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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업가정신교육은 경제 성장의 둔화, 실업 문제 등 현실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교육의 일환으로 강조되고 있다.

기업가정신교육은 학교 경제교육에서 생산 요소의 하나로 다루어

지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 기관 중심으로 프로그램 형태로 개발되

어 시행되고 있다.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한 관심과 프로그램 시행

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지

고 있는지, 프로그램이 어떠한지에 대한 평가적 연구는 많이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참여자 만족도

조사나 효과성 측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프로그램의 총체적

인 이해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개별 학교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

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평가는 프로그램 환경의 가치복합적

인 실체를 반영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이러한 점은 프로그램을 총체적으로 이해

하고,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

서 프로그램의 실체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경험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기

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학교에 도입되고 운영되는가, 둘

째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경험(이슈와

반응)은 어떠한가, 셋째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당사

자들의 경험(이슈와 반응)의 의미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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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Y중학교에서 시행된 기업가정

신교육 프로그램을 사례로 하였으며 학교관리자, 담당 교사, 학부

모 강사, 학생 등 30명의 이해당사자 인터뷰 및 수업 참여 관찰을

토대로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의 이슈와 반응을 기술하

고,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선 이해당사자들은 기업가정신교육을 통해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학생들은 ‘기회 포착’, ‘도전을

위한 준비’, ‘목표 달성 의지’를 깨달았다. 학생들이 경험한 기업가

정신은 직업 세계의 이해와 더불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기회를 포

착하는 능력을 키워주었고, 도전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점을

준비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뜻하는 바를 이루어내고자 하

는 의지를 갖게 해 주는 것이었다. 둘째, J교사는 기업가정신교육

으로 인해 ‘세상 알기’, ‘교과 전문성 신장’, ‘내 삶의 자세 확립’을

깨달았다. J교사는 기업가정신교육을 통해 학교 밖 세상을 알게 되

었다고 밝혔다. 기업가정신교육의 사례를 자신의 교과와 접목시키

기도 하였다. J교사는 기업가정신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

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 주는 교육이라고 밝혔다. 강사들에게

기업가정신교육은 ‘문제 해결 의지’, ‘다음 세대를 위한 나눔’의 의

미였다. 강사들은 기업가정신교육을 접하고 나서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게 되었으며, 나눔의 의미를 알

게 되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도입 운영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경험

은 ‘프로그램 운영의 일상적 최적화’로 개념화 할 수 있다. K교감

은 인적, 물적 자원을 조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K교감은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를 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과 결합하였다. K교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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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재조정을 통해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1학기 방과 후 프

로그램, 학부모 진로지도단 교육 그리고 2학기 자유학기제 프로그

램으로 운영하였다. 프로그램 강사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강사의

기회를 자기의 역할과 결합시켰다. 강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

성 갈등, 학교와의 관계에서의 정체성 갈등, B교육기업과의 관계에

서 나타난 정체성 갈등을 통해 자신이 프로그램 강사로서 어떤 역

할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였고, 전문 강사로서의 역할을 정립하

였다. J교사는 프로그램 관련 실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새로이 발생

하는 업무를 기존 업무처리 시스템과 결합시켜 운영하였다. J교사

는 1인 교사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학교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운영 전략을 선택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론적, 실천적 시사점을 지닌다.

첫째, 청소년 기업가정신교육을 ‘기업가정신을 깨닫는 것’과 ‘스타

트업(Start-up)의 시작과 확대’로 구분 지었다. 기업가정신을 깨닫

는 교육으로서의 기업가정신교육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직업

인으로서 생활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춘다는 점

에서 스타트업(Start-up)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스타트업

(Start-up)을 위한 교육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 실천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기업가정신교육은 기업가정신이 무엇인가를 알릴 수

있는 홍보, 경제교육 차원에서의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기업가

정신교육 프로그램은 대상별, 목표별로 구분되어 다루어져야 하며,

경제교육에서 다루는 개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의 일상적 최적화는 이해당사자가 프로그램

에 ‘능동적 관여’를 하는 존재임을 밝혔다는 점, 묵시적 지식을 형

성하고 있다는 점, 프로그램을 ‘상호의존적 개체’로 인식 했다는 점

에서 이론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존의 참여자 중심 평가에

서는 이해당사자가 프로그램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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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해당사자가 프로그램의 성공적

인 운영을 위해 능동적 관여를 하는 존재임을 밝혀 이해당사자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묵시적 지식

은 기존 참여자 중심 평가에서 이해당사자의 자기 결정성에 대한

설명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이 독

립된 개체가 아니라 이해당사자들과 상호작용하여 변화하는 상호

의존적 개체로의 측면을 드러내어 주었다. 프로그램은 이해당사자

들의 일상적 최적화 과정에서 상호의존적으로 개선되고 있었다.

실천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학교관리자가 능동적으로 학교 교

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 관리자를 위한 연수, 교육 프로그램

에 대한 운영 사례 공유, 학교 컨설팅 등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

다. 또한 프로그램 수업의 질은 강사에게 달려있는 만큼 전문 강

사를 안정적으로 확보, 운영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요어 : 경제교육, 기업가정신교육, 교육 프로그램 평가, 참여자 중심

평가, 반응적 평가, 프로그램 운영의 일상적 최적화

학 번 : 2012-3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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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교육은 최근 한국 경제가 위기를 되풀이

하면서 실업 등의 현실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교육의 일

환으로 강조되고 있다(김이석, 2002). 경제교육 내용의 측면에서 기업가

정신교육은 창의적 소비자교육이나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김일태·

김진영·김봉진, 2004) 및 학제 간 융합(김상규, 2007) 등과 함께 크게 강

조되고 있으며, 2009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선택과목 ‘경제’에서도 생산

요소의 하나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와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Wi-Fi 창업과 진로’, ‘비즈쿨’ 등과 같은 기업가

정신교육이 활성화되고 있기도 하다.

기업가정신교육은 최근 교육프로그램 형태로 다양한 기관에 의해 개발

되어 시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청 뿐만 아니라 OEC(Open Entrepreneur

Center)와 같은 민간 기업에서도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중고등학교

에서 3시간∼36시간 과정으로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기회를 발견하고, 문제 상황에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팀 활동을 하게 된다. JA Korea(Junior Achievement

Korea)에서도 JA Company Program을 통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대상

창업 기초교육의 일환으로 가상 기업설립 활동을 통해 팀워크, 리더십,

실행력 등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가정신교육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프로그램이 어떠한지에 대한 평

가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기업가정신교

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에는 어떤 것들을 포함해야 하는지(최병모·천

규승·조병철, 2006),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지(이명

숙·원상봉, 2013) 등 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측면의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즉,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한 관심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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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노력에 비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평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

지만,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해석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성

과중심으로 실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Morris et al., 2013;

Duval-Couetil, 2013; Fretschner & Weber, 2013; Rideout & Gray,

2013). 이러한 평가의 문제점은 우선, 가치중립을 가정하기 때문에 실제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가치복합적인 실체를 반영하지 못한다. 실

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상황은 맥락적이기 때문에 특정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만

족도 조사 혹은 집단 간 사전·사후 검사로 이루어지는 평가는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나타났을 법한 학교의 환경, 학교 관리자, 교사, 학부모

등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못한다.

특히, 자유학기제1) 하에서 학교 프로그램의 선택과 운영은 전적으로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동일한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실제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내용을 학교관리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교사들

이 이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학생들이 프로그램 시행과정을 통해 이 프

로그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등 각각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 이는 프로그램에 관련된 주체들인 이해당사자(Stakeholder)의

요구와 관심 및 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평가는 프로그램의 계획, 시행의 초기단계에

서부터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학교의 개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이루어져

야 한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계획되었는지, 프로그램이 학교에 어떻게 도

입되어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사는 어

떤 경험을 하는지, 학생들은 어떤 경험을 하는지 등에 대해 살피는 것이

1)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의 학

생 참여 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활동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교육제도이다(교육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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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학교관리자, 프로그램 제공자 등 기

업가정신교육정신 프로그램 운영에 핵심적으로 관련된 주체들(이하, 이

해당사자)의 요구와 관심 및 이슈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알게 된 다양한 목소리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프로그램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종전의 학생 중심의 평가방

식에서 벗어나 핵심적으로 관련된 주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가정신교

육정신 프로그램 평가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교육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Y중학교의 기업

가정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이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경험을 통해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프로그램 평가 및 경제교육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자는 우선 프로그램 운영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풍부하고 생생하게 서술

함으로써 청중으로 하여금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경험을 이해할 수 있

도록 한다. 이는 이해당사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관심, 가치, 이

슈와 갈등을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지닌 기업가정신교육 및 경제교육 프로그램의 의미를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동시에 기업가정신교육과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시사점을 얻는 바탕이 될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의 경험을 통해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이 어떻게 학교에 도입되어 운영되는지 살피고, 경제교육 및 프로그램

평가 측면에서 이론적,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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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학교에 도입되고 운영되는

가?

둘째,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경험(이슈와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과정, 이해당사자들의 경

험(이슈와 반응)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첫 번째 연구 문제는 학교에 외부 프로그램이 도입, 운영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왜 학교에 기업가정신교육을 도입하려고 했는가,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와 합의는 무엇인가가 중심이 된다. 일상적 공간인

학교에서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학교관

리자이다.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과정에 필요한 학교관리자의 학교 자원

조정은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과정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된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이슈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가를 살피는 것이다.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과정에서 이슈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이해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연구 문제가 기업가정신교육의 도입과 운영에 대

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면, 두 번째 연구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어떤 이슈에 관심을 보이고, 그 이

슈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는가에 대해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

한 이슈와 이해당사자들의 반응은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 성과와 개선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드러내 준다.

세 번째 연구 문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이해당사자들의 경험이 경제교육과 교육 프로그램 평가측면에 어

떤 의미를 갖는지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때 의미는 경험 연구에서 다루

는 표집에 대한 평균적인 의미가 아니라 본 사례의 전체적인 모습을 깊

이 있게 이해한 타당성 있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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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에서 이해당사자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이론적, 실천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의의가 있다. 프로그램이 학교에

도입되어 운영되는 과정은 학교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최적화시켜 가는 과정이다. 이해당사자들은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원활하

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조정하고, 그에 맞게 행동한다.

둘째, 본 연구는 점차 학생의 선택권이 강조되고 교육현장에서 학교

밖의 프로그램의 도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밖 프로

그램의 도입과 운영의 실제적 맥락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의의

가 있다. 그동안 학교 밖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운영되는 사례가 종종 있

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운영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는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방과 후에

이루어거나 일종의 사교육 대체수단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

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의 창의적 활동의 강조, 자유학기제의 도

입 등과 같은 환경적 변화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어

떻게 기능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특수한 교육적 환경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이

해를 높여 유사한 상황에서 이해를 돕게 한다.

셋째, 본 연구는 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을 ‘평가기준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것에서 ‘프로그램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교육 프로그램 평가 목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기여한다. 종전의 평가 연

구는 대부분 평가기준 설정, 그 기준에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것에 초점

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상황과 환경

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실제적인 문제를 간과하였다는 비판을 받

아왔다. 본 연구는 Stake(1975)가 강조한 대로 ‘지금 바로 여기’(here and

now)에서 사례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이해당사자들의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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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프로그램의 실제적인 문제와 이슈를 드러내고자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다루는 기업가정신교육은 경제교육에서 지식의 획

득과 실생활의 적용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유용한 방안이라는 측면에

서도 의의가 있다. 현재 학교 경제교육은 경제학적 지식의 습득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이 현실 세계에서 실업, 불확

실성 등의 문제에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지식의 중요성만큼이나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학생들의 경제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기업가정신교육은 미래 경제생

활에서 겪을 만한 경험들을 학교에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경제교육에서의

지식의 획득과 실생활에의 적용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의

의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깨달은 기업가정신은

주변의 문제를 기회로 포착하고, 자신이 도전을 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통해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우

선,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인터뷰 대상자인 이해당사자

들은 연구자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인터뷰에서 실제 나타나

고 있는 문제들을 감출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연구자는 이러

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의 예비단계에서부터 이해당사자들과 라포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수업 및 학교 행사에 참여하여 자주 만나고, 대

등한 입장에서 이해당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생각이 가감 없이 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둘째, 질적 사례 연구는 연구자의 해석이 포함되기 때문에 연구자의

편견(bias)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자료와 방법의 삼각구도화(triangulation), 연구자 자신이 스스로

를 낯설게 보기 등을 통해 연구자의 편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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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경제교육과 기업가정신교육

본 절에서는 경제교육과 기업가정신교육, 교육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이론 및 선행 연구를 살피고자 한다. 우선, 기업가정신교육 이론과 관련

해서는 Veciana(2007)의 구분을 토대로 세 가지 관점으로 재조직하여 경

제학자들의 이론적 접근을 살피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학교 경제교

육에서 기업가정신교육의 위치와 성격이 얼마만큼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피고, 기업가정신에 대한 의미와 관련된 여러 논의를 경제 교육적 측

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기업가정신교육이 이론적으로 어

느 관점에 입각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1) 기업가정신교육 이론

기업가정신교육 이론은 세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업가정신을 생산의 네 번째 요소로 보는 관점이다. Peter는

Say의 기업가에 대한 정의가 기업가정신을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관련

있다고 밝혔다(Peter, 1985). 기업가는 생산 요소들을 결합하여 조직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기업가는 생산의 3요소인 토지, 자본, 노동을 어

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가는 모험 혹은 위험을 감수하고, 작업에 필요한 자본과 노동력을

구하고, 일반적인 계획을 만들고 이것의 상세한 부분을 감독한

다.”(Marshall, 1920, p.170). 이는 기업가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어떤 재화

를 생산할 것인가와 생산에 필요한 자본과 노동 등 일반적인 생산 요소

들을 어떻게 결합할지를 결정하여 전체적인 생산과 판매 과정을 진행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가는 비용 최소화의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Marshall, 1920).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최대의 이윤을 내는 것이 중

요하다는 것이다. 생산의 네 번째 요소로서 발현되는 기업가정신은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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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생산 요소와 결합되어 최대의 효율성을 이루어 내는 능력을 의미한

다.

두 번째는 불확실성 하에서 직업 선택과 관련된 관점이다. 이 관점은

다시 세 가지 견해로 나뉜다. 우선, 개개인은 모두 타고난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가와 관련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기업가가 되고자 선택한다

는 견해(Lucas, 1978), 모든 개인의 능력은 동일한데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기업가가 되고자 선택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견해(Knight,

1921), 그리고 기업가정신을 긍정적으로 느끼는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성

이 기업가라는 직업을 선택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견해(Minniti &

Bygrave, 1999)이다. 위 견해들은 기업가를 직업의 하나로 보면서 개인

의 능력, 선호, 주관성 등에 따라 그 직업을 선택한다고 본다.

