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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좋은 학교’란 배움의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지역사회와 상호 공

존하며 구성원이 행복한 학교이다.최근 학교의 행복 교육을 해 문화

술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학교문화 술교육 정책 사업을 통해

시행이 구체화되고 있다.이 연구는 학교문화 술교육 사업의 하나로 시

행되고 있는 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을 다루고 있다.

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은 문화체육 부 산하 한국문화 술교육진

흥원에서 공모를 받아 학교를 선정하는 목 사업으로, 술꽃 씨앗학교는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교생이 문화 술교육 활동을 통해 문화 감

수성과 표 력을 키우고,창의 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학교’로 정의된다. 술꽃 씨앗학교로 선정된 학

교는 학교가 문화 술교육으로 변화되는 것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연

계를 통해 지역사회에도 문화 술교육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사업시행 이후 성과평가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이들

연구는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연구로 연구결과는 학교 간 만족

도 등 비교 분석, 는 객 평가 지표 제시에 그쳤다.사업 운 과정

에서의 문제를 발견하 지만 이에 한 구체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

하 고,무엇보다 단 학교의 특수성에 따른 학교변화에 해 세 한 연

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따라서 연구자는 재 4차년도에 해당하는 2기

술꽃 씨앗학교 한 곳을 선정하여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면담을 통해 학교변화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술꽃 씨앗학교 선정 배경 도입과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술꽃 씨앗학교는 학교변화에 어떤 향을 주었는가?

[연구문제 3] 술꽃 씨앗학교가 지역사회에 미친 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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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술꽃 씨앗학교 선정에는 단순 공모신청이 아닌 구성원의 문화

술교육을 향한 의지와 시행에 따른 어려움의 감내가 있었다.학교장의

술가로서의 경력과 도입과정에서 경험한 교사들의 감내로 통문화

술교육 술꽃 교육과정이 시작되었다.

둘째,시행과정에서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교사,학부모에게 그리고

학교 자체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학생들은 술 기량이 향상되었

을 뿐 아니라 인성 인 측면에도 변화가 있었으며 학교에 한 자부심도

높아졌다.문화 술교육은 교사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교사 문화에도

향을 주었다. 술꽃 씨앗학교 업무나 통문화 술 교육과정 운

을 해 서로 력하며 교류하는 분 기가 형성되었다.

학부모도 자녀의 술 ,인성 변화에 정 인 반응을 보 고,자신

이 문화 술을 향유하는 사례도 있었다.학교의 교육과정을 신뢰하며,자

녀교육 태도에도 변화가 있었다.국악하면 D 등학교라는 생각이 들 정

도로 주변이 인식하는 학교에 한 이미지도 매우 좋아졌으며,학교장

한 사람의 시도로 시작되었던 사업이 지 은 학교 구성원 체의 염원을

담아 한 단계 더 도약하기 한 발 을 마련 이다.

셋째, 술꽃 씨앗학교를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학교와 지역사회의 연

계를 살펴보았다.사업 기 주변 문화 술 련 기 ,교육기 ,행정기

,병원 등의 활발한 MOU체결로 학교에 통문화 술교육을 강화시키

고 아이들의 국악연주 실력에도 놀라운 향상이 있었다.

그러나 D 등학교의 높은 노인 인구비율,도심의 센터 등에서 문화

술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는 지역 여건,결손가정․맞벌이 가정이 많다

는 경제 여건으로 인한 참여도 하,운 산의 감소가 술꽃 씨앗

학교 로그램의 확산에 걸림돌이 되었다.MOU를 체결한 J국악원 술

강사들과도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이들은 성과 주로 사업이 운

되는 것에 회의 인 반응을 보 다.

종합해 보면 D 등학교는 술꽃 씨앗학교로서 학교의 변화는 정

으로 나타나지만 문화 술교육이 지역사회로 확산되고,정착되기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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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D 등학교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문

화 술교육에 한 논의 시사 을 발견하 다.다양한 교과와의 융합

방안 마련,교사- 술강사 간 력 확 ,행사나 공연 심이 아닌 학생

심의 로그램 개발,다양한 외부 자원과의 트 십을 해 극 인

학교경 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에서 사업 상학교 선정 시 ‘문화 술교

육을 통한 학교변화’와 ‘문화 술교육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변화’두 가

지 목표를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소규모 학교가 가지는 지역 ,

경제 여건,업무가 많은 환경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에

을 둔다면 문화 술교육으로부터 소외된 학교 선정을 통한 학교의 변화

에,지역사회에 을 두고자 한다면 이미 지역사회 연계가 잘 이루어

진 학교를 통해 문화 술교육 보 확산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단 학교를 상으로 한 사례 연구가 확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생 400명 이내의 소규모 학교’라고 불리지만 그 외의 모든 여건은 학

교마다 다르다.이는 객 인 지표분석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과 학교별로 성공사례,미흡사례가 각기 존재할 텐데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 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사례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명료

하고 구체화된 사업목표 장기계획 설정에 반 해야 할 것이다.

셋째,성과 주가 아닌 단 학교의 문화 술교육 자생력 향상을 한

지원이 필요하다. 산 의존도를 낮추고 학교 스스로 문화 술교육 로

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학교에 뿌려진 술꽃 씨앗이 4년 뒤 시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이 재구성되고 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요어 :문화 술교육 정책,학교문화 술교육 사업,목 사업학교,

술꽃 씨앗학교,학교변화,학교-지역사회 연계

학 번 :2012-2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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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연구의 필요성 목

1.연구의 필요성

우리 사회가 말하는 소 ‘좋은 학교’는 어떤 곳인가?특정 몇 가지

‘잣 ’를 가지고 평가한다면,각종 회 수상 실 이 많은 학교,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교,학부모의 SES(SocialEconomicStatus)가 높은

학교,사교육 의존도가 낮은 학교 등으로 수치화된다.그러나 정부정책으

로 인해 표면 인 변화,학업성취도나 학진학률 등 가시 인 성과나

결과만으로 학교에 일어난 변화를 단할 경우 실상 학교에서 일어난 교

육의 과정이나 학생-교사 간 상호작용을 간과할 수 있다(김정 ,2011).

그 다면 과연 ‘좋은 학교’는 무엇으로 가름할 수 있을까?

OECD는 1989년 ‘SchoolsandQuality’라는 연구에서 ‘좋은 학교’를 규

정하 다.

첫째,학교경 에 학교가 자리한 지역․사회문화 특징을 반 한다.

둘째,추구하는 목 의 실 방법은 모든 학교 구성원의 일반 이고 근

본 합의를 거친다.

셋째,교육 계자들의 정당한 요구조건을 실 하면서도 교사들에게 독

자 인 활동을 자극하는 지도력 있고 소통 능력 있는 학교 리를 한다.

넷째, 문 이고 교육 인 자질을 갖춘 교사집단이 지속 인 신뢰로

교육활동에 충분한 자율과 책임을 행사하도록 한다.

다섯째,성 이나 가치 의미 달은 학생 개인의 성장과 능력을 고려

한 충실한 수업을 한다.

여섯째,조화로운 공동체 인 분 기로 풍부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범

한 수업 이외의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일곱째,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학교수업과 학교생활을 개방한다.

여덟째,학부모와 학생을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하여 보다

범한 정보와 조언 학교 내의 결정과정에 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SiegfriedJenkner,1998;김기선,2004).

여기서 학교는 배움의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좋은 학교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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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부분이자 다양한 구성원이 상호 공존하며,더 나아가 유기체 인

계 속에서 운 된다.합의,자극,소통, 문성,신뢰,자율,책임,성장,

충실한 수업,공동체, 범 한 활동,연계,개방이라는 단어는 좋은 학교

의 모습이다.그러나 우리나라 학교의 시 은 어떠한가?과연 정

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양극화, 출산,고령화,과잉경쟁과 사회갈등 심화,가족해체,고용불

안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모습이다.국민들의 행복수 은 하되어 있으

며,OECD국가 자살률이 최고(‘11년 10만 명당 29.1명),출산율은 최

(‘11년 1.24명)수치를 보이고 있다. 사회의 실태를 반 하듯 한 통

계에 따르면 한국 고생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000년 6.4명에서

2011년 9.4명으로 늘었다고 한다(문용린,2014).

어두운 실 사회와 학교의 모습을 변화시키고,국민의 행복한 삶을

해 정부는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교육 분야에서 키

워드는 ‘창의’,‘복지’,‘문화 술’이다.국정목표에서도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이 강조되고 있다(교육부,2013).지나친 경쟁과 갈등을 완화하

고,소통과 사회 통합을 한 구체 인 방안으로 문화 술교육의 필요

성이 두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문화 술교육이 문화 체험과 배움을

통해 심리 안정감과 자존감 향상,상상력과 창의성 함양, 동심과 인

성 계발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 때문이다(문화체육 부,2014).

1999년 제 30회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술과 교육의 합이 어린이

의 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화 다양성을 증진에도 기여한다.’는 내용으

로 ‘학교에서의 술교육과 창의 증진을 한 국제 호소(International

AppealforthePromotionofArtsEducationandCreativityatschool)’

가 발표된 이래,국제 사회에서 문화 술교육에 한 심이 증가하기 시

작했다(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2011).

인간의 인 성장은 인지 인 측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정의

인 측면과 더불어 이루어진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학교 교육은

교육과정이라는 틀 안에서 국어, 어,수학 교과목이 변하듯 주로 인

지 인 발달에 을 맞추어 운 되었다(정 근,2009).그러나 상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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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 기반의 소 트 워 부상에 따라 오늘날 술교육 요성이 증

되었고,21세기는 창조와 공감 능력을 필요로 하는 ‘우뇌 시 ’이다.감성

시 미래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로벌 창의 융합형 인재’로 이를 한

생애주기별 문화 복지와 술교육,통합 사고능력,스마트 교육이 부상

하고 있는 것이다(문화체육 부,2014).

문화 술교육이 필요하고 강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태진미,2010).

첫째,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시키기 해,

둘째,지식 심,기계문명의 생활상 속에서 인간 교감의 결핍문제를

극복하고 자아회복 인간성 회복을 해,

셋째,입시정책에 따라 주지교과에 편 되어가는 학교교육을 지성과 감

성을 고루 갖춘 균형 있는 인간육성의 정상화를 해,

넷째,개성 있고 창의 이며 주도 인 인재양성을 해,

다섯째,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까지

평생 동안 스스로의 배움을 지속하는 것을 독려하기 해,

여섯째,주체 인 문화 술의 향유자요,생산자를 육성해 변하는 다

양한 문화 술 환경 속에서 보다 질 으로 우수한 문화를 선택 수용

하고 비 하며 주체 으로 문화를 향유하도록 돕기 해,

일곱째,문화 술향유를 보편화함으로써 국가의 문화 역량을 강화함

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사회와 국가 자부심, 로벌 문화인으로서의 공동

체감 형성을 해서.

문화 술교육이 학생에게 미치는 정 효과는 자명하기 때문에 학교

에서 행해질 문화 술교육의 구체 실행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그동안

통상 으로 술교육은 음악,미술,체육처럼 정규교과목으로 한정되었지

만 재는 정규교과목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활동,동아리 활

동,특기 성 수업이나 야외학습과 학교 축제에서도 이루어진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 체험활동 한 ‘앎을 극 으로 실천하고

나눔과 배려를 할 아는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 지향 인재 양성’

을 목 으로 하여 자율 활동,동아리 활동, 사활동,진로활동 네 가지 역

으로 나뉘는데 각 역별 구체 인 활동 내용은 학생,학 ,학년,학교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학교에서 선택하여 융통성 있게 운 할 수 있다(교

육과학기술부,2009).즉,문화 술교육과의 융합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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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육과정
일  과에서의 문화예술 육(내용과 적 측면)

문화예술 련 과 육(미술, 음악)

과 외 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정 육과정 외 문화예술 육 과 후 육, 토요 문화 학 , 동아리 활동 등

[표 1] 학 의 문화예술 육과정( 창환, 2013)

행복한 학교,좋은 학교를 한 문화 술교육 정책이 어떤 방법으로

학교에 확산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 실제 학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교육체제의 개 이

학교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라는(윤정일 외,2003)주장이 있지만 로부

터의 개 은 학교에 압력을 행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여 구성원들의 자발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박주호,2011;진동섭;2003,

Datnow,2005;McDougall,Saunders&Goldenberg,2007).Ellsworth(2000)는

학교 구성원이나 지역 사회,외부 환경 등이 학교조직의 성공 인 변화

에 개별 는 복합 으로 작용한다 한다.문화 술교육이 시행되고 있

는 학교는 과연 ‘좋은 학교’로 변화하고 있는가?

사실 문화 술교육은 교수방법,교육과정 편성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

다.허병기(2000)는 지 의 교육활동에서 많은 학생들이 학습자로서 원

하는 성장에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은 학교경 의 공학 이고 선형 인

리방식,권 이고 한 리더십,외형 이고 단기 인 성과와 질서 추

구,획일 인 목 과 로그램 속에 갇 외길을 가고 있는 교육 방식임

을 지 하 다.

이동연(2008)은 그동안 문화 술교육이 학교에서 요하게 인식되지

않는 이유가 교육과정 뿐 아니라 제도가 술 ,문화 을 결여했

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술교육의 성과는 교과목에 의해 결정되는 것

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환경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

하며 학교 체 교육과정에 창의 이고 문화 인 이 고려될 뿐 아니

라 학교를 생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학교와 지역 문화 공간 연계

로그램 개발,학교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 환경 조성 등이 문화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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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다른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그 다고 문화 술교육 정책을 학교에 도입한다고 해서 이상 효과가

항상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최의창 역(2006)은 ‘학교교육이 쉬웠던 ,

학교교육의 개선이 쉬웠던 은 없었다.’고 하며 그 이유는 학교가 학생,

교사,행정가,학부모 등 무도 많은 사람들이 여되어 있고, 무도

많은 가치 이 충돌하고 있는 장소이자 활동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한

꺼번에 모든 학교가 동일한 방향과 방식으로 바꾸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

능에 가까운 일인데 교육이 테크놀로지가 아니고,학교가 제품을 다루는

곳이 아니며,교육은 아트에 가깝고 학교는 사람을 만드는 곳으로 장소

마다 사람마다 행해지는 방식과 다 지는 양식이 다를 것을 요구하기 때

문이라고 설명한다.

한 정책 사업을 주 하는 기 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 학교의 효과성에 한 수치를 보여주며 학교 간 비교 분석한

다.추가로 인터뷰가 이루어진다 해도 결과분석은 정책이 미치는 향력

을 본다거나 평가 모형을 만들기 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따라서 각

학교마다 사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 학교를 집 하여 면

한 인터뷰를 통해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문화 술교육의

요성이 강조되고 최근 여러 사업이 운 되고 있으나 도 체 그것이 학교

구성원에게,학교에,지역사회에 어떤 의미 있는 향을 주는 것인지 심

층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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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문제

학교를 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 술교육 정책인 ‘술꽃 씨앗학교 지

원사업’을 통해 한 학교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려 한다.

선행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어떤 환경 요인이 구성원의 문화 술역량을

향상시켰을 수 있으며,교육과정이 편 되게 운 되어 오히려 부정 인 효

과가 있었을 수 있다.사업이 시작·정착되고,이후 지역사회로 문화 술이

확산되기 해 학교경 에 나타난 변화도 있을 것이다.그 외에도 일어난

학교변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문제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술꽃 씨앗학교 선정 배경 도입과정은 어떠한가?

사업 공모신청부터의 도입과정으로 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이 학교

에 어떻게 시작 되었는지 기과정을 살펴본다.공모 신청에서 제출하

던 의향서,문화 술교육 련 실 자료가 말해주는 정량 인 내용이 아

닌 학교 구성원의 면담을 통하여 공식 자료에는 기재하기 어려웠던 사

업에 한 개인의 생각 등을 진솔하게 듣고 내용을 분석한다.

[연구문제 2] 술꽃 씨앗학교는 학교변화에 어떤 향을 주었는가?

술꽃 씨앗학교는 학교에서 선정한 특정 문화 술교육을 통해 교육과

정을 재구성하며 4년간 이와 연 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사업

을 진행하면서 학교 구성원인 학생,교사,학부모와 학교자체에 어떤 변화

가 있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정리한다.이는 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의 첫 번째 목표인 ‘학교 문화 술교육의 활성화’와 연 된다.

[연구문제 3] 술꽃 씨앗학교가 지역사회에 미친 향은 무엇인가?

문화 술교육을 매개로 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술꽃 씨

앗학교가 지역사회에 어떤 향을 주었는지 살펴본다.이를 통해 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의 두 번째 목표로서 ‘지역 문화 술교육의 활성화’정

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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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 방법

가.사례 연구

우리나라는 학교변화를 발시키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 로그램이나

제도의 효과,이에 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가 외국

에 비해 다양하게 축 되어 있지 못하다(김성천,2009).

이 연구는 질 사례 연구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 다.질 사례 연구

는 특정한 상황 안에서의 독특성과 복잡성에 주목,일반화된 지식의 변

화와 수정을 도우며 이를 통해 새로운 안 세계 을 제시하는데 용이

하다(김 경,2010). 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례를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

해하고,과정 속에서 말이나 행동에 을 두며 맥락 속에서 의미를 발

견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수집된 자료

의 상호 련성을 찾고 추상 개념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질 연구이다

(Stake,2000;Bogdan,R.,& Biklen,S.K.,2011).따라서 술꽃 씨앗

학교인 한 등학교에서 일어난 변화에 한 연구는 특정한 한 가지 사

례에 불과하지만 기존 정책에 새로운 안의 제시와 방향 설정을 한

시사 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자는 먼 해당학교 홈페이지와 학교 알리미를 통해 학교교육의

목표,학교장의 교육철학,교과와 교과 외 교육과정 계획 등의 학교 자체

정보를 얻었으며,특색사업으로 분류되어 행해지고 있는 술꽃 씨앗학

교 연구 자료들을 열람해 보았다.공개되어 있는 자료 에 D 등학교의

문화 술교육을 연구한 연구보고서는 술꽃 씨앗학교의 운 계획과 운

후 평가에 해 기술되어 있어 D 등학교의 사업 운 수 을 가늠

해 볼 수 있었다. 한 인터넷 신문기사,시교육청 홈페이지의 보도 자료

를 통해 D 등학교가 사업운 을 해 외 으로 홍보한 내용을 살펴

보았다.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의 해당 등학교에 한 평가,온라인에

서 검색하여 찾은 자료를 토 로 D 등학교를 연구 사례로 선정하 고

사업 담당 교사와의 화로 학교를 섭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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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자 우편으로 연구주제와 략 인 연구 질문들에 해 설명하

고,면담 상자 섭외는 사업 담당교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구체 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되 상자가 편리한 시간에 찾아가 면담을 진행하

다.학교장,교사,학부모 면담은 1:1로 이루어졌고, 술강사는 3:1로 진

행되었다.이 연구는 술꽃 씨앗학교의 변화에 한 사례 연구로 문화

술교육 정책을 통한 학교변화를 유형화 하는 것임으로,연구자는 사

에 만들어진 면담지를 가지고 질문하는 반 구조화된 면담을 사용하 다

(이용숙 외,2005).연구방법과 차는 다음과 같다.

단계 연 영역 주요활동 비고

1단계 문헌자료 수
예술꽃 씨앗학  사업 평가 고서  

면담 대상학  연 고서 등 수

2014년 

8월~10월

2단계
문헌자료 분석

면담대상 선정
문서분석  면담 대상 사 협조 요청

2014년 

9월~10월

3단계 문목록 작성 대상자용 심층면담 문항작성
2014년 

11월

4단계
면담 대상학  

문  면담실시

심층 면담을 통한 연 주제 이해 

 전사 작업

2014년 

11월

5단계
추가 면담  

면담 분석
전화  이메일을 통한 추가 면담  분석

2014년 

11월~12월

[표 2] 단계  연 과 절차

나.연구 상 학교

D 등학교는 산기슭에 자리 잡은 학교로 재 6학 ,100여명의 소규

모 학교이다.학교를 조 만 벗어나면 규모 단지의 아 트,백화 ,

형마트가 있지만 도심 속에서 소외된 지역 ․가정 환경 특성상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고,다양한 문화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

다.1966년 이래로 한 때는 2,500여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거 학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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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상이 매우 높은 역사와 통이 있는 학교 다.

그러나 신시가지 개발 이후 거듭되는 주민이동과 구도심이 몰락하여 지

의 소규모 학교로 바 었다.6학 임에도 불구 유일하게 ‘도심지 학교’

로 분류되어 있어 농어 특별법이나 공서․기업체 등의 후원으로부터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식지원 상자가 40%를 차지하고 있으며,학부모들의 78%는 학교교

육에 으로 의존하고 있다. 한 맞벌이 가정이 53.8%를 차지하고 있

고,가정형편이 어려워 문화체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학

생들의 학력은 높지 않으나 성품이 온순하고 의바르다.가정형편이 어

려워 학교의 유료 방과 후 활동에 잘 참여하지 못하고 지역의 무료보육

센터에서 녁식사까지 해결하는 학생이 많다.

반면에 교사들은 국악교육에 심이 많고,재능을 가진 교사가 많으며

연구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있다.공모교장(2010.9.1.～2014.9.1.4년간)

으로 새로 부임한 D 등학교 학교장은 미술교육 교육학 석사 학 를 가

지고 있으며,‘술을 창조하고 교육하는 술인으로서의 도 ’을 학교장

의 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운 략으로 하고 있다.학교장은 한

민국 미술 작가로 30여 년간 지속 인 작품 활동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30년간 학생․학부모․교사들에게 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술 인재 육성을 해 헌신했다. 한 4년간 재직하기 때문에 사업을 지

속 운 가능하다는 강 을 가지고 있다.

인근에 있는 J국악원,도서 ,박물 ,공원 등 문화체험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도 강 이다.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고,학생들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연장소도 마련되어 있다.

D 등학교는 술꽃 씨앗학교 선정 후,그 동안의 학교의 통으로 이

어져 온 풍물교육을 확 하여 문화 술교육을 추진하고 특색 있는 학교

자율화 운 을 통해 ‘문화 술 융합인재를 키우는 도심 숲속의 알찬 D학

교’를 비 으로 제시하 다.

재 통문화 술교육 분야(사물놀이,소 , ,가야 ,거문고,해

,피리,아쟁,타악,장구,한국화,서 )교육 체험활동 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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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지역사회 유 기 과의 연계가 활성화되어 있다. 술꽃 씨앗학교

선정 문화 술교육 련 운 실 을 살펴보면 2009개정 교육과정

운 을 해 ‘체능 강화 모형’을 용하여 체능 교과를 학년별 24시

간씩 증가하여 국악교육을 했고,재량․특별활동에서도 시수를 확보하여

국악교육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여 지도하여 2010년 창의․인성교

육과정(100 교육과정)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2008년부터 강사를

빙하여 소리 교육을 실시하 으며,2009년부터는 술강사를 활용한

교생 국악교육을 실시해 왔다. 한 2006년부터 재까지 운 되고 있

는 방과 후 학교 로그램인 풍물부는 4～6학년 학생 체가 참여하여

2006년부터 재까지 각종 회에서 수상하는 등 그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2기 술꽃 씨앗학교로 선정된 등학교 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의

평가보고서에 따라 성공 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D 등학교 사례를

통해 학교문화 술교육 정책이 학교변화에 어떤 향을 주는지를 기술,

분석,해석하고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D 등학교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2014년이 사업의 운 과정 4차년도(정착기)에 해당하는 2기

학교로 4년간 자료가 축 되어있으며,지역사회와의 계에서 술 로

그램의 주도 확산을 시도하는 단계로 학교의 교육목표 등 경 에 변화

가 있을 것이 측되는 단계이다.

