울랜드이벤트홀

12.3 성동학생 우수동아리 선정-교육장 표창

3.30 동아리 단원 48명으로 증원

6.15
성동교육청 제2지구 밝고 맑은 노래부르기 대회 

찬조출연

12.26 학교부적응학생 심성수련회 공연 멀티실

2009년

3.30 단원 개편(50명으로 증원)

6.
성동교육청 제2지구 밝고 맑은 노래부르기 대회 

찬조출연
성원중 강당

9.30 성동학생동아리한마당 참가
광진청소년수련원 

대강당

12.23
한국금연운동협회 주최 니코프리 동아리 발표회 

참가 공연
서울여성프라자

2010년
9.30 성동동아리 한마당 예선 양진중

12.19 서울문화재단 arts-TREE 공개수업 본교 멀티미디어실

2011년

2.8
제1회 정기연주회: 건전한 졸업식 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청소년음악회

광진 나루아트센터

2.13 성동 재능기부자 위촉식 축하공연 성동교육지원청 4층

10.11 제2회 정기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가을 음악여행 소월아트홀

2012년

2.9 졸업식 축제 공연 덕수고 강당

10.7 제7회 서울숲가을페스티벌 공연
서울숲 야외 

중앙무대

10.18 학교축제(살구잔치) 공연마당 덕수고 강당

11.15
제2회 대한민국 창의체험 페스티벌 중등공연마당 

참가 (특별상 수상: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일산 킨텍스

10
서울시교육청 블로그 서울교육e야기(꿈자락) 

소리모아오케스트라 보도
서울교육청 공보실

11.29 MBC FRIME 다큐멘터리 소리모아오케스트라 방영 MBC

12.11
제3회 정기공연: 사회청소년․재능기부자․학교공동체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소월아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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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곡명 작곡/편곡

Orchestra 경기병 서곡 주폐

String orchestra 아이네클라이네 나하트 뮤지크 W. A. Mozart

Tr.b 김00 Trombone Concerto in B flat Major
Rimskykorsakov

/ 문한종 편곡

Orchestra &

Chorus

뮤지컬 메들리 엔드류로이드 웨버

Three Christmas Songs 김희조 편곡

Orchestra

마탄의 사수 베버

Pomp & Circumstance(위풍당당행진곡) 엘가

<부록 6-1> 정기연주회 계획서

제3회 소리모아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계획서

1. 추진 배경 및 목적

    청소년예술문화 활동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되었던 상설 오케스트라 운영과 병행하

여 토요프로그램을 본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간 운영 한 바, 이에 따른 결과 발

표의 일환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와 예술문화 활동에 따른 문화 향유

  ○ 관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 공간 제공

  ○ 학교 교육공체 및 지역사회가 연계한 올바른 학생지도 문화 정착

2. 추진방침

  ○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 행사

  ○ 건전한 학생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학교공동체 주체의 행사 운영

  ○ 행사 진행과정 및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및 질서지도 철저 실시

3. 행사 개요

  가. 연주회 일시 : 2012.12.11(화), 15:30, 19:00 (2회 공연)

  나. 장소 : 소월아트홀

  다. 연주인원 : 관현악 60여명(학생 45명, 지도강사 및 지역사회 재능기부자, 18    

    명), 합창 70명(신*혁 외 39명, 교사 10명, 학부모 20명)

  라. 관객대상 : 본교 재학생 및 학부모, 관내 청소년, 일반인

  마. 초대인사 : 성동구청장, 성동교육장, 관내 기관 관계자 등 다수

  바. 주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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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사항 세부 내용 추진 일정 비고

연주장 대관 

및 부대 업무

대관계약 체결 2012.3.6~7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시 

대관

대관료 지급 2012.3
공연 대관료, 700,000원

리허설 대관료, 350,000원

부대시설 사용료 2012.3 250,000원 예정

프로그램 및 초대권 

제작
2012.11.30

홍보 업무
재학생 및 학부모 홍보 2012.12 가정통신문 발송

관내 기관(장) 홍보 2012.12 공문 발송 및 초대권 발송

단원 연습

자율 연습 2012.3.3~12.10 개인 연습

합주 2012.12
1차 파트연습(재학생 위주)

2차 합주(구성원 전체)

교직원 협조

직원회의 및 학년회의 

활용 협조
2012.12.1

홍보 및 학생지도에 대한 

협조(안전귀가 지도)

부장회의 활용 협조 2012.4 의사 발의 및 결정

학생안전지도

학생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관람문화 예절지도
2012.12.10~11

담임교사 및 

창의예술교육부장(문한종)

행사장 질서 및 

안전귀가지도
2012.12.10~11

생활지도부교사 및 

배움터지킴이

무대 리허설

및 연주회

최종 리허설 2012.12.11 2시간 진행(13시~)

공연 2012.12.11 2시간 소요 예정(회별)

슬라브 마치 차이코프스키

미완성 교향곡 F. P. Schubert

4. 행사 추진 일정 및 세부사항

 5. 기대 효과

   가. 학생들의 잠재된 재능과 기량을 발휘하여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나. 학생들의 건전한 축제문화의 기틀 마련 및 이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임