세 번째는 경제 발전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경제 발전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 Schumpeter는 ‘경제 발전론’에서 경제 발전의 요소로

새로운 기업의 창출을 들었고, 기업이 새로 생겨나는 것의 여부는 생산

요소의 새로운 결합을 수행하는 기업가적 행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

다(Schumpeter, 1962). 기업가의 행위가 새로운 생산 요소의 결합을 가

능하게 하고, 새로운 기업을 탄생시키게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생산 요

소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가 행위의 핵심은 기술 발전이며 곧 혁

신이라고 일컬어진다. 기업가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주도하고, 이를 토

대로 새로운 생산 요소를 결합하고,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여 경제 발전

에 기여한다. Schumpeter에 따르면 기존의 균형에서는 더 이상의 성장

을 이룰 수 없다. 창조적 파괴를 통해 도전정신, 혁신을 이루는 과정에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의 측면에서 또 다른 이론으로는 내생적 지역 발전 이론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은 기술 지식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가능하

게 하는 기업가정신에 주목한다(Acs & Varga, 2005). 일반적으로 한 회

사 내의 새로운 투자는 회사 밖에까지 파급 효과를 낳는다. 이때 투자는

물적 자원, 기술 개발, 인적 자원을 포함하는 의미이며 지식 사회에서의

파급 효과는 주로 과학 기술 지식에 의해 나타난다. 따라서 기업과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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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R&D 등에서 생성된 지식의 연결은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다. 이

러한 지식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업가정신이며(Audretsch &

Keilbach, 2004), 이는 R&D를 상업화하여 경제 성장을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위 세 가지 관점 이외에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로는 Kirzner(1997)와

Coase(1937)를 들 수 있다. 우선, Kirzner(1997)는 기업가의 역할을 이윤

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데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소극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Kirzner, 1997). 다시 말해

기업가는 다른 사람이 시장에서 미처 인식하지 못한 비즈니스 기회를 포

착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이다.

한편, Coase(1937)는 기업의 존재이유, 기업가의 존재 이유를 거래비용

이론으로 설명했다.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생산과정의 모든 행위에는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거래의 빈도가 높고 복잡해질수록 거래비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생겨나고, 기업가는 자원

관리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다.

2) 학교 경제교육에서 기업가정신교육의 위치와 성격

우리나라 학교 경제교육에서 기업가정신이 교육과정에 포함된 것은

2009 개정교육과정 시기부터이다. 그 이전에도 교과서에서 기업을 설명

하면서 기업가정신을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교육과정의 내용요소에 포함

되지는 않았었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은 고등학교 선택과

목 ‘경제’의 ‘경제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 단원의 내용요소로 추가되었으

며 생산 요소의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그동안의 경제교육에서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이나 진로

교육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정신교육이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먼저, 김이석(2002)은 시장이 작동하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요인으로 기

업가정신을 강조하며 기업가정신교육의 필요를 언급하였다. 반면, 이윤호

(2010)는 평생경제교육 측면에서 기업가정신교육을 다루었으며, 문승래·

장경호·한경동(2010)은 진로교육에의 활용 측면에서 미래형 교육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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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및 창업을 포함시켰다. 한경동(2006)은 학교 밖 경제교육프로그

램 체계 구축의 측면에서 기업가정신교육을 다루었으며, 전창완(2008)은

경제교육프로그램의 효과 측면에서 경제동아리, 사회탐구교실, 경제캠프

운영을 반성적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기업가정신교육은 직업 세계

와 관련하여, 평생교육이나 진로교육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기업가정신교육의 성격은 ‘기업가정신을 깨닫는 것’과 ‘사업의 시작과

확대를 위한 것’에 관한 교육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Jamieson, 1984;

Garavan & O´Cineide, 1994). 기업가정신을 깨닫는 것은 스스로 기업가

의 능력과 태도를 평가하게 하여 그들의 미래 직업에 대한 결정을 돕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업의 시작과 확대를 위한 기업가정신교육

은 창업과 사업체 확장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 법률, 세금 등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Liñán(2004)은 기업가정신교육의 목적을 다음 네 가지로 구분했다. 첫

째, 기업가정신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의 교육은

기업, 기업가정신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여 미래의 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둘째, 스타트업(Start-up)을 위한 것이

다. 이 교육의 목적은 개인이 작은 사업체를 경영하도록 해 주는 데 있

다. 이 교육에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창업 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금 확보, 법적 규제, 세금 등 스타트업

(Start-up)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셋째, 기업

가적 패기(Dynamism)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스타트업

(Start-up)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적합한 교육으로서 다양한

기업가적 행동을 촉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교육의 목적은

사업 확장을 위해 전략을 세우는 것에 있다. 넷째, 기업가들을 위한 지속

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교육은 기업가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경제교육에서는 ‘기업가정신을 깨닫는 것’과 관련이 있다. 경제교육에

서 기업가정신은 생산의 3요소에 추가된 생산의 네 번째 요소, 혁신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박형준 외, 2014; 오영수·김진영, 2014; 김종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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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근 2014; 유종열 외, 2014). 생산에 필요한 노동, 자본, 토지 이외에 기

회 발견, 위험 인식, 문제 해결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러한 가치의 지속을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해, 기업

가정신은 시장에서 소비자가 좋아하는 상품을 발견하고, 새로운 사업기

회를 찾고, 미래의 불확실성 하에서도 도전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역

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능력과 태도적인 측면에 가깝다.

3) 경제교육에서 기업가정신의 의미와 내용요소

경제교육에서 기업가정신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 우선, 21세기 기

업가정신은 기업가의 모험, 창조성, 도덕성, 환경보호, 위기대처, 혁신과

관련된 의미를 지닌다(최병모·천규승·조병철, 2006). 이는 기업가정신이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위험을 받아들이고 도전과

창조 정신으로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

기도 한다(이명숙·원상봉, 2013).

실제 기업가정신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상이한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

크게 조직화에 중점을 두는 견해와 기회의 측면, 그리고 혁신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구분된다. 먼저, 조직화에 중점을 둔 Shapero(1975, p.87)는

기업가정신을 “(1) 자발적 획득 (2) 사회 경제적 메커니즘을 인식하고 조

직하여 자원과 상황을 실제적으로 차지하는 것 (3) 실패의 위험을 받아

들이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Gartner(1988, p.64)도 “개인이 조직을 만드

는 것에 착수하는 역할”을 강조하면서 기업가정신은 조직화가 끝나는 단

계에 이르러 완성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기회의 측면에 중점을 둔 견해로는 Stevenson, Robert, &

Grousbeck(1989)와 Shane & Venkataraman(2000)을 들 수 있다.

Stevenson, Robert, & Grousbeck(1989, p.23)는 기업가정신을 “개인이 현

상태에서 조정 가능한 자원들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기회를 추구하는 것

에 의한 과정”이라고 하고, Shane & Venkataraman(2000, p.218)도 “기

회의 원천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는 하는 발견, 평가, 기회 획득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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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출의 측면에 중점을 둔 견해로는 Weber(2012)를 들 수

있다. Weber(2012, p.12)는 기업가정신을 “개인이 새로운 조직의 창출을

통해 기회의 탐험과 평가로 미래의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것”이

라고 정의하였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종합해

보면 자신의 삶에서 기회를 찾고, 미래를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에 대해 미국 경제교육협회(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이하 CEE)는 “다른 사람들이 간과한 것을 보고 통

찰력을 발휘(act)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Clow et al., 2005, p.6). 다시

말해, 기업가는 기본적으로 비전과 용기를 지니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

행, 절차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다른 사람이 간과한 부분을 발견하여 그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이다. CEE는 기업가정신을 새로운 비즈니

스를 형성하는 측면에서도, 이미 존재하는 기업을 재구성하거나 발전시

키는 측면에서도, 사회적 혹은 정치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행, 다른 사람이 간과한 것에서

통찰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경제교육에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내용은 2010년 경

제교육의 자발적 내용 표준(Voluntary National Content Standards in

Economics, 2nd ed.)에 추가되며 구체화되었다. 자발적 내용 표준에서는

학생들이 기업가정신을 통해 “기업가는 기존과 유사한 벤처를 만들거나

새로운 혁신을 도입하여 사업 시작의 위험을 받아들이고 기업가적 혁신

은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천”임을 이해하게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CEE,

2010, p.33). 내용 표준은 4학년, 8학년, 12학년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

는데, 이 중 본 연구와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은 8학년의 내용 표준이다.

첫째, 기업가는 사업시작 시 기대 비용, 기대 수익을 비교한다. 둘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자원을 재조직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 셋

째, 기업가는 생산 비용보다 판매 수입이 더 큰 경우 이윤을 얻고, 판매

수입이 생산 비용을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를 입는다. 넷째, 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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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이윤뿐만 아니라 다른 인센티브, 예를 들면 자신이 사장이 되는 기

회, 인정받는 기회,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만족감 혹은 기

존 제품을 발전시키는 데 대한 민족감 등에 반응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다.

이러한 8학년의 내용 표준은 학생들이 4학년의 내용 표준을 습득한 상

태임을 전제로 한다. 4학년의 내용 표준에서 기업가는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시작하는 개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내용표준에는 기업가의 특성을 기회를 인식하고 자신들을 위한 일

을 좋아하며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기술하고 있다. 기업가는 혁신

적이기 때문에 새롭거나 개선된 제품과 프로세스를 발전시켜 문제를 해

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2. 교육 프로그램 평가

본 절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의미를 고찰하고, 참여자 중심 평

가 이론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를 나타내고

자 한다.

1) 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개념

교육 프로그램 평가는 ‘교육 평가’의 속성과 ‘프로그램 평가’의 속성을

모두 지닌다(김혜숙·백순근, 2009). 교육 평가는 평가 대상의 장점, 가치

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판단 혹은 결정하는 일(Scriven, 1991; 배호순,

2009)이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좀 더 넓게는 교육 전반에 관한 각종 정

보를 수집하여 교육적 가치판단을 하는 체계적인 과정으로 인식되기도

한다(백순근, 2000). 프로그램 평가는 프로그램 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

거나(Tyler, 1942), 프로그램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거나(Guba &

Lincoln, 1989)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프로그램 특성, 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일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Patto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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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교육 평가와 프로그램 평가는 각각 다른 목적과 의미로 활용되

고 있다.

한편, 교육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그에 대한 평가적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프로그램 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에 대

한 개념도 종전의 교육 평가의 개념과 프로그램 평가의 개념이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김혜숙·백순근(2009)은 교육 프로그램 평가를

프로그램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목표 달성 정도와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정의는 평가의 목적과 관련이 있다. 예

를 들어 Tyler(1942)는 평가의 목적을 의사결정 지원이나 책무성 확보로

보았기 때문에 프로그램 평가를 프로그램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것으로

규정했다. Tyler식의 프로그램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성

취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성취를 측정할 수 있

는 판단 준거가 중요하게 작용했으며, 이를 위해 주로 객관적인 평가 지

표와 통계적 기법들이 활용되었다. 이는 의사결정자가 평가자들에 의뢰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자의 관심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의 평가로 불린다.

한편, 사회가 다원화 되면서 Tyler식의 의사결정 지원이나 책무성 확

보를 목적으로 하는 평가에 대한 회의와 더불어 평가 목적도 변화하게

되었다. 종전의 평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실제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평가 현장의 맥락(context)과 상황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인식

이 커졌다. 따라서 평가의 목적이 프로그램의 이해, 공감대 형성, 프로그

램의 개선 측면으로 변화하였다. Patton(1987), Guba & Lincoln(1989),

Stake(1975) 등은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에 두었

다. 이원석(2013)은 평가의 목적을 ‘프로그램의 판단’이 아니라 ‘프로그램

의 이해와 향상’으로 보고 평가과정에서 프로그램 이해당사자들의 경험

을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청중(audience)으로 하여금 대리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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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자 중심 평가

참여자 중심 평가는 프로그램과 관련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요하

게 여기는 평가이다. 이때 이해당사자는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을 뜻하지만 학자마다 개념의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 김혜숙·백순근

(2009, p.347)은 이해당사자를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프로그

램의 성패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지하거나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Patton(2000, p.427)이 이해당

사자를 “평가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 붙이는 특별한 용어”라

고 표현한 것 보다 넒은 개념이다. Stake(2004, p.195)는 “프로그램과 이

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정의하면서 프로그램 수혜자 뿐 아니라

손해를 본 사람들도 이해당사자에 포함시켰다.

변화된 평가의 목적과 더불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반응이 강조되면

서 반응적 평가(Stake, 1975), 4세대 평가(Guba & Lincoln, 1989), 분권

적 평가(Fetterman, 1993), 참여적 평가(Cousins & Whitemore, 1998) 등

참여자 중심 평가에 대한 연구가 대두되었다. 첫째, Stake(1975)는 기존

의 기준-기반 평가(standards-based evaluation)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응적 평가를 제시하였다. 그는 기준-기반 평가의 문제점을 준거와 기

준의 한계, 평가 현장의 단순화, 평가 도구의 한계, 통제집단의 타당성

문제로 요약하였다. 평가 이전에 준거와 기준이 설정되어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평가 대상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

준거와 기준의 한계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또한, 설문지와 같은 평가 도

구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해 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며

통제 집단 설정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Stake는 프

로그램 평가의 목적을 프로그램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에 두고, 실제적인

문제와 이슈를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는 반응적 평가모형을 제안하게 되

었다(이원석·Stake, 2010) 반응적 평가모형에 대해서는 이 절의 제 3항에

서 좀 더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둘째, Guba & Lincoln(1989)은 반응적 평가의 영향을 받아 4세대 평가

를 제시하였다. 그는 기존의 평가에 대해 1930년대 이전을 1세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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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1967년의 평가를 2세대 평가, 1967년 이후를 3세대 평가로 구분하

였다. 1세대 평가는 IQ검사와 같이 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측정과 동일

시되는 관점의 평가이다. 2세대 평가는 Tyler와 같이 교육 목표 달성 정

도를 나타내는 평가이며, 종전의 측정 중심 평가에 비해 총체적인 평가

의 성격을 띤다. 3세대 평가는 평가자가 프로그램의 목표를 개발하는 것

을 돕고, 측정과 목표 달성 정도를 기술하는 것에서 판단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을 의미한다.