둘째,학교내부 구성원의 실행의지가 뛰어난 학교이다.학교변화를

극 으로 주도하고 추구하는 학교로 다른 술꽃 씨앗학교에 모범 인

운 사례가 될 것이며,학교경 의 새로운 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

성이 내포되어 있다.

셋째,문화 술교육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자립 으로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교이다.외곽이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문화 술

교육기 인 음악원,도서 ,미술 ,평생교육원 등이 곳곳에 있어 트

십 구축이 수월하고,지속 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상되었다.특히

2기 학교 다른 한 학교는 거리상으로 도심과 무 멀기 때문에 술

강사 섭외가 쉽지 않으며 학생들의 체험활동도 상당히 제한된다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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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문화 술 융합인재를 키우는 술꽃 씨앗학교 운

문화예술 육  조성 문화예술 육 활성화 문화예술 육 인식제고

예술꽃 씨앗학  

여건 조성

예술꽃 프로 램 

개 ․운영

육공동체와 함 하는

 예술 육

-문화예술 육 강화 학

․학년 육과정 편성

 (예체능시수 , 문화

예술강화모형 적용)

-문화예술 육 인프라 축

 (강사 인력풀  역사회 네

트워크, 육 자재 등)

-문화예술 육 이론  

실 연수 실시

 (학부모  원 대상)

-문화예술 련 정

육과정 운영

 (문화예술 수ㆍ학습 과

정안 작성, 한 화, 서예, 

한 무용, 소 , 오카리나, 

토요예술꽃학  운영 등)

-문화예술 련 과 후 

학  프로 램 운영

 (1인1악  운영, 현악, 

정악, 대취타 등)

- 학  예술꽃 캠프 운영

-문화예술 창의적 체험

활동  봉사활동 실시

 (J 악원, 시립미술  등

의 체험학습)

- 육공동체와 어울림 

행사 개최

 (화요상설공연 람, 악

의  개최 등)

-각종 공연  표회 실시

 (J 악원 콘서트홀에서 예술제 

개최)

[D초등학  예술꽃 씨앗학  로드맵]

[표 3] D초등학  예술꽃 씨앗학  사업개요

이 있었고 그 기에 산에 한 의존도도 높았다.D 등학교가 술꽃

씨앗학교 선정 후 바로 J국악원과 MOU를 체결했다는 것에서도 학교의

극성이 돋보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학교의 토양 에 2011년 3월 술꽃 씨앗이 심겨졌다.D 등학

교의 술꽃 씨앗학교의 개 은 다음과 같다.아래는 2011년 D 등학교

보조 신청 자료 학교홈페이지 자료를 참고 발췌하 으며,실제 1차

년도부터 4차년도까지의 운 과정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확 된

로그램 내용도 있는가 하면,2014년도의 경우는 사회의 어수선한 분 기

로 인해 행사가 취소가 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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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추 내용

전통예술에 

다가서

(1차년도, 

2011년)

1. 전통문화 체험 마당 조성

2. 전통문화 인프라 축

 -1인 1 전통악 ․양악  확

 -전통문화 련 자료 수   분석

 -전통문화 련 육과정 자료, 시간확

1) 대상  간

 - 대상: D초등학  전 생

 - 간: 2011.3.1. ～ 2015.2.28. (4년간)

 2) 육목표 

가. 체험과 실 ․실습을 통해 평생 문화예술을  수 있는 역량을 신장시킨다.

나. 문화예술 육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창의력  참된 인성을 계 시킨다.

다. 문화예술 육과 련한 사 육을 경감시키는데 여한다.

라. 학부모, 역주민과 함  하는 문화예술 활동 등을 전개하여 문화예

술활동 저  확대에 힘쓴다. 

3) 육

가.  정  육과정 운영에 저해 요인이 되  않도록 하며 시간확 를 하여 운영한다.

나. 음악 과 시간  재량․특 활동 시간을 확 , 등 하는 토요일에 

 치하여 ‘예술꽃 토요학 ’를 운영한다.

다. 시간확 를 위해 과 후 시간  토요휴업일 시간 등을 활용하여 

육활동을 전개한다.

라. ‘테마 계절학 ’를 운영하여 주제가 있는 문화예술 프로 램  표

회를 갖도록 한다.

마.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표할 수 

있는 회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동아리 활동, 재능 표대회 등 다양

한 행사를 운영한다.

. 각종 대외 대회에 참여하는 회를 많이 제공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사. 분야 로 담당 사를 정하여 예술강사와 함  도에 참여하도록 하

고 행정  학생 리 원 등에 적  협조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한다.

 4) 추  절차 

  예술꽃 씨앗학  여건 조성으로 체계적인 문화예술 육 을 조성하여  

 예술꽃 프로 램을 개 ․운영함으로 문화예술 육을 활성화하고, 육공동  

 체가 함 하는 예술 육으로 역사회의 문화예술 육 인식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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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부모 연수 계획 수립  연수 추

 -전통문화 환경 축(학 홈페이 , 동아리)

3. 악 현악 합주실, 악 실 등 특 실 축

 - 악 현악 합주실, 악 실 조성

 -전통문화 련 환경 성

4. 전통문화 네트워크 축(강사, 자원인사, 대학생 멘토)

 -다현학회, J 악원 심의 강사 선정․ 도

 -학  원 공공 과의 MOU 체결

 -전통문화 련 자원인사 확 ․프로 램 운영

5. 전통문화프로 램 운영

 -등  토요일에 ‘예술꽃 토요학 ’ 운영

 -연 4회 ‘테마가 있는 계절학 ’ 운영

 - 악 현악 심의 동아리 활동 운영

 -전통문화 체험 프로 램(서예, 예절 등) 운영

 -학부모․ 사 연수 프로 램 운영

전통예술과 

친해

(2차년도, 

2012년)

1. 예술꽃 씨앗학  도 계획 완  적용

2. 가족과 함 하는 악 캠프( 생) 추

 -여름․겨울 학  2회 추

3. ․ 람 앞뜰야영에서 전통문화 체험   프로   

  램( 풀 공예, 떡메치  등) 운영

4. 재학생, 선․후  만남의 공연 추

5. D예술제: 활동성과  동아리 활동 표

전통예술과

하나되

(3차년도, 

2013년)

1. 예술꽃 씨앗학  도 계획 완  적용

2. 예술꽃 명품․거점학 로 거듭나

  -대취타, 퓨전 악

  -전통음악과 양악과의 만남

  -창  한 마당

3. 역사회와 함 하는 신명나는 우리 음악

  -‘ 악의 달인’: 악 캠프(인근학  학생 대상)

  -학부모․ 사 악단 운영  표

  -전통문화 역사가 숨쉬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운영

  -주1회 악 정 연주회 람하

4. 우리 역의 악 련 자율 탐 활동 실시

  -1인 1탐 활동 계획  운영

  - 악 련 내용을 심으로 주제를 선정한 뒤, 1년동안   

  탐 활동 행 후 표회를 통해 표하

5. D예술제, 활동성과  동아리 활동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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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00평생학습  또는 00예술의 전당 추

  -각종 언론 홍 를 통해 의 실력 여주

전통예술

완성하

(4차년도, 

2014년)

1. 매주 파트  1명씩 ‘ 악의 달인’ 선정  독주회 추

2. 악 명인들과의 협연 추

  -다현악회, 아율악회 단원들과의 협연

  - 역사회 축제 공연 참가

3. 가족과 함 하는 공연이야

  -주1회 가족과 함  악 공연 

4. 테마가 있는 가족 계절학  운영

  -전통예술을 사랑하는 속적인 마음과 실천의 를 갖게   

  하고자 가족과 함 하는 프로 램 운영

분 성과목표 추 향

최종성과목표

(2011~2014)

창의성과 인성을 키우는 

문화예술 육과정 안정화

-문화예술 심 육과정 수립․운영

-문화예술 수․학습과정안 개 ․적용

- 과 육연 회 조   운영

-문화예술 육 련 창의적 체험활동 실시

역사회의 문화예술 육 

인식 제고

- 육공동체와 함 하는 다양한 프로

램 운영

-문화예술 육 련 다양한 홍  실시

-문화예술 련 봉사활동 실시

예술꽃 씨앗학  

거점․리더학

-J 악원과의 속적인 업무협약 체결

-전 역 학생․학부모․ 사 대상 문화예

술 육

5) 성과 목표

  장  성과목표를 정하고, 해당년도의 단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행하였다.

 6) 일 화 계획

  -문화예술 육 육과정 운영 → 문화예술 육 육과정 모델 제시  일 화

  -문화예술 육 프로 램  수ㆍ학습 과정안 작성 → 전  시ㆍ도 

  - 역 악원과의 연계 활동 → 역유 과의 연계  예술꽃 리더학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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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연구 참여자

연구자가 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에서 작성한 술꽃 씨앗학교 지원사

업 연차 보고서에 따라 선정한 몇 학교는 성과 면에서 우수하게 평가받

고 있는 곳이었다.그러나 섭외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모

신청을 한 학교장의 근으로 인해 새로운 학교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 이 사업에 해 명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업 담당 교사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지 1년이 채 안되었고,기존 교사가 다른 학교로 근

을 갔다는 것,행사가 많은 2학기 바쁜 학교업무로 개인 연구 목 으로

는 조가 어렵다는 이었다.

마지막 후보학교 던 D 등학교는 담당교사(A교사)가 흔쾌히 조해

주었다.담당교사는 술꽃 씨앗학교를 성공 으로 운 하고 있다는 자

부심과 함께 연구에 필요한 학교자료 제공,면담자 섭외 등에 극 으

로 도움을 주었다.이 학교 역시 공모신청 시 있었던 학교장이 8월 경

근을 갔고,사업 담당 교사도 2013년에 오게 되어 술꽃 씨앗학교 업

무를 맡은 경력이 1년 정도 되었음에도 이러한 제약조건에 상 없이 연

구에 임해주었다. 화통화 상으로 담당 교사에게 술꽃 씨앗학교 운

일정을 확인하여 면담 날짜를 정할 수 있었다.

2014년 11월 D 등학교 변화와 련된 학교장,교사,학부모, 술

강사를 상 로 면담을 실시하 다.J국악원을 방문하여 D 등학교에서

국악기를 가르치는 술강사 3명을 면담하 으며,이후 D 등학교를 방

문하여 재 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교사와 업무를 담당

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업 시작 후 4년 체 기간 동안 참여하 던 교사

(B교사)를 면담하 다.면담 상자인 학부모는 D 등학교의 술꽃 씨

앗 로그램에 심을 가지고 극 으로 참여하고 있는 1명을 담당교사

를 통해 섭외하 다.1차 면담 후, 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의 시작에

학교장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 J 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

면담을 진행했다.

이 연구에 참여한 면담 상자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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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성 세부내용

학 장 남
2010년 9월~2014년 8월 공모 장으로 부임

(현재 J초등학  학 장)

사
A 사 여 1학년 학 담임, 연 부장, 예술꽃 씨앗학  담당

B 사 여 5학년 학 담임, 4년 운영 간 동안 참여

학부모 여
D초등학  5학년 1명, D초등학  졸업생 1명

(현재 학  1학년)을 둔 학부모

예술

강사

C예술강사 남 J 악원 소속 코디네이터, 현악 합주 도

D예술강사 여 J 악원 소속 과 후 학  거문고 강사

E예술강사 남 J 악원 소속 과 후 학  대 (  악부) 강사

[표 4] 면담 대상자의 특성

4.연구의 의의 한계

학교문화 술교육 정책은 ‘문화 술교육’을 다루고 있으며 이에 한

필요성 효과는 유 기 에서 지속 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학교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도 정책 집행 단계별(투입-과정-산

출결과)로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부분 상학교의 설문자료이며,면담

을 함께 진행하 다 하더라도 단 학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세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문화 술교육의 효과를 양 수치로 나타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

책 시행 후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참여도 조사가 주를 이루었고,음

악,미술과 같은 특정 술교육 로그램의 연구도 시행되었으나 사업

반이 미친 학교변화에 한 면 한 분석 연구가 었다.

이에 연구자는 문화 술교육 정책 시행학교,즉 특정 정책의 목 달

성을 해 선정된 목 사업학교인 술꽃 씨앗학교 사례 연구를 통하여

하나의 학교가 어떤 변화를 거쳤으며,어떤 성장통이 있었는지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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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과정,학교 구성원 학교의 변화,학교가 지역사회에 미친 향으

로 나 어 단계 으로 살펴보았다.

단,이 연구는 하나의 특정 사례로 학교를 선정하 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한 지역사회 주민 면담은 연구 상으

로 선정한 술꽃 씨앗학교의 지역 특성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했음을

밝히는 바이다.그러나 행복 교육,좋은 학교를 해 이루어지는 정책이

라면 학교를 심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 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

인 학교장,교사,학부모 면담에 을 두었으며 학생의 변화도 이들의

면담을 통해 분석하 다. 술강사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부로 보았으

며,면담을 통해 지역 문화 술교육 기 과 학교와의 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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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선행 문헌 분석

1.학교문화 술교육 정책의 확산

미국 교육부 장 이었던 리처드 릴리(RichardRiley)는 1993년 2월 23

일에 발표한 ‘21세기를 한 교육개 에 있어 술의 역할’이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 다(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2009).

모든 아동들을 한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한 노력을 함에 있어,

술이 요한 부분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술은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특

별한 것이고,창조 개인으로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것과 의사소통 하

게하는 매개체이다. 술은 우리 문화유산과 다른 문화의 유산을 이해하

는,가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 술은 창조 문제해결능력,상상,

세부 사항에 한 자기수양과 집 력을 계발하게 함으로써 우리 국가

의 경제 경쟁력을 높인다.

오늘날에는 술교육이 학생들과 사회 양자에 유익을 가져온다는 것이

하나의 보편 이해가 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문화 술교육(Culture

& arteducation)1)이란 명칭으로 통용되지만 타 국가에서는 주로 ‘술

교육’으로 통칭된다.이 에는 ‘지식교육 기반’이 반 인 교육의 핵심

인 방법이었다면 21세기는 ‘문화’,‘술’이 화두가 되면서 교육의 핵심으

로 부상하고 있다.문화 술교육은 최근 지식문화시 에 요구되는 창

의력,상상력,통합과 융합 사고력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교육으로,국가사회와 개인의 상호발 을 한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홍성만 외,2012).

1)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술교육은 통 으로 음악,미술 등 각 장르별 실기교

육을 지칭하는 것으로 소하게 이해되었다.문화 술교육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

지 측면에서 근거가 불분명한 용어이다. 술교육 는 문화교육이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만 문화 술교육이라는 용어는 흔히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에서는 술보다는 문화 술이라는 용어를 일반 으로 사용하고 있

기 때문에 이러한 용례가 나타났다(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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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우리나라는 ‘세계문화 술교육 회’를 유네스코와 함께 서

울에서 유치했다.문화 술교육이 세계 으로 심을 받고 있다는 증

거 으며 우리나라 한 이러한 기류에 합류한 것이었다.이후 이러한

국제 인 움직임에 발맞추어 문화 술교육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문화 술교육 정책은 문화부의 문화 술 문가 심의 정책과 교육부

의 상 학교 입시 심의 교육정책으로는 문화 술 반에 한 활성화

를 기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 다.문화국민으로서의

술 향유력 제고와 인교육을 통한 창의 역량 강화를 해서는 술

역과 교육 역이 독립 으로 근하기보다는 상호 긴 한 력 체계

를 구축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다.

창의 사고 기법 분야의 가인 에드워 드 보노(EdwarddeBono)는

'창의력은 신비한 능력이나 선천 으로 주어지는 재능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 개발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한다.문화 술교육은 직 체험을

통해 감각기능을 발달시키고 문제의식 사고의 융통성을 향상시킴으로

써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데 도움을 다.실제 국의 창의성 육

성 로그램인 ‘창의 트 십(CreativePartnership)’연구결과에 의하

면 문화 · 술 경험은 자신감,의사소통 능력과 동기 부여를 높이는

데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14.2.12.인터넷 신문기사).

지식 주의 교육내용과 입시 주의 교육 체제를 보완하면서 인교

육이라고 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교육 역에 문화 술

역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문화 술교육’에 한 정책 심을 이

끌어 냈다.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술교육은 통 으로 음악,미술

등 각 장르별 실기교육을 지칭하는 것으로 소하게 이해된 것이 사실이

다.상 학교 진학을 한 지식교육,입시교육 주의 공교육 안에서 학

생들의 창의력이나 감수성을 향상하는 교육이 소외되었었다.

재는 문화 술교육이 인류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발 의

척도로서 창조 핵심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려는 정책이 활

발히 개되고 있다(태진미,2010).문화 술교육 정책은 개개인 모두에게

창의성과 문화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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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문화 술의 수요기반을 확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의 학교 교육이 단순한 지식 달 수단으로 락하 다는 비 이 확산되

면서 학생이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인간의 인 성장을 꿈꾸게 하

는 학교문화 술교육의 필요성이 국민의 정책 공감 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이러한 공감 의 확산으로 문화 술교육 정책의 요성은 더욱

두각을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정헌수,2014).

문화 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문화 삶의 질과 국가의

문화 역량 향상을 강조하고자 2005년 12월 29일 「문화 술교육지원법」2)

이 제정되어 제도 기반이 마련되었다.문화 술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모든 국민이 문화 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한 교육을 지향 한다’는

과 ‘모든 국민은 나이,성별,장애,사회 신분,경제 여건,신체 조

건,거주지역 등에 계없이 자신의 심과 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

술을 체계 으로 학습하고,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

는다’는 을 명시하 다.이 법에 의해 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

고,지역문화 술교육지원센터가 지정 운 되면서 구체 인 문화 술

교육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거창문화 술교육지원센터,2008).

정부는 법제정을 통해 문화 술교육의 개념과 범 를 구체화하고,학교

문화 술교육 사업,사회문화 술교육 사업,교원연수 등 다양한 문화

술교육사업을 극 으로 진행하고 있다(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2006).

2)‘문화 술교육’이라 함은 「문화 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 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문화재보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

며,‘학교문화 술교육’은 「 · 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문화 술교육을 말하고 있다.「문화 술진흥법」제2

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문화

술”이란 문학,미술(응용미술 포함),음악,무용,연극, 화,연 ,국악,사진,건

축,어문 출 을 말한다.따라서 문화 술교육지원법에 의한 문화 술교육을

살펴보면,‘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 화,연 ,국악,사진,어문 출 등

을 공연, 시 등의 활용을 통해 학교교육과정 반에서 일어나는 문화 술교육’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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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영역 사업

학 문화예술 육 사업
-예술강사 원사업

-예술꽃 씨앗학  원사업

사회문화예술 육 사업

- 시설 예술강사 원사업

- /특수분야 문화예술 육 원사업

- 역 문화예술 육 활성화 원사업

-시민 문화예술 육 원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

문화예술 육 조성 -연 개 , 인력양성, 대외협력, 제 류

[표 5] 문화예술 육 정책 사업 성격에 따른 분류(정헌수, 2014)

학교문화 술 사업은 술강사 지원 사업, 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등으로 다양하고 지속 인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이러한 문화 술교육에

한 지원은 직 으로 수혜를 받는 학생은 물론,교사,학부모,지역 주

민 등으로부터 정 반응을 얻고 있다(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2008).

이 연구에 을 주는 학교문화 술교육 사업은 · 등학생들의 문

화 술 향유 능력을 강화하기 한 표 사업이다(박소연 외,2011).

한 문화 술에서 소외된 지역의 경우는 학교가 지역주민을 한 문화

술센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학교 장을 심으로 한 문화 술

교육은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진다.학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화 술교

육을 하기에 가장 효율 인 장소이며,조기에 문화 술을 할 수 있도

록 해주는 장소인 것이다(한지혜,2006).

사업시행 이후 문화와 술에 한 교육 심은 일반 시민을 비롯해

학부모,학생들에게 상보다도 높게 조사되었다.입시교육의 한계 속에

서 문화 술교육을 통한 감성 성장을 한 감성교육,체험교육의 높은

욕구와 생애주기교육으로서의 가치에 한 정서 공감 의 필요성이 두

각을 나타낸 것이다.이후 문화 술교육의 확장은 특기 성,재량학습,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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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활동,동아리 활동 등으로 학교교육과정과 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

시한 7차 교육과정 실행을 통해 가능할 수 있었다.7차 교육과정을 통해

교과목 선택의 자율성을 높이려 했으나 다시 입시 실 속에서 학생들

의 인성교육에 필요한 기 과목들은 외면당하게 되었다(정헌수,2014).

2003년 이후 문화 부( 문화체육 부)에서는 학교에서의 문화

술교육 활성화를 한 정책을 교육인 자원부( 교육부)와 력하여 본

격 으로 추진하기 시작하 다.이 정책에서 을 둔 것은 술가,

술단체,지역문화기 등 다양한 문화 술 자원이 학교에서의 음악,미

술,체육(무용)등 련 교과교육과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 교육과정 운

에 효과 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이러한 취지로 문화

부와 교육인 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표 인 사업이 ‘술강사

지원사업’과 재는 종료된 ‘지역사회 연계 학교 문화 술교육 시범사업’

이다.이 술강사 지원사업은 문 인 훈련과 경험을 쌓아온 술

강사가 ․ 등학교에 투입되어 문화 술교육 련 교과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지도하는 교사를 지원하는 형식이어서 학교문화 술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기여하 지만, 변을 확 하기 한 다양한 형태의

지역 문화 술로의 발 에는 한계를 보 다.

지역사회 연계 학교문화 술교육 시범사업은 바로 이러한 술강사 지

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지 에서 출발하 으며,학교를 포함한 지역

사회 문화 술교육 활성화를 해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 술 자

원을 극 으로 활용하여 보다 다양하고 지역별로 특성화된 문화 술교

육으로 발 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한 것이다.즉, 술강사 지원사업의

활용은 물론 지역별로 건립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지역의 술인이나 술단체 등이 지역사회의 학교와 체계 인 연계를

맺고 지속 으로 교육 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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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목 사업학교 정책 의의와 평가의 한계

정책이란 개인 혹은 민간부문에 그냥 맡겨 놓았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정부가 어떤 수 과 범 로 개

입할 것인가에 해 결정한 공식 기본방침이다(신 석·안선회,2012).

를 들면,과외 등 사교육비를 얼마나 지출할 것인지의 문제는 기본 으로

개인의 단에 달려있는 문제이지만 그 부작용이 무 심각해서 사회 으

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해 학본고사 폐

지,학원수업시간 규제 등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가 그것이다.

교육정책기능의 특수성은 기본 으로 교육정책의 존립기반이 되는 교육

활동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러한 견해를 참고하여

교육정책의 특수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교육활동은 목표와 성과가 그 특성상 장기 이고 계량 으로 측

정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진다.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교육정책

을 수립하거나 평가할 때 에 보이는 단기 성과만을 염두에 둔다면,

드러나지 않았으나 요한 것,장기 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여

러 가지 문제들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

둘째,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성격이 다른 분야와는 매우 다

르다.교육활동의 가장 핵심 주체인 교원들은 문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이에 따라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은 이들이 자율 으로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아울러 다른

교육활동의 주체인 학생은 미성숙한 상태에서 좀 더 성숙한 상태로의 발

가능성을 가지며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하는 특수집단이다.그

기 때문에 행동에 따른 그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하는 일반 성인을 상

으로 하는 타 분야의 정책과는 다른 근이 요청된다.