   다. 학생들의 애교심을 높이고, 학생․교사․학부모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임

   라.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가 되며 이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문화가 정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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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2> 발표회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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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3> 오케스트라 보도자료(MBC, 2012.11.29)

MBC 프라임 다큐멘터리 출연 장면(중학생 누나의 멘토와 초등생 멘티)

중학생 누나와 형들과 미리 알게 된 계기가 됨 합주 장면 촬영

제2회 대한민국 창의체험 페스티벌 공연장면 방영(11/29,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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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다큐멘터리(2012.11.29, 목, 12:55)방영

■ 기획의도

최근 우리나라 교육계의 최대 화두 두 가지는 ‘창의성’과 ‘인성’이다. 주입식 교육으로

망가져가는 아이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회복하는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따라서

교육계는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체제 안에서 창의인성 교육이 실천되도록 노력하고 있

으며, 무엇보다 창의적인 체험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창의 체험 활동은 학생의 희망, 흥

미, 소질, 적성을 고려하고 자율적 참여와 실천을 돕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부터 창의인성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제시 및 학교교육과

정 운영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창의체험 페스티벌을 개최, 창의적 체험활동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현재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학생들

이 동아리를 통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대회에서 상 받는 것

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보다 ‘창의, 인성, 리더십, 협동심, 진로’ 등에 초점을 맞춰 학

생들의 성장과정과 변하는 모습을 담고자 한다.

■주요내용

# 프롤로그

# 학교동아리 ‘어울려 지내면서 협동심, 인성, 나눔을 기르다’

- 천안공업고등학교 댄스동아리 ‘천울’, 준호와 도훈이의 우정와 열정이 넘치는 다이내

믹한 아이들이 모인 천안공업고등학교 댄스동아리 ‘천울’. 2003년도에 자생적으로 만들

어진 이 동아리는 19명의 학생들이 매일 방과 후 구슬땀

을 흘리며 안무를 짜고 연습을 한다. 수업도 자주 빼먹고 방황을 일삼던 준호는 같은

반이던 도훈이의 소개로 ‘천울’동아리에 들어오게 되면서 일상생활에 변화가 생기기 시

작했는데...

- 서울 행당중학교 ‘관혁악반의 지역 초등학생 멘토링’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의 생활지도 목적으로 지도교사의 소장악기인 관악기 5점과 학

부형이 제공한 바이올린 2대로 출범한 서울 행당중학교 ‘소리모아 오케스트라’동아리.

현재는 학생의 8.6%가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소외된 아이들

에게도 개방해 1대1 멘토링도 해주고 정기연주도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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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중앙고등학교 스마트폰 밴드동아리 ‘셈틀지기’

풍선아트와 마술공연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밴드공연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문

화존 행사에 참여하여 행복나눔의 봉사활동을 전하고 있는 목포 중앙고등학교 스마트

폰 밴드동아리 ‘셈틀지기’. 평소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몇 명의 학생들이 이러한 봉

사활동을 통해 점점 자신감을 얻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꿈꾸고 있다.

# 학교동아리 ‘우리고장 약초를 배운다’

- 경남 산청군 금서초등학교 ‘약초탐구반’

금서초등학교는 학교가 위치한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우리 고유의 약초를 학교 내 약초

원과 함께 조사, 탐구해나가는 ‘약초탐구반’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 들어서면

50여종의 약초와 야생화를 비롯해 수생식물과 덩굴식물 등을 만날 수 있다. 금서초등

학교는 1인 1약초 가꾸기 등을 통해 바른 심성과 환경 보전의식, 생명의 소중함 등을

깨달아 가고 있다.

# 학교동아리 ‘힘든 것 모르고 자란 아이들..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신감을 갖다’

- 화수고등학교 치어리딩 동아리 '스페뉴’

2010년 1학년 15명의 처음 구성된 고양시 화수고등학교 치어리딩 동아리 ‘스페뉴’.스턴

트와 같은 힘든 동작이 많아 힘들지만 방과 후 매일 2시간씩 연습. 30여명의 남녀 학

생들이 안무도 창작하고 함께 연습하면서 선후배의 정은 물론 인내와 끈기를 배운다.

# 서울 장원중학교 (연극반) - 학교폭력 관련 역할극

학교폭력과 관련 된 역할극을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연출한다. 직접 연기까지 하

면서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깨달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

떻게 해야 하는지 학생들끼리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다.

# 학교동아리 ‘학교울타리를 넘다’ - 다문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

- 문산여자고등학교 국제이해 동아리 ‘러브 앤 피스’

다문화, 기후정의, 공정무역, 나눔 등 글로벌 주제에 대해 타인과 창의적으로 소통하고

글로벌 시민의식을 키워나가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기획, 제작, 진행, 평가활동을 하는

동아리. 국제를 이해함으로써 이에 맞는 성숙한 인성을 갖춰나간다.