Guba & Lincoln(1989)은 4세대 평가를 고안하면서 이해당사자에 주목

하였다. 그는 기존의 평가에서 나타난 평가의 가치중립성이라는 가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 기존의 평가가 관리자 중심이라는 점을 비판하

며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는 서로 다른 시각뿐만 아니라 다른 가치를 지

니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4세대 평가는 이해당사자의 요구, 관심,

이슈를 고려한다. 이때 이해당사자는 평가 범위에 속하는 관련성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이 관점에서 이해당사자의 가치는 일반화할 수 없고,

서로 다르다는 점이 전제된다. 전통적인 방법은 세상에는 진리가 존재하

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위와 우열을 가리는 것이 가능한 것과 마

찬가지로 인간의 이성적 판단 역시 가치중립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인간은 현실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어,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해석

할 뿐이기 때문에 개인의 관점 형성은 보다 복잡한 맥락 속에 있으며,

개인의 관점에서의 해석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의

서로 다른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4세대 평가는 반응적 평가와 달리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한다. 4세

대 평가는 이해당사자가 서로 다른 가치 기준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착

안한다. 4세대 평가는 이해당사자들의 가치와 이슈, 그리고 요구사항 등

을 사전에 파악한 뒤 평가를 시작한다. Guba & Lincoln(1989)은 4세대

평가 방법을 해석의 변증법적 원(hermeneutic-dialectic circle)으로 설명

하였다. 이는 이해당사자의 서로 다른 가치, 이슈, 요구사항이 순환적인

구조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선, 평가자는 동일한

가치, 이슈를 가진 이해당사자들끼리 묶어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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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는 우선 이해당사자 중 한 사람을 인터뷰 한다. 평가자는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에게 다른 이해당사자 그룹의 인터뷰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한다. 평가자는 추천받은 두 번째 인터뷰 대상자에게 첫 번째 인터뷰 결

과를 알려주고, 그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 두 번째 인터뷰 대상자는 다른

이해당사자 그룹의 한 명을 추천하여 세 번째 인터뷰를 이어갈 수 있도

록 한다. 평가자는 세 번째 인터뷰 대상자에게 선행된 인터뷰 결과를 알

려준 뒤 의견을 구한다. 이런 방식으로 인터뷰가 계속되고, 마지막 인터

뷰가 끝난 뒤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에게 다시 돌아가 인터뷰가 이루어

진다. 4세대 평가에서는 인터뷰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협상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순환된다.

셋째, 분권적 평가(Empowerment Evaluation)는 이해당사자들이 권한

을 갖고 평가의 개념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분권적

평가에서 이해당사자들은 평가의 개념과 기술을 습득하여 프로그램을 평

가할 수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자기 결정성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키

운다(Fetterman, 2001). 분권적 평가는 이해당사자들이 권한을 갖고, 프

로그램을 계획 및 실행, 그리고 평가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평가자

가 돕는 것을 강조한다(Wandersman et al., 2005, p.27). 평가자는 이해

당사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

분권적 평가에 적용하는 10가지 원리는 다음과 같다(Fetterman, 2004;

Fetterman, 2005; Wandersman et al., 2005). 첫째, 개선(Improvement)이

다. 분권적 평가는 사람, 프로그램, 조직, 그리고 공동체의 개선을 목적으

로 한다. 평가자들은 평가 참여자들이 평가 개념과 기법, 결과를 활용하

도록 돕는다. 둘째, 공동체 주인의식(Community Ownership)이다. 분권

적 평가에서 평가자들의 목소리는 하나의 목소리일 뿐 실제 공동체에 참

여하는 사람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통한 결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분권

적 평가자들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프로그램의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권한이 보장되어야 프로그램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 포섭(Inclusion)이다. 포섭은 주요 이해당사자들을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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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분권적 평가자들은 프로그램 스태프, 프

로그램 구성원, 펀드 제공자, 참여자 등 다양한 측면의 이해당사들이 참

여할 때 더 나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넷째, 민주적 참여

(Democratic Participation)이다. 민주적 참여는 사람들이 모임에서 어떻

게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살피면서 심의와 진정한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

한다. 공정하고 근본적인 분권적 평가 과정에서 투명성과 개방성이 신뢰

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 정의(Social Justice)이다. 분권

적 평가자들은 평가를 통해 사회적인 여건과 공동체가 긍정적으로 프로

세스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람들이 좀 더 자신

감 있고, 자기 결정성을 갖고, 스스로의 삶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는 것이다. 여섯째는 공동체 지식(Community Knowledge)이다. 여러

참여적 평가와 마찬가지로 분권적 평가에서도 공동체 지식은 가치 있다

고 여겨진다. 분권적 평가자들은 공동체 지식을 존중한다.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알고, 자기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

다. 일곱째, 증거 기반 전략(Evidence-based Strategies)이다. 분권적 평

가에서는 이미 실행과 경험을 통해 드러난 정보를 신뢰한다. 분권적 평

가자들은 이해당사자들을 도와 증거에 기반을 둔 지식과, 공동체의 맥락

적 지식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여덟째는 역량 배양

(Capacity Building)이다. 이는 이해당사자들이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

그리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아홉

째는 조직 학습(Organizational Learning)이다. 분권적 평가에서는 특별

히 설계된 도구나 실행 방법을 활용하여 조직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조직 학습 문화의 발전을 돕는다. 열째는 책임성(Accountability)이다. 분

권적 평가는 평가 프레임 워크 내에서 행정가나 일반 구성원들이 과정과

결과 자료를 스스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스

스로의 결정과 행동에 책임지게 되며, 책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넷째, 참여적 평가(Participatory Evaluation)는 평가자가 핵심 조직 인

력의 훈련을 도와 연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Cousins & Earl, 1992; Cousins & Earl, 1995). 참여적 평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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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와 이해당사자들은 평가관련 지식을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참여한

다(Cousins, 2003). 참여적 평가는 목표와 과정 측면에서 일반적인 실행

연구나 다른 참여자 중심 평가와의 차이를 보인다. 목표 측면에서, 일반

적인 실행연구는 실행의 개선과 사회 이론의 발전을 추구하지만 참여적

평가는 조직 인력을 통한 실천이기 때문에 사회 이론의 발전과 상관이

없다. 실무자들이 실질적인 평가 자료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과정 측면에서, 참여적 평가는 평가자는 전문 기술을 갖고, 실

무자는 맥락과 내용에 대한 지식을 갖고 평가 과정에 참여한다. 평가자

는 코디네이터로 작업에 임하지만 실무자와 함께 연구의 전 과정에 통제

나 참여를 공유한다.

이들 평가모형 이외에도 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이론에서 이해당사자에

대한 고려는 다양한 가치판단의 가능성(Shadish, Cook, & Leviton,

1991), 다원적 관점(Eisner, 1985) 등을 통해서도 중요시 되었다. 프로그

램 평가는 본질적으로 가치판단을 내포하고 있으며, 평가 전반에서 중요

하게 다루어진다(이원석, 2016). Shadish, Cook, & Leviton(1991)의 논의

에 따르면 사회적 프로그램은 정치적 세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치

를 배제하고서는 평가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회적 프로그램이 그 자

체로 가치를 포함하고 있고, 평가는 가치를 고려하여 사회적 자원을 배

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터는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기 보다는 가치

가 개입되어 해석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가치 개입은 필연적인 것이다.

가치 개입의 측면에서 반응적 평가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가치를

고려한다. 반응적 평가에서는 이해당사자의 가치와 이슈를 중요하게 여

긴다. 이 평가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프로그램에

관한 이슈와 반응을 묘사한다.

다원적 관점에서는 평가의 설계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들을 확인하여 그

들의 가치, 준거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Forest, Brack, & Moss,

1994), 자료의 수집 측면에 있어서도 한 명의 이해당사자의 관점만 고려

할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각기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이 고려되어

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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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참여자 중심 평가 모형들은 이해당사자를 정의하고, 이해당사

자가 프로그램 평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나타내주었다. 이와

같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고려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프로그램 평

가에서 이해당사자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해당사자의 이슈와 반응을 해

석하는 것과 관련한 이론적 토대가 된다.

3) 반응적 평가

반응적 평가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해당사자들의 경험과 활동의 강조,

이슈의 강조, 세밀한 기술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반응적 평가에서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프

로그램과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하는지,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주목한다(Abma & Stake, 2001). 반응적 평가모형은 프로그램

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이슈에 대한 반응에 집중한다. 즉, 평가자는

이해당사자들의 반응을 통해 프로그램의 과정, 장단점 등을 이해하게 된

다. 이때 반응은 이해당사자의 이슈에 대한 반응성을 의미한다. 평가자는

이해당사자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어떤 관심이 있고, 어떤 이슈를 갖고

있고, 어떤 갈등을 겪는가를 통해 그들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Stake,

2004).

또한 반응적 평가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들의 관계, 프

로그램의 활동 등을 묘사하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세밀하고 심층적

으로 기술한다. 이러한 기술은 평가의 상황적 맥락을 반영하여, 청중으로

하여금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이러

한 경험은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 주고, 프로그

램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Stake는 이를 통해 유사한 상황에서 유추를

통해 주어진 현상을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주의적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Stake, 1975).

둘째, 반응적 평가에서는 이슈를 강조한다. Stake(2004, p.89)는 반응적

평가에서 이슈를 “논쟁 혹은 판단을 해야 할 질문, 관점 혹은 우려, 논쟁

의 주요 문제들, 어려운 문제 혹은 고충, 그리고 변화에 대한 믿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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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표현하였다. 이슈는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심, 갈등, 문

제점 등을 포함하며 목표나 가설, 순서도나 사회적 구조보다 우선시 된

다는 것이다.

이슈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후원자,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 실행가,

학생,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의 관심사를 포함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단순한 관심사가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해 좋은 점이

무엇이고 나쁜 점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을 돕는 것이 이슈가 된다는

것이다.

반응적 프로그램 평가에서 이슈의 판단은 평가자의 몫이다. 이해당사

자가 이슈 도출에 관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평가자의 판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프로그램의 이슈가 무엇인가에 대한 평가자의 판단은

프로그램의 질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평가의 구조로 작용한다.

평가자는 이러한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

고, 프로그램을 관찰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이러한 이슈는 연구 문제를

조직하고, 구체화시키는 데 기여하며 연구 전체의 구도를 만든다. 연구

문제에 대한 보완은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이해도가 높아

지고, 이해당사자와의 면담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앞서

지적한 평가의 목적을 프로그램에 대한 총체적 이해에 두기 때문이다.

셋째, 반응적 평가에서는 세밀한 기술을 강조한다. 이는 맥락을 중요시

하는 반응적 평가에서 독자의 대리적 경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

이다. 반응적 평가에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상

황에 대한 세밀한 묘사와 기술은 독자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이 이루어지

는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이러한 간접경험은 유사한

상황에서의 이해를 도와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

연주의적 일반화(naturalistic generalization)를 가능하게 한다.

반응적 평가는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질적 연구 방법론을 주로

활용한다. 반응적 평가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두기 때

문에 질적 연구 방법을 주로 활용하며, 양적 연구 방법은 질적 자료의

해석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된다. 또한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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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맥락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례 연구는 프로그램의 활동,

프로그램 이슈, 이해당사자들의 경험과 관계 등을 보다 잘 드러내 준다.

반응적 평가에 관한 연구는 평가의 개념을 설명하는 연구, 프로그램

평가에 적용한 연구, 반응적 평가의 유용성을 밝히는 연구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우선, 평가 개념을 설명한 연구로는 이원석·Stake(2010)를

들 수 있다. 이원석·Stake(2010)는 반응적 평가의 개념을 설명하고, 반응

적 평가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험과 활동, 연구의 개념 틀로서의

이슈, 간접 경험과 맥락, 주관성, 다원성의 관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반응

적 평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입학사정관제에 반응적 평가를 적용한 평

가 계획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Wood(2001), Thomas(2004), Hertzog & Fowler(1999),

Bindels et al.(2014) 등은 반응적 평가를 교육 프로그램 평가에 활용하였

다. Wood(2001)는 Stake의 기술-판단 행렬표를 활용하여 환경교육 프로

그램의 의도와 관찰, 기준, 판단 4가지 영역을 선행사건, 상호작용, 결과

측면에서 정리하여 중요한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Thomas(2004)는 학교

개혁 프로그램의 하나로 개발된 인재 개발 모델(Talent Development

Model; TDM)에 대해 반응적 평가를 적용하여 평가 결과를 학교 개선을

위한 변화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평가는 프로그램 이해당사자들의 관점

을 고려하여 진행되었으며 평가자들은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도

록 TDM의 프로세스를 검토하였다. Hertzog & Fowler(1999)는 유아 영

재 교육 프로그램에 반응적 평가를 적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이해당사

자도 많고, 이해당사자 간의 견해도 달랐다. 평가자는 6개 그룹으로 이해

당사자를 구분하여 이들의 이슈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뷰가 필요한

지, 참여관찰이 필요한지 등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가를 표로 정리하

여 평가에 활용하였다. Bindels et al.(2014)는 반응적 평가모형을 활용하

여 노인 돌봄 프로그램인 네덜란드의 실천공동체(CoP: Community of

Practice) 프로그램을 평가하였다. 이들은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을 프로

그램 개선에 두고 이해당사자들과의 인터뷰, 전문가들과의 미팅을 통해

이질적 집단을 구성하는 것과 전문적인 언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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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도출하였다.

반응적 평가의 유용성을 밝힌 연구로는 Abma(2005), Visse, Abma, &

Widdershoven(2012), Kouévi et al.(2013)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는 반응적 평가가 참여자들로 하여금 진단의 전 과정에 있어서 능동적이

고 의미 있는 참여를 촉진시켰으며,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고 환자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환자와 전문가가 공동의 결정을 이루었다는 점을

밝혀 반응적 평가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Visse, Abma, &

Widdershoven(2012)은 반응적 평가에서 평가자의 도덕적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Merel이라는 평가자가 반응적 평가를 하고자

이해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과정을 내러티브로 해석한 후 평가

자의 역할과 책임의 한계를 다루었다. 이 논문에서는 반응적 평가에서

평가자가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지만, 지나치게 모두

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현장의 상황과 맥락에 대한 해석이 필요함

을 밝혔다. Kouévi, Van Mierlo, Leeuwis, & Vodouhê(2013)은 이해당사

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반응적 평가 방법이 이해

당사자들의 대화 및 상호 학습을 촉진시키고 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4)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평가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평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다루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Cox, Mueller, & Moss, 2002; Noel, 2002;

Hmieleski & Corbett, 2006; Wilson, Kickul, & Marlino, 2007;

Oosterbeek, van Praag, & Iksselstein, 2010). 그러나 기업가정신교육 프

로그램이 어떤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 연구마다 중점을

두는 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크게 기업가정신교육을 통해 창

업 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의 향상,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가에

초점을 맞춘 연구(Noel, 2002; Hmieleski & Corbett, 2006)와 기업가정신

을 통한 자기 효능감, 창의성, 위험 도전 의지 등의 태도 측면의 효과에

서도 중점을 둔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Cox, Mueller, & Mos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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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sterbe, van Praag, & Iksselstein, 2010; Wilson, Kickul, & Marlino,

2007). 이들 연구는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이 창업 측면 이외에도 자

기 효능감, 창의성, 위험 도전 의지 등의 태도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이러한 태도적 측면을 예상해 볼 수

있다.