셋째,학교조직은 일반 행정기 과는 다르다.공통의 교육목 을 달성

하기 해 상호 연 되어 있으면서도 느슨하게 결합되어 독자 인 자율

성이 보장되어있는 조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정책의

다른 특수성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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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육정책의 특수성 속에서 정부가 특별한 목 을 실 하기

해 선정한 일부 학교를 상으로 특별 시책과 련된 학교 운 을 장려

하고 이를 한 특별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목 사업’이라고 한다.시

책별로 지원할 학교를 선정하여 단 학교에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

하도록 권장하면서 ‘특수목 사업지원비’명목으로 산을 지원한다(이수

정,2014).다양한 정책 목 을 표방하고 있지만 주요한 공통 은 ‘단

학교에 교육과정 재정 운용의 자유성을 부여하여 학교의 자율 이고

특징 인 학교경 을 유도하고,궁극 으로 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도모’

한다는 것이다(이수정,2009).

단 학교 재정지원은 총액 형태로 사업 산을 배분하여 사업목 의 범

내에서 최 한 학교에서 자율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다.일반 으로 재정지원 사업 운 학교는 시설 확충 기자재 정비를

통한 교수학습 환경을 개선,수 별 이동수업,방과 후 로그램 등의 특

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 하여 궁극 으로 공교육 내실화와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유도할 것으로 기 된다(김지하,2011).

그러나 목 사업학교에는 일반학교보다 상당히 많은 추가 재정이 지원

되기 때문에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시 하다. 산의 규모와

정책 수단으로서의 요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 리 지원을 한 센터

가 운 된다.센터에서는 사업 리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주기별로

사업을 평가하여 집행과정을 검한다. 한 사업수행의 개선을 한 컨

설 도 진행한다.이후 사업목 과 내용,사업비 집행 황,사업 운

실태 등을 악하여 재정지원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게 된다.

목 사업학교 정책은 일부 학교에 한 특별 재정 혜택 부여로 인해

‘형평성’의 문제를 안고 있을뿐더러 ‘산 비 효율성’의 문제도 안고 있

어 사업효과에 한 면 한 분석을 시도하며 만족도,참여도를 기본 바

탕으로 하여 다양한 변수투입,사업학교와 사업의 상이 아닌 일반학교

를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와 같은 교육정책 사업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학교교육 장에 해

교사들이 인식하는 바를 연구한 최성 (2013)은 한국의 교육정책이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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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의의 향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신자유주의는 그동안 시장이 존재

하지 않던 토지,물,교육,보건의료,사회보장 는 환경공해 등의 역

을 국가를 통해 시장화 하 다(Harvey,2007).교육의 시장화는 교사와

학교를 개 의 상으로 간주한다.

미래 사회를 책임질 기술과 능력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인재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학교를 ‘비효율 인 조직’으로 단하고,학교가 효율성을

갖추기 해서 교육 소비자의 권한과 선택을 강화하며 교사와 정부는 교

육 소비자의 요구에 즉시 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 시장화의 핵

심이라고 말한다(마미화,2006).

Apple(2003)은 정부에 의한 학교,교사의 수행결과 공개,수행성과의

표 화된 지표 개발,교육결과물에 따른 감시,교육 결과물의 공개가 학

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한 조치로 학교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 고,

학교교육의 결과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수치로 제시되는 등 교육이 일종

의 상품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측정하거나 가시 으로 형태로 표 하기 힘든 학교교육의 질

내용보다는 수치화 할 수 있는 양 규모와 교육활동의 외 을 시하는

풍조가 생겼다.학부모들은 학교교육을 매 순간 들여다보는 일회 인 행

사에 참여하거나 홍보물을 통해 학교를 평가한다.학교에 행사를 비롯한

각종 로젝트가 수행되는 것도 계량화된 수치와 활동물을 통해 학교 홍

보물로 구성하기에 합하기 때문이다.그 기 때문에 학교는 학교홍보

와 행사에 더 많은 심을 갖게 되었고,교육 시장화에 따른 학교는 ‘홍

보’를 매우 요한 요소로 간주한다(Whitty,2000).

그러나 오히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Hargreaves와 Fullan은 학교 개

의 역사를 통해 지속 인 개 의 실패의 원인으로 하향식의 제

근(autocracy),데이터에만 의존하는 기술 지배(technocracy),평가 결과

의 향상에만 지나치게 매진하는 흥분(path ofeffervescence)을 든다

(Hargreaves& Shirley,2009).즉 기존의 학교 개 근이 교사를 무시

하고,교육의 성격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있음을 지 한 것이다

(Fullan& Hargreaves,1996).



-26-

3.정책집행과정에서 본 학교변화 연구

가.학교변화를 바라보는

변화(change)는 미국의 최근 교육개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

며, 부분의 교육계에서의 변화는 정 인 방향으로의 발 을 제로

한다(김정 ,2011).학교변화는 기존의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

어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 범 가 매우 다양하다.‘무엇을 학교의 변

화된 상태로 볼 것인가’,‘학교변화의 궁극 인 목 이나 결과가 무엇인

가?’에 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진동섭 외,2014).

학교변화를 다룬 선행연구들에 따르면(이재훈,2005;박상완,2009;김

성천,2009;진동섭 외,2014)학교의 정의 ․인성 변화,구성원들의

가치,문화의 변화 뿐 아니라 학교구조의 변화,교수 학습의 변화,교육

과정,학 운 ,학교경 등 학교변화를 특정 역으로 범주화하기란 쉽

지 않다.이는 학교를 바라보는 이 다양한데서 오는 결과일 수 있다.

국내의 학교에 한 연구에 따르면 학교 조직 구조는 문 료제3)

(윤정일 외,2010;주삼환 외,2009;진동섭 외,2006),느슨한 결합체제4)

(윤정일 외,2010;주삼환 외,2009;진동섭 외,2006),조직화된 무정부5)

(박병량·주철안,2010;윤정일 외,2008)의 3가지 특성이 동시에 나타난

3)학교는 계층 규칙․ 차가 강조되는 료 특성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용되는 문 특성이 공존하는 조직이다.학교 조직의 외 모습은 료제의

성격을 지니지만,내 구조와 운 원리는 문 조직의 성격을 지닌다(강경석

외,1998). 료제와 문직제의 혼합 조직 형태로 설명하는 것이 ‘문 료제’

이다.학교는 구성원인 교사가 고도의 교육을 받은 문가라는 에서 문 특

성을 가지고 있다(진동섭 외,2014).

4)느슨하게 결합된 체제는 서로 분리․독립되어 있는 안정된 하부 단 들의 연결체

를 뜻한다(Weick,1976). 로 단 학교의 상담실과 학교장의 계는 서로 연결

되어 있기는 하되,상호 간의 향력이 제한 이라는 것이다(진동섭 외,2014).

5)학교조직의 목 은 구체 이지 못하며,분명하지 않다.학교조직의 목 은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며 자주 바 기도 한다.교사,행정가,장학 요원들

이 사용하는 기술이 명확하지 못하다.참여자들의 학교 조직에의 참여가 유동

이며,참여자들이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의 양도 다양하다(진동섭 외,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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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1] 학 에 대한 사회체제 모형(Hoy & Miskel, 2008; 성태제 외, 2014)

다.이는 학교조직의 복잡성에서 기인된 정의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개인과 조직을 각각 분리하던 에서 나아가 학교를 환경

의 향과 피드백을 포함하는 개방체제로 바라보는 이론이 부각되고 있

다(Hoy& Miskel,2008;Scott,2003).

이는 학교를 종합 이고 체계 으로 악하려고 시도하 으며,학교에

서 이루어지는 교육행정의 실제를 분석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개방체제론의 에서 학교는 주어진 환경의 향을 받는 가운데 각종

투입이 이루어지고,구조 ,개인 ,문화 ,정치 인 하 체제를 통해

환과정이 있게 되며,그 결과로 다양한 유형의 산출이 발생된다.여기

서 하 체제는 개인 동기유발(individualsmotivation),문화와 풍토

(cultureandclimate),그리고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한 학교에서의 권력

과 정치 문제(powerandpolitics)등이다.그리고 이들 하 체제의 기

에는 교수-학습이라는 교육 본연의 활동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이

교육조직과 다른 조직의 차이를 가지고 온다고 보고 있다(Hoy &

Miskel,2008;성태제 외,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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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에서는 정책집행 후 사업학교의 정책 효과성,성과를 학교체

제모형을 사용하여 평가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윤혜정 외(2008)는 개방형 자율학교 운 으로 인한 학교의 각종 변화

내용을 분석할 때 Hoy& Miskel의 효과성 지표6)를 용하여 투입변화,

과정변화,산출변화로 구성된 분석틀을 구안하 고,분석틀에 의거하여

찰,면담,문서자료 등을 이용하여 시범학교 한 곳을 연구하 다.개방

형 자율학교 운 실제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희소하며,이를 살펴 으로

일반계 고등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한계 을 극복하고 보다 교육의 본질

에 충실한 학교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박선한 외(2013)역시 고교다양화와 서울시 고교 선택제 시행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 체제 변화를 알아보기 해 Hoy& Miskel의 학교체제모

형을 수정하여 개발한 학교체제 변화를 분석하고,정책개선을 한 시사

을 도출하 다.정책 환경의 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

울시 일반고를 지정하여 문헌연구를 심으로 하되,면 을 통해 보완한

연구로 투입 산출이 부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학교변화 연구의 방향

국내 연구들은 주로 교육 개 정책 는 교육행정 체제 제도 개선

을 통한 교육개 에 을 맞추며,소수의 연구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개 상,즉 변화에 심을 갖는다.학교를 개 하기 한 구성원과 학

교,교실 단 에 심을 가진 연구들은 학교의 조직 구조와 경 방식의

변화,학교 구성원들의 변화에 을 맞춘 연구(김명한·박종렬,1997;

노종희,1996;오은경,1996)와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연구

6)투입지표는 학교가 확보한 자원과 능력이며,과정지표는 투입을 산출로 환시키

는 내부과정에 련된 것이다.과정 기 에 인 간 풍토의 건강,학생과 교사

들의 동기 수 ,교사와 행정가의 리더십,수업의 질 등과 같은 질-통제 차가

포함된다.산출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는 학업성취,직무만족,교사와 학생들의 태

도,학교의 효과성에 한 사회의 인식 등이다(유혜정 외,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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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환·최외출,1996),개 정책에 한 장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김

진,2006)가 있다.보다 직 으로 구성원,학교단 의 변화에 심을

가진 연구로는 교원의 시각으로 탐색한 연구(신재 ,2005)와 학교의 개

과정과 변화에 심을 가진 연구(박상완,2009)가 있다.그러나 부

분의 연구가 장 수 의 교육개 을 강조함에도 구체 으로 학교 장

을 연구한 사례는 많지 않다.

로부터의 개 이 아닌 아래로 부터의 개 (Elmore,2003)의 필요성

이 강조됨에도 여 히 정책과 제도 변화 등 거시 틀의 변화를 통해 학

교개 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이 일반 흐름이다.교육개 은 정책,

지역사회,학교 구성원들의 계 속에서 일어나며,어떤 형태로 개 을

유도하던 간에 교육개 의 최종 성과는 ‘학교단 ’에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단 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크게 주

목하지 않은 것이다(김정 ,2011).

학교는 ‘교육조직’이기 때문에 정책 시행의 궁극 목표는 학교의 교육

력7),자생 활력8),자율역량(Autonomycapacity)9)향상 등이 될 것이

다.그러나 학교마다 처한 환경과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주체가 된 정책은 학교 장의 목소리를 반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규제와 여로 인해 학교의 정 변화를 더디게 하고 있다.

7)교육력이란 미래사회에 극 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 ․창의 인재에게 요

청되는 핵심역량을 길러 수 있는 학교교육(체제)의 힘을 의미한다.이를테면

교육력을 학생들의 지성,덕성,인성,감성 과제수행능력 등을 길러주는 학교

교육의 힘(김성열,2004)인 동시에 교육여건,교육의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춘 학

교교육의 힘(김흥원,2000;김 화,2008)로 볼 수 있다.학교교육을 통해 갖추어

지는 총체 역량을 함축하는 개념으로서 개인의 역량(ability)과 개인의 역량을

길러주는 제도 역량(capacity)을 함께 포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정 수

외,2010).

8)활력에는 자생 활력과 외생 활력이 있을 수 있는데, 자는 조직 스스로 만

들어낸 것이고,후자는 조직 외부의 도움으로 생기는 것이다(진동섭,2007).

9)자율역량이란 통제의 논리가 아닌 신뢰의 논리에 의해서 학교교육에 향을 미치

는 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지역사회,학생 등이 직 으로 교육행 를 하도

록 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학교에 부여된 자율권을 바탕으로 학교경 의

핵심 역인 7가지 역,즉 교육과정 교수 리,학생 교직원 인사 리,학

교와 지역사회의 계,직원 능력 개발,행정·재정·시설 리,학교와 교원의 질

리,학교정보 리 등에 한 의사결정을 하며,자율 으로 운 통제하고,그

결과에 한 책무성을 확보한다(정 수·정일환,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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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변화에 하여 선행 연구들이 주목하는 것 정책 용에 따른

학교변화 양상을 살펴보면,외부 정책에 의한 학교의 변화(Berneds,et

al.,2001;Borman,etal.,2003;Desimone,2002),학생의 변화(Holcomb,

2008), 는 교수학습 측면의 변화(Widden,1994)등 조 씩 다르지만 일

된 것은 학업성취도와 직 련이 있는 것이며,이는 정책에 의한 학

교변화에 심을 둔 연구자들의 주요 심사가 정책 집행과 정책 효과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정 ,2011).

부분의 정책 연구자들은 정책의 성과에 의미를 부여하지만,학교 구

성원들은 주로 학교 장에서의 실행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학교 구성원

에게 있어 사업을 통한 학교변화는 주 의미와 객 실 모두 의

미가 있는 것이다(Fullan,2003).그러나 주 체험에는 의미를 부여하

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며(신재 ,2005),Shields& Oberg(1999)는 학

교조직 변화,사회풍토,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변화와 같은 구성원의 체

험과 변화도 학업성취도 향상을 한 ‘매개변인’정도로만 취 되기도 한

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 구성원들이 만들어내는 변화 역량이 정책의 성공 정착에 향

을 미친다는 사실과 함께(Bascia,1996;Elmore,2003;Geijsel,VanDen

Berg,& Sleegers,1999)Smith(2008)는 특히 ‘인간의 역동성(human

dynamicsofchange)’에 을 맞춘 사례 연구를 통해 학교장의 요성

과 학교 구성원의 사회구조(socialstructure)를 바꾸는 것의 요성을 강

조했으며, 등학교의 변화사례를 연구한 Wideen(1994)도 새로 부임한

학교장과 교직원들이 학교를 개 해 가는 과정을 탐색하 다. 한

Hargreaves& Shirley(2009)는 진정한 교육력 향상,교육개 을 해서

는 학생을 개 의 상으로 삼기보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마음을 이

끌어 내기 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단 학교 자율역량(School-levelautonomycapacity)이 부각된 이유도

단 학교가 외부 인 힘에 의하여 일일이 간섭과 통제를 받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단 학교 교육활동을 효과 ,교육 으로 개하여 나가는

데 필요한 규범과 규칙을 스스로 선택하고,결정하여 이를 실천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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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통제해 나가기 함이다(이인회·이혜정,2012).분명 정책은 학교변화

에 향을 미친다.그러나 그 수 이 학교의 처 략에 따라 다르며,

각 학교가 처한 여건과 개 에 한 경험의 정도와 역량에 따라 달라진

다(Datnow,2005). 한 외부의 개 모형과 로그램이 학교 내부에 어

떻게 채택되고 개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책을 채택하는

과정에 심을 가져야 한다(Datnow,2000).

사실 교육 로그램 개선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지닌 정책도 교육에

한 개념 변화,교사와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등 다양한 변화와 함께

복합 으로 일어난다(Wideen,2000).학교변화 과정에서의 보다 넓은 시

각의 탐색과 의미 찾기가 필요한 것이다.학교 구성원들에게 있어 학교

변화는 삶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수업,학생,교육에 한 인식체계들이 바 는 경험이며 이들의 인식변화

로 학교의 조직 특성,문화가 바 게 된다(김정 ,2011).

학교변화에 한 최근 연구 경향을 볼 때,성공 인 학교변화를 해

서는 정부 주도의 개 로그램 시행,제도 정책 변화 뿐 아니라 단

학교 수 에서 변화를 실행하는 과정이 시되어야 한다는 에 인식

을 같이 하고 있다.학교변화의 주체로서 학교장과 교사를 심축으로

두고 학부모,정부 행정가 지역사회 등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자생

인(self-initiated)변화를 일으키고 외부의 변화 요구와 압력을 수용하고,

변화를 진시키며,새로운 모습으로 학교를 발 시켜 나가는지에 해

서 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진동섭 외,2014).

4.문화 술교육 도입에 따른 학교변화 해외사례

국의 스퇴르 유치원과 트 십을 맺고 있는 A(화가,조각가)는 빛

과 함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다.학교 복도에 기다란

이 있고,그 에 버튼을 달았다.버튼을 르면 에 불이 들어오면서

이야기가 흘러나온다.감각의 정원도 있다.아이들이 직 보고,느끼고,

만지는 곳으로 한쪽 벽에는 A가 토로 작업한 작품이 있는데,A의 지도

를 받은 교직원들이 직 만든 것도 있다.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상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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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토 작품을 보고,만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든다.그것을 ‘스토리

텔링 교육’이라고 한다.아이들에게 가능한 많은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며,A는 교직원들과 공동 작업을 통해 로젝트를 진행한다. 스

퇴르 유치원의 교장은 A의 아이디어가 학교를 바꿨다고 말한다.새로운

사람과의 작업이라는 흥분되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한층 창의 으로 일

하려는 심이 교직원들에게 생겼다고 한다. 술가들이 교사를,학생을

나아가 학교 체를 변화시킨다고 한다.(EBS세계의 교육 장,2010.11.

10.방송 [ 국 편]서울 G20정상회의 특집)

국 메이든헤드의 뉴스랜드 여학교는 1,129명의 학생 34%가 아시

아,인도 출신 이민 자녀들이다. 어에 미숙한 아이들도 많다.창의

트 십을 통해 시인과 사진작가가 학교에서 쓰기와 사진 기를 가르

쳤고,이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인종과 환경에 한 열등감으로 벗어났

다.결석률이 에 띄게 었으며, 학입학자격을 얻게 되는 등졸업자

격시험 통과비율도 30%에서 50%로 올랐다.틀에 박힌 방식에서 벗어난

수업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까지 향상시킨 것이다.(한국문화 술교육진

흥원,2010b)

국의 ‘창의 트 십(CreativePartnership,이하 CP)’은 창의문화교

육진흥원인 CCE(Creativity,CultureandEducation)가 실시한 주요 로그

램 하나로 미국의 교육학자 캔 로빈슨의 제안을 2002년 국정부가 받

아드리면서 시작된 것이다.‘학교가 창의력을 죽인다(Schoolkillcreativity)’

라는 강의로도 유명한 로빈슨은 학교에 건축가,과학자,음악가,디자이

등 각 분야의 문가를 불러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종의 산학 교육 로그

램을 제안했다(정 주,2012).

CP의 기본 이념은 UNESCO의 21세기를 향한 교육의 책무에서 발

표된 교육의 정의에 한 합의에서 출발한다.교육을 ‘알기 한 학습,

행하기 한 학습,더불어 살기 한 학습,존재하기 한 학습’으로 네

가지 역에 기 해서 결론지은 이 이념을 국 정부는 ‘알기 한 학습’

을 ‘지식의 습득’으로,‘행하기 한 학습’을 ‘테크니컬한 기술의 개발’이

라고 주장하며,그동안 국에서 이 진 형식 인 교육을 반성하 다

(CCE,2012).지식과 기술을 한 학습은 도덕 ,인성 측면을 계발하

는 교육과 항시 립하고 있어 존재를 한 교육,그리고 더불어 살기

한 교육은 제 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이러한 반성 성찰 결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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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각 학교와 문가,학생들이 함께 참여를 연계해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계발하여 학업 성취동기와 열정을 불러일으키고자

CP 로그램 실행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이 로그램은 학생들로 하여 성취동기와 의욕을 불어 일으키고,교

사들로 하여 창의 실천가들과 함께 일하면서 자신의 교수기술을 향

상시키도록 하며,학교장으로 하여 자신 스스로 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도록 하고,교육과정의 모든 측면에서 창의 인 근으로 교

수법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것으로 시작된다(임경은,2010).

CP는 지역이 아닌 국 내 잉 랜드 지역 경제 ,문화 으로 낙

후된 곳,특히 가장 소외된 계층으로 간주되는 실업을 한 백인 노동자계층

에 을 맞추었다.이 로그램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문화 술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창의성학교(SchoolsofCreativity),개 학교(ChangeSchools),

탐구학교(InquirySchools)로 크게 3가지 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창의성학교(SchoolsofCreativity)는 학교의 요구에 합한 창의

문가를 고용하여 정책의 큰 틀 안에서 학교에 한 범 한 지식,스킬,

경험을 갖고 있는 교육 컨설턴트가 참여하는 것이다.지역 혹은 국가 수

의 네트워크를 통해 우수 선정학교의 신 이고 창의 인 로그램을

개발하고,실행한다.이 로그램의 목표는 학교가 창조 실천 학교가 될

뿐 아니라 다른 학교도 변화하도록 하고,창조,문화,교육이라는 명제를

갖고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방식 변화에 주도 역할을 수행한다.

개 학교(ChangeSchools) 로그램은 교사-학생-학교의 문화가 근본

으로 창의 인 문제 해결 방식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서 출발하는데,창의 인 트 와 학교간의 계를 통해 문제가 있는

지역의 학교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창의 트 들은 과학자,건

축가,디자이 ,엔지니어,마 문가,요리사,정원사, 술가 등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문가들로 구성되며 이들과의 력을 통해 학습방

법을 개발하며 학교를 창의 인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탐구학교(Inquiryschools) 로그램은 각 학교의 요청에 따라 1년 이

상의 장기 인 로그램이 계획되는 로그램으로서 참여 트 들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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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학교에서의 배움과 교육을 보다 창의 으로 변화시켜 나간다.특히

지역사회의 창의 트 와 근처 학교들과의 연계로 이루어지는데,창

의 트 들은 각 지역의 문화기 을 거 으로 구성되거나 따로 지역

거 창의 트 센터를 설립하여 이루어진다.

국의 시장 조사 회 BMRB(BritishMarketResearchBureau)는

로그램 참여결과 학생의 자존감,의사소통기술,동기부여,즐거움,학습능

력이 증가하고 행동 개선이 이루어졌으며,교사들 역시 창의 근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학

업 수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로그램을 실시한 학교가 미실

시한 학교보다 개선효과가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BMRB,2006).2002

년부터 2011년까지 9년 동안 5천여개 학교와 100만여 학생,교사 9만여

명이 참가한 CP는 참여한 학생과 학교 정부 기 들로부터 매우 정

인 평가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CP는 정부의 산 감축으로 인해 2012년부터 종료되었다.비

록 종결되었지만 재까지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범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정부지원이 면 으로 단된 재,CP를 장했던 CCE는 비

리기 으로서 지속 으로 활동하고 있으며,국제 력을 통해 그동안 축

해온 창의교육철학 교수법을 국제 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지속

하고 있다(최보연,2013).