# ‘창의, 인성, 과학, 예술 등의 학교동아리 다 모이다’

- 제2회 창의체험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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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4> 오케스트라 보도자료(2): 서울시교육청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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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실험군의 선 이수 교육프로그램

○○중학교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교육 프로그램

1. 현황

가. 가해 학생 수 : 가해학생 약 15명

나. 가해학생에 대한 범죄예방교실 예정 : 경찰관 지도

다. 전교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 12월 29일.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다른 학생들은 교실에서 시청. 자유총연맹에서 섭외한 전문가

가 지도

2. 가해학생 교육 프로그램

가. 집단 프로그램

회기 주제 및 내용 비고

1

(12월 19일)

[폭력이란 무엇인가?]

- 서로 인사 나누기

- 동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기

- 폭력에 대해 정의하기

- 개인 상담용 설문지 작성

- 동영상 : 지식e채널 [오늘은 내가 죽는 날입니

다]

- 설문지 : [나는 이렇게 산다]

2

(12월 21일)

[감정 표현하기]

- 자유 글쓰기

- 감정 표출을 위한 글쓰기

- 1분 쓰기와 돌려쓰기

- 죽도록 미운 당신에게

3

(12월 22일)

3시~5시

[나의 태도 돌아보기]

- 소설에 대한 활동지 작성

- 이야기 나누기

- <이 선생의 학교폭력 평정기>(김경욱 외, 양철

북, 2009. 7)중 [어느 파시스트의 학창시절] 읽

기

- 활동지 : 나는 소설 속 인물 중 누구와 닮았는

가?

4

(12월 23일)

[인생 각본 바꾸기]

- 내가 살아온 이야기 쓰고 이야기 나

누기

- 앞으로의 다짐 쓰고 이야기 나누기

- 고등학생이 쓴 글 읽고 이야기 나누기

- <이 선생의 학교폭력 평정기>중 [김경태의 생

활 수칙] 참고

- [나는 이렇게 산다] 중 인생곡선 참고

5

(12월 26일)

[화해와 용서의 시간]

- 가해학생 : 사과의 편지 쓰기

- 피해학생 : 가해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 쓰기

-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가·피해

학생의 긴장 풀기

- 가·피해학생 함께 진행

- 글 쓴 당사자가 직접 발표(피해학생의 경우 읽

기 어려워하는 경우 강사가 읽어주기)

- 5회차는 150분 진행 : 20분 편지쓰기, 90분 연

극치료 프로그램, 40분 이야기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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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대상 시간 강사

우리아이 바로 알기와
학교폭력 발생 전후 대
처법

피해, 가해
학부모

12월 23일
15:00

조정실(학교폭력피해자가족
협의회 회장)

내용 대상 시간 강사

피해학생 역량 강화 피해 학생 12월 22일 14:00~16:00 이금석(연극치료사)

- 진행 시간 : 오전 10:00~12:00(회기당 100분 이내)

※ 5회차는 오전 9:00부터 진행(연극치료 강사의 사정상)

- 좌석은 원 모양으로 서로 마주보고 앉도록 배치

- <이 선생의 학교폭력 평정기> 해당 학생 수만큼 미리 준비

나. 개별 상담

- [나는 이렇게 산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 상담

- 집단 프로그램 후에 1시간 실시(12:00~13:00)

- 2회기부터 회기 당 2명씩 실시(총 8명. 개별 상담 대상자는 [나는 이렇게 산

다]를 읽고 선정)

3. 피해학생 역량강화프로그램

4. 피해, 가해학생 학부모 프로그램

5. 프로그램 평가회

가. 일시 : 12월 26일 15:30~17:00

나. 참석 대상 :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담임교사, 생활지도부장, 학교장, 교감

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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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주제 및 내용

15:30~16:10

[프로그램 진행 결과 설명]

- 학생 활동지 담임교사에게 배부

- 학생들의 특성 설명 : 사건과 관련한 특성, 학급 안에서의 행동

특성 등

- 프로그램 진행 결과 설명

- 학교와 교사의 사후 지도 제안

16:10~17:00 [질의 응답]

6. 예산

가해학생프로그램 5회기*140,000원=700,000원

피해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200,000원

5회기 연극치료 강사비 200,000원

학부모프로그램 200,000원

7. 강사 소개

박*철

① 약력 :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 교사, 전교조 학생생활국장, <따돌림 폭력 없는 평화

로운 학교 만들기>(전교조) 공저, <폭력 없는 평화로운 교실>(서울시교육

청) 공저

② 가능한 강의

- 강의명 : 학교폭력 바로보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급운영 전략(중등), 교류분석

의 틀로 본 학생들의 심리게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학교 구조

의 변화,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 강의 내용 : 학교폭력 예방 및 올바른 대처를 위한 정책적 과제, 학교폭력 예방 및

올바른 대처를 위한 사회와 학교의 과제, 학교폭력 예방 및 올바른 대

처를 위한 교사의 과제 등

조*실

약력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교육부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사, 학교폭력예방

교육 500회,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학지사) 공저, <폭력 없는

평화로운 교실>(서울시교육청) 공저

이*석

약력 : 연극치료사, 경기도교육청 직무연수 강사,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피해가족치료캠프 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