Matlay(2010)는 기업가정신교육에서의 이해당사자 구분에 대한 개념

프레임을 재구성하고, 이해당사자의 인식, 기대, 영향 간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그는 내부 이해당사자, 외부 이해당사자의 구분이 응답자들의 인

식과 기대와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이사회의

경우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광범위한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관여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외부’로 구분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한, 이해당사자들은 인식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자신들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기업가정신교육을 받는 학생의 학부모는 자녀의

복지와 미래 고용전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학생들을 직접 채용

하려는 고용주들은 학생들이 학창시절에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관심을

보였다. 일반 기업가들은 기업가정신교육이 미래 기업가로서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을 기르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졸업생들은 기업가의 이미

지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정부와 정부기관은 영국 경제에서 활동하는

기업가의 수와 기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기업가정신교육을 홍

보하고 지원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Matlay(2010)는 이해당사자들의 관

심이 기업가정신교육의 참여 정도, 참여 기간뿐 아니라 기업가정신교육

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학생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육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필요와 기

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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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으로서 질적 사례 연구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질적 사례 연구 방법(Case Study)이다. 이 방

법은 특정 상황과 맥락에 주목하여, 그 상황 속에서 사례가 전개되는 방

식을 풍부하게 기술하고,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연구 대상에 대한 이

해를 하고자 할 때 활용한다. 또한 연구 문제가 ‘왜’, ‘어떻게’로 구성되는

경우, 맥락과 현재의 상황이 연구의 초점일 때 활용된다(Stake, 2006).

이러한 점에서 질적 사례 연구는 본 연구에서의 목적인 ‘프로그램의 이

해’에 가장 적합한 연구이며, 반응적 평가모형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상황

과 맥락 하에서의 이해당사자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연

구 방법이다.

Yin(2009)은 평가 연구와 관련하여 사례는 네 가지로 응용될 수 있다

고 밝혔다. 우선, 설문이나 실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현실 세계

를 설명하여 프로그램의 실행과 효과를 연결시킬 수 있다. 둘째, 프로그

램이 실행되는 상황에 대한 기술이다. 셋째 평가와 관련한 주제를 예시

를 통해 설명한다. 넷째는 프로그램이 분명한 결과를 산출하지 않을 때

이러한 상황을 탐색한다. 본 연구는 이 사례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응

용되어 활용되는 경우에 주목한다. 즉,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례

는 학교라는 복잡한 현실에서 외부 프로그램의 실행과 효과를 연결시킨

다는 맥락적 측면을 담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이 실행되

는 상황에 대한 기술 또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기술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은 본 평가 연구에서 사례의 유용성을 나타내 준다.

Balbach(1999)는 프로그램 평가에서 사례 연구는 프로그램이 유일

(unique)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새로운 환경에서 시행되거나,

프로그램이 격변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시행될 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 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먼저, 프로그램이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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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하다는 의미는 프로그램이 매우 혁신적이어서 프로그램의 긍정

과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

는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에 맞게 변형되었으며, 프로그

램 강사진은 학부모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영향이 긍정적

인지 부정적인지 예상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영향

에 대한 고려는 사례 연구의 풍부한 기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외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Y중학교에

적용하였다. 이런 경우 프로그램이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를 상세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 하의 중

학교를 대상으로 처음 시도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례 연구가 적합

하다.

세 번째로, 프로그램이 격변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시행되는 경우이다.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격변하여 그 결과를 예상하기 힘든 경우 사례 연

구를 통해 프로그램이 처한 상황적 맥락에서 운용되는 바를 살피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 학교가 자유학기제라는 제도 하에, 연구

학교 지원으로 운영된다는 점, 이러한 점이 내년에는 변동 가능성이 있

다는 점, 그리고 학교의 환경이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본 연구의

방법으로 사례 연구가 적절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2. 연구 대상과 맥락

1)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은 당초 B교육기

업에서 기획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Y중학교에 1학

기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도입되었으며, 2학기에는 학부모로 이루어진

강사진에 의해 재구성되어 자유학기제 선택과목으로 시행되었다. 1학기

에는 총 12차시(24시간)로 편성되었으며, 2학기에는 총 7차시(14시간)씩

2회, 총 14차시(28시간)로 이루어졌다. B교육기업의 1학기 프로그램의 목

표는 기회발견능력, 가치창출능력 등 기업가적 역량을 기르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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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초점인 2학기 프로그램은 기업, 기업가정신을 이해하고 기

업가정신을 실천하는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나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2014년 2학기 자유학기제 자율과

정 선택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은 2기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하나의 기는 7차시로 구성되었다. 수업은 매주 수요일 5, 6교시 블록타임

으로 이루어졌다.

Y중학교는 자유학기에 학생들이 자율과정 선택프로그램 중 2개를 선

택하여 수강하도록 하였다. 학교에서는 7월 초에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

생들로부터 프로그램 신청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의 공식 명칭은 ‘기업가

정신과 진로 체험’이며, 가정통신문에는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맞는 역량

을 강화하고 문제해결력을 기르기 위한 기업가정신을 활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3∼5명의 학생들로 모둠을 구성하여 수업에 참여하고,

모둠별로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였다. 수업 활동에서는 개별 워크시트

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모둠별 프로젝트 활동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프로젝트 과제는 모둠별로 만 원 이하를 출자금으로 하여 창업 활동을

하는 학생 주도적인 학습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모둠별로 주변의 문

제를 해결할만한 아이디어, 사람들의 수요가 많은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

련한 아이디어로 판매 아이템을 선정하였다. 이 선정된 아이템을 홍보하

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했다. 학생

들은 이 과정을 수행하면서 활동한 내용을 매 시간 정리하여 발표하였

다. 네 명의 강사는 학생들의 모둠활동과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안내

하고 지원하였다.

7차시로 진행된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의 1기의 수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2기의 수업내용은 1기의 내용을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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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내용

1
Ÿ 직업의 변화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이해한다.

Ÿ 모둠별로 파스타면 쌓기 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기른다. 

2

Ÿ 종이에 적힌 기업을 상세히 찾아본다. 

Ÿ 새로운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꾼 기업가를 알아보고, 나를 주제로 

나의 적성을 파악해본다.

3

Ÿ 기업가들이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 내는 활동을 한 사례를 살펴보고 기업가정신이 무엇인가

를 생각해 본다. 

Ÿ 프로젝트X(자본금 만 원으로 창업하기) 과제 안내 및 모둠편성을 

한다.

Ÿ 모둠별 프로젝트를 위한 아이디어를 구상한다.

4

Ÿ 기업카드 빙고게임을 통해 어떤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기업의 제

품이 만들어졌고,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알아본다.  

Ÿ 모둠별 프로젝트를 위한 아이디어를 구체화 한다. 

Ÿ 리더, 협력에 대한 동영상을 통해 팀 내에서 나의 역할 정한다.

5

Ÿ 모둠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본금, 비용, 수익산출, 수요, 

원가의 개념 배운다.

Ÿ 프로젝트와 관련한 광고지 만들기, 광고와 이미지 디자인에 대해 

알아본다. 

6
Ÿ 과제로 실행한 모둠 프로젝트의 발표 자료를 만들고, 중간발표를 

한다. 

7
Ÿ 모둠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Ÿ 10년 후 내 모습 그려보고, 발표한다.

<표 1>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의 차시별 내용

2) 연구학교와 교실

(1) 연구학교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운영되는 학교는 일상적인 공간이다. 학교는 우

리나라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으며, 교육적 목적에 맞는 교수학습을 하는

공간이다.

이 학교는 국가교육과정인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진로 교

육, 학생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교육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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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연구학교로 지정이 되어 이

학교의 학교 관리자와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취지에 부합하는 학교수준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학교가 국가교육과정의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학교마다 동일한 교육과

정을 운영하지는 않는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

며 학교에 학교수준 교육과정의 개발 권한을 이전에 비해 많이 부여하였

고, 학교들은 타 학교와는 다른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

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학교관리자는 학교의 경영자로서 학교 조직을 구성하고 운

영한다. 학교관리자는 학교의 경영자로서 학교가 갖고 있는 인적 자본,

물적 자본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한다. 학교 조직

에서 인적자본은 성공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이다(Owens &

Valesky, 2011). 학교 경영자는 학교 교육과 관련된 교사, 강사 등의 인

적자본을 자원으로 보고, 자원의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이들의 성장은

더 높은 가치를 가져오게 된다.

이 학교 관리자는 학교 경영자로서 활용 가능한 자원을 조정하여 조직

을 운영하는 자원기반 관점(Resource-based Approach)2)에서 인적 자원

을 발굴, 결합, 조정하였다. 외부의 교육 전문가라는 인적 자원을 발굴하

고, 내부의 교사와 학부모라는 인적 자원과 결합시켰다. 학교 관리자는

학교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을 위해 학부모 강사를 활용하는 등 인적 자

원을 조정하였다.

학교 관리자는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경제 환경의 변화에 알맞은 교육

을 기업가정신교육으로 보고, 이를 학교 특색 교육의 하나로 삼았다. 학

교관리자는 학교가 가진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최대의 교육

성과를 내고자 하였다.

연구학교의 자세한 상황과 맥락은 다음과 같다. Y중학교는 서울의 남

서부지역에 위치한 일반계 공립 중학교이다. 이 학교 전체 학생 수는 약

2) 자원기반 관점은 조직 내부의 자원인 인력, 기술, 조직 문화 등에 따라 조직

의 성과가 달라진다고 보는 관점이다(Rumelt, Schendel, & Teece, 1991).



- 30 -

900명 정도이다. 이 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중산층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이 학교는 2014년 인

성교육, 진로진학교육, 기초학력강화, 다양한 문화적 체험학습을 교육의

우선순위에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계획과 추진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학교 교원은 교장 1명, 교감 1명, 교사 약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Y중학교는 2014년 서울시 교육청의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학교로 지정

되었다. 이 학교는 1학년을 자유학년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며 1학기를

준비기간으로 삼아 중간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말고사만 실시하였다. Y

중학교에서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은 1학기에 방과 후 수업시간을 통

해 운영되었고, 2학기에는 자유학기제 자율과정의 선택과목 중 하나로

운영되었다.

그 외에도 Y중학교의 기업가정신교육은 동아리 활동과 3개월 과정의

‘학부모 진로지도단’ 교육으로도 운영되었다. 1학기 방과 후 수업은 1, 2,

3학년이 모두 참여 대상이었으며, 실제 참여인원은 18명이었다. 방과 후

수업은 B교육기업의 전문 강사가 총 24시간의 12차시 과정으로 진행하

였다. 동아리는 학교의 프로그램 담당 교사인 J교사가 만들어 1년 과정

으로 운영하였다. 3개월 과정의 학부모를 위한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에는 총 24명이 신청하였다. 이 과정은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학기제 진로 탐색관련 활동에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목적으로 개설되었으며, B교육기업 대표가 강의를 담당하였다. 이 과정

을 이수한 학부모 중 4명이 2학기 수업을 담당하였다. 2학기 수업에는 1

기 24명, 2기 27명 총 51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Y중학교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본 연구의 사례지로 선정되었다. 우

선, Y중학교의 학교관리자인 K교감은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해 적극적이

다. K교감은 상업교사 출신으로 교직 생활 중 기업가정신교육을 실천해

왔다. 교감은 교감 승진 후 처음 발령을 받아 Y중학교에 부임했다. K교

감은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노력하였다.

두 번째로, 학교관리자 K교감은 기업가정신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의

시도를 위해 학교 전 구성원의 공감을 얻고자 교육, 연수 등을 병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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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학교관리자의 노력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 구

성원, 학부모와의 공감대 형성,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

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같이 전문 강사 1인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 이해당사자가 생소

한 기업가정신교육을 학교에 도입하여 운영하는 과정을 여실히 드러내

준다.

세 번째로, Y중학교의 경우 서울시의 중산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립

남녀공학 학교이다. 이러한 환경의 학교는 국가정책과 교육과정의 영향

을 받는 일상적인 학교의 모습을 나타내 준다. 따라서 Y중학교의 사례는

일상적인 학교의 모습에서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도움

을 준다. 이 점은 청중으로 하여금 현재의 국가정책과 교육과정의 영향

을 받는 일상적인 학교 환경을 이해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가정신교

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이해하게 해 준다. 궁극적으로 이러

한 이해는 다른 유사한 사례를 만났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

는가를 판단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교실

프로그램이 수업 형태로 운영되는 교실은 일상적 공간이다. 프로그램

강사는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구성하여 운

영한다. 프로그램 수업도 일상적인 수업과 마찬가지로 운영된다.

그러나 프로그램 수업은 그 특성상 교과의 진도나 시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프로그램 도입 취지에 맞게 교육적 목적으로 실행된다는 점에서 일

반적인 교과수업과 차이가 있다. 또 하나의 고려 사항은 ‘흥미’ 이다. 교

육 프로그램 수업은 교과 수업과는 달리 ‘흥미있는 수업인가’에 관심을

갖는다. 다시 말해,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기업가정신 함양

과 흥미로운 수업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일상적 공간에서 수업을 주도하는 사람은 프로그램 강사이다. 강사

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업 내용을 구성하고, 진행한다. 강사는

교육과정과 학교, 교실 환경의 여건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수업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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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추구한다.

본 프로그램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은 기업가정신함양이라는 교육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공간이다. 교육목표로는 구체적으로 경제 환경의 변화

를 알고, 기업가의 도전 정신을 이해하는 것,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서로 다른 흥미와 적성을 갖고 있다. 진로

탐색과 접목한 수업이니만큼 학생들은 같은 내용을 배우더라도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수업에서의 경험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활동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학생들은 각자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홍보,

매출정산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학생들은 이 수업에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 공부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한다. 학생들은 산업의 변화, 기술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공부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통해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경제인으로서 진로와 직업 탐색을 하게 된다.