한국의 술강사 제도가 음악(국악),연극, 화,만화‧애니메이션 등

특정장르에 집 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반해,CP의 경우는 장르의 제

약이나 조건 없이 학교의 요청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술가 혹은

술기 에서의 문가들이 견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따라서 특정

교과가 아닌 다양한 교과목과 연계될 수 있고,참여한 각 학교별, 술가

기 별로 상호간 긴 한 의를 거쳐 다양한 형태의 창조교육모델이

각각 새롭게 개발· 용될 수 있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Choe,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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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1.사업 소개

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은 학교문화 술교육 사업 하나로 문화

술교육 집 화를 통해 공교육 우수 교육모델을 창출하여 확산하며,문화

술 경험을 한 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문화 술 역

량 인성계발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 모델을 개발하고자 시행되었다

(Bumgarner,1994;김용주 외,2009;Chan,2010).이 사업은 술꽃 씨앗

학교 자체만으로 사업 혜택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 술 활

성화를 도모하여 학부모,가족들도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 으

며,지역축제나 지역주민과 함께 배우는 로그램,공연장 발표 등을 통해

학교의 문화 술교육 로그램을 지역 문화 술교육의 거 으로 육성,넓

게는 사회 문화 술교육으로 연결시키고자 하 다(박재은 외,2013).

술꽃 씨앗학교는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교생이 문화 술교육 활

동을 통해 문화 감수성과 표 력을 키우고,창의 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나가는 학교이다.문화체육 부와

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은 지난 2008년부터 문화 술교육 운 의지가 높

은 학교를 술꽃 씨앗학교로 지정하여 국악,서양악, 화,연극,뮤지

컬,디자인,공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술

꽃 씨앗학교가 지역 문화 술교육의 거 이 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기반

을 다지는 것에서부터 교사와 강사의 역량 강화,문화 술교육 네트워크

조성에 이르기까지 통합 운 을 최 4년간 체계 으로 지원한다.

술꽃 씨앗학교는 운 4년 동안,희망분야 문화 술교육 기자재 지

원에서 시작하여 문 술강사 견,한국 술종합학교 교수와 명

술인의 특강 등 입체 인 문화 술교육 로그램이 지원된다. 한 자치

단체와 연계,지역사회 술가· 술단체와의 자매결연 추진,지역축제 참

여,학부모․지역주민과 함께 배우는 로그램,공연 발표 등으로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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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인 라를 구축하여 술꽃 씨앗학교가 그 지역의 ‘문화센터’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 인 방안을 마련한다(김민수,2013).

2008년에는 10개교(1기-2011년 종료),2011년에는 16개교(2기),2012년

에는 10개교(3기),2013년에는 4개교(4기)가 운 되었고, ․고등학교가

새롭게 포함되어 2014년에는 13개교(5기),2015년에 13개교(6기)10)로 총

66개교를 지원하고 있다.선정된 학교는 4년 동안 연간 최 8,000만원씩

(1기 10개교의 경우 각 학교별로 연간 1억 원의 산이 4년간 지원되었

음)의 산을 받게 되며,각 학교별 자율 단에 따라 국악, 악,

미술,연극,통합 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로그램을 운 할 수 있도

록 설계되었다.

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은 타 문화 술교육 지원사업과 견주었을

때,다음과 같은 특징 인 성격을 가진다.

첫째,4년에 걸친 장기 지원을 바탕으로 한 단계 목표와 실행을

하도록 권고되는 사업으로 단기 인 성과 도출이 아닌 장기 성과를 목

표로 하는 사업이다.이는 문화 술교육의 특성상 양 인 효과 측정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 인 평가의 환류를 통해 로그램의 질을 높

이는 시간 ,재정 여유가 필요함을 반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일부 문화 술 활동에 심이 있거나 특기 성을 가진 학생이

아닌, 교생을 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학교가 문화 술교육을 매개로

탈바꿈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이는 2005년 제정된 「문화 술교

육지원법」의 기본원칙11)에 부합한다.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이 지원하

는 사업들 부분이 술교육의 문가 양성보다 일반 시민의 문화향유

를 높이기 한 교육 목표를 따른 결과이다(이동연,2008).

셋째,사업 혜택을 학교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학교의 문화 술교육

로그램을 지역문화 술 확 를 한 거 으로 육성하여 사회문화 술

교육으로 연결시키고자하는 거시 측면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

10)지난 11월 신규 운 학교 13개교를 기 선정하 으나,제 329회 국회 본회의

산심의 결과 련 산이 증액됨에 따라 재 추가 공모를 받고 있다(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11)제2조(문화 술교육의 기본원칙)문화 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 술 향유력

과 창조력 함양을 한 교육을 지향한다(이동연,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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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술꽃 씨앗학교는 문화 술에서 소외된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지원

하며 이는 학교가 그 지역의 주민을 한 문화 술센터 역할을 가장 효

율 으로 하기에 합한 장소라는 생각을 담고 있다.그러나 학교 안 교

육이 학교 밖으로 확 되기 해서는 학교와 사회의 문화 술교육의 연

계성 유지를 해 련 정책주체들 사이의 긴 한 조가 이루어져야 한

다는 제안이 있다(한지혜,2006).

넷째,기존 문화 술교육 지원사업과 달리 4개년의 사업수행 목표를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자문단이 목표에 맞는 수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컨설

을 제공하는 등 사업수행 인력의 학습과 성장에 을 둔 사업이다.

지원사업 상이 학교임을 생각할 때 새로운 정책의 투입은 학생 뿐 아

니라 학교 구성원의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고 이와 연계된 외부지원 인

력의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컨설 은 문화 술교육을 향한 씨앗에서 활짝 핀 꽃으로,학교의 성장에

을 맞추어 그 변화에 정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2.사업 운

술꽃 씨앗학교 신청자격은 ‘교생 400명 이하의 교생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소외․취약지역 소규모 학교’이며,학교장의 잔여 임기가 2

년 이상인 학교로 문화 술교육에 열정과 심이 높은 학교로 기본 으

로 술강사 지원사업,문화 술교육 선도학교 등 문화체육 부의 문

화 술교육 정책 사업에 2년 이상 지속 으로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한 유사 정부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학교는 공모 상에서 제외된다.이러

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학교 일부가 의향서,문화 술교육 련 실

자료, 장 실사 문가 심사 결과를 종합 으로 검토 받은 후 술

꽃 씨앗학교로 선정된다(장 선 외,2013).

술꽃 씨앗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1차년도에는 문화 술교육 련 교

수법 커리큘럼을 개발하고,그에 기반을 둔 문화 술교육 로그램을

수행하여 환경과 운 에서의 문화 술기반을 조성해야 하며,2차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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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목표

과업영역

1차년도

(  조성 )

2차년도

(성장 )

3차년도

(확산 )

4차년도

(정착 )

육활동

운영  조성

환경-

조성

학 환경 

축

운영  

강화

운영  

확대

문화예술 육

-체험활동 운영

육-체험 

실시

학  

특성화

육-체험 

강화

육-체험 

확대

역연계 

활동

역연계 연계 

활동

역 활동 

강화

역연계 

확대

운영 원체계 

  강화

운영체제 

축

원체제 

축

원체제 

강화

원의 

제도화

[표 6] 연차  목표와 과업 영역  목표(장현선, 2013) 

는 1차년도의 문화 술교육 로그램을 바탕으로 문화 술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 체험을 확 시키고 학교별 특화 혹은 통합 로그램으로

운 해야 한다.3차년도에는 문화 술교육 로그램 이외에도 지역사회

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로 문화 술을 확산시킴으로써 자립

단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며,4차년도에는 문화 술정착기 단계로서

그동안 운 해온 지원,운 체제를 더욱 강화시키고,최종 으로 문화

술교육의 자립화를 실 시켜야 한다.

3.사업 성과

  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에 한 연구는 주로 한국문화 술교육진흥

원에서 이루어졌다.

  「2011년 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학교 평가 연구」는 술꽃 씨앗

학교 지원사업의 성격 방향에 한 자료를 제시하 으며, 사업의 운

체계 운 주체(학교장, 담당교사, 술강사, 코디네이터)에 한 평

가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자료를 제시하 다. 학교장, 교사, 

술강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을 상으로 설문조사 하 고, 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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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 다. 학교의 평가 과정

노출된 문제로 교사의 과도한 업무와 행정 지원 부족, 교사와 학부모의

문화 술 역량 강화의 어려움, 문화 술교육 자립화 책 수립 문제, 융

통성 없는 산운 , 교육시설 수업시수 확보의 어려움, 학부모의 참

여 유도 문제를 들었다. 

  「2012년 문화 술교육 효과분석 연구」는 2012년 신규 술꽃 씨앗

학교의 효과성 분석을 해 기존의 효과성 지표를 개선하고, 연차별 효

과성을 지속 으로 확인하기 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인성 측면과 문화 술 역량이 모두 계발된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의

경우 물 , 인 자본 확충의 향으로 문화 술 환경이 개선되었으며, 

반 인 교육력 외 이미지가 향상되었다.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문화 술 역량 증진 효과도 찰되었으며, 지역 주민들 한 문화 술에

한 심이 증가하는 등 정 인 변화가 발생했다. 

  「2013 술꽃 씨앗학교 성과평가」는 5주년을 맞이한 술꽃 씨앗학

교 지원사업을 총체 으로 평가하고, 2기, 3기 학교가 ‘문화 술교육의

기반조성, 성장, 확산, 정착’이라는 사업 단계별 목표를 성공 으로 완수

해 ‘문화 술 자립화’와 ‘문화 향유’를 실 할 수 있도록 객 인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데 목 이 있다. 이 연구는 투입, 활동, 산출, 성과, 향

이라는 시스템이론에 근거하여 술꽃 씨앗학교를 평가하 다. 

2013년에 발행된 「2012문화 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술꽃 씨앗학

교」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만족도 5 만 )학교 기 내 문화

술 환경 개선 역에서 물 ,인 자본 확충 4.23,기 내 사회 자본

형성(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계)4.05,학교의 외 네트워크 형성

(지역사회가 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을 알고 있으며,문화 술정보를

공유하고,학교가 지역사회의 행사에 극 으로 참여)4.05로 체평균

수는 4.14로 매우 높은 수를 보 다.

높은 수 를 보인 학교차원의 조사결과와 달리 지역주민 조사결과는

비교 낮은 수를 보 다.특히 지역의 문화 술 역량 증진의 평균

수는 2.79로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것에서 학교를 통한 지역사



-40-

회 주민의 문화 술 향유 기회 확산이라는 기의 목표가 실 되기 쉽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다.

「1기 술꽃 씨앗학교 실태조사」연구의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한

정문성 외(2012a)에서도 문화 술교육 로그램의 효과성 연구가 미흡한

상태임을 지 하며 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을 사례로 평가하 다.학

교 리자,교사,학부모,강사,지역주민 등을 상으로 면 조사를 통해

평가하 는데 학교의 효과성에서는 5가지 지표,지역사회의 경우는 4가

지 지표로 도출하 다.평가결과 5개 역 모두에서 매우 정 효과를

달성,지역사회의 경우에도 4개 역 모두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되

었다.

한 정문성 외(2014)는 등학교에서 받은 문화 술교육이 졸업 후에

도 지속 으로 향을 주는지를 확인하려는 목 으로 연구가 이루어졌

다. 술꽃 씨앗학교 졸업생 200명을 상으로 실시된 설문과 면 결과

문화 술교육이 매우 정 인 향을 주었지만 졸업 이후에는 문화 술

교육경험이 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문화 술교육의 효

과가 지속 으로 극 화되기 해서는 학교 의 연계 등 방안이 필요함

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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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술꽃 씨앗학교의 변화

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술꽃 씨앗학교의 집행과정은 시행

년도로 구분하여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나뉜다.이는 보통 사업의 회

계연도12)에 따른 구분이며,사업의 성과목표 역시 이를 기 으로 나뉘어

있다.그러나 이 사업이 문화 술교육 도입 이후 학교의 변화가 목 이

라면 변화된 학교의 모습 측면에 을 두고 단계를 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술꽃 씨앗학교의 진행단계를 사업의 도입,내부

변화와 이로 인한 결과,외부로의 확산 3단계로 나 어 ‘술꽃 씨앗을

심자’,‘술꽃 씨앗이 성장하다’,‘술꽃 씨앗 퍼트리기’로 정하 다.

1. 술꽃 씨앗을 심자

2013년 술꽃 씨앗학교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D 등학교는 체계

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도제식 교육이 아닌

즐기면서 배우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사업 시작

부터 지역 네트워크 확보를 통한 지역기 강사의 수 이 원활한 부분도

우수한 성과를 뒷받침한다. 한 사업 기부터 교과연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 으며,2013년에는 학교단 문화 술 수업 체제를 해 교과를 재

구성하고,단계 성과목표에 따라 교과시간을 순증 시키고 있다고 설명

한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동안 학교에서 진행되었던 통문화 술교

육을 통해 기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술꽃 씨앗학교 선정 이

D 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통교육,풍물교육이 역 과제로

자리 잡고 있었다.웃다리 농악과 통음악을 익히는 시간을 통해 학생

들로 하여 우리 음악에 한 우수성을 알고 자부심을 기르며,자신의

12)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을 구분하기 하여 설정되는 일정한 기간

(두산백과사 두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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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신장시키며 함께 어울림으로 공동체 의식과 더

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함양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인 인 발달과 올바른 학생 문화가 정착되는 것

을 기 했고,이 과제는 D교육청과 한국 총 D시연합회 지원 문 국악

강사의 질 높은 수업으로 진행 되었다.각종 경연 회에서 수상하 으며,

학교를 표하는 풍물부로 거듭났다.

[ 림 2] D초등학  풍물부 공연

그러나 한계도 있었다.D 등학교 2010년 교육과정에 따르면 풍물부

외에 다수의 학생들이 통음악을 해본 경험이 없었으며,풍물부 학

생들 에는 방과 후에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 연습시간도 부족했

다.그래서 마련한 방안이 아침 자율학습 시간 풍물부 지도와 국악 강사

를 활용한 국악수업이었다.그러나 풍물부도 교생이 참여하기는 어려워

4～6학년에서 희망자를 받아 운 되었고,국악수업 역시 교생을 상으

로 하 지만 음악교과시간에 래 동요, 래민요 부르기,장구장단 치기,

래놀이 등에 한정되어 다양한 통문화 술교육의 시행에 한계가 있었

다.지원되는 산도 약 350만원으로 비교 게 배정되어 있었다.

결국, 술꽃 씨앗학교 응모를 통해 D 등학교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

났다.사업선정을 통한 산확보 뿐 아니라 바로 교생 ‘국악 악’

교육의 시작이었으며, 통문화 술교육 심의 교과과정이 편성,운 되

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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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니까 풍물부가 통이 있더라고요.구청지원을 받아가지고서 15명이

풍물부하고 그동안 실 도 있고,여러 가지가 통 으로 죽 이어왔더라고

요.그래서 풍물부가 있기 때문에 국악 쪽으로 하면… 그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술꽃 씨앗학교가 디자인도 있고, 국악도 있고,서양악,

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에서도 국악이 아무래도 아이들이 풍물

하는 아이들이 교생이 뭐 80명이 안되니까,그 에서 15명 이상이 풍물

하고 있고.그래서 국악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싶어서 그래

서 그쪽으로 응모를 하기로 했지요.국악 악분야.(학교장)

가.학교장의 문화 술교육을 시하는 교육

기존의 통문화 교육을 이어받아 국악 악 분야로 응모하여 술꽃

씨앗학교로 선정되었지만,D 등학교가 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한 계기를 살펴보면 새로운 학교장의 부임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학교의 변화는 구성원의 변화에서부터 비롯된다.학

교 구성원 특히 학교행정을 표하는 학교장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한

가치 은 D 등학교 부임 이후 임기기간 동안 학교운 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데 지 한 향을 미쳤다.D 등학교에 공모교장으로 부임한 학

교장의 연 은 문화 술교육을 향한 가치 을 변해 주는 듯하다.

제가 술 좋아하고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주지교과만… 학부모들

어,수학 이런 쪽으로만 그 게 생각을 하잖아요?내 아들 공부 잘하는

아이 만들려고.그런 생각보다 음악이나 미술이나 여러 가지 술 활동을

하면 자동 으로 다른 교육과정으로까지 이가 되서 공부를 잘하게 되

더라고요.요즘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인성교육이 술 활동하면 로

되는 것 같아요.걱정 안 해도.그 인성교육 측면에서도 술교육은 아주

요하구나.그런 생각을 해보고,내가 그동안 이 게 아이들한테 교사시

부터 죽 가는 학교마다 내가 맡은 학교 아이들마다 일주일에 두 번 정

도는 계속 공부를 그쪽으로 시켰거든요.서 ,미술 쪽 그 게 일 년 정

도 지나다 보면 아이들이 확실히 달라져요.(학교장)

한민국 미술 작가로 30여 년간 서 작품 활동을 지속해왔

고,부임하는 학교마다 학생,학부모,교사에게 무료로 서 강의를 제공

하 다.문화 술교육의 요성을 학생들의 변화를 통해 계속 왔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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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도입에도 의지가 확고했다.D 등학교는 풍물부가 활성화된 작

은 학교로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할까 고민하던 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의 술꽃 씨앗학교 지원

사업 소개 공문을 보았다고 한다.

공모교장으로 가서… 진흥원에서 온 공문이 있더라고요.그래서 D 등

학교가 열악한 환경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인데.소규모… 딱 맞을 것

같더라고요.(생략)이거 해서 선정이 된다면 애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

겠다 싶어서 좋은 일이지 않을까 교감선생님 상의했더니 다 좋다고.그래

서 응모를 하게 되었고,선생님들도 아주 열심히 참여해 주었고,(생

략)원래 내가 그림도 한 10년 했었고,서 랑 같이 병행해서.서 는 한

지 40년째 하고 있고.그래서 2004년 해에 내가 한민국 작가로

되어있고,내 작품 활동을 해오고, 술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곳에(D

등학교)가서 아이들한테 (생략)그 때 술 활동,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침 공문이 와서 그 때 하게 지.(학교장)

교장선생님의 의지.그리고 교장선생님이 그 때는 서 작가이셨거든요.

아무래도 술에 심이 있으시고, 공을 하시고,그러셔서 보는 이

다르셨던 것 같아요.그래서 다들 한마음으로 해보자.그리고 이 게 작

은 학교를 주로 이 게 사업을 한다니까 훨씬 더 희 학교에는 메리

트가 있었죠.(B교사)

술꽃 씨앗학교 공모 시 술분야를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학교장

은 학교에 이어져 내려온 ‘통’을 요시했다.학교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이 아닌 통문화 술교육이 더욱 확 되고 커질 수 있도록,D 등학

교 하면 국악이 떠오르도록 한 것이다. 재 새로 부임한 J 등학교에서

도 풍물 뿐 아니라 ‘창의 교육마술’의 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확

를 시도하는 것을 보면 그 학교만이 가진 ‘술 특색’을 잘 발견하고

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학교장의 학교경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한 능력과 열정이 있는 9명(학교장 제외)의 교사들이 창의 으로 교

육활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사의 자율성을 존 하며 각자의

강 을 극 화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서로 격려하는 분 기가 D 등학

교를 술꽃 씨앗학교로 선정,성공 으로 운 될 수 있도록 한 바탕

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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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반학교에서 애들 지도실 모두 다해서 수를 많이 쌓은 분이

오시는 학교라서… 그런 선생님들한테 이 게 해라, 게 해라,지시하

는 것 보다는 선생님의 의견을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많이 의견을 듣고,

펼쳐보도록.그냥 선생님의 생각을 펼쳐보도록 자율 으로 맡기고,교감

선생님을 심으로 교무부장,연구부장을 심으로 계속 선생님들끼리

의를 거치고,혼자 생각보다는… 나 혼자 생각 밖에 아니잖아요.선생님

들의 여러 생각을 모으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

요.그 게 해서 하게끔,이끌어 나가게끔.훨씬 여러 가지가,실 도 그

고.선생님도 더 재미있어하고,즐거워하고,힘들어도 힘들다고 안하고,

힘든 티도 안내고 선생님들이 야근하라고 안 해도 스스로 남아서 야근하

고 그래요.(학교장)

나.교사의 감내로 진행된 술꽃 교육과정

D 등학교는 작은 학교이지만 승진에 필요한 수를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배정된 ‘열악한 지역학교’이기 때문에 매사에 열정 인 교사들이

많이 모인다고 한다.학교경 ,학 경 뿐 아니라 업무에 추진력도 있

다. 술꽃 씨앗학교 운 의 힘은 학교의 구성원인 학교장,교사에게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래도 승진에 욕심이 있는 선생님들은,왜 한 개 욕심이 있는 분들

은 모든 거에 다 열심히 하는 교사들이 많아요.뭐 학 경 이면 학 경

,그러니까 학교 일.학 도 마찬가지인데 학교 반 으로 돌아가는

일도 뭐든지 무슨 일을 추진해서는 같이 조수업을… 같이 참여해주시

고 그러니까 응집이 잘 되는 거 요.그래서 음.어떻게 보면 희학교가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게 좋은 도 있는 반면, 희학교

는 분 기가 사실은 교장,교감선생님이 워낙에 잘 해주시니까 그분들이

허용해주시고,인정해주시고 하니까.선생님들이 똘똘 뭉치는 응집력이

있는데,안 그런 학교도 많이 있죠.같은 조건인데.(A교사)

아주 뽑 오는 선생님들이 모이는 그런 학교 요.선생님들 다 훌륭하

지만 그런 선생님들 에서도 특히 그런 의지가 있는 선생님들이 모이는

학교이기 때문에 훨씬 자율 으로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

는… 보람을 갖고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생략)사람을 자율 으로,인정

해주면서 격려해주고,하게끔 방향만 제시해주고 하니까 그 게 하나하나

지 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 으로 창안해 내고,선생님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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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것들이 집약이 되가지고서 교육,교육 별과라든가 교육 계획이 다

른 학교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 나오고 그러더라고요.(생략)지 까

지 내가 여러 학교 다녔지만 직원 구성이 D 등학교에서 거기에 선생님

들 구성처럼 정말 좋은 구성을 가진 구성이 없었다고 생각해요.아주 뭐

다 내 일처럼,그냥 미루는 것 없고,다 내 일처럼 가 어려운 일

을 맡더라도 그걸 다 같이 도와주고.(학교장)

우수한 교육력을 가진 학교들은 조직 구성원이 합심해서 학생 교육을

해 헌신 으로 노력한다는 공통 이 있다.학교의 자생 활력이 강하

다는 것이다(진동섭,2003).

D 등학교는 작은 학교이다. 술꽃 씨앗학교 선정 후 4년간 학생인원

은 100명 안 이었다.학년 당 1학 ,교사는 학교장을 포함하여 10명,

직원 10명 총 20명의 교직원으로 구성되어있다.도심이 내려다보이는 아

담한 산 턱에 자리 잡아 주변 교육환경은 열악하지만 주변에서는 가족

같은 학교라고 입을 모은다.

그 학교는 진짜 왕따 없잖아.애들 몇 명 안 되니까.(C 술강사)

학 간 애들이 토요일 되면 학교로 와요.그 학교가 열악하니까 조

여유 있는 학부모들은 다른 데로 학시키고 싶어 하시거든요.그건 학구

열이니까 어쩔 수없는 건데.그런데 토요일 되면 애들이 그 학교 가서 놀

아요.(D 술강사)

뭔가 좋은 추억이 있는 거죠.그 안에.인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E 술강사)

희 학교 애들이 좀… 그리고 워낙 한 학 만 하다 보니까 5학년,6학

년은 벌써 5년째,6년째.진짜 오랫동안 생활한 학생이기 때문에 빛만

도 지네끼리 통하지요.장 이기도 하고,어떻게 보면 단 이기도 한데.

같이 뭍 가더라구요.보면. 희학교 좋은 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

요.우리는 우애남매라고 해가지고 형제자매가 없는 애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입학할 때 6학년들이랑 같이 이 게 형,오빠 이 게 짝을 지

어줬어요.내 동생.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선물도 색종이 선물해주는데

내 동생한테 주는 거라고 하고.(A교사)

학교 일을 내 일처럼 열심히 하며 교생의 이름뿐 아니라 가정형편도

꿰뚫고 있는 교사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아 형, 나,언니,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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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들이 오순도순 성장하는 가족 같은 D 등학교는 학생이 주인이다.

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도 아이들을 한 학교의 시도이자 도 이었

다.아이들에게 더욱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하여 시작되었지만

그 과정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1)과도한 업무에 한 감내

술꽃 씨앗학교로 선정됨은 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에서 교부한 산

뿐 아니라 문화 술교육이라는 새로운 콘텐츠가 학교에 투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새로운 것은 곧 새로운 업무이다.학교장에게 뿐 아니라 특별히

교사에게는 기존 업무에 하나를 더 맡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일반

학교라면 부담이 크지는 않지만 D 등학교는 작은 학교라는 에서 교사

가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업무 맡은 선생님은 참 무 힘들어요!진짜 학교업무도 많은데,거기에

다가 그 업무가 부장 하나 하는 업무랑 마찬가지에요.13명 강사 리해야

지 애들 트별로 리해야지. 정규시간에 하는 로그램 연결되는 거

교육과정 다 짜내야지. 무 일이 많고,힘들고,고생이 많죠.(학교장)

는 연구부장에 연구부 업무를 맡아서 연구학교를 주무로 하는데,연

구학교를 추진하는 것만도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보통 여느 연구학교가

아닌 학교는 그냥 냥 교내 장학만 같이 수업 쪽으로 하면 되는데,연구

학교는 부수 으로 수,연구학교 수가 있으니까 그 일을 주도 으

로,제일 집 으로,핵심 으로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연구학교 일이…

그리고 희학교가 문화 술교육 연구학교,시범학교잖아요.이 일이 있

는데다가 술꽃 씨앗학교는 사실 별개에요.연구학교 일하고는.(생략)1

학년 했는데 학 도 학 이고,일도 무 방 하고… 아 그래서 하여튼

맨날 보통 정리하고 나면 일곱 시 반. 희 퇴근시간이 네 시 반이거든

요.신랑이 니는 학교일을 혼자 다 하냐고 맨날.(웃음)(A교사)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더욱 그게 벅차게 느껴진 것 같기도 하고… 작

은 학교니까… 이게 큰 학교든 작은 학교이든 업무는 같이 내려오는 거잖

아요.작은 학교이다 보니까 조 씩 더 많이 업무를 갖게 되니까.작은 학교

이기 때문에 그 게 많은 걸 감내했는데,이 술꽃 씨앗학교 하면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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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업무가 된 거죠.그리고 이제 외부선생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거에

해서도 희가 이 게 업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그랬죠… (B교사)

2)교실 개방의 감내

여러 가지 행정 인 업무 처리 뿐 아니라 새로이 교육과정에 투입된 문

화 술교육을 기존의 교과수업과 융합하여 마련했다하여도 진행에서 상충

되는 부분이 없을 수는 없다.교사가 계획하고 있는 교수학습 과정 안에

술꽃 활동이 개입되는 경우,교사는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

한 교사에게 ‘교실개방’이라는 과업이 존재한다.Lortie(1975)는 일반학

교의 서로 격리된 교실을 통 인 ‘학교의 계란 구조’라고 불 다.한

건물 안에 있지만 학년,반으로 나뉘며 벽으로 구분되어 있어 교실 간 소

통이 어렵다.Rudduck(1991)이 ‘교육직은 외부의 침략자로부터 안 한

숨은 장소에서 합법 으로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아직도 가능한 마지막

직업’이라고 말한 것처럼 교사의 근무상황은 직업 고립의 상황으로 동료

교사들과도 동떨어져 혼자서 일하는 시간이 많다고 서술된다(최의창,

2006).그러나 차 학교는 지역사회를 향해 개방되고 있다.2006년부터 추

진된 방과 후 학교 사업 역시 학교교육 기능 보완,사교육비 경감,교육복

지실 ,지역사회 학교 실 이라는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는데,학

교 학생들 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한 평생교육 로그램도 운 하여 학

교와 지역사회 간에 벽을 허물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박형충,2009;교육

인 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7).

D 등학교도 1인 1악기 교육을 방과 후 활동 시간에 배치하 는데,정규

수업 이후 시간에 J국악원 술강사들이 와서 진행하 고,합주는 공연장에

서 함께하지만 악기별 트연습으로 인해 학년 교실을 활용해야 했다.교사

들은 하루 일정을 마치고,아이들을 하교시킨 후 보통 자기 반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교무실이라는 공간이 있긴 하지만, 등교사의 경우는 담임을

맡은 교실이 아무래도 방해받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이다.그런데 그 공간

에 월～ 요일까지 외부인인 술강사가 출입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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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운영시간 프로 램명 강사소속 비고

1

월, 수 15:30~17:00 

가야

J 악원 과 후

1인 1악

2 대 ․소

3 피리

4 장

5

목,  15:30~17:00 

거문고

6 아쟁

7 해

8 모듬북

9 화 15:30~17:00  대취타 M대학

[표 7] 예술꽃 Day 프로 램(2014 문화예술 육 시 학  운영 고서)

[ 림 3] 예술꽃 Day 거문고, 모듬북 수업 

과정을 생각하면, 를 들어서 매일 항상 교실에 군가가 오셔서 수업

을 하시는 거잖아요.방과 후에… 작은 학교다보니 업무도 많고, 는 교

실에 앉아서 차분하게 일을 해야 하는데,선생님들이 오셔서 애들과 왔다

갔다 하시고 수업하시고 그러면 그럼 벅찼죠. 무 벅차고… 애들 업

무가 많은데,애들을 데리고 행사를 가야 한다.그 다음에 나는 애들이랑

수업을 이 게 빨리 진도를 나가거나 아님 뭐 다른 거,우리 반끼리 뭘

해야 되는 게 있는데,학교의 그 술꽃에 맞춰가지고… 그 시간으로 합

주를 빼줘야 하거나 아무것도 못하고,마음만 바쁘고,한 이 무

많았죠. 무 많았는데 결론 으로 아,이게 그 과정이,과정 속에서 애들

이 이 게 변했다는 걸 보고 감내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고… (B교사)

한 교사 자신이 계획한 수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교사의 마음을 더

욱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학 운 에 있어 문화 술교육이,여느

방과 후 수업처럼 정규수업과는 분리되어 각각 진행되고 있던 로그램이

차 교실에 깊숙이 침투할수록 교사는 환경변화에 따른 성장통을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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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등학교의 장 은 선생님이 정말 극 이세요.어떤 학교는 정말 잘

못 나가면… 반을 희가 빌려서 하잖아요?자기네 반에 외부강사가 들어

가잖아요.정말 치 보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간혹 다른 학교에서.그래

도 여기는 선생님들이 편하게 다 잘 받쳐주셨던 것 같아요.(D 술강사)

3)외부 강사와의 교육방식의 차이와 인간 계에 한 감내

등교사와 술강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방식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등교사의 경우 ‘등교수법’의 문가이지만 술강사는 해당 ‘악

기연주’의 문가이다.서로 교육을 하는 목 도 다르다.학생의 인교

육과 국악기 연주기량의 향상은 와 같은 차이를 가져온 주된 이유이

다.학교가 아니면 한 공간에서 만나 교류하기 어려운 두 그룹이 학생

교육이라는 이유로 한 자리에 모 다.물론 수업시간은 나뉘어져 독립성

을 유지한다.서로 역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악은 문성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선생님들이 다 상의를 해

야 해요.그게 D 등학교에 평가에 나와 있지,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

요.양악이 건 미술이 건 세미나 같은 것도.(생략)보면요,의존 할

수 밖에 없어요.그리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사실은 선생님들도 맡기

는 거죠.그 시간만큼은.그리고 우리는 문성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

은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상의를 하는 거죠.(E 술강사)

술꽃 씨앗학교 도입을 통해 학생들에게 1인 1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강화된 문화 술교육이 제공되었고,방과 후가 커지고 활성화 되었

다. 한 사업 담당교사는 국악 악단의 ‘지휘자’역할을 해야 함으로,

술강사에게 따로 지도도 받아야 했다.담당교사와 술강사 그룹을 이

어주는 ‘코디네이터’가 J국악원 소속 국악가로 지정되어 D 등학교 국악

악단의 합주 지도를 도왔다. 술강사와 함께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교사에게는 어려움이 발생했다.

먼 는 아이들을 엄하게 가르치는 술강사의 교수법으로 학부모의 원

성을 들었고,교사가 학부모들에게 상황을 설득시키며 문화 술교육을

이어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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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는 능력별로 앉기 때문에 앞자리는. 같은 경우는 순서 로 앉

은… 그게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면 애들이 귀가 열려가지고

잘하고 못하고 이게 뭐 틀리고,맞고를 단을 해요.(생략)뭐,능력별로

된 건데.아까 O같은 아이는 어떤 애 냐면 지가 잘하지 않으면서.그런

데도 앞에 앉고 싶데요.(생략)욕심을 부릴게 있고,정말 능력이 돼서 앞

에 자연스럽게 앉으면 되는데 두 번짼가 앉아서 앞자리를 노리는 거야.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걔.그리고 그래놓고 그다음 날 가면 같은.

그래도 성품이 바 긴 하더라고요.(D 술강사)

처음에는 이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이 게 가르쳐보신 도 없고,하셨

던 분들도 있으시니까 교수학습 부분,교수 부분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

으면서 바 신 분들도 있으세요.근데 그게 그분이 나빠서라는 생각은 안

하고 스킬이 좀.부족하지 않으셨을까.그래서 그 게… 지 은 안정이

되었고,처음에는 좀 시행착오가 있었었죠.(B교사)

실은 엄한 선생님도 계세요.어머니들이… 제가 화를 몇 통을 받았나

몰라요.사실은… 왜냐하면 못하니까.얘가 외워오라고 했는데 못 외우고,

못 외우면 곡 연주를 못하는 거 요.그런데 애들이 보고는 되는데 이게

잘 안 외워지는 애들이 있잖아요?그러면 선생님한테 톡톡 맞는 거 요.

몰라요.나 에는 세게 때리셨나 요.애들 손바닥을 때리셨는데 교사들

도 못 때리는데… 아무튼 그 선생님은 옛날 배웠던 방식 로 손바닥을…

그래서 퍼 게 멍이 들었나 요.어머니 보시고 속상하시죠.그래서 항

의 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 선생님한테 꼭 할 테니까 앞으로 그

런 일 없을 거라고.’그랬는데 한 세 번,네 번 받았나?부탁을 드렸죠?

때리시면 안 된다고.그러니까 운동장으로 내보내시더라고.(웃음)(생략)

부모님들 다독이는 거.그런 어려움도 있었었고.그 선생님 반 그래도 때

리면서 다 외웠어요.결국에는 목표달성해서 정악 멋지게 끝내고,가서

상 받고.(A교사)

혼나며 배우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수업에 빠지기도 하 는데

그런 아이들을 로하고,국악연주를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도 교

사의 역할이었다.

합주할 때도 선생님의 성향이 나와요.소리를 막 버럭!지르시면서 막

때리는 걸 보면 세게 때리시더라고요.그래서 애들이니까.나 안한다고,

나보고 가기 싫다고. 가가지고 ‘얘,O아 니가 안 외워온 건 맞잖

아.’.그러면서(웃음)‘선생님이 기본 인 혼낸 이유는 외우게 시키려고 그

런 거니까 선생님이 말 드렸거든?다음부터는 안 때리기로 하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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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가.’마음에는 고민이 되죠.(A교사)

강의를 맡은 술강사와의 인간 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존재했다.

국악 분야의 문가가 아닌 교사는 아무래도 술강사에게 부족하게 보

을 것이다.

그 곡이요,지휘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곡 애들이 못한다고.그 선생

님이 왜 그 게 처음부터 어려운 곡을 선택 하냐고.굉장히 부정 으로

말 을… (생략)뭐 조 인 분도 있으셨는데,그분이 유독 그러셨어요.

나 에는 ‘선생님 그거 지휘는 하실 수 있겠어요?’막 한테.그런데 그

얘기를 한번만 한 게 아니라 두 번하시면서… 내가 두 번까지는,‘한번만

더해 더는 못 참겠다.’제가 문 지휘자도 아니고.제가 박자,박자감

있거든요?말을 하고 싶어서 (웃음)사람이 사실은 감정 으로 그러면

무 안돼서. 는 참는 건 잘해요.(A교사)

인간 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다 하더라도 학생들을 해 학

교를 해 참고, 술강사들의 국악 문성을 존 하며 배우는 교사가

되고자 노력했다.심지어 술강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국악에 한

문성은 교사에게 부러움을 자아냈다.교사 자신이 속한 학교,몇 반 교

실이라는 작은 공간이 세계를 무 로 하는 술강사들 앞에서 라해 보

을지도 모른다.

제가 잘 모르니까.된다고 하는데… 그럼 해보자고. 이 게 되고 그

래서 곡 선정도 론티어로 한거고… 선생님들 도움도 많이 받았지요.해

선생님도 ‘선생님,거기 무겁게 한복 입을 필요 없어요.약간 퓨 느낌

으로… 통 국악곡이 아니니까 우리 이제 티를 입고해도 괜찮다고 그걸

제의해 주셔가지고,그럼 우리 티를 사가지고 (생략)아무래도 복장이 그

럴싸하면 보는 이 요해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데 는

희 나름 로 론티어하고 신모듬을 했는데.곡과 의상을 굉장히 가볍게

하면서도 흥겹게,신나게 해서 좋았어요.(웃음)(A교사)

희 국악선생님 의 한분은 워낙 그 악기로 유명하셔서 세계 3 축

제를 다 경험을 하시고… 는 그 얘기를 듣고, 술꽃 1년차에 듣고는

무 충격이었어요.그분은 그런데 청을 받으면서 세계 3 축제…

국의 어느 축제를 얘기하셨는데, 는 애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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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겠어요.그리고 자기가 공연을 직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합주를 하고

그리고 어디에 소속이 되어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쭉 하면서

돌아다니는 선생님을 아이들이 멘토로 삼아(웃음)그 게 살았으면 좋겠

다는 생각을 무 많이 해서.(B교사)

작은 학교에 심긴 술꽃 씨앗은 교사가 주는 양분을 받으며 조 씩

성장해갔다.

2. 술꽃 씨앗이 성장하다

D 등학교에 심긴 술꽃 씨앗은 차 학교 구성원(학생,교사,학부

모)에게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그것은 술 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

니었다.악기 연주 기량 뿐 아니라 인성 인 면,교육 ,학교에 한 태

도 등이 변화되기 시작하 다.

가.학생들에게 술꽃 씨앗이 움트다

D 등학교는 방과 후 수업 뿐 아니라 통문화 술 련 교과교육과정

을 분석·재구성하여 통문화 술과 련 있는 음악,미술 등의 교과와 음

악의 순증시간,교과별 강화시간 등에서 확보된 시수를 활용,두 시간 이

상 국악기 연주와 통음악교육을 실시하 다. 한 학교 내 행사도 통

문화 술 연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지역에 있는 미술 , 술의 당,평

생학습 등의 기 에 방문하여 다양한 문화 술 장체험학습을 하 다.

D 등학교 구성원을 인터뷰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학교장,교사,학

부모 모두 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변화된 학생들의 모

습에 굉장히 감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국악기 연주 능력 향상이라는

기능 측면 뿐 아니라 학생의 창의성,인성,그리고 학교에 한 만족도

까지 상승한 학교 자체 연구결과를 보며 문화 술교육의 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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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 기량의 향상

D 등학교가 다른 학교와 차별화되어 문화 술교육 로그램을 진행

한 것이 있다면 바로 J국악원과 MOU를 체결하여 학생들에게 수 높은

국악 수업을 제공했다는 것이다.1차년도에는 일주일 두 번 방과 후 수

업으로 시작된 것이, 재는 주 에 매일 진행된다.학교장 면담에 따르

면 아이들이 1인 1악기에서 1인 2악기까지도 연주할 수 있는 수 에 와

있다고 하며,학교를 방문한 외부 인사들이 아이들의 연주 실력을 보면

입을 벌리고 감탄할 정도라고 한다. 술 기량의 향상은 학생 개인의

진로에도 향을 미쳤으며,뿐만 아니라 술을 향유하는 아이들의 변화

로 인해 학 분 기까지 바 게 되었다.

큰 애 같은 경우는 워낙 음악 같은 걸 좋아했어요.그런데 우리학교는

한국 통음악이잖아요? 심이 없었거든요.그런데 TV에서 국악에 해

서 로그램을 하는 거 요.재미없는 시간 에.휴일 오 에 할 때… 얘

가 ‘응?우리 한건데?어?’하면서.채 을 안 돌리는 거 요.멈추고 좀

더 보는 거 요.귀가 열려가지고 다 캐치 해내는 거 요.무슨 소리,무

슨 소리라는 걸.정확하게 걔가 알더라고요.그리고 학교 갔는데도 처

음에는 안하더니 방학 때 되니까 자기가 배웠던 악기를 배운다고…

방학 때마다 배우고 있고.겨울 방학 때에도 ‘어떻게 할 거냐?’했더니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끈을 안 놓고 싶은 거 요.(학부모)

국악 아카펠라가 되요.그 게 노래를 해요.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강

강술래를 하면서 놀던가,노래를 할 때 가요를 부르거나 하지 않아요.그

게 이제 담임 치를 본다기 보다 얘네들끼리 굉장히 철 하게 합주를

하면서 다져진 내공이 있지 않나 싶어요.(생략)그리고 얘네는 삶속에서

향유를 하죠.그리고 뭐 가끔 ‘악기를 가지고 가도 되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할머니 생신날 그 때 연주를 해드렸다던가 공연을 하는 일

이 있을 때 가족을 다 오시라고 하든지 연주 보여드리고.그런 면에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성공 인 것 같아요.(B교사)

아,애들이 좀 커서 이제 학기 에는 삐거덕거리는데 소리가 깨끗해

지고,정리가 되고,뭔가 맞는지 조화로워.조화로움이 이루어진다던지.그런

것 보는 것 같아서… 엄마는 어떨 때는 ‘괜찮은 거 같다.’‘아냐 엄마,이건

안 돼.아직 안 돼.’그러니까 애들이 알아요.자기네 거를 다 알아.(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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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성 측면의 변화

학교장은 아이들로 하여 다양한 분야의 통 술 역에 노출되도록

강사를 섭외하는데 힘썼고, 술강사는 국악교육에 있어 필요한 인내심

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 다.교사는 술꽃 씨앗학교 로

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배려심,표 력과 자신감이 향상되었다고 답했다.

학교에 한 자부심도 높아졌다.모든 구성원이 문화 술교육의 효과라

고 입을 모았다.

가)기다리고,도와주고,다함께 열심히

술꽃 씨앗학교 로그램을 통해 서로 력하는 가운데 D 등학교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이 배우기 어려운 인내,배려심,책임감을 키워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희는 뭐 말썽꾸러기들만 다 모아놓아서 그 지(웃음) 악기는 남학

생들이 많아요.주로 하는 애들이 그런 거 한다고 하면 재 어 해서 굉장

히 까불고 그 죠.그래서 좀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때도 좀 강압 으로.

아이들 자 시키면서 참을성 있는 그런 거.인내 같은 걸 키우고 해야지

만 음악을 할 수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걸 으로 하고.(E 술강사)

자기가 학년이 높아져서 내가 잘해야지.그러니까 굉장히 책임감도 생

기고… 합주하는 거가 굉장히 좋은 이 나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나

도 잘해야 되지만 다른 애도 다 잘해야 하고.(생략)나는 우리 트는

굉장히 잘해.그런데 이 악기가 못해.그러면 우리는 잠시 인제 기다리고.

그럼 이게 지루하고 짜증나도 기다린다는 거.다른 사람이 하는 동안 내

가 꾹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힘들지만 기다려야 한다는 거 자체가

는 굉장히 소 하거든요.(학부모)

무 교과서 인 얘기지만 합주를 하려면 배려도 해야 하고 내 음도 낮춰

야 하고 친구음도 들어야 하고,앞에 지휘자의 손짓,몸짓 이런걸 야 하니까

그냥 같이 어느 순간 이 게 합해지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런가?(B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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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부끄럽지 않아요.나는 할 수 있어.

소극 이고 다른 사람 앞에 서기 어려워했던 아이가 다른 사람 앞에서

공연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이 상승하 고,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고 얘기하는 등 성취감과 자존감이 높아진 것을 발견했다.

지 5학년짜리는 좀 소극 이고 내성 이었어요.그런데 학교나 뭐 행

사하고 그러면 걱정했었거든요.자신감이 좀 없었어.언니보다.그런데 이

제 술꽃 씨앗학교 하면서 무 에도 오를 일도 많고,다른 학교 가서 연

주도 하고 하니까.학교 안에서도 이제 작은 무 ,학교 행사 같은 거 조

그만 거라도 있으면 무 올라가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는 에 띄게

보이더라고요.되게 좋은 거 요.애들하고 막 어울리고,뛰어놀고,춤추

는 시간에도 춤도 추고.얘가 안 그랬는데… (학부모)

한테 3년을 배운,지 은 이제 1짜리 남자 녀석이 있어요.(생략)

거문고를 배워서 무 이었고,자기가 거문고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

게 을까?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 요.아 진짜… 음악으로 바 건지

정말 얘가 철이 든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그런 사례를 보니까

도 나름 로 좋은 거죠.뿌듯한 거죠.(D 술강사)

유독 덩치가 큰 아이가 있었거든요.1학년 때부터 덩치가 유독 크고,

부진아 고.(생략)교육연극도 문화 술이잖아요.그걸 하면서 선생님이

자꾸 역할을 주고,어떻게 해서든.몇 명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

해야 하고,뭐 무 에도 올라야 되고,그 게 해서 변하더니 악기를 시작

했어요.쉬운 걸.그리고 6학년 선생님이 6학년 체가 다 취타부를 해

야 한다.강요를 하여서.그래서 취타부를 해서 옷까지 다 갖춰 입고.

하고 나서 짓기를,학교자체 생활문 쓰기를 했는데.(생략)‘는 제가

잘 할 수 있는 게 있는 걸 몰랐습니다. 도, 에게도 잘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드디어 얘가.이게 술꽃의 힘이다!그랬었

어요.어느 날 무 에 본인도 서고,얘가 작게나마 연주를 하고,연극에

참여하면서 얘가 겪은 경험은 감히 상상할 수 없겠죠.(B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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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교에 한 자부심

작은 학교가 가지는 장 인 학교에 한 소속감은 국악 공연과 수상

실 ,갈수록 발 하는 연주 실력을 통해 자부심으로 이어졌다.학교에

한 애정이 남달라질 수 밖에 없다.