3) 연구의 이해당사자

본 연구에서는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이 학교에 도입되어 운영되는 과정의 이슈와 반응을 드러낸다. 본 연구

의 주요 이해당사자는 학교관리자, 학교 교사, 4명의 학부모 강사, 교육

기업 대표, 참여 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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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연구의 이해당사자

[그림 1]은 프로그램 도입, 운영과정에 관여하는 이해당사자들을 도식

화 한 것이다. 우선, 프로그램 도입에서 관여하는 이해당사자는 학교 관

리자 K교감과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J교사 그리고 교육기업 H

대표이다. K교감은 이전에 알고 지내던 기업가정신교육 기업의 H대표를

통해 학교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J교사는 K교감으로부터 H대표를

소개받아 프로그램 도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둘째, 프로그램의 1학기 운영에 관여하는 이해당사자는 학교 관리자 K

교감과 J교사, 학부모 진로지도단 참여 학부모, 교육기업 H대표와 직원,

방과 후 수업 참여 학생이다. 프로그램은 도입 결정 이후 별도의 조정

과정 없이 1학기 방과 후 수업으로 운영되었다. K교감은 기업가정신교

육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체 교사대상 연수와 학

부모 연수를 개최하였다. 기업가정신교육을 진로교육과 접목하여 운영하

기 위해 학부모 진로지도단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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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자유학기제 수업은 7차시 자율과정의 선택교과로 운영되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선택하여 프로그램 수업에 참여하

게 되었다. 프로그램 강사는 1학기 학부모 진로지도단 교육에 참여한 강

사로 구성되었다. 2학기의 이해당사자는 교육기업 H대표, 학교관리자 K

교감, J교사, 4명의 학부모 강사, 프로그램 참여 학생이 된다. 참여자 수

는 학교관리자 1명, 학교 담당 교사 1명, 학부모 강사 4명, 교육기업 대

표자 1명 및 직원 1명, 학생 20명, 일반 학부모 2명 등 총 3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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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코드 성별 설명

K교감 여 학교관리자

J교사 여 학교 담당 교사

L강사 여 프로그램 강사

O강사 여 프로그램 강사

E강사/E학부모 여 프로그램 강사

S강사/S학부모 여 프로그램 강사

H대표 여 B교육기업 대표

I직원 여 B교육기업 직원(보조적)

A학부모 여 학부모진로지도단 참여 학부모(보조적)

M학부모 여 학부모진로지도단 참여 학부모(보조적)

A학생 여

1기 

참여

학생

가 모둠 : 간이 매점하기B학생 여

C학생 남

D학생 남 나 모둠 : 게임 대리 해 주기

E학생 남
다 모둠 : 심부름 해 주기

F학생 여

G학생 여 라 모둠 : 캐릭터 스티커 만들어 팔기

H학생 여

2기 

참여 

학생

마 모둠: 폴라로이드 찍어 주기
I학생 여

J학생 여

K학생 남

L학생 여

바 모둠: 핫팩 판매 하기
M학생 남

N학생 남

O학생 여

P학생 남
사 모둠: 브라우니 만들어 팔기

Q학생 남

R학생 남 아 모둠: 목도리 만들어 팔기

S학생 남
자 모둠: 음료 싸게 구입해서 팔기

T학생 남

<표 2> 이해당사자별 코드

K교감은 50대 중반의 여교사로서 특성화고에서 상업교사로 재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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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교감으로 승진하여 Y중학교에 부임하게 되었다. K교감은 교

직 생활 내내 기업가정신교육을 실천해 왔으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지도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대회에서도 성과를 거둔 바 있었다. K교감은

대외적으로 기업가정신교육과 관련된 특강에 강사로 초빙되기도 하였으

며,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책을 출판하기도 하였다.

J교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국어과 담당 교사이다. J교사는 Y중학

교에 근무한지는 2년 되었으며, 올해 연구부장과 1학년 담임을 맡았다.

Y중학교는 연구부에서 자유학기제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은 그 중에서도 J교사의 담당이었다. Y중학교의 시스템은 한 명

의 담당 교사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구조였다. 기

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은 J교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었다.

J교사는 K교감을 통해 H대표를 소개받아 기업가정신교육을 처음 알게

되었다. J교사는 B교육기업에서 운영하는 교사 공동체모임에 참석하여

기업가정신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

J교사와 K교감은 말이 잘 통하는 사이었다. K교감의 기업가정신교육

에 대해 J교사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였다. 자유

학기제 시행과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하여 일반 교사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J교사의 몫이었고, 각종 행정 처리를 하는 부분도 J

교사의 몫이었다. J교사는 일련의 일들을 노련하게 처리했다.

H대표는 2010년 B교육기업을 창업하여 2012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교육기업은 서울에 사무실을 두

고 있으며 직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4인이었다. B기업은 2014년에는

스타트업(Start-up)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 사업 펀드의 지원

으로 수도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 학기 수업과정의 기업가정

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H대표는 전직 변호사이지만 ‘가치를 창출하는’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

어 기업가정신을 교육하는 기업을 창업하게 되었다. H대표는 2012년 한

특성화 대안 고등학교에서 청소년 기업가정신교육을 시작하였다.

H대표는 B기업에서 운영하는 교사공동체에 참여하던 특성화고 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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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K교감을 소개받았다. H대표에게 K교감을 소개한 교사는 K교감이

특성화고 재직시절에 함께 일하던 후배교사였다. H대표는 K교감의 요청

에 따라 Y중학교에서 방과 후 기업가정신교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학

부모 진로지도단을 대상으로 한 강의뿐만 아니라 일반 교사연수와 학부

모 연수에서의 강의도 담당하였다. H대표의 입장에서는 중학생을 대상

으로 기업가정신교육의 확산이 가능한가를 타진해 볼 수 있는 사업상의

파일럿 테스트를 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사업의 확장을 위해 공교육에

서의 기업가정신교육의 실적이 필요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인지와 공감

이 필요한 시기였다.

교육기업 I직원은 이 기업의 실무담당자이다. I직원은 중학교 사업성

타진을 위해 강사로 파견되어 Y중학교 수업을 담당하였다. I직원은 강의

뿐 아니라 B교육기업이 운영하는 소속 강사 연수, 교사 공동체 운영 외

에도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본 연

구에서 I직원은 주요 이해당사자는 아니지만 보조적인 이해당사자로서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

학부모 강사는 4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1학기 학부모 진로지도단

에서 같은 모둠에서 활동하며 알게 되었으며 학부모 진로지도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학교를 위해 기부하고

자 하였고 2학기 기업가정신교육 수업에서 단순히 ‘돕는’ 차원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기회를 얻었다. 또한 모둠활동으로 팔찌와 머리끈

을 직접 만들어 학교 행사에서 판매하여 1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내기도

했다.

S강사는 2명의 자녀를 둔 전업주부이다. 자녀 중 첫째가 Y중학교에

재학하고 있었다. S강사는 경영학을 전공하였고,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S강사는 해외 근무를 하게 된 남편을 따라 2년간 외국 생활하기도 했다

고 밝혔다. S강사는 컴퓨터를 잘 다루고 다양한 자료를 수업에 적절히

활용하는 편이었다. S학부모는 S강사가 1학기에 학부모로서 인터뷰 한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 표기한 것으로 S강사와 동일 인물이다.

O강사는 2명의 자녀를 둔 전업주부이다. 자녀 중 둘째가 Y중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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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하고 있었다. O강사는 대학시절 미술을 전공하여 석사과정을 마쳤

다. O강사는 자녀 뒷바라지에 열성적이었으며 학교의 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었다. O강사는 학부모 진로지도단의 모둠장으로 활동하

며 학부모 강사의 리더 역할을 하였다.

E강사는 최근 전업주부가 되었다. 자녀 2명 중 둘째가 Y중학교에 재

학하고 있었다. E강사는 1년 전까지 외국계은행에서 고객 자산관리 전문

가로 활동하였다. E강사는 외국의 파티와 같이 편안하고 재미있는 수업

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실제 E강사의 아이디어로 수업시간에 음악을 틀

어두기도 하였다. E학부모는 E강사가 1학기에 학부모로서 인터뷰 한 내

용을 구분하기 위해 표기한 것으로 E강사와 동일 인물이다.

L강사는 자녀 2명을 둔 전업주부이다. 자녀 중 큰 아이가 Y중학교에

재학하고 있었다. 남편의 업무 때문에 해외 생활을 했었다. 사회생활 경

험이 없어 남 앞에 나서는 것에 두려움이 많았다. L강사는 학부모 진로

지도단에서 함께 활동하는 모둠원이 2학기 강의를 진행하게 되어 자연스

럽게 참여하게 되었다.

보조적 이해당사자인 A학부모는 전업주부로 1학기 학부모 진로지도단

에 참여하였다. 자녀는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 자

녀가 학교임원으로 학교의 일을 돕고 있다. A학부모는 본 연구에서 보

조적인 이해당사자로서 일반 학부모의 관점에서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M학부모는 전업주부로 1학기 학부모 진로지도단에 참여하였다. 자녀

는 2학기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M학부모는 자신의 경

험을 통해, 그리고 자녀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통해 기업가정신교육을

이해하고 있었다. M학부모도 본 연구에서 보조적인 이해당사자로서 수

업에 참여한 학생의 학부모 관점에서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한 견해를 밝

혔다.

본 연구의 이해당사자 중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은 모두 20명이었다.

이 중 여학생은 9명이었고, 남학생은 11명이었다. 이들은 Y중학교 1학년

학생들로 서울시 남부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2학기 자유학기제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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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기업가정신교육을 선택하여 수강하였다. 학생들은 이해당사자

로서 개인사를 드러내기보다 기업가정신교육 수업을 통한 경험과 성과를

드러내는 이해당사자로서 본 연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A학생∼T학생으로 처리하였다.

3. 연구 절차와 자료 수집

1)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반응적 평가모형의 연구절차를 포함한다. 반응

적 평가의 연구절차는 “① 고객, 프로그램 관계자, 청중과 이야기하기,

② 프로그램의 범위 정하기, ③ 프로그램 활동을 전반적으로 훑어보기,

④ 프로그램의 목적, 문제점 찾기, ⑤ 이슈와 문제들을 개념화하기, ⑥

이슈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정하기, ⑦ 필요한 경우 관찰

자, 판단자, 측정 도구 선정하기, ⑧ 선행사건, 처리 과정, 성과 등 관찰

하기, ⑨ 주제화하기, 묘사 및 사례 연구 준비하기, ⑩ 타당화하기

(validate), 확증하기(confirm) 또는 비확증(disconfirm) 시도하기, ⑪ 청

중(audience)과 관련된 이슈 골라내기, ⑫ 청중을 위해 구성하기”이다

(Stake, 2004, p.103). 그런데 이 절차는 그 방향과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경우 생략될 수도 있다. 이

중 본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① 고객, 프로그램 관계자, 청중과 이야기하

기, ② 프로그램의 범위 정하기, ③ 프로그램 활동을 전반적으로 훑어보

기, ④ 프로그램의 목적 찾기, ⑤ 이슈와 문제들을 개념화하기 ⑧ 선행사

건, 처리 과정, 성과’ 등 관찰하기’와 같이 여섯 가지 절차를 활용하였다.

연구학교 선정 및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 우선, 연구자는 2014년 3월 13일 프로그램 제공기관인

B교육기업 대표를 만나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연구 참여에 대해 사

전 동의를 구했다. B교육기업에서는 연구자의 연구 참여에 대해 동의하

였고 사례에 적합한 여러 학교를 소개해 주었다. 그 중 연구자는 Y중학

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사전 약속을 한 뒤 2014년 3월 27일 Y



- 40 -

중학교를 방문하였다. 연구자는 학교관리자와 인사를 나눈 뒤 연구에 대

한 설명을 하고, 연구 자료 수집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했다. 같은 해 4

월 2일 연구자는 학교 교내 교사 연수에 참석하여 연구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4월 10일 학부모 진로지도단 수업에 참석하여 학부모들과 인사

하고 연구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였다. 연구자는 학교에 주 1회 방문하

여 연구자로서 프로그램에 대해 K교감, H대표, J교사 및 학부모들과 이

야기를 나누며 라포를 형성하였다. 학생들에게는 1학기 방과 후 수업, 2

학기 자유학기제 수업의 첫 시간에 교실에 방문하여 연구자 소개를 하였

다.

연구의 범위는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 전 과정으로 하되, 프로그램 수

업에 대한 초점은 2학기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수업으로 한정하였다. 프

로그램 활동을 전반적으로 훑어보기 위해 연구자는 학부모 진로지도단

수업, 방과 후 수업 등 1학기 수업에 참관하였고, J교사가 참여하는 교육

기업 주관 교사 공동체 모임에도 참여하였다. 초기 연구 문제를 갖고 이

해당사자들과의 사전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슈를 도출하였다. 기업

가정신교육과 관련하여 K교감의 교직경험을 살펴보고 프로그램 운영과

정과 성과를 관찰하였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은 인터뷰, 참여 관찰, 문헌 자료 등을 통해 이

루어졌다. 본 연구는 인터뷰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참여 관

찰과 학교의 교육 계획안 및 보고서, 학습지 등은 삼각 측정을 위한 보

조 자료로 활용되었다. 도입과 운영 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학생 이외

의 이해당사자에 대한 인터뷰는 1학기 중반, 1학기 말, 2학기 중반, 2학

기 말 4차례 걸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학교의 도서실 면담 공간과

학교 근처 커피숍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인터뷰 시간은 1회 1시간 가

량 이루어졌다. 학생의 경우는 2학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중 인터뷰

에 동의한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의 경우 개별 혹은 그룹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이 중 그룹 인터뷰는 프로젝트X 활동에 같은 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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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참여한 학생인 경우에 한해 진행하였다. 참여 관찰 자료는 1학기

방과 후 수업을 통해 예비 관찰을 실시한 뒤, 2학기 자유학기제 프로그

램 수업 전 차시를 녹화하여 수집하였다.

1학기 자료 수집은 전반적인 프로그램 도입, 운영 과정에 초점을 맞추

어 이루어졌다. 초기 이해당사자들과의 라포 형성을 위해 예비 면담을

하고, 학교에 방문하여 1학기 방과 후 수업, 학부모 진로지도단 수업에도

참여하였다. 본격적인 1학기 자료 수집은 1학기 중반부터 이루어졌다. 학

교의 프로그램 도입, 운영 과정에 대한 K교감, J교사, H대표와의 인터뷰

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학기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선택과목으로 개설된 기업가정신교육 프로

그램 수업은 총 7차시 과정으로 2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학교에서는 학

생들이 희망하는 강좌를 수강하도록 하기 위해 한 학기를 반으로 나누어

1기와 2기로 운영하였다. 2학기 자료 수집은 첫 수업 시간인 2014년 8월

27일부터 이루어졌다. 학생 수업에 대한 참여 관찰을 통해 학생들이 어

떤 내용을 배우고, 수업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수업에 관한

인터뷰는 1기 시작 전, 1기 수업이 완료된 시점, 2기 수업이 완료된 시점

에서 이루어졌다. 1기 시작 전에는 학부모 강사와 학교 관리자, 교사를

중심으로 면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1기와 2기 수업이 완료된 시점

에서는 학생 인터뷰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과정은 다음의 과정을 거쳤다. 첫 번째, 관찰

테이프, 인터뷰녹음 자료를 전사(transcript)하였다. 전사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언어를 그대로 표현하여 연구 참여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전사된 자료의 코딩 범주(Coding Categories)를 만들었다. 코딩

범주를 만드는 과정은 수집한 데이터를 읽는 과정에서 반복하여 나타나

고 두드러지는 토픽이나 패턴을 찾는 과정이다(Bogdan & Biklen, 2007).

연구자는 1단계의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면서 큰 주제나 이슈별로 주제어

를 붙여가며 항목을 구분하고, 다시 재분류하였다. 범주를 조직하는 과정

에서 범주에 속하지 않거나 의미상 혼란을 주는 표현은 삭제하거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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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범주를 고려하였다. 범주의 조직은 이런 과정을 거쳐 2차적으로 수정

되었다. 관찰 기록지는 우선, 날짜와 수업의 주제를 기록하고 차시 수업

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이 내용에는 강의의 특이점이나 학생 반응의 특

이점도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관찰 기록지와 메모를 통해 해당 수

업 차시 내용의 구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전사된 자료를 관찰노트, 문헌

자료 등과 대조하여 유사한 내용끼리 묶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보충하였다. 넷째, 갖추어진 범주의 관계성을 찾고, 이러한 관계성을 바

탕으로 연구 문제와 연관된 구도를 만들었다. 다섯째, 자료를 통합하였

다.

본 연구의 연구자는 3인칭 관점에서 이해당사자의 관점을 기록하였다.

예를 들어,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인

식을 기록하는 경우 학교관리자의 관점, 강사의 관점, 교육기업의 관점에

서 기록하였다. 연구자는 프로그램에 대해 운영상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

해당사자들의 회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며 프로그램을 둘러싼

이해당사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묘사하고, 기록

하였다.

연구자는 ‘직접적인 연구 도구’로 연구에 임했다(조영달, 2015). 연구자

는 연구의 시작부터 포화시점까지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 협력적으로 작업하였다. 연구자는 관찰자의 입

장에서 연구에 임할 뿐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조정하는 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연구 윤리 측면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호하

기 위해 인터뷰에서 드러난 다른 이해당사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나

불만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로 하였다.

3) 연구의 신빙성

질적 평가에서 해석의 주관성, 해석의 공정성에 대해 Alexander(1986)

는 질적 평가자가 해석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기는 하지만, 질

적 평가자의 해석 중 사실이 아닌 것은 없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질적

연구는 그 특성상 연구자의 해석에 주관성이 개입되기는 하지만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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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바라보기, 포화상태에 이르기까지 자료수집하기, 풍부하게 기

술하고 해석하기 등과 같은 질적 평가자의 노력을 통해 연구의 신빙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판결의 예는 질적 평가에서 이해당사자들을 통한 판단의 신

빙성을 나타내 준다. 법정에서 판결은 질적인 여러 가지 많은 관찰에 의

한 종합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법원 결정의 타당성 검정은 질적 평가

의 타당성 검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검정은 다양한 원천으

로부터, 증거들과 함께 종합하여 결론을 확정짓는다(Posavac &

Raymond, 2007).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빙성을 위해 인터뷰 자료, 수업 관찰, 문헌 자

료를 활용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적

으로 무엇이 이슈이고, 이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알 수 있게 해 주었

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이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인식과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수업 관찰은 인터뷰에서 이해당사자들

이 강조하고 있는 수업 준비에 대한 노력, 학생에 대한 반응이 실제 어

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수업 관찰은 학생 수업에

관한 이슈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연구자는 수업 관찰에서 나

타난 학생의 프로젝트 활동에 대해 인터뷰에서 심층적으로 질문하기도

하였다. 문헌 자료로는 학생 학습지, 학교 가정 통신문, 학교 교육 계획

서와 보고서 등을 이용하였다. 문헌 자료는 인터뷰와 수업 관찰에서 알

게 된 이슈와 반응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풍부한 서술을 통해 청중으로 하여금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중은 간접 경험을 통해 프로그램 전 과정, 이해당사

자의 이슈와 반응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자연주

의적 일반화(Naturalistic Generalization)를 가능케 하여 유사한 상황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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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

본 장에서는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학교에 도입되어 운영

되는가, 그리고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경험

은 무엇인가를 나타내고자 한다. 이해당사자들의 경험은 프로그램과 관

련한 이슈는 무엇이고, 이러한 이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의미한다.

이해당사자들의 이슈와 반응은 프로그램의 총체적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와 개선점을 판단하는 데 바탕이

된다.

1.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운영되는 과정

본 절에서는 Y중학교에서 기업가정신교육의 도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K교감의 교직경험을 이해하고자 한다. K교감은 오랜 교직 생활을

통해 기업가정신교육을 실천해 왔다. K교감의 교직 생활에서 기업가정

신교육에 대한 실천 경험은 Y중학교에 기업가정신교육을 도입하게 되는

데 중요한 선행 사건이었다. K교감의 교직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Y중학

교에서 왜 기업가정신교육을 도입하였는지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된다.

1)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배경

Y중학교에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된 배경에는 K교감이 기업

가정신교육을 20년 넘게 실천해 왔다는 사실에 있다. K교감은 학교수준

교육과정의 목표, 특색 사업, 시간표 운영,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 K교감은 승진 후 처음 Y중학교 학교관리자로

부임하며 학교수준 교육과정을 수립하게 되었다.

(1) K교감의 기업가정신교육과의 만남

K교감은 1990년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상업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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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생활을 하였다. 그의 재직학교는 다국적 기업들의 현지화 사업 중

하나로 시작된 경제교육 지원을 받는 학교 중 하나였고, 이때 미국 기업

의 지원으로 창설된 국제무역통신반이라는 동아리의 담당 교사를 맡게

되어 기업가정신교육을 알게 되었다.

90년대 말.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20년 됐습니다.”가 거짓말이

아니고 96년 쯤? 96년쯤에 미국 기업 중에서 OTC 엘리베이터 만

드는 회사가 있어요. 항공기 관련업체인데 우리가 알기에는 엘리베

이터 만드는 회사가 다국적 기업이라서 우리나라를 나왔어요. 그

기업이. 나와 가지고는 다국적 기업들이 현지화 사업 중의 하나로

문화정책도 있고 교육정책이 있더라고요. (중략) 성남에 국제학교

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국제학교하고 수출입하는 교류를 이제 작은

규모로 물건 서로 수출입을 한답시고 서로 팔고 사고해서 학교에서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 한국지사장. 그 다음에 이런 문

화 탐방하는 팀장이 이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애들한테 이

런 교육을, 대표님이 하는 교육을 96년도에 한 거예요. 그래서

Economy라는 미국 책자를 가지고 와서 서바이벌게임. 그래서 여러

분이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살아남는 방법, (중략) 그 동아리를 제

가 운영을 2년쯤 했을 거예요(K교감-1차 인터뷰).

K교감은 당시 재직 중이던 학교의 경제교육을 지원해 주던 미국 기업

이사의 초청으로 인디애나 주립대학의 기업가정신교육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다. K교감은 미국에서 회사탐방과 교류, 여행, CEO 특강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인상

적인 경험으로 인해 K교감은 기업가정신교육을 실천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중의 1년, 2년째에 교사 한 명하고 학생 3명을 미국에

서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기업가정신 캠프가 일주일짜리가 있었는

데 거기 초청을 해준 거예요. 이사가! 그래서 일주일은 뉴욕 등을

투어를 했어요. 회사도 탐방을 하고 여행을 하고. 그리고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일주일간 기숙사에서 4박 5일인지 하여간 자면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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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교류의 장도 있고 음식, 문화의 장도

있고 자유로운 시간도 있고 저녁에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CEO들이 와서 캠프파이어를 병행하는 특강을! 제가 그걸 보고 세

계에서 100개국의 청소년들을, 그때는 빅 브라더야 미국이. 그래가

지고 그 청소년들을 먹이고 재우면서 꿈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을 사랑하게 한 거지. 그래서 그때 미국이 너무 잘 살고 우리

는 그때는 차원이 다르게 못 산거잖아요. 거의 15년보다도 더 오래

전이니까. 그래서 이게 미국의 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업

가정신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그때 그 프로그램을 계기로

제가 하게 됐어요(K교감-1차 인터뷰).

(2) K교감의 기업가정신교육의 실천

K교감은 미국에서 기업가정신교육 캠프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학생들

에게 꿈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느끼게 되었다. 당

시 K교감은 특성화 직업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무기력한 학생들을 어떻

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기업가정신교육은 그 해결

방법이 되었다.

교육적 실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S고등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

면서부터이다. S고등학교 교장은 기업가정신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학교 교장은 무기력한 학교를 활기찬 학교로 변화시키기 위해 학교의 문

화, 자원을 조정, 활용하여 성과를 이루어 냈다.

학교의 교장은 기업가정신교육을 무기력한 학생들에게 변화를 불러일

으키는 교육이라고 여겼다. K교감은 이러한 교장을 만나 스스로 ‘수제자’

라 여길 만큼 그 뜻을 함께 하여 기업가정신교육을 실천해 왔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하다가 S고등학교를 갔어요.

S고등학교를 처음 갔을 때도 제가 그 학교에 대한 책도 썼다고 지

난 번에 말씀을 드렸죠? 하루 종일 학교 오고, 하루 종일 집에 가

는 교문. 희망이 없는 학교. 아무 때나 집에 가고, 아무 때나 학교

오고, 담배 피우느냐고 화장실을 지나갈 수가 없고. 희망이 없고 교

실은 그 뭐야? 개그맨들이 하는 무슨 봉숭아학당! 그런 수준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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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잠자는 곳. 이렇게 희망이 없었는데 교장선생님이 훌륭하신 분

이 오셔서 6개월 관망하고 관찰하고 고민하시더니 IT분야의 줄리

아드 음대를 꿈으로 우리가 해 보쟤요. 교장선생님이 기업가정신을

갖고 한 거야! 제가 그분을 10년을 모시고 있었어요. 제가 수제자

중의 하나에요. 그래 가지고 그분하고 학교 변화를 시도를 한 거죠.

학교도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성공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변하는 거를 제가 눈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영

어단어를 외우게 시켜서가 아니라 기업가정신을 저는 그 열정! 비

전 제시 이런 거로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님이 되는 게 기업

가정신이 아니고 그런 도전 정신과 열정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

는 마음, 창의성 이런 거를 학생에게 그 학교가 베이스로 깔았어요

(K교감-1차 인터뷰).

K교감이 평교사 시절에 S고등학교에서 기업가정신교육을 실천한 이야

기는 책으로도 출판되었을 만큼 화제가 되었다. K교감은 S고등학교의

교장과 함께 무기력하고, 희망이 없다고 여기는 학생들이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시켰다.

학교는 학생에게 “넌 ...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그럼 학생들은 ‘아! 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가능성을 읽으니 알게 모르게 꿈이 커지는 것이다. 자꾸

꿈을 갖게 하고, 각자가 갖고 있는 소질과 적성을 찾아주면 누구나

그 분야의 영재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미래의 직업과 연관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능력을 계발할 기회를 주면 학생들의 눈은 반짝이며

깨어난다.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며 그 분야의 선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학생들은 최고가 되는 꿈을 꾸며 노력한다(K교감

저서, 2009, p.19에서 발췌)

K교감은 새로운 과목을 설계하여 기업가정신교육을 실천하였다. K교

감은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하던 과목을 계속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밝혔

다. 게다가 7차 교육과정 시기 학교 수준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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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점을 감안하면 2년마다 새로운 과목을 설계하여 가르치는 일은 흔

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리고 거기는 제가 저는 이제 상업교과라 수능시험하고도 별 관

계가 없었어요. 상업에서도 예를 들어서 상업경제나 회계는 수능이

라서 시험 관련되는 거를 꼭 해야 되는데 저는 그 학교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짜니까 새로운 교과목이 해마다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인정도서 1호, OOO 교과서를 첫 번째로 썼어요. 모르는데 필요하

니까. 그리고는 해마다 다른 교과가 생기는데, 보통의 선생님들은

하던 거를 하지. 왜냐? 교재연구도 새로 해야 되고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업가정신이 생겼는지 무모한 도전정신으로 아이, 그

냥 연구해서면 하면 되지! 그리고 하던 거 맨날 하면 발전이 없잖

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공부하면서 해야지 하면서 과목을 2년에

하나 정도는 맨날 새로운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창업일반

이라는 거를 제가 수업을 하게 됐는데 교과서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300쪽 중에서 30쪽만 교과서하고 나머지는 책 집어

치우고는 제가 프로그램을 짰어요(K교감-1차 인터뷰).

K교감은 창업일반 교과 수업을 존경하는 기업가에 대해 발표하는 차

시, 신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성공한 기업 사례를 활용한 사업계획서

작성 차시, 기업 연구 논문을 읽는 차시 등으로 구성하였다.

K교감은 학생 참여 수업의 효과가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보다

더 컸다고 밝혔다. K교감은 학생 발표 수업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조력자로

한정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30쪽. 맨 처음에 기본이 되는 거는 제가

가르치고 나서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애들에게 기업가정신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첫 번째. 존경하는 사람, 기업가도 좋고 아

니어도 좋은데 저는 창업교과였으니까 존경하는 기업가 한명씩을

각자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구라도 좋다. 파워포인트 15에서 20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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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서 발표하는 수업. 그러면 아이들은 친구가 발표하는 거를

들을 테니까 25명이었어요. 한 학급에. 그러면 적어도 20명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0명을 설명했을 때보다 친구들이 하면 눈높

이도 맞고 다양하고, 친구들이 얘기하니까 수업효과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학생 참여수업을 그래서 한 2005년 이때부터 했어요. 애들

이 전 편해요. 준비만 잘해놓으며 수업시간이 진행자야 그러니까

조력자, 진행자가 맞아요. 모르는 것은 가르치고 안내까지는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다 발표 잘해요. 그러면 평가를 다 평가를

하는 거야. 친구 평가를. 그래서 그게 수행평가에요. 그게 기업가를

연구를 해서 아이들이 기업가가 뭔가? 또 왜 이 사람을 선택을 했

나. 제가 꼭해야 될 거 몇 개를 주죠.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은 너

알아서 해라. 그리고 발표시간은 7분 전후. 이래가지고 발표를 했을

때 반응이 좋았어요. 그게 1단계(K교감-1차 인터뷰).