무슨 축제 가서 보면 고등학생 언니들, 학생 언니들이 이 게 연주하

고 있으면 건 아니래요.우리가 훨씬 낫다고.강사님들이 진짜 연주를

잘하시고.J국악원 강사님들과 했기 때문에 애들이 달라요.(생략)‘이거

이 게 하면 안 되는데? 거 아닌데 엄마? 건 아닌 거 같아.’하면서

잘 집어내고.(웃음)굉장히 복이 요,복.(학부모)

학가기 싫다고 떼쓰고.그 게 하면 가기 싫은 거죠.‘엄마 학은 안

갈 거야.나는 등학교까지 여기 끝까지 다닐 거야.’그런 거 보면 신기

한게 안 갈라 그래.우리 큰 애 6학년 때 어떤 애가 D으로 이사를 갔어.

근데 걔도 언제 갔더라?가을에 갔나?그런데 끝까지 여길 다녔어요.그

리고 거의 학년말 학교 배정받고,막 이럴 때 그 때 학을 갔어.근데

꼭 와.버스타고 혼자서.애정이 되게 많은 거야.학교에 한 애정이.

(학부모)

근데 스승과 제자 간의 그게 있는 거 같아요.선생님 무 오르기 에

가서 만나고.무 끝나고 나서… 우리 선생님 올라가기 에 못 본 애들

은 무 끝나고 나서 선생님 봤다고.사진 어서 이 게 T나 F에 올려

놓고 애들끼리 그러니까 공연이 있으면 서로서로 연락을 해서 ‘선생님들

어디서 공연한데.’이러고 있죠.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향이 있어서 애

들이 이어져.(학부모)

나. 술꽃 씨앗,교사들에게 싹트다

술꽃 씨앗학교는 학생 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

고 있었다.도입되었던 기,학교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몰랐던 교사

는 술꽃 씨앗학교 사업을 보통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공모하는 ‘00

사업’,‘00연구’와 같이 여기며 처음에는 하나보다 하고 수롭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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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여겼다.그러나 면담과정에서 ‘술꽃 씨앗학교의 힘이 요.’를 거듭 강

조하는 것을 보며,교사들에게 분명한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

다.2013년 D 등학교에 부임하여 사업 업무를 담당한지 1년 정도밖에 되

지 않은 교사 역시 술꽃 씨앗학교에 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부터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1)문화 술교육의 요성 인식

D 등학교에 술꽃 씨앗학교를 도입한 학교장은 사업을 통해 분명히

교사에게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하 다.아이들의 정 인 변화를 경험

한 교사는 문화 술교육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고,자신도 개인

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교사가 학생들에게 향을 주기도 하

지만 향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볼 때 ‘학생의 변화가 교사를 변화시

키고,그 변화가 원동력이 되어 학교가 변한다’고 말한 술강사와의 면

담에서도 술꽃 씨앗학교 학교변화의 시사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선생님들도 그 게 술 인 활동을 하면서,그런 공부를 안했다가 해

보고 하니까… 선생님들끼리 장구라던가 악기라던가 소 이라든가 연

수를 희망하는 분은 하게끔 했어요.그래서 연수를 하고,자꾸 공부하고,

배우고,이 게 그런 걸 해보면서 선생님들이 생각도 달라지더라고요.

술분야에 해 별로 하지 못했다가 하고 나서, 아이들이 발 하

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들도 상당히 더 그런 쪽으로 심을 가지고,더 열

심히 아이들을 지도해주고,뒷받침해주고.(학교장)

그런 거 보면 선생님들도 많이 바 신 것 같아요.P선생님도 혼자

오셨더라고.P선생님.화요일 상설 엊그 께.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학교를 떠나셨는데도. 희 공연을 다 챙겨 보시는 거 요.이분들이.그

러니까 선생님들이 바 시면 그 분에 의해서 애들이 바뀔 것이고,그

러니까 술꽃 씨앗학교가 애들도 요하지만 선생님들 음악을 듣는 거

라든가 보는 거라든가 그게 바 시고.(D 술강사)

모든 단체가 기 이 다 그 겠지만 희학교는 소문이… D 등학교 분

기 좋은 학교.사실 소문이 막 자자해요.행복학교!(생략)정말요.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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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행복한 학교… 그런 생각이 들고.하여튼 교장선생님이 직 계속 서

가르치시고.‘나는 강사비 필요 없어.내가 직 지도할게.’하시고.선

생님들도 배우고… 올 까지 희 계속 연수 배우고,작품 도 배우고

그랬었어요.3명이서 무 섰었고.그리고 여기 계셨다가 가셨던 분들도

계속 지도 받으시고.(A교사)

2)문화 술을 향유하는 교사

문화 술교육을 한 교사 자신도 변화를 인지하고 있었다. 술꽃 씨

앗학교 지원사업은 국악에는 문외한이었던 두 교사의 마음에 술씨앗을

심어주었다.처음에는 아이들의 문화 술교육을 해 투자하 던 시간이

차 자신을 한 시간으로 바 게 되었다.국악에는 심도 없던 교사

가 공개수업을 음악교과로 하게 되었다면서 자신에게 나타난 큰 변화를

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의 향이라고 확신했다.

는 개인 으로는 국악에 심을 갖게 될지도 몰랐고… 음악을 공개수

업을 하게 될 몰랐는데,자꾸 많이 듣고 보고 하다보니까… (생략)제

가 교사 10년을 딱 했는데 음악수업 공개를 했다는 건 공개수업을 다른

선생님들을 모시고.그거는 술꽃 씨앗 4년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확신합니다.그리고 이 게 국악 같은 거 옛날에 왜 라디오에서 나오면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안보고 그랬는데 지 은 유심히 보고 악기가 지

은 새롭거나 하지 않으니까. 심이 가고,국악 무슨 사이트 가고…

되게 는 제가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제가 오롯이 4년을.(B교사)

올해 1년 사업을 담당한 교사는 교내 국악 악단을 지휘하는 과정

에서 느낀 즐거움을 이야기했다.국악에 해서 모르기 때문에 곡을 듣

고 외웠고,지휘하는 법도 몰라 정식 인 지휘법은 아니었지만 지도하는

술강사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지휘자로서의 흥을 발견하 다.연주하는

아이들을 자랑스러워하며 교과 외에 국악연주로 함께 활동하는 것을 통

해 본인도 국악을 즐기게 된 것이다.Lortie(1975)도 강조했듯이 교사들

은 수업이 주는 ‘정신 보상’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며 ‘아이들과 함

께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말한다.학교변화를 한 사업이 교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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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몰입할 시간을 뺏는 결과(Bruno,2000)가 아닌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제가 음악을 처음에 잘 몰랐지만 애들이 하면서 연주하는 걸 들으니까.

정말 모르시죠?그 기분. 에서 보는 거하고 달라요.앞에서 애들 곡

을 들으면서 나 에는 신나가지고 하게 되요.(생략)애들이 앉아가지고

막 조그만 애들이 막 이러고 있으니까는 그 모습도 되게 기특하기도 했

고.곡이 신나니까 나도 막 신나니까 나보고 왜 지휘자가 무릎을 굽실굽

실?아니 지휘자가 왜 무릎을 굽실굽실?막 신나니까 이게 막 이게 지휘

가 되는 거 요.지휘 못한다고 했는데 내가 신나니까 재미있게.그래서

지휘에 해서 물어봤어요.뭐 마땅한 방법이 있나.지휘자 나름 로 가

라고 나름 로 가라고 그러시기에.그죠?무릎 굽실은 제가 신나는 거

니까 그런 알라고.(A교사)

[ 림 4] 꿈을 먹는 하루(2  예술꽃 씨앗학  성과 연주회) 공연

그러나 교사들이 직 국악 연주를 하며 기량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

가 있었다.교사 상 국악 수업을 개설하 을 때,‘아이들과 국악으로 소

통, 통문화 술교육 문성 향상’이라고 목표했던 것과 다르게 실

인 제약으로 인해 교사들의 참여도는 계속 떨어졌고,결국 폐강 되었다.

국악지도를 한 연수 연구 운 등의 다각 인 노력이 있었지만

교사가 국악교육 반을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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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수업시간에,한 2년째 을 때 선생님 두 분이 들어왔었어요.그 때

배우신다고.진짜 아이들 있으면서 뒤에 두 분이 항상 와 계신데.맨 처

음에 열정이 넘쳤지.그 때 그분들이 지 행정일이 무 많으세요.그러

니까 열심히는 하고자 하는데… 그걸 아이들하고 하니까 더 선생님은 더

마음가짐이 다르겠죠?근데 일이 많으니까 못 들어오시는 거 요.이게

한 번 출장 갔다 오고,두 번 출장 갔다 오고… 이러면 기본이 같이 배우

기 시작했는데,이게 벌어지다 보면 결국 못하시더라고요.두 분

다… 결국 그 게 어요.그러니까 뭐 처음의 마인드랑 실과 맞지 않

는 거지.(D 술강사)

사실 선생님들이 웬만큼 하면… 희도 교사연수가 있었기 때문에 장구

연수도 받고 연수,소 ,하여튼 받았었거든요.그런데 시간이 길지 않

아서.애들에 비하면 뭐 잠깐이었으니까.뭐 그 게 기량이 막. 는 소리

내기가 어렵더라고요.소리가 안 나더라고요.손가락이 짧아가지고.(생략)

안 찢어져 굳어가지고.애들한테 교사 기량이 좀 되면.사실은 교사가 하

는 것도 괜찮은 거 같고.그래서 회 때마다 실 을 쌓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그랬는데… 꾸 하게 가야죠.잠깐 동안 회를 한 비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길게 학교와 교육과정안에 녹아있어야죠.(A교사)

3) 술 교수학습,학 경 의 도입

술꽃 씨앗학교 운 을 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문화 술교육 심으

로 재구성했다고 해도 각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다를 수 있다.그

러나 D 등학교는 실제 수업에서 통문화 술을 활용할 수 있는 교수

학습방안을 연구하 다.

한 학년별로 학 경 에 문화 술교육 로젝트 주제를 정하여 담임

교사로 하여 이와 연 된 교실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에서 교

사의 문화 술교육 역량 증 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이는 한 학년

도 빠짐이 없이 체 학년이 문화 술교육에 참여하고,계속 교육이 연

계될 수 있도록 하 다는 에서도 의미가 있다. 술꽃 씨앗학교 시행

이 2010년 교육과정에 명시된 학년·학 특색사업의 내용과 비교해 보

았을 때 그 변화를 확실히 발견할 수 있다.



-62-

학

년
과  영역 내용 운영시간

1

창의 미술 육 
오물조물 미술활동을 통해 

창의력이 쑥쑥
20회

통합(인성 육) 
통합적 예술프로 램으로 

만들어가는 어울림 한마당
20( 과12,창체8)

2

한자 육 하늘천따 에서 장원 제 12회  수시

통합(인성 육)
전래놀이와 문화예술 

속으로 풍덩~!
20(창체)

3

리코더 육 아름다운 선율에 마음을 싣고 30회

전통놀이
전통놀이  뉴스포츠를 통한 

인성UP!, 감성UP! 창의성UP!
20( 과10,창체10)

4

과학환경 육
RSM을 활용한 과학환경체험 

프로 램 운영
30회

창의적체험활동
다양한 놀이, 체육 활동으로 

몸과 마음 키우
20( 과)

5

통계 육
최신 통계자료를 활용한 

효과적인 사회과 육
17회

어, 음악, 사회

창의적체험활동

다양한 음악․연  놀이 활동을 

통한 인성up, 창의go, 감성play
20( 과17,창체3)

6

로 육
미래의 나를 스스로 설계하는 

창의적인 로 육
20회

어,창의적체험활동 연 을 통한 문화예술 감성 르 20( 과20)

[표 8] 학년  프로젝트학습 내용의 화(사업시행 전후 비 )

우리 교육과정상에 담임선생님마다 문화 술 로젝트가 있어요.우리 1,

2학년은 포 으로 인성 교육 쪽으로 갔지만 3,4학년은 보통 체육 쪽으

로 갔고,4학년도 연극하고 6학년도 연극하고… (생략)개인이 학 경 할

때 주제하나 잡아가지고 하듯이 20차시 잡아가지고 하거든요?(A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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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5] 문화예술 프로젝트 수업 

4)문화 술로 화하고, 력하고

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을 통해 차 교사의 화내용도 바 게 되

었다.업무 의 시 문화 술에 한 이야기가 오가게 된 것이다.사업을

운 하면서 많이 상의하고 술꽃 수업 시간에 교실을 비워주면서 서로

만나게 되고,학교가 한 후에도 공연을 보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

다.교사 간 활발한 네트워킹은 작은 학교가 가지는 특성 하나라 할

수도 있지만 그 소재가 문화 술이 되었다는 것은 여겨 볼만하다.심지

어는 학교를 떠나 다른 학교로 근 간 교사까지도 문화 술로 교류했다.

력을 하려면 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자주 만나고?그런데

술꽃이 들어오면서 뭔가 많이 상의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교실을 비워

줘야 하면 만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그리고 결과물에 한 반성회도

해야 하고,계획도 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는 자연스럽게 더 많이 부딪

히고 화하고,그 게 된 것 같아요.그리고 논의 주제가 문화 술이잖아

요.(B교사)

조선후기 농민들이 배부르고 농업이 잘되면서 문화 술에 을 돌렸듯

이… 희에게도 어느 날 보니까 문화 술을 논하려는 여유가 한쪽에 생

긴 게 아닐까 싶게… ‘뮤지컬 애들하고 같이 갈까?’그래서 같이 보러가

기도 하고 그랬어요.훨씬 더 좋아졌어요.올해는 못했는데 그동안은 교

사들도 1인 1악기를 배웠거든요.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를 그러다 보면

더 자주 만나고.교사 력 인 부분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B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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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과정을 F에 공유를 하면 떠나신 선생님들이 함께 끝까지 못한 것

에 무 아쉬운 표 을 하세요.근데 그거는 음악이 있고, 비된 아이들

이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오셔도 그거는 이 게 마음이 이 게 감동이

되는 시간이 아닐까… (B교사)

다.학부모에게 불어온 변화의 바람

학교의 구성원 한 그룹은 ‘학부모’이다.진동섭(2003)은 학교의 외

계는 학교 교육의 목 을 달성하기 해 학부모,동창회,지역사회 등

학교 외부와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재 학교가 개방 체제로 변하지

않으면 학교경 이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설명

한다.학부모는 과거 지역사회의 일부분이었지만 재는 학교의 한

사항에 해 결정권이 있는 학교운 원회13)의 구성원이다.

연구 참여자로 섭외한 학부모의 경우 D 등학교 운 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방과 후 코디네이터로 술강사와 어,수학,인라인 등

특기 성 교육을 맡고 있는 방과 후 수업 강사의 재자 역할을 하고 있

다. 한 학교에서 운 한 문화 술교육에 극 으로 참여한 분으로서

학교의 정 변화를 목격해왔다.한 사람이 학부모 체집단의 목소리

를 변할 수 없겠지만 술꽃 씨앗학교 시행 후의 변화를 학교 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한 학부모이기에 면담에 의의가 있다.

13)학교 운 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

으로 실시하기 해 국·공립 사립의 등학교· 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설치하는 심의·자문 기구로 비공개 이고 폐쇄 인 학교 운 을 지양하고,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 으로 반 함으로써 개방 이고 투명한 학교를 운 할

목 으로 도입되었다.학교 운 의 자율성을 높이고,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 으로 실시하는 데 목 이 있다.학교 운 과 련된 의사

결정 단계에 학부모·교원 지역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

성·합리성·효율성을 확보해 학교 교육의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기 한 집단 의

사결정(심의·자문)기구이다(두산백과사 두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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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녀에 한 교육 변화

연구 참여자는 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부터 지역에 거주했던 학

부모로 아이들의 변화과정을 보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녀에 한 교

육 도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었다.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문화 술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D 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신뢰했다.악기 수업이 방과 후 활동의 주가 되

면 다른 교과의 성 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큰 변화가 없

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등학교 때는 놀아야 되는데… 충분히 놀은 놈이 공부도 잘하고.

그런 기본 인 생각도 가지고 있기는 한데.그 게 될 거다 하고 자꾸

를 죽이려하죠. 의 욕망을.괜찮을 거야.(생략)이제 자기가 맞는 거를

찾고,자기가 해야 할 때와 안 해야 할 때를 알더라고요.그러니까 이것

도 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술꽃 씨앗학교 향이 있는 거 같아.제가

뭐 딱히 학교 올라와서는 뭐 하지는 않았거든요.애들한테… 그런데 지

가 하는 거 보면 알아서 하는 거 같아.기특하기도 하고,기다리는 게 필

요한데.음… 기다리려고요.(학부모)

2) 술꽃 씨앗학교 로그램을 통한 문화 술 향유

학부모 역시 술교육에 큰 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아이들의 변화를

기뻐하며,학교 행사에 극 으로 참여하 다.특히 학부모 상 국악기

강좌가 열려 참여하 는데,실력이 빨리 늘지 않아 공연무 도 취소되었

지만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에 의미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창피해서 못하겠다고… 안한다고 해서 안했는데 그런데 그걸 해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고,그게 얼마나 힘들고, 그 게 함으

로써 즐거움하고,이 게 뭔가 한 곡을 완성을 했을 때 그 쾌감 같은 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면에서 도 도움이 많이

죠.학교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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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교 공연 등 부분의 행사에 참여하면서,문화 술을 향유하는

학부모의 역량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은 시 부터 개인 인

심이 있었지만 더 이상 발 이 없었던 음악이 아이들과 함께 하며,학

교에서 제공하는 로그램에 극 으로 꾸 히 참석하면서 통음악에

한 소양이 쌓인 것이다.

는 항상 들으니까… 뭐든지 다 참여하거든요.(생략)가서 보면 웃겨

요.되게 웃겨요.‘야 뭐야,야 네 시선 잘 처리해야 돼.그 게 하면 안

된데.’J국악원 그 합주를 보면 국악 정악이라는 거는 웃고,즐겁고 흥이

아니고 진짜 정악이기 때문에 무표정으로 하거든요?그런데 우리 애들

은… 그 곡 할 때는 그 게 하면 안 돼.(학부모)

3)학교교육과정에 한 신뢰 구축

학교 입장에서도 술교과 시수 증 로 인해서 아이들의 학업성취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었다는데 그것에 해서는 술꽃

씨앗학교의 지속 운 으로 인해 변화된 학생들의 모습을 다각도로 학부

모들에게 보여 다면 차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면이라고 사료된다.

문화 술교육시범학교 운 보고서 1～3차 연구결과에도 학교문화 술

시간이 교과활동이나 창의 체험활동 시간에 배치되길 원하며 특별활동

이나 방과 후 활동 시간의 선호도가 낮은 이유를 후속 연구에서 밝힐 필

요가 있다.분명 학부모 에는 술교육보다는 입시 주의 주지교과 교

육 강화를 원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지 우리가 국악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화,서 수업도 하고,교육

과정 속에 녹아있고.음악,미술,체육은 소고… 이번에 소고수업을… 소고

무용을 들여와서 했어요.교육과정 상에는 이게 들어와 있는 게 지 소

이랑 풍물이랑 한국무용이랑 한국화랑 서 수업 해서.이 과정상에 증

를 시켰어요.시수를 증 시켜서… 특별히 체능 쪽을 강화시켜서…

다른 교과 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교과는 좀 이고… 근데 어

머님들이.설문지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무 이런 술활동, 체능 활

동만 많이 하다보니까 학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무 거기에 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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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같다고.어머니들은 걱정되시죠.사실은.(A교사)

이 분야에 해 모르시기 때문에.막연한 두려움과 막상 시작했을 때의

경제 부담.그리고 얘가 정말 될까?얘네가 연주하는 것만 보셨지. 희

야 이 게…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 충고를 하기에는 모르니까… 그래서

아마 작년에 애들을 졸업시키면서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했으면 좋겠다고

말 을 드렸는데. 부분 같은 반응이… 악기는 취미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더라고요.그리고 돈 걱정도 많이 하시고… 애들이 공부로

나갔으면 하는 한민국 어머님들의 일반 인 생각을 가지고.(B교사)

그러나 면담에 참여한 학부모는 본인에게 나타난 문화 술교육의 효과

를 알기에 방과 후 수업과의 시간 안배도 술꽃 수업 심으로 바 것

에 불평을 갖지 않았다. 반에는 학교에서 하는 로그램이 늦게까지

있고,피곤해하는 자녀의 성 이 떨어질까도 걱정했지만 성 과는 상

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방과 후를 좀 바짝 응축시켜놨어요. 에는 시간 가 길었으면 얘네를

여놨어.(생략)그래도 처음에 그랬어요.혹시 방과 후 다 망하는

거 아닌가?시간이 어서.근데 아니에요.이거는 이거 로

하고 희한하더라고요… (생략)애들이 체력이 달릴 텐데.그러면 성 도

떨어지고 엉망진창 되겠지? 그랬거든요?근데 상 없더라고요.

그거하고 상 없더라고.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같이

보거든요.문제가 같은데 그 다고 뭐 굉장히 년도에 비해 굉장히 떨

어지거나 그 지 않으니까 희한한 거죠?아무상 없는 건데 는 굉장

히 걱정했거든요? 상 없더라고.(학부모)

뒤로 1인 1악기를 하려고.그 뒤에 있는 시간을 활용하기 해서.처음

에는 학원 때문에… 올해에는 애들이 거의 다 학원에 안가고 악기에 매

진하더라고요.문화교육의 힘이지 않을까 해요.부모님들도 처음에는 반

하시고 처음에는 학원 보내겠다고 하셨던 학부모님들이 이제는 악기를

시키시더라고요.(B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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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리학교는 술꽃 씨앗학교

학생,교사가 변화되니 학교도 반 으로 바 었다.문화 술교육은

국악연주 향상 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안으로 녹아들어 D 등학교가

더욱 특색을 갖추게 하 다.국악기 연주 뿐 아니라 통문화교육의 일

환으로 연극도 도입되었다.새로 부임한 교사가 심 있게 연구하는 교

수분야인 교육연극을 통마당극으로 학교교육과정에 융합시키고 D 등

학교만의 교육과정으로 여러 상을 수상하 다.교사들이 새로운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기 해 자신의 교수방법을 연구,개선하고,새로운 아이디

어를 실험하는 문 공동체의(진동섭,2011)모습이 보인다.

국의 각 시도에서 2곳씩 선정을 하는 2013년 행복학교로 선정된 것은

문화 술교육을 통한 학교변화가 공식 으로 인정받은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학생들의 학교에 한 만족도가 매우 높고,왕따가 없는 그리고 악

기 소리가 넘치는 특색 있는 문화 술교육과정이 펼쳐지는 것에서 주목받았

다고 한다.이는 학교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함께 만든 뜻 깊은 결과이다.

1)학교의 이미지 개선

사실 D 등학교 주변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거주하고 있는 주

민들도 노인층이 많다. 한 학원이나 문화시설이 없어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기 쉽지 않고,실제 나가는 학생도 많지 않다.인구 유입이

많지 않고 외부지역과의 교류가 잦은 것도 아니다.한 교사는 ‘유리막에

쌓인 학교’같다고 이야기 할 정도다.

소외지역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던 학교가 술꽃 씨앗학교 선정이후

바 기 시작한 것이다. 술꽃 씨앗학교 이 D 등학교의 교육과정 계

획 역 사업에 노인정 사활동,병원학 에 한 언 이 있다.선정 이

에 있던 내용이 선정 후에도 계속 진행 된다면 그것이 무슨 변화인가?