K교감은 기업가의 사례를 통해 학생들이 사업계획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이때에도 학생 참여를 강조하였다. K교감

은 모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사업에서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사업계

획서를 작성하여 발표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에 2단계로는 사업계획서를 쓰게 했어요. 그런데 사업계

획서는 또 가르쳐야 돼, 방법을. 그러면 또 사업계획서를 쭉 가르친

다음에 그런데 저는 가르칠 때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것 플러스 제

가 좋아하는 방법이 남이 잘해놓은 거 보고 배우는 게 참 쉬워서

실제 기업. 아이들이 또 너무 어렵고 큰 기업은 저도 어렵고 애들

도 어렵잖아요. 좀 작은 기업인데 이렇게 단기간에 아이디어 좋고

신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성공한 사례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를 발췌를 해가지고 제가 사업계획서를 샘플을 하나 쭉 설명을 해

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써라. 인데 사업계획서는 혼자쓰기 힘드니까

팀별로 해요. 팀별로 하면 사장님도 있고 뭣도 있고 정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쓰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PPT로 발표를 해요(K교감

-1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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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교감은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동기

부여가 되어 더 열심히 노력했다고 밝혔다. 학생들 중에는 관심있는 기

업 탐방을 추진하며 적극성을 띠기도 하였으며, 기업 연구 논문 대회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그래가지고 어떤 애들은 적극적인 아이들은 포스코를 그거는 자

기 사업계획서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 기업을 알아야 되니까 기업

연구를 해서 논문을 보고서를 30쪽을 쓰라고 했어요. 그것도 팀별

로. 그랬더니 어떤 애들은 포스코를 선택을 하더니 선생님 포스코

좀 보내주세요. 해서 그래, 갔다 와. 해서 수업 때 모교방문이나 등

해서 오전수업 3교시만 하고 애들 다른 활동하는 날을 학교에서 여

비지급하고 그래서 3명을 보냈어요. 포스코에. 그러니까 포스코에

가서 보고 와서 보고서를 쓰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거는 대회를 또 과 대회로 확대했어. 아까워가지고

잘한 애들 거를 뽑아가지고 1, 2, 3학년 학과 대회로 해서 기업연구

논문을 그 시간에 한 거예요. 일주일에 2시간이었는데 그래도 많은

거를 했어요(K교감-1차 인터뷰).

K교감은 교사가 수업을 통해 얼마나 학생들을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

는지,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동기를 부여 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였다.

K교감은 사업계획서 대회 준비를 통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K교감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활동이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서 자

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때 지금도 있는데 특성화고 학생대상으로 Be the CEO

대회가 있어요. 사업계획서 대회. 이걸 또 다 무조건 가는 거야. 붙

어도 좋고 안 붙어도 좋고. 그래가지고 제가 수업하는 거는 1학년

이었는데 걔네들이 다 사업계획서를 거기 내야 수행평가를 받으니

까. 그래서 우수학교 상 받고 그랬어요. 많이 내니까. 그리고 S고

애들이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기업가정신교육, 창업교육 잘 가르

치는 학교로 학교상도 받고 애들도 상 받고. 그리고는 발표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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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니까 애들이 새로운 교육방법에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니까 좋아

했어요(K교감-1차 인터뷰).

K교감이 생각하는 기업가정신교육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기업을

탐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K교감이 생각하는 기업가정신교

육은 자신의 삶에 동기를 부여하여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교육이었다.

(3) K교감의 기업가정신교육 네트워크

K교감의 노력을 통해 기업가정신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K교감은 다른 학교에 전근한 이후에도 새

학교에서 기업가정신교육을 실천하였다. K교감은 기존 학교에서 기업가

정신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고, 새로 전

근 간 학교에서 기업가정신교육을 실천하였다.

K교감은 새 학교에서 진로와 기업가정신을 접목, 학내 기업가정신교육

연구소 창립, 주식 발행,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한편, K교감은 기존 학

교에 대해서는 기업가정신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후임 교사에게 당부

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K교감은 우리나라 학교 문화에서 교사의 의지가 교육과정의 실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K교감은 인터뷰에서 후임 교사에게 기업가정

신교육을 계속하도록 당부하였으나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

다고 하며 “우리나라 학교의 특성상 교육은 시스템이 주어져도 교사가

하지 않으면 지속되기 어렵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그 학교는 정착을 해라. 제가 수업 안

할 때도 그거를 해라. 나 떠나도 해라. 지금도 하나 내가 확인은 못

하는데 그게 처음에 준비만 해놓으면 어려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2시간짜리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논문이라고 그냥 써서 냈더니 전국 대회 1등을 했어요. 그게 진로

지도로. 그리고 일반화 가능하냐? 가능하다. 다른 교과에서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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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업계획서만 어렵지 다른 거는 다할 수 있잖아요. 국어공

부 왜 하는지 국어 공부를 통해서 직업과 연관된 거를 줘야 애들이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하여간 전국 대회 발표해서 1등

을 했는데 그러면 얘기가 길어지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기업가정

신이 참 가치롭고 애들이 이제 이렇게 꿈을 갖고 뭔가 하려고 하고

그 수업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시켰으면 좋겠다. 그

래서 그 학교 테크노 경영과는 제가 있을 때 나름대로 그런 파워가

있었어요. 교육과정에서 뭐를 하자. 그런데 지금은 몰라요(K교감-1

차 인터뷰).

기업가정신교육은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의 의지가 없는 경우 이

루어지지 않았다. K교사는 한 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기업가정신 연구소

를 차리기도 하고, 전시장을 만들어 기업과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여 홍

보하기도 하였다.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그러

나 고등학교에서는 K교감이 그 학교를 떠남에 따라 더 이상 기업가정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상고를 갔는데 이 학교는 창업일반 교과서는 없고 마

케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도 창업하고 연장선으로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다가는 그 교장선생님도 원하시

고 저도 원해가지고 기업가정신 연구소를 차렸어요. 교실 한 칸 반.

한번 가보셔도 돼. 300쪽 분량으로 전시장을 만들어서 제가 거기서

수업을 했어요. 국내외 양쪽으로 나누고 기업 해가지고. 기업을 전

시를 했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거기서도 마음에 드는 기업가를 연

구해라. 그 다음에 거기서는 기업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팀을 짜서

마케팅 이제 거기서는 마케팅 수업이니까 마케팅에 초점을 둬서 어

떻게 마케팅이 정말 창의성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요. 그

래서 그 과정을 팀별 수업 작업으로 쭉 진행을 하고 동아리에서 모

의기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을 했어. 옛날에 96

년에도 했어, 주식회사 차렸었어요. 모의주식 주주 발행해서 모은

다음에 물건 사다가 교내에서 장사 해가지고 배당하는 주주총회까

지 다 했어요. 96년, 7년에. 그런데 제가 그 학교 떠나고 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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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 안 해요(K교감-1차 인터뷰).

기업가정신교육은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가 있는 곳에서 잘 이루

어졌고, 이들 교사를 중심으로 기업가정신교육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K교감은 또 다른 재직학교에서 알게 된 OOO 교사가 기업가정신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K교감은 OOO교사와 함께 기업

가정신교육을 실천하였다. K교감과 OOO교사는 기업가정신교육을 중심

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그래 가지고 ○○에서는 제가 다른 일이 여기서는 다른 학교

일을 많이 하느냐고 그 수업은 그렇게 했지만 그런 행사 이런 거는

다른 선생님한테 하시라고. 그래서 OOO 선생님 아시죠? OOO 선

생님 제가 거기 있는데 신규 발령받고 예쁘게 왔어. 그러던 중에

전산인데도 이런 기업가정신교육에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2억 원을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학교에서 쓰는 주무업무

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2억 원이 큰돈이에요. 2억 원 쓰

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그런 거 한 대. 해서

해. 그래서 책 사주고 돈 주고 하면서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거

를 제가 알아요(K교감-1차 인터뷰).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하고는 작년에는 제가 여기로 오느냐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한테 올해도 하라고 했는데 저와 같이 했던 선

생님이 올해는 또 다른 학교로 거기 △△△! △△△가 그 △△△

야. 그래가지고 그 △△△가 저랑 같이 했던 파트너인데 이리로(☆

☆여상) 갔잖아. 그래서 그 학교는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문제가

시스템으로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시스템이 사람이 연속될 때 시스

템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몇 년은 가. 지지부진하게라도 가는데 사

람이 개입이 되어야 그게 발전이 되는데 어쨌든 △△△ 선생님이

저랑 그 일을 저는 이렇게 이끌기만 하고 주된 거는 젊은 니가 해.

해서 △△△ 선생님하고 장사를 했어요. 그 반을 운영을 한 거예요

(K교감-1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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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교감은 교사시절 기업가정신교육에 관심이 있는 후배 교사들과 함께

기업가정신교육을 하였다. 후배 교사 중 한 명이 외부 활동을 하는 과정

에서 기업가정신교육을 하는 H대표를 알게 되었고, 학교 관리자에게 소

개시켜 주었다.

K교감의 인적네트워크 형성은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맞물려 이루어졌다. OOOO재단, 킨텍스에서 열린 창업대전에서 K교감

은 그 동안 실천해 온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해 프리젠테이션하게 되었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기업가정신교육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게 되

었다.

그래서 제가 기업가정신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업

가정신을 제가 좋아하는 거를 아니까 OOO 선생님이 밖에 막 돌아

다니다가 H대표님을 알게 된 거야.

그랬더니 내가 생각이 난 거지. 이제. 만나시면 좋을 거 같다고

해서 그 다음에 OOOO재단에서 발표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가 마케팅 수업에 제가 애들하고 했었던 거를 포함해서 아름다운

가게라고 일일창업. 그 학교는 다른 동아리도 많이 했어요. 아름다

운 가게. 그래서 기부하라고 했는데 기부하는 동아리도 있고 적자

난 동아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활동한 거를 쭉 동그라미 재

단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때 H대표님은 해외 가셔서 못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업가정신. 그러니

까 이거 한 거를 보고 다들 아니, 고등학교에서 이런 거를 하다니!

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마 대표님한테도 연락이 됐

겠죠. 그래서 언젠가 킨텍스인지 거기에서 젊은이들 창업대전에 한

번 또 와서 발표하라고 해서 거기 가서 오픈된 데 가서 발표를 하

면서 대표님하고 또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 정

신이 애고 어른이고 필요하다고 90년대 중반부터 한 거예요(K교감

-1차 인터뷰).

K교감은 상업 교사로 재직하며 20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기업가정신교

육을 실천하였다. 학교관리자는 꾸준한 실천과 노력으로 기업가정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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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K교감의 경험은

Y중학교에서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2)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도입

(1) K교감의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도입

K교감은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학교수준 교육과정 구성에 진로와 접목

하여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계획하였다. K교감은 자신의 교

직 생활을 통해 실천해 온 기업가정신교육을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진로

교육에 접목시키고자 자유학기제 학교 수준 교육과정에 기업가정신교육

을 포함시켰다.

그래 가지고는 여기 Y중에 교감으로 왔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하

던 거 플러스 조금 추가를 하면서 관망을 좀 하고 사람을 잘 사귀

고는 올해 사업계획을 1월, 2월에 하루도 안 쉬고 학교 나가고 사

업계획을 짠 거죠(K교감-1차 인터뷰).

진로 지도도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새로운 직업도 도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직업 이런 것도, 그러면서 제가 진로 아까 전국 대

회 1등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진로에 대해서 진로 연수한 적도

없고 진로에 대한 이론이 없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했더니 진로 전

국대회 1등 되니까 진로 잘하는 교사로 교육청에서 진로 우수 사례

잖아요. 서울시에서 전국 대회 1등이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강의를 하래. 나야 좋죠. 강의를 갔더니 어디 컨설팅을 하

래. 그런데 저는 기업가정신을 하면서 진로하고 접목을 했어요. 그

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교육의 방법이다. 생각을 해서 진로 교육을

기업가정신하고 연결을 해서 많이 하게 된 거죠(K교감-1차 인터

뷰).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은 K교감의 개인적인 네트워크의 활

용에 의해 이루어졌다. K교감은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에 따라 외부 활



- 56 -

동에서 알게 된 B교육기업의 H대표에게 도움을 청했다. K교감은 H대표

가 운영 중인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Y중학교에 도입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선정 평가나 여타 의견 수렴의 과정은 없었다. 이

프로그램은 권한을 가진 K교감의 인적네트워크에 의해 프로그램 도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네트워크의 활용에 의한 외부 교육 프로그

램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K교감은 기업가정신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사업을 하고 있던 H대표를

개인적으로 신뢰하였고, H대표가 진행하는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터였다.

프로그램 설명은 한 번 들었지.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왔던 기업가

정신 그거는 들었고 그 다음에 저는 제가 기업가정신을 제가 알고

있는 거가 그런 거로 아니까 한번 접해보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다

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염려를 안했어요. 그리고 워낙 야무지게,

사람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염려는 저걸 했었죠. 아이들이 눈

높이 교육이 잘 되어야 되고 저도 여기 저는 중학교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외부 사업, 제가 하여간 끌어들인 외부

사업 있잖아요?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있었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염려보다 아이들하고 강사 접목

시켜가는 과정에서 중학교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K교감-1차

인터뷰).

H대표 역시 K교감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를 쌓아 놓은 상황이었다. H

대표는 개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도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어떤 요구도 없었다고 밝혔다.

요구하신 거는 없었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라고 미리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알려드렸고 그걸 안 상태에

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요청은 전혀 없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신뢰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 없이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거고(H대표-1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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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교감 선생님하고 H대표하고 이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시고서 들어온 거죠(J교사-1차 인터뷰).

(2) Y중학교의 프로그램 도입 환경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은 세 가지 환경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다. K교감이 학교 정책 수립과 교육 계획과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

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 학교 예산이라는 물적 자원을 갖추었다는

점, 교육계획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무 담당 교사의 적극

적인 협조를 얻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환경은 K교감이 기업가정신교육

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프로그램 도입을 가능하게 하

였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래서 H대표님을 만나니까 (중략) 우

수사례를 내면 전파되는 거는 시간문제다. 그런데 중학교는 저 같

은 마음먹고 있는 사람도 드물잖아요. 그래서 중학교는 제가 하겠

다. 제가 하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한 게 교장선생님이 올 3월에 바

뀌었어. 만약에 완고한 교장이 있으면 못하죠(K교감-1차 인터뷰).

K교감이 학교수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시기의 Y중학교에서 기존 교

장의 퇴임과 신규 교장의 부임이 교차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교

장은 향후의 계획에 대해 K교감에게 일임한 상태였고, 신규 교장은 부

임 후 이미 짜인 교육과정을 관망하는 상황이었다.