라고 반문할 수 있다.그러나 보기에는 같은 행사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의 깊이가 달라졌다면 그것 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먼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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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를 체결했다는 것에서 연계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지역사회 경로당이라든가 는 어려운 시설에 가서 거기도 다 MOU를

체결 했어요.체결해가지고서 D경로당 거기 가서도 아이들 가서 2번 씩

이 게 문공연도 했더랬고,굉장히 좋아하시더라.다른 어려운 시설

가서 했고, 병원이 있거든요.D 등학교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그런

아이들을 한 특수학 이 있는데,C 학교병원 바로 이니까 거기에

가서 그 아이들을 한 공연도 해주고,그 게 해서 학부모들한테도 굉장

히 공감을 얻고,그래서 병원학교 끝나고,우리 학교 애들하고 유 계

도 있고,가서 연결 되가지고서 그 세 명 아이가 지 D 등학교로 학

을 왔어요. 문 공연하고 지역사회 유 계를 갖기 한 그런 행사…

그런 거에 참여하고 한 계기로 해서 그 아이들이 오게 된 거죠.(학교장)

D 등학교가 가진 각종 수상 실 은 학생들의 실력을 검증하는 자료

로써 지역행사가 있을 때마다 풍물부와 국악 악단은 외부에 청 공

연을 갔다.학교가 학교 밖으로,밖으로 나가는 순간이었다. 술꽃 씨앗

학교 운 후 D교육청 홈페이지에 D 등학교의 실 ,운 행사에 한

홍보 문구 게재 횟수가 격하게 증가하 다.

교육청에 라든가 무슨 행사를 하면 떠오르죠.아, 조 좀 부탁한다.뭐

이런 것들. 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변화된 건 사실이에요.그런 것들이

효과는 굉장한 거거든요.뭐 크게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도 않고, 학

교도 그 고,교육청도 그 고,지역사회도 부담이 가지 않는 한도 안에

서 활성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그것이

문화를 통해서 뭐 교육청이 되었던 아니면 뭐 지역사회가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이 술꽃이라는 것을 해서 음악을 만들어서 그거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 이 돼 버렸으니까.그런 면에서는 진짜 학교 쪽 입장에서 보

면 연 인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아,이 애들 수업을 못할 정도로 일정

이 잡히니까.(E 술강사)

한 문화 술교육시범학교로 연구학교도 운 하고 있었기에,지역 타

등학교에 심을 받았다.어떻게 D 등학교의 특색사업, 술꽃 씨앗

학교 지원사업을 다른 학교에도 일반화 시킬 수 있는가에 한 질문을

받았다.D 등학교가 문화 술교육 운 의 모범학교로 비춰진 것이다.



-70-

연구학교 발표할 때가 있었어요.(생략)이런 악기조차 처음보시는 선

생님들도 있고,애들이 막 장난감 다루듯이 능수능란 다루니까 입이 딱

벌어지시는 거 요.우와 애들 단하다.어떻게 런 악기를 게 잘

다룰까?이게 첫 회서부터 애들한테 쌓 던 결과죠.(생략)시범학교 때

는 동부 내 여기 다 오셨거든요.각 학교 표 선생님들이.그러니까

다 학교에 문화 술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오셨었어요.그래서 그 학교

에서 같이 보고.우리학교 보고,수업 쪽에 녹아든 수업도 보여드렸고,그

다음에 이런 우리 악 하는 것도 보여드렸고, 반 으로 운 하는 얘

기도 해드렸는데.보시고 그 학교 가서도 각 학교에서 일반화 시킬 수 있

는 것은 해라… (A교사)

2)사업추진 의지와 학교 자생력을 한 노력

4차년도를 마무리하며 D 등학교의 학교 구성원들은 문화 술교육의

지속 운 에 한 걱정을 드러냈다. 술꽃 씨앗학교 지원 산이 년도

가 지날수록 액이 어지는데 있어 강사료 확보가 가장 시 하다는 것

이다.J국악원과 MOU를 체결하고 있어 우수한 강사진이 확보되어 있지

만 산이 없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방과 후 국악교육이다.‘문

화 술교육 선도학교’로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담당교사는 기량교육에

한 학생과 학부모의 기 와 만족도가 크다고 한다.

제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일 좋은 건 기량이죠.사실은 (생략)기능개

발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작년에는 그 지 않았는데.올해 보니까.사

실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 요?평생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A교사)

진짜 이게 없었으면 희학교는 그냥 바쁜 학교?업무만 하는 학교로

기억이 을 것 같아요.제가 나 에 다른 학교로 가더라도.근데 그런 생

각은 안 들고 이쁜 아이들 합주하던 모습… 이런 걸로 기억될 것 같

아요.그러니까 D 등학교가 계속 그런 학교로 남았으면 하는 굉장히 큰

욕심이 있어요.(B교사)

충분한 선생님들이 뒷받침되고… 지 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장 으

로 보는 게 뭐냐면 합주를 할 수 있잖아요.다른 친구들은 합주라는 게

쉽지 않아요.각 악기 하나씩은 내가 개인 으로 나가서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걸 합주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71-

행운이 그거지 않을까 는 생각해요.(D 술강사)

4년 끝나고 나서 지원이 끊어지면… 그 아이들 강사비용 4천만원 이상

드는데… 1년에 강사비도 학교운 비로 할 수 없고… 참 그게 걱정이에요.

지 최고 정 에 와 있는데,아이들 아주 높은 수 에 와 있는데,그게 강

사가 와서 그 선생님이 지도를 안 해주면 그냥 뭐 애들이 할 수가 없는 거

잖아요.그래서 그게 끊어지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시·도에서 뭐 지원받

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쉽지가 않다.그게 좀 안타까워요… (학교장)

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이 마무리되는 시 에서 D 등학교는 새

로운 재원확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4년간의 여정을 이 로 끝내지 않

고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다.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은 술꽃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재원 등을 지원해 주었지만 그 씨앗이 새싹이 되고,활

짝 피고 열매 맺는 것은 학교가 가진 학교경 역량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D 등학교는 교육과정 반에 통문화 술교육이 자리 잡았고,학생

들에게 흥미 있는 역은 1인 1악기이다14). 한 ‘직 체험하기’가 선호

하는 교육운 방법인 만큼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방과 후 국악기 로

그램을 지속하기 해 연구 부장이자 사업 담당교사는 여러 계획을 세우

고 있었다.새로 부임한 학교장도 가장 큰 심사이다.

술꽃 씨앗학교의 시작은 학교장의 심에서부터 비롯되었지만,이

후 지속은 학교 체 구성원들의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3. 술꽃 씨앗 퍼뜨리기

가.지역사회의 도움을 요청하다

술꽃 씨앗학교의 사업취지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학교에

서 시작하여 지역사회까지 문화 술교육이 확산․ 되는 것이다.지역

14)문화 술교육시범학교 운 보고서 1～3차 연구결과 체 학생의 30% 이상이

‘국악 1인 1악기’가 가장 흥미 있는 역으로 답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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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 술센터 역할을 학교에 기 하고 있는데 앞의 [표 6]에서도 제

시하 듯이 과업 역에 ‘지역연계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성과지표를 마

련하여 해당 등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역연계 역을 수치화한다

하여도 그 학교와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 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며,

그것이 사례분석이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D 등학교의 술꽃 씨앗

학교 운 이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 연구 참여

자와의 면담을 통해 분석하 다.

D 등학교가 술꽃 씨앗학교가 된 후 사업의 목표 로 문화 술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사업에 선

정된 직후 J국악원과의 MOU 체결은 D 등학교에서 이루어질 국악교육

에 문성을 부여하 다.문화 술교육을 해 인근 지역 기 과 맺은

첫 번째 약이었으며,J국악원은 4년간 D 등학교의 국악기 교육을 책

임졌다.

국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학교가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국악,그런 고 뭐 거문고나 가야 이나 해 이나 이나 그

런 악기를 그림으로만 봤지 실질 으로 못 본 아이들이거든요.그런 아이

들한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여러 가지 연구하고,고민한 끝에 그 J국악

원,시립 J국악원이 상당히 거기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생략)그

분들한테 MOU를 체결하고,(생략)이 게 해서 수석,차석 이 게 해서

13명 강사님하고 해서 우리 학교 와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이

게 계기가 되었었어요.(학교장)

이후 C 학병원,마당극패 W,M 학교,노인정과도 MOU를 체결하고

사활동, 술꽃 씨앗학교 운 에 한 자문 등의 도움을 주고받았다.

D 등학교의 문화 술교육을 지역사회로 확 시키기 한 극 인 시

도 다.학교의 자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 술교육을 활성화

하기 해서는 외부 기 과의 연계가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자원은

문화 술교육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 인 요소이다.문화 술

교육 사업을 둘러싼 트 십 네트워크는 이러한 자원을 확보하고 활

용하기 한 략이라 할 수 있다(임학순,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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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원․협력내용 비고

J 악원

-우수한 전통예술 강사풀 제공

-화요상설공연 람  정 연주회 람 회 제공

-예술제 등 공연장소 무료 제공

2011.3.3

MOU 체결

D 청 - 자체 문화예술 공연 행사에 적 적 참여 원
2013.3.11

MOU 체결

M대학 -대학생 멘토링  우수 악강사 확
2013.3.27

MOU 체결

C대학 원 -예술꽃 씨앗학  홍 원 MOU 체결

마당 패 W -전문 연  강사 원
2013.4.15

MOU 체결

평생학습
-예절 육 체험학습 원

-각종 공연 람 원

D시립미술 -해설이 있는 미술  현장체험학습 원

D도서 -문화예술 련 독서행사 원

D 육청
-운영 내용 자문  각종 홍  원

-학생음악경연대회, 민속놀이경연대회 참가

D수련원 -다양한 문화체험 공연 원

D문화예술의 전당 -각종 문화예술 공연 람 원

[표 9] 유  원 협력내용

나. 술꽃 씨앗 퍼트리는 과정에서의 악천후

1)지역사회의 참여 조

사회에서는 학교에 차 다양한 요구를 한다.교과 외 교육활동 기회

제공을 한 ‘방과 후 학교’,‘돌 서비스’라는 보육의 역할까지 오늘날

학교에는 다양한 외부인이 출입하고,학교 내부 구성원만으로는 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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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하기 쉽지 않은 실에 와 있다.

D 등학교는 열악한 지역에 있는 등학교로 주민 상으로 문화 술

교육 강좌를 열어도 참여율은 떨어졌다.학교장,교사,학부모는 지역의

인구분포나 경제 여건이 문제라고 지 한다.

우리 지역사회가 어려우니까 맞벌이에요.어렵기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우니까.그래서 사실 정해진 시간 나와서 두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가려고 해도 직장을 나가야 하니까 시작을 했다

가도 몇 개월 하고… 다 맞벌이고 그런 상황 때문에 지속 으로 계속 하

지를 못하고 계속… 한 8명 시작하면 나 에 3명밖에 안 나와요.안타깝

게 생활환경 때문에… (학교장)

산이 있어가지고 지역사회와 함께 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그런데

이게 열악한 환경 주변은 사실은 부모님들이 바빠요.바쁘고 어떻게 보면

편부가정 편모가정도 많고.한부모 가정이 많아서.그게 워낙 참여

도가 어서… 아무리 문화 술교육의 거 학교로 해서 큰 로그램이

돌아간다고 해도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얼마나 참여를 해주실까.작년

에 해 부 할 때도 사실은 한 네 다섯명?올해도 서 부 한 네 다섯명

정도 는데.그분들은 그래도 아버님은 직장가시고,어머님들은 집에 계

시니까 어머님들이 주로 나오셔요.그런데 이런 로그램을 만들어놨는데

도 불구하고 참여도가 으면… (A교사)

희 학부모 강좌 같은 거 있을 때 구나 오면 받아줬었거든요.올해

는 학부모가 없어.참여율도 좀 낮아서.그런데 처음에는 심되게 많았

는데 그랬다가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거든… 어른들은 그걸 되게 겁

내하는 거 같아.악기는 다 학교에 있어서 가르쳐 주는데도.그리고 부

분 그게 있어요.출근하고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사

실.인원도 별로 안 되는데 거의 직장에 다니는데.먹고 노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없다는 거죠.연세 드신 할머님들도 와서 하시거든.힘들지…

올라오시는 것만도 감사한데.여기 D동 주민 센터에서 뭐 행사하고 어버

이날 행사 한다 그러면 애들이 가서 공연한다 하는데.지역 인 게 굉장

히 큰 거 같아요.(학부모)

2)운 산의 감소

학교장은 M 학교와의 MOU 체결의 경우는 자문 기 으로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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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지만 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이 종료되었을 때를 비하여 다소

낮은 단가의 학생 강사를 확보하기 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문화

술교육의 지속 운 을 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에서 학

교장의 경 의지가 보인다. 술꽃 씨앗학교 운 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강사료이다.국악기 같은 경우는 기에 구비해두면 이후

에는 리비용 정도만 책정하면 되지만 강사료는 매년 꾸 히 들어가는

비용이며 다양한 악기 교육을 해 실력 있는 강사를 섭외하기 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1차년도 공모신청 시 지원 100,000천원,학교 자체부담 8,000천원을 더

하여 총 108,000천원 시설 기자재 구입비는 32,600천원(30.18%),강사

료는 39,840천원(36.8%)이었다.3차년도에는 지원 86,500천원 악기구입

은 9,280천원(10.7%),강사료는 42,200천원에 교육코디비 4,000천원을 추가하

여 총 46,200천원(55.4%)이었다.마지막 년도인 4차년도에는 지원 73,525천

원 강사료는 36,300천원에 기획자 인건비(코디네이터비)4,000천원을 추

가하여 총 40,300천원(54.8%)이었다15).지원받는 산은 차 고 있으나

강사료 비율은 오히려 늘다가 소폭 감소했다.사업이 확 될수록 다양한

활동에 따른 강사료가 증가하 으나, 산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강사료가

어든 것이 에 띈다.강사료가 어들었다는 것은 학생들이 국악 강의

를 받는 악기 가짓수나 기간이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억씩 주는 게 맞는데 가면 갈수록 산이 조 씩 어요.작년 비

해서도… 올해는 2박 3일 뜨락 공연이 있었기 때문에 차량비,숙박비,식

비 이런 산이 잡 야 하는 상태 거든요.그래서 산이 작년처럼 굴러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그래서 쭉 연간계획을 짜다보니까 10월정도 까

지만 운 을 하면 딱 맞는 거 요.그래서 방학 때 물론 연습을 하면 좋

지요.계속 뜨락 공연 올라가서 공연도 해야 하고.그런데 일단 산은

이제 없으니까… 일단 강사비 쪽에 산이 없으니까… 이제 못할 것 같

은 거 요.그래서 지도 원님(코디네이터)께 이래서 못하겠다. 산이 강

사비가 많이 부족하다 말 드리고 안했어요… (A교사)

15)6기 공모안내에는 1년차 지원 산에서 연차별 15% 감액 정이라고 공지 되어

있다(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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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 4년 동안 해 줬는데, 지원 해주기가 그 잖아요.다

른 학교도 지원해줘야지 지원해 학교만 계속 지원해주면 문제가 될 수

도 있고,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요.자비로… 모르겠어요.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은데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으로 하기에

는 쉽지가 않아요.그게 참 안타까워요.다시 새싹학교 응모를 아마… 모

르겠어요.그게 2년이거든요.그 2년 끝난 뒤가 문제에요.(생략) 술

학교 하면은 D학교라고 학교가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극 인 교육청

지원 같은 것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

고요.교육감님과도 면담을 했었어요.어느 학교만을 집 지원해주면 그

게 형평성에 어 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학교장)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굉장히 아쉽고.애들이

이제 걱정되는 거는 애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 있었었거든요.거의 방과

후 하는 애들은 방과 후 하고 그다음 술꽃 하고 방과 후 안하는 애는

그동안에 놀거나 도서 에서 책보거나 있다가 술꽃 하고… (생략)나

에 빈 시간을 어떻게 애들이 보낼까?그러니까 걱정이 그게 되요.정

말 그 후도 생각을 해야 하고.(학부모)

술꽃 씨앗학교를 운 하면서 산에 의존하게 되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처음으로 돌아가게 된다.하나의 방향성을 토 로 ‘사람을 남기는

것’이 요하다고 술꽃 씨앗학교 1기 담당교사는 말한다16). 산이 계

속 지원되면 좋겠지만 실 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것보다 더 요

한 문화 술교육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교 구성원과 문화 술교육에 가치

를 두는 문화가 학교에 조성되어야 한다.

3)연계 기 과의 의사소통 부재

문화 술교육사업을 효과 으로 운 하는데 필요한 자원으로서 재정,

인력,지식과 정보,시설과 기자재, 트 십과 네트워크,신뢰 등을 든다

(임학순,2007). 술꽃 씨앗학교 역시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트 십을

요시한다.

16)‘사람’과 ‘문화’의 씨앗이 술로 자랍니다-2014.11.17. 술꽃 씨앗학교 1기 선

생님 인터뷰 (http://www.arte365.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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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 10

(DCMS, 1999)
Williams(1997) Matarasso(1997) Jermyn(2001)

실 적 수요 의 

목표설정
명확한 목표설정 명확한 목표설정

역수요와의 

연계성

파트너십 활성화

역사회와의 연계강화

역통제 정착

신뢰  협력 계 축

참여활성화

협력가로서의 예술가

공평한 파트너십
파트너십 축 

 신축적 운영

적 우수성 추 적 우수성 우수성
프로젝트 획  

자원 리

속가능성 확

예술활동과의 연계

환경 화에 대한 신축성

다양성 확

외부투자 정도

련된 조 들과의 

호혜적 계 형성

역사회 리더십 역량

공유된 윤리원칙

적절한 역할 대

우수한 획

공동평가

성과물의 

적 우수성

[표 10] 예술 프로젝트의 성공요인(임학순, 2007)

자료: Jermys, H. (2001). The art of inclusion. Arts Council of England.

김정선(2012)은 학교문화 술교육 활성화를 해서는 무엇보다 학교와

의 트 십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 련자들과의 공

감과 유 없이는 기존의 탈맥락화된 교육의 형을 따라가기가 쉽다고

말하는가 하면, 술강사들이 장에서 학습자의 교육보다 학교 계자

를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의 사례를 통해 학교교사의 참여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박형충(2009)는 등학교에서의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활성화에

는 ‘사업을 어떻게 잘 조직하고 기획하여 운 하는가’하는 정도와 ‘학교

가 가정과 지역사회 트 들에게 얼마나 극 으로 손을 내 어 끌어

안는가’하는 정도가 가장 요한 두 가지 요소라고 하여,운 체제 구축

과 트 십 활동의 요성을 강조하 다. 

D 등학교의 술꽃 씨앗학교 운 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집단마다 한 가지 상을 바라보는 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학교에서는 이 사업이 매우 성공 이며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만족도

가 높다고 말했지만 술강사 그룹은 이에 해 회의 인 편이었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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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히 로그램 참여도에 한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

한 운 과정에서 교사의 감내도 있었지만, 술강사들에게도 어려

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4년간 사업을 진행했으나 서로 상의가

잘 안 이루어 질 때도 있다는 ,학교에서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으나

차수가 갈수록 성과 주로 진행되는 것 같다는 이다.즉,외부에 보여

주기 한 사업 운 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는데 아쉬움을 표했다.그 뿐

아니라 해가 지날수록 학교구성원들이 술꽃 씨앗학교 수혜를 받는 것

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을 문제로 지 하 다.

근데 선생님들은 우리가 오선보를 보고 있으니까,그냥 아무악보나 갖

다 주고 하면 그게 소리가 나올 알고… (생략)이건 뭐지?이건 우리

가 도 히 할 수 없는 건데?그런 부분들은 모르시거든.그러니까

이분들이 희와 몇 년씩은 있었어도. 문 인 것,필요한 건 희한테

한번 상의해서 이 게 하면 되는데… (D 술강사)

그런데 하나 는 아쉬운 이 뭐가 있냐면요.이 아이들이 개인 인 돈

이 들어가는 그런 슨이 아니잖아요.그러다보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

모님들이 약간. 희가 보는 입장이라 그러나? 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

고.정말 값어치를 아실까?라는 생각을 한 이 좀 있었어요.(생략)여

기서는 거의 뭐 모두 다 모든 것을 학교에서 다 해주니까 그런 심이랄

까 그건 좀 낮지 않나?그런 생각을 한 이 있어요.(생략)성과주의로

바 고 있는 그런 면모들이 보이는 거죠.애 에 시작한 것이 결과물이 생

긴 다음에는 마지막 시 이니까.그런 거 희들도 많이 느끼고 안타까운

부분이고 (D 술강사)

산뿐만 아니라 학교 입장도 있겠지만 어떤 성과를 이루고 난 다음에

는 그다음에는 시큰둥해져요.(생략)제가 보기에 이 술꽃이라는 부분

이 진흥원에서 지원 이 나오는데. 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 드리면 내가 내 돈 들여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그냥 충해도 되겠지.그냥 하다 말아도 되겠지 하는 생각… 무엇이

든지 그 겠지만 특히 술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간에 끊으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생겨요.합주기 때문에 주 사람에게 불편을 느끼

게 하는 것이고 본인에게도 마이 스가 될 수 있는데… (E 술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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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역시 교사와 술강사가 이어질 수 있는 통로는 ‘교육’이다.

술강사들도 소수 재능이 있는 학생들의 진로에 해 안타까워하며 국악

교육이 지속 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염려하 다. 한 이 사업이 일

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문화 술교육 가치에 한 교육의

필요성,방과 후가 아닌 정규 교과과정에서 문화 술교육을 특화시켜 운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 다.

100명을 가르쳐도 1 로의 그 한명만 얻어도 굉장한 거죠.(생략)그것

이 가치는 봤지 더 이상 그 후로는 어떻게 해 수 없다고 한다면 굉장

히 안타까운 거죠.처음에 술꽃이라는 것이 사업의 목 이 그런 것이라

고 생각해요. 등학교 수 의 다재다능한 경험도 해 볼 수 있고.그런

재라든가 천재라든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의 값어치는 술

꽃을 한 것 이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E 술강사)

연계가 되는 것이 요한데.지 아이들이 나오잖아요.이 아이가 괜찮

고.근데 그 아이들을 정말 그다음에 키워 수 있는 로그램이 있었으면

계속 이용하게 해서 키웠으면 좋겠어요.그런데 그 지 않고 여기서 끝나

면 애는 개인 으로 교육비를 드려서 해야 하는 상황인데 거기가 상황은

형편이 한 것 같지는 않고 열악한 학교 쪽에 들어가는데.(D 술강사)

성과에 한 것이 무 주 이라고 할까요?그래서 콩쿨이라든가

회를 통해서, 군가의 평가에 의해서 아이들이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이 사실이에요.그런데 그것보다는 아이들한테 스스로가 술꽃을 하면서

여기서 얻어지는 것,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했으면 좋겠어

요.물론 산 인 부분이 분명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술꽃이라는

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서 학교가 특성화.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아이들

이.서로 공유할 수 있게 뭐라 그럴까요.음 문화교육 같은 거.뭐 이런

것들?(E 술강사)

얘네한테 문 인 우리나라의 문화교육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그거를

교육과정 안에서 충분히 희가 치 하게 짰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

히 많았을 텐데. 희가 그거에 해서 깊이 고민하는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교과서에 음악교과서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우리교과서들 다

이 게 해서 교육과정 분석하면 분명 통합,차시통합 교과 간 통합을 충분

히 할 수 있었을 텐데.얘네는 기능 실기 주의 얕은 지식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등학생 능력에 비해 충분한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얕

은 지식.그런데 그거는 희 탓인 거 같아요.생각해보니까.(B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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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공은 달라도 ‘교육자’라는 공통 이 두 집단 간의 소통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명확한 목표의 공유와 학교가 가지는 문제

등 상황에 한 이해공유,D 등학교의 문화 술교육 확 를 한 더

욱 극 인 트 십이 필요할 것이다.특별히 문화 술교육에 한 소

통의 기회를 마련,학교가 더욱 정 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발

시켜가는 것이 요하다.좋은 공연을 보면서 문화 소양을 쌓는 것

도 좋지만 같은 산으로 학부모들을 불러서 소통하고,교사와 술강사

가 교류할 수 있는 로그램을 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술꽃 씨앗학

교가 단기 성과보다는 참여하는 구성원,학교에 새로운 ‘문화’를 정착

시키는데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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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해석 논의

이 연구는 술꽃 씨앗학교의 학교변화를 정책과 제도 변화와 같은 거

시 틀이 아닌 실제 학교단 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에 주목

하 다. 한 객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정책 집행과 정책 효과 보

다 학교 구성원들의 체험한 주 체험(Fullan,2003)에 을 맞추어

단 학교 장을 살펴보았다.이는 학교변화가 투입-산출 이상의 복잡한

상으로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

문이다(김정 ,2011).

첫째,사업 공모 신청 채택과정에 심을 가지고 분석하 다

(Datnow,2000).이는 학교변화의 수 이 정책에 한 처 략에 따라

다르며 각 학교가 처한 여건,경험의 정도,역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

다(Datnow,2005).실제 D 등학교의 술꽃 씨앗학교 선정에는 단순

공모신청이 아닌 구성원의 문화 술교육을 향한 의지와 시행에 따른 감

내가 있었다.학교장의 술가로서의 경력과 문화 술교육을 시하는

교육 은 열악한 작은 학교에 술꽃을 심을 수 있게 하 으며,교사들

이 과정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극 으로 참여하 을 때 통문화

술 술꽃 교육과정이 탄생,성공 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이는

학교변화의 동인이 정책시작 자체에서부터가 아니라 이미 이 에 학교가

가지고 있었던 구성원의 역량에 향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한다.

Smith(2008)가 주장한 교장의 요성과 학교 구성원의 요성은 이를 뒷

받침한다.

둘째,아래로 부터의 개 이(Elmore,2003)정책,지역사회,학교 구성

원들 간의 계 속에서 일어나며 실제 학교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특별히 학교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고,마음을 이끌어 내는데

집 하여 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의 목표인 진정한 교육력 향상

(Hargreaves& Shirley,2009),문화 술교육력 향상의 여부를 살펴보고

자 하 다.구성원과의 면담을 통해 학생,교사,학부모 그리고 학교 자

체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학생들은 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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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향상했을 뿐 아니라 인성 인 측면에도 변화가 있었으며,학교에

한 자부심도 높아졌다.문화 술교육 로그램을 통한 학생의 정

변화에 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밝 진 바이나(정문성 외,2012b)학생의

변화가 교사,학부모에게도 큰 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면담을 통해 재

확인할 수 있었다.진정한 학교변화는 구성원 모두의 목소리를 포함시켜

야 하는 것이다(Holcomb,2007).

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으로 학교에 투입된 문화 술교육은 교사 개

인과 교사 그룹에 차 정 인 향을 주었다. 문성과 단의 존 ,

의사결정에의 참여,학생으로부터 얻는 정신 보상,동료들로부터의 지

원은 교사가 학교의 삶에서 요하게 여기는 것이다(Hagreaves &

Fullan,1996).승진에 욕심이 있고,교육에 의지가 있는 교사가 모인 D

등학교는 교사의 문성을 시하고,의사결정에 주도 으로 참여하도

록 하는 학교장의 학교운 으로 구성원이 합심하여 헌신 으로 일하는

자생 활력인 강한 학교로(진동섭,2003)보인다.

사업 수행 이후 교사들 사이에서는 술꽃 씨앗학교의 행정 업무나

교육과정 운 을 통해 서로 력하며 교류하는 분 기가 형성되었다.

Fielding& Eraut(2003)의 주장 로 하부 인 라 구축을 해 련 지식

들을 축 ,확산하는데 집 하게 되면 이런 경향이 교사의 문성 개발

에 력 패턴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특히 방과 후 국악 수업으로

인해 교실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교사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고립되고(최의창,2006),

많은 업무로 소진되어 지속 인 학교변화를 이루기 힘든(Huberman,

1983)상황이 문화 술이 매개가 되었을 때,세포처럼 나뉘어진 각 학

의 벽이(Lortie,1975)허물어지며 교사들이 함께 문화 술을 향유하고,

학 운 에도 활용하 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학교 업

무로 시간이 없음에도,가장 제한된 자원인 자신의 시간을(Purnel&

Hill,1992)투자하여 학교의 변화를 해 헌신하는 술꽃 씨앗학교 교

사들의 모습이 발견되었다.

면담 상자인 학부모 역시 문화 술교육을 통한 자녀의 술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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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로 학교변화에 정 인 반응을 보 고,학부모 자신이 문화 술

을 향유하는 사례도 있었다.새롭게 채택된 교육과정이 자녀의 학업성취

도에 부정 인 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하며 자녀의 진로에 있어 ‘음악

은 취미,공부가 우선’인 학부모도 여 히 몇 있다는 답변도 있었지만 아

이들이 문화 술을 향유하고,배운 악기에 한 기량은 이후 계속 이어

졌으면 하는 바람은 동일했다.

셋째,소규모 학교의 문화 술교육 활성화의 사업목표가 이루어 졌다.

국악하면 D 등학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학교 구성원 뿐 아니라 주변

이 인식하는 학교에 한 이미지도 매우 좋아졌다.열악한 지역의 가족

같은 작은 학교에서 국악 공연 섭외 0순 인 탤런트 학교가 된 것이다.

학교의 변화를 경험한 구성원들은 문화 술교육이 지속되길 바라며 술

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종료를 비하고 있다.학교장 한 사람의 시도로

시작되었던 사업이 지 은 학교 구성원 체의 염원을 담아 한 단계 더

도약하기 해 학교 내 역량을 구축 ‘스스로 발 하는 힘’을 길러 내는데

차 을 맞추고 있다(Harris& Lambert,2003).학교 구성원들이 만

들어내는 변화 역량이 정책의 성공 정착에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Bascia,1996;Elmore,2003;Geijsel,VanDenBerg,& Sleegers,1999)

와 같이 D 등학교는 술꽃 씨앗의 성공 정착을 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술꽃 씨앗학교를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학교와 지역사회

의 연계를 살펴보았다.이것은 사업의 두 번째 목표로 정책입안자들이

심을 가지는 부분이기도 하다.지역 사회를 포함한 체제 개 의 경우는

지역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요하게 여기며(Shanklin,etal.,2003),정책

당국은 학교변화가 ‘사회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의미를 부여하

기 때문이다.

사업 기 주변 문화 술 련 기 ,교육기 ,행정기 ,병원 등과의

활발한 MOU 체결로 학교에 통문화 술교육을 강화시키고,아이들의

국악연주 실력에도 놀라운 향상이 있었다.기존에 활발히 활동하던 풍물

부와 국악 악단이 주축이 되어 외 행사에 청 되었고,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술꽃 씨앗을 퍼트리는데 문제가 없어보 다.노인정,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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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공연 확 는 분명 그에 따른 성과 다.

그러나 D 등학교의 높은 노인 인구비율,도심의 센터 등에서 문화

술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는 지역 여건,결손가정․맞벌이 가정이 많다

는 경제 여건이 술꽃 씨앗학교 로그램의 확산에 큰 걸림돌이 되었

다.지역주민 면담을 진행하고자 담당교사에게 섭외를 요청하 을 때,노

인정 분들이 참여는 가능하나 연세가 많아 면담이 어려울 것이라는 답

이었고,학교장과 술강사와의 면담을 통해서도 로그램을 개설하 으

나 지역주민의 참여율이 차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운 산의 감소,종료 후 있을 산확보의 어려움이 지속 인

로그램 운 을 어렵게 했다.지역사회로 로그램을 확산하는 이 에

기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가 지속될 수 있을지가 문제 되

었다.자율 이고 특징 인 학교경 을 유도하고,궁극 으로 학교의 교

육력 향상을 도모하는 단 학교 목 사업비(이수정,2009)의 취지와는

다르게 산 의존성이 무척 높았던 것이다.지원 산이 감소하여 학교

내 자체 산으로 운 하도록 권고함에도 사실 학교입장에서는 지키기

어려운 사안인 것이다.

MOU 체결 후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J국악원 술강사들이 진술한 D

등학교 술꽃 씨앗학교 운 에 한 생각은 다소 회의 이었다.교사

와의 커뮤니 이션이 어려웠고,학교가 차 보여 주기식,성과 주로

로그램이 흘러간다는 것이다.사실 문화 술교육은 그 성과를 측정하거

나 가시 인 형태로 표 하기 어려운 질 인 내용임에도 평가 결과의 향

상에만 지나치게 매진하는 흥분(pathofeffervescence)의 모습이 학교에

나타난다는 것이다(Hargreaves& Shirley,2009).

이상의 면담을 통한 분석 결과 D 등학교는 술꽃 씨앗학교 연차목

표 1차년도-기반 조성기,2차년도-성장기의 학교변화는 정 으로

나타나지만 3차년도부터 지역사회로 확산 되고,4차년도 제도 으로 정

착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선행문헌(장 선 외,

2013,정문성 외,2013)에도 언 된 것으로 우수학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 술의 활성화 정도는 낮았다는 것을 통해 유추해 볼



-85-

수 있다.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것은 선행연구가 면 하게 기술하지 못

한 다양한 학교변화 사례가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

하게 존재하고 있으며,단 학교 사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술꽃 씨앗학교가 외부 인 힘에 의하여 하나하나 간섭과 통제를 받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을 효과 ,교육 으로 개하여 나가는

데 필요한 규범과 규칙을 스스로 선택하고,결정하여 이를 실천하고,통

제해 나가도록 목표를 두고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이인회·이혜

정,2012).

나아가 D 등학교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화

술교육의 방향에 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김창환,2013).

첫째,동아리나 방과 후 활동 등 교과교육과정과 별도로 이루어진 문

화 술교육에서 수학,과학,문학,사회 등 다양한 교과와 융합하여 학생

들로 하여 단순한 기능 습득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 교사는

정규수업, 술강사는 방과 후라는 구분이 두 그룹간의 소통을 더욱 어

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집단 간의 활발한 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

다.큰 공연이나 체험학습에 많은 돈을 들이기보다,교사와 술강사가

교류할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둘째,보여주기 식의 소수 재능 있는 학생에 의한 발표,경연 심의 행

사가 아닌 학생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활동에 을 두어야 한다.졸업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로그램의 연계성 확보와 기획에서 발표까지

학생들이 자발 으로 참여할 수 있는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목 성

사업을 염두에 둔 성과 심의 산 지원에서 지역의 다양한 문화 술교

육을 지원하고, 로그램의 기획에서 발표까지 학생들의 자발 참여가

진되도록 지원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셋째,학교경 의 방식도 바 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학교 울타리 안

에서 제한 으로 문화 술교육활동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학교 밖 자원

과 연계한 폭넓은 문화 술교육이 되어야 한다.지역사회의 다양한 유무

형 자원을 학교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MOU,교육기부,

외부강사 등 학교 밖 문화 술 문가를 활용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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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청소년 시설,박물 도서 등 다양한 자원이 네트워킹을 통해 트

십을 형성함으로써 학교 안과 밖에서 풍부한 문화 술 체험 기회를 제

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요하다.학교와 교사는 외부의 지

원을 수동 으로 기다리거나 어쩌다 지원된 자원에 맡겨버리는 자세를

버리고 필요한 외부 자원을 극 으로 탐색하고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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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결론 제언

이 논문은 술꽃 씨앗학교의 변화에 한 사례 연구로 재 4차년도에

해당하는 2기 등학교 성공 으로 운 하 다는 평가를 받은 D 등

학교를 심으로 학교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술강사의 면담을 통해 분석한 결과 D 등학교는 사업을

통해 문화 술교육이 학교 내부에 잘 침투된 반면 학교 밖 지역사회로는

확산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나의 사례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열악한 지역의 특성상 지역주민

들이 학교의 문화 술 로그램에 참여하기 쉽지 않으며,4년간의 운 만

으로는 소규모 학교가 ‘지역 문화 술교육의 거 ․센터’라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술꽃 씨앗학교 사업 이

후 입생 수가 크게 늘어 폐교 기를 극복한 성공사례 학교도 있는데

그 이유가 학교 내부에서 외부로의 문화 술 확산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

는지를 면 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오히려 지역사회에서 학교로 어

떤 향력으로 인해 변화된 것이라는 요인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D 등학교와 같이 술꽃 씨앗학교들이 학교내부의 변화에는 정

이나 지역사회 연계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다면 공모과정에서

부터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술꽃 씨앗학교 지원사

업의 목 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문화소외지역 학생들의 문화 술교

육 기회 확 문화 술을 기반으로한 학교 문화 술교육 활성화’라는

‘학교변화’의 측면,‘지역 내 문화 술교육 거 학교로 육성하여 지역 문

화 술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학교-지역사회 연계 측면,다시 말하

면 ‘지역사회 변화’의 측면이다.

오늘날 문화 술교육은 국민 행복을 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는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어 소외 지역에까지 확산되어야 할 필요

성이 있음은 자명하다. 한 문화 술교육을 확산 시키는데 있어 주변에

문화 술교육 기 이 없는 지역이라면 ‘학교’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

다는 가정 한 수립될 수 있다.그러나 이는 소규모 학교가 가지는 특



-88-

수성을 제하지 못하고 정책집행과정에서 결정한 사안일 수 있다.

과연 소규모 학교가 지역 문화 술교육을 발 시킬 수 있는 역량을 4

년간의 지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일반 학교에 비해 업무가 많은 작

은 학교는 학교 안의 업무만으로도 교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학교 밖 지역사회까지 문화 술교육을 확산시키는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가?D 등학교의 경우 돌 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가 많다는

것을 볼 때 부모들이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학교 로그램

에 참여할 여력이 되지 않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학교가 문화 술교

육 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한다 하여도 가정의 경제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한은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D 등학교는 교생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소외․취약지역 소규모 학

교라는 것과 학교장의 잔여 임기가 2년 이상인 학교라는 술꽃 씨앗학

교 지원사업 공모 상에 해당되었지만 사업이 의도했던 2가지 목표 에

두 번째 목표까지 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이는 공모학교 선정 과

정에서 염두 해야 하는 것으로 소규모 학교가 가지는 특징뿐 아니라 그

지역이 가지는 특징을 제 로 악하지 못한데서 온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을 성공 으로 운 하기 해 개선 을 제안

한다면 다음과 같다.첫째,학교 교육에 을 둔다면 문화 술교육으로

부터 소외된 학교 선정을 통한 학교의 변화에,지역사회에 을 두고

자 한다면 이미 지역사회와 연계가 잘 이루어진 학교 선정을 통해 문화

술교육보 확산에 힘을 기울이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단 학교를 상으로 한 사례 연구가 확 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 재 66개교가 술꽃 씨앗학교로 선정되어 있는데(1기 학교는 종

료),각 학교는 ‘교생 400명 이내의 소규모 학교’라고 불리지만 그 외

의 여건은 천차만별일 것이다.이는 객 인 지표분석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과 학교별로 성공사례,미흡사례가 각기 존재할 텐데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 을 통해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사례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더 명료하고 구체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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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장기계획 설정에 반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과 주가 아닌 단 학교의 문화 술교육 자생력 향상을

한 지원이 필요하다.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에서는 술꽃 씨앗학교

사업 추진 로드맵을 통해 선정학교가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하여야

할 과업에 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학교는 컨설 워크

에 참여하며 교육을 받고,4년 로드맵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활동 후

성과물을 제출한다.이는 목 사업이 가지는 형으로 산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과제 수행에 한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술강사의 면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 술교육은 성

과가 아닌 지속성,연계성이 요하며 산 의존도가 높은 D 등학교의

경우도 산을 강사비에 집 하여 집행하는 것이 아닌 학교의 문화 술

교육 자생력을 한 장기투자 략을 세워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사료된다.이는 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이 컨설 을 통해 제안할 수 있

는 사안이며 비단 D 등학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산 의존

도를 낮추고 학교 스스로 문화 술교육 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에 뿌려진 술꽃 씨앗이 4년 뒤 시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이 재구성하고 발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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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Studyonthechanges

inanArt-FlowerSeedSchool

Park,won-young

MajorAdvisor:Jin,Dong-Seop,Ph.D.

DepartmentofEducation

SeoulNationalUniversity

A ‘good school’meansmuch morethan justhaving alearning

space.A goodschoolshouldnotonlymutuallycoexistwiththelocal

community butits individualmembers mustbe happy as well.

Recently,the need forArt& Culture education was raised for

school’s education forhappiness,and its materialization is being

specifiedthroughSchoolArt& CultureEducationService’spolicies.

ThisstudyfocusesontheArt-FlowerSeedSchoolSupportProgram,

oneofSchoolArt& CultureEducationService’sprojects.

TheArt-FlowerSeedSchoolsupportprojectisapurposebusiness

offeredbyKoreanCultureandArtsFoundationundertheMinistryof

Culture,SportsandTourism.AnArt-FlowerSeedSchoolisdefined

as‘asmall-scaleschoolwithlessthan400studentswhowillbuild

culturalsensitivityandexpressionthroughArt& Culture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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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andcooperatewiththelocalcommunitytogrow ascreative

individuals.’TheschoolselectedasanArt-FlowerSeedSchoolshould

aim notonlytocreatechangeinschoolbyart& cultureeducation,

butalsotospreadtheart& cultureeducationthroughitsrelationship

withthelocalcommunity.

Althoughresearchonperformanceevaluationshavebeencontinued

sincetheimplementationoftheproject,theseresearchesaremainly

conducted via survey research;thus,the results are limited to

comparison analysis ofthe satisfaction levelbetween schools or

suggestionsofobjectiveindicatorsofevaluations.A problem inthe

project’soperatingprocesshasbeenpointedout,buttherehasnot

beenaspecificsolutionregardingthisissue,andmostimportantly,

close research on the changes of schooldue to the specific

characteristicsofindividualschoolshaven’tbeenconducted.Therefore,

theresearcherselectedoneofthesecondgenerationart-flowerseed

schoolinits4thyearandlookedattheprocessoftheschool’schange

throughinterviewsofschoolmembersandlocalcommunitymembers.

ResearchQuestionswereasfollows.

[ResearchQuestion1]WhatisthebackgroundofArt-FlowerSeed

Schoolselectionandtheimplementationprocess?

[ResearchQuestion2]How didtheArt-FlowerSeedSchoolproject

influencetheschool?

[ResearchQuestion3]How didtheArt-FlowerSeedSchoolproject

influencethelocalcommunity?

Theresultsofthestudywereasfollows.

First,theselectionofArt-FlowerSeedSchoolwasnota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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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process butratherrequired schoolmembers’aspiration

towardsartand cultureeducation and enduranceofchallengesin

implementationprocess.Theprincipal’sexperienceasanartistand

instructors’enduranceexperiencedduringtheimplementationprocess

initiated the Art-Flowereducation process thatis centered on

traditionalartandcultureeducation.

Secondly,du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there has been a

significant change in the school’s members including students,

teachers,parents,andtheschoolitself.Thestudents’artisticskills

improved,therehasbeenapositivechangeinpersonalityaspects,

andstudents’senseofprideintheschoolincreased.Artandculture

education notonly influenced theindividualteachersbutalsothe

culturalaspectoftheteachers.Anatmosphereinwhichtheteachers

cooperated and interacted with each otherforthemanagementof

workrelatedtoArt-FlowerSeedSchoolandtraditionalcultureand

artscurriculum formed.

Parents also displayed positive reaction toward their children’s

artisticandpersonalitychanges,andinsomecasestheythemselves

seemed to enjoy culturalarts.Some started to trust school’s

curriculum and showed change in their attitudes toward child

education.School’sreputationincreasedassomeviewedSchoolD to

betheexemplarofKoreanMusic,andabusinessstartedbyasingle

schoolprincipalnow transformedintoaspirationsoftheentireschool

members preparing foranotherstep forward in arts and culture

education.

Third,thechangesinlocalcommunitythroughanArt-FlowerSeed

School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hool and its local

community were examined.During the intialstages,the active

signing of MOU contract by nearby arts related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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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institutions, government agencies, and hospitals

strengthened traditionalartand culture education atschooland

children’s traditional music performance showed surprising

improvements.

However,thehighrateofelderlypopulation,theregionalcondition

thatcity’scenterscouldtakecareofartandcultureeducation,low

participationduetoeconomicconditionfrom ahighnumberofsingle

parentfamily and dualincome households,and decrease in the

operation budgetwereallobstaclestothespread ofArts-Flower

Seed School.There has been a difficulty in communication with

instructorsatJCenterforKoreanTraditionalPerformingArtswho

signed the MOU,as these instructors were skepticaltowards a

business thatis centered in its performance results.In sum,D

Elementary Schoolas Arts-Flower Seed Schoolshowed positive

changeasaschool,butthespreadandsettlementofculturalarts

educationinlocalcommunitiesseem tohavedifficulties.

ThroughthecaseofDElementarySchool,topicsfordiscussionsand

implicationsforKorea’sartsandcultureeducationcanbededucted.A

plantounitevarioussubjectstogether,anexpansionofthecooperation

between teachers and artinstructors,a student-centered program

developmentinsteadofevent-orperformance-centeredprograms,an

active schoolmanagement for partnerships with various external

resourcesareallnecessary.

Implicationsfrom theresultsofthestudyareasfollows.

First,when selecting the schoolfor Korea Culture and Arts

EducationService’sbusiness,thetwoobjectivesshouldbeseparated:

‘changeinschoolthroughculturalandartseducation’and‘changein

localcommunitythroughcultureandartseducation.’Iffocusingon

schooleducationwithconsiderationofregional,economical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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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small-scale schools and environmentalcharacteristics ofhigh

workload, the change ofschoolshould be examined through a

selectionofaschoolalienatedfrom culture& artseducation.Onthe

otherhand,iffocusingonthelocalcommunity,thedisseminationand

spreadofcultureandartseducationshouldbemadethroughaschool

that has already developed a close relationship with its local

community.

Second,thereshouldbeanexpansionofcasestudiesonindividual

schools.Althoughdefinedas‘asmall-scaleschoolwithlessthan400

students,’therearemanyconditionsthatvarybyeachschool.This

limitstheobjectiveindicatoranalysisandthenumberofimplications

acquired from the cases ofsuccesses and failures by individual

schools. Casestudy resultsthatvary by each schoolshould be

utilized to create a clear and specified business objective and

long-term plans.

Third,supportfor individualschool’s self-sustaining ability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hould be encouraged.Dependence on

budgetsshould bereducedand schoolshould beabletohold its

cultureandartsprogram byitself.The‘ArtFlowerSeed’plantedat

each schoolshould notwitherin just4 years,butthebusiness

should be restructured and developed so that the seeds can

continuouslygrow andspread.

Keywords:ArtsandCulturePolicy,SchoolArtsandCulture

Education(SACE),Special-program schools,School

changes,School-communitypartnership

StudentNumber:2012-2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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