그랬는데 올해 이제 우리가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진로를 해야 되

는데 애들만 바뀌어서는 안 되고 어머니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라믹 반을 없애버리고 진로 반을 하자. 이것 때문에

먼저 교장하고 제가 욕도 한번 먹었어요. 꼭 이상하게 상황이 돼서

나중에 오해는 풀리게는 됐지만 어쨌든 교장이 바뀌게 된 것도 나

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계기였어요. 먼저 교장선생님 계속

계셨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장이 수학이

셨는데 수학만 중요한 거로 알고 경영마인드가 없으세요. 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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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뭐 사장 되나? 장사하나 이러실 수도 있어. 그런데 그분이

퇴직이니까 별 관심을 안 가지셨으니까 사업계획 짜는 걸 제가 주

도적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K교감-1차 인터뷰).

새로 부임한 교장 선생님은 K교감에게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실질적

인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여건은 K교감이 강조하는 기업가정신교

육을 Y중학교에 도입할 수 있는 환경적인 뒷받침이 되었다.

교장선생님이 이번 3월에 오셨어요. 만약에 작년부터 계셨으면

처음부터 같이 의논을 했겠지. 그런데 올해 계획은 지난 1월 2월에

다 짜는 거니까. 교육계획서며 또 자유학기제도 그때 신청을 한 거

거든요. 그래갖고 프로그램을 이렇습니다… 했을 때 교장선생님이

우리 프로그램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맘에 안 들면 어쩌

겠어. 3월에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가정신 이거에 대해서 문과

적인 것, 수학이나 뭐 이 역사 이런 교장선생님 중에서는 이게 이

해가 잘 안 되는 분 일 수 있어요. 과목 특성상. 우리 교장선생님은

미술 출신이신데. 교육청에서 경험도 많고 그러셔서. 어, 그래? 그

거 좋다∼. 이래갖고. 어 나는 와서 한 학기는 암말도 안할 거야.

그러면서 계획 그러면서 그대로 하자 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걸 다

수용 하셔가지고 그래서 할 수 있을지 아 이거 고치자 까다로운 사

람은 힘들어요. 교장선생님이 다 수용을 해 주시니까 하지. 그렇습

니다(K교감-3차 인터뷰).

K교감은 부임 이후 작성한 교육계획을 제출하여 지역 교육청과 지역

구청으로부터 자유학기제와 교육 지원 사업 예산을 확보한 상태였다. 또

한,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B교육기업은 일반 기업들과 학

교를 1:1로 매칭시켜 일반 기업에서 받은 펀드를 교육 운영비로 하고, 학

교 측에는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런 예

산지원은 프로그램 도입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물적 자원이었다.

결과적으로 Y중학교에서는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이 1학기에 학생

대상 방과 후 프로그램, 학부모대상 교육을 진행하였다. 1학기 방과 후



- 59 -

수업은 B교육기업으로부터 무료로 제공받고, 학부모 진로지도단의 강사

비는 지역 구청의 교육지원 사업비로 지출하였다. 한편, 2학기 자유학기

제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이루어

졌다.

그래서 가지고 나중에 1학년 애들 데리고 진로행사 하려면 선생

님들은 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학부모 팀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진로 전문가 과정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름을 붙여놓

고는 H대표님도 막 시작할 때니까요. 학부모 사업을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는 수당이 되게 짜요.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어쨌든 거기

에서 나오는 돈이 그거밖에 안 돼서 뭐 돈 받자고 하는 거기보다는

그런 사례, 우수 사례를 만들고 그런 가치로 했으면 좋겠다고 멋있

잖아요. 또 아 좋다고 해서 H대표님이 오신거야(K교감-1차 인터

뷰).

Y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실무는 J교사가 담당하였다. J교사는 연구 부

장으로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맡고 있었는데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

다. J교사는 자유학기제 계획 수립 단계에서 다른 교사들의 동의를 이끌

어내는 역할을 하였고, 자유학기제에 필요한 각종 행정 처리, 학생 모집

과 강사 관리 등을 도맡았다. J교사는 자신의 담당 과목 수업에 기업가

정신교육을 적용시키기도 하였고, 기업가정신교육 동아리를 지도하기도

하였다.

학부모 교육하고 학생. 그러면 사실 이건 새롭기 때문에 학생 모

집이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J부장님 국어인데 또 씩씩하니 한대잖

아요. 얼마나 고마워? 천군만마죠. 그래가지고 가치롭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도입을 시키게 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어머님들의 만족

도가 너무 높아서 아주 뭔 일 저지르게 생겼어요. 지금 하하. 그렇

게 해서 우리 학교에 도입을 하게 됐고 지금 교장선생님도 굉장히

수용적이시고 좋게 생각을 하셔서 계속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고 계

시고 이런 상황이에요(K교감-1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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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교사는 K교감의 교육적 취지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J교

사는 K교감을 통해 기업가정신교육 사업을 하는 H대표를 만나게 되었

다. J교사는 기업가정신교육이 돈만 따지는 교육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하였다.

저도 이제 전혀 그런 용어조차도 기업가정신 이런 용어조차도 몰

랐다가 올해, 올해 처음 알았어요. 3월에.

3월달에 교감 선생님의 소개로 처음 알았고요. 그 전에 2월에 H

대표님이 학교를 뭐 때문에 오셨더라고요. 우리 교감선생님 불러가

지고 소개를 시켜주는데 뭐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에서 교육

을 하는 교육 사업을 하신다. 그래서 뭐 변호사셨는데 이렇게 하신

다고 해서 뜨악했어요. 변호사 하다가 무슨 웬 이제 그렇게 첫 대

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말씀 몇 번 드렸어요. 교감 선생님

한테. 교감 선생님이 이제 일찍이 특성화고에 계시면서 이런 교육

을 많이 관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듣다가 3월에 3월인가? 처음

에 거기 회사를 첫 모임에 그때 방문을 해서 그때부터 아, 이게 기

업가정신이라는 말이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

를 알기 시작했죠. 저희 일반인은 기업가정신하면 돈만 버는 정신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 기업가정신이라는 게 그

런 뜻이 아니구나. 어떤 돈의 가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됐죠. 저도 처음에는 몰랐었어요(J교사-1차 인터뷰).

J교사가 K교감의 기업가정신교육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에 관한 실

무를 담당한 이유는 J교사 스스로가 기업가정신교육이 신선하고 의미 있

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J교사는 B교육기업에서 주관하는 교사 공동체에

한 학기 동안 참여하며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배우고, 1학기 동아

리 운영을 통해 실천하였다.

J교사는 교사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여 ‘외도하는 것 같다’고 기분을 표

현하기도 하였다. J교사는 기술과 세상의 변화가 가져다주는 신선함과

새로움에 기업가정신교육을 좋아하게 되었다. J교사는 이제까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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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서 학교라는 울타리가 너무 강했지만 기업가정신교육 교사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학교 울타리 밖의 세상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3)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의 1학기 운영

K교감은 1학기에 크게 3가지 형태로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다. 첫째는 학생 대상 방과 후 수업이고, 둘째는 학부모 진로지도단

연수이며, 셋째는 학교 구성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 학부모와 일반

교사 대상으로 하는 1회성 특강이었다.

K교감은 생소한 기업가정신교육을 학교에서 시행하기 위해 구성원의

공감뿐만 아니라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고자 학부모의 도움이 필

요하다고 여겼다. K교감은 1학기에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한 학교구성원

의 공감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2학기에는 자유학기제 자율과정에 선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K교감의 네트워크에 의해 발굴된 H대표, 기업가정신교

육 프로그램이라는 외부 자원이 학교 내부의 학부모, 확보된 예산 등의

내부 자원과 결합, 조정되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

다. K교감은 H대표에게 학부모 진로지도단 연수와 전체 학부모 대상 특

강을 요청하였고, 지역 구청의 예산으로 강사비를 지불하였다. 방과 후

수업은 B교육기업에서 강사로 파견된 I직원에 의해 무료로 진행되었다.

(1) 1학기 방과 후 수업

K교감은 1학기 방과 후 수업을 통해 구성원에게 기업가정신교육이 무

엇인가를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기업가정신교육이 구성원에게 생소

하게 여겨지는 상황에서 구성원의 인식이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속을 결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

기업가정신교육이라는 이름이 생소했기 때문에 무료강좌임에도 불구하

고 학생들의 참여는 저조하였다. K교감은 기업가정신교육을 학교구성원

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학교의 학부모 임원들에게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할 것을 당부하였다. B교육기업에서 프로그램 효과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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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학생으로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지

만 실제로는 학부모 임원들의 자녀가 부모의 권유로 참여하는 상황이 되

었다.

또 지금 한 학년도 아니고 1, 2, 3학년 섞여있고 오합지졸. 그래

가지고는 또 애들이 안 오니까 제가 이걸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식

을 시키기 위해서 학부모님 중에서 학교에 협조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반대급부로 해줄게 없어요. 애들 등 두드려주는 것

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또 어머니 좋은 프로그램 들어오니까 다른

거를 학교가 도와드릴 수는 없고 한번 보내보시라고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학교에 주로 오시는 분들에게 당신네들의 노고에 반대급부

의 프로그램이다. 해보면 좋을 거다. 이렇게 해서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반은 학교에 많이 오시는 어머니들의 아이들 이

렇게 되어있죠(K교감-1차 인터뷰).

한편, B교육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중학교에서 처음 진행한다는 점에서 파일럿

테스트의 성격이 있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실적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적 선택이었다.

B교육기업은 일반 기업의 후원으로 강사료와 운영비를 충당하였다. 당

시 B교육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과 학교를 일대일로

매칭시켜 학교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던 터라 이

와 같은 시스템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Y중학교는 10개 학교 중에서도 되게

그러니까 중학교를 원래 안하려고 하다가 고등학교를 하다가 그래

서 중학교를 처음 들어간 거죠. 중학교는 처음 들어간 거잖아요. 저

희가. 그래서 이제 그렇기는 때문에 중학교의 눈높이도 궁금했고

애들이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소화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했고 그

리고 자유학기제라는 게 맞물려서 우리가 그러면 중학교에도 이 프

로그램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학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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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저희가 직접 들어가는 거죠. Y중은(I직원-1차 인터뷰).

1학기 방과 후 수업에 있어서 B교육기업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수업을

선택하여 참여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Y중학교의 경우 학생의 자발적

인 참여가 저조하여 학부모의 권유에 의해 참여하는 학생들이 상당수를

차지한 채 운영되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부터 학교에 원하는 애들, 신청하는 애들로

해주세요. 했는데 약간 거기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미스가 있어

서 어머님들이 시키고 싶은 애들이 와서 하하. 시키고 싶은 애들이

뭔지 모르고 엄마가 가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생이기 때문

에 학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고등학생이었으면 엄마가 가라고

했어도 안 왔을 거 같은데 아직 중학교 1학년, 뭐 2학년 이러니까.

그런데 3학년 애들은 거의 스스로 왔고요. 보면 그래요. 애들이 지

들이 찾아서 방과 후를 신청해서 왔는데 1, 2학년 애들은 가라고

해서 온 애들이 좀 있어서 걔네들한테 그거를 저희가 그래서 앞으

로 수업을 설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

게 되는 거죠(I직원-1차 인터뷰).

(2) 학부모 진로지도단

K교감은 12주 과정의 학부모 진로지도단을 운영하였다. K교감은 자유

학기제를 앞두고 진로교육에 학부모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겼고, 기

업가정신교육을 통한 진로교육을 주제로 학부모 진로지도단 교육을 계획

하였다.

학부모 교육은 B교육기업의 H대표가 진행하였다. 학부모들은 H대표가

변호사 출신이고, 기업가정신교육과 관련한 TV출연 이력이 있기 때문에

H대표를 전문가라고 신뢰하였다. H대표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이익보다

는 기업의 실적을 쌓는 것이 중요했으며, 사업을 중학교로 확장할 수 있

는지를 테스트 할 수 있는 필드가 필요했다.

실험인데, 뭐 자유학기제 자체가 실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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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제 다양한 경험을 애들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생님들

은 사실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도 돕고 싶어요. 선생

님은 애들을 잘 가르치고 싶은 데 선생님한테 다 하라고 하면 못해

요(K교감-2차 인터뷰).

이거를 교감 선생님이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시기로 하시면서 수

업을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아서 그 H변호사님 세 가지

동영상 보고 아이랑 어떻게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뭐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S학부모-1차 인터뷰).

학부모 진로지도단은 K교감의 권유를 받은 학부모 임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K교감은 이 지역의 특성상 학부모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성취 욕구가 강한 터라 학교 일에도 참여를 잘 하는 편이라고 하였다.

수요조사는 없었고요. 학부모는 강제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필요

하다. 필요한데 어머니들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무슨 내용 공부할지

사전 설명회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들은 한

편으로는 약자니까 1학년 어머니들 중심으로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시간적으로 여유 있고 자아성취 욕구가 강한 어머니들이 일정 수

있으니까. 뭐 어려운 쪽 가면 이런 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연말에

11월에 데리고 2학기 때 진로 할 때 어머님들 힘이 필요하니까 준

비된 탐색대가 필요하다. 학부모님 회장단한테 협조 부탁한다. 강제

로 하라고 해서 어머니들한테 부탁을 했더니 우선 회장님들 본인들

이 대부분 들어오고 그리고 몇 명 정도 필요하냐고 해서 15명에서

20명! 너무 많아도 어렵고 너무 적어도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1학

년 학부모 회장님이 아휴, 해야 된대. 그리고 또 자기 아는 사람들

을 억지로 끌어들인 거예요(K교감-1차 인터뷰).

K교감의 권유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학부모 진로지도단 수업에 참여한

학부모도 있었지만 자유학기제로 인한 진로교육에서 학부모의 역할을 다

하고자 신청한 학부모도 있었다. 전술한 K교감의 인터뷰에서처럼 이 지

역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성취 욕구가 강했고, 관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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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애들이 자유학기제 때문에 아무래도 저도 좀 알아야지 자유

학기제 뭘 하는 건지 애들이 진로 교육 뭐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

서 제가 엄마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을 거 같아서 제가 좀 공부를 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의미에서 저는 자발적으로 신청을 했죠. 자발

적으로 신청을 해서 왔는데 다른 엄마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비자발

적인 엄마들이 많았다고. 하하. 학교의 임원이기 때문에, 애가 임원

이어서 어쩔 수 없이 신청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E학부모-1

차 인터뷰).

학부모들은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이해하고,

기업가정신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강사는 학부모들

에게 책 읽기, 아이디어 도출, 협동 학습 과제를 매 시간 부여했다. 학부

모들에게 이러한 과제는 버거운 짐이었다. K교감은 학부모 진로지도단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하는 학부모들을 수시로 만나 어

려움을 듣고, H대표에게 건의하여 과제와 수업의 난이도를 조정하였다.

그래서 저도 만족도가 높아야 되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생소한

데다가 숙제 내주고 이러니까 머리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러니

저러니 말은 조심스러우니까 못했는데 어머 살짝 말해서, 아이 솔

직히 말해라. 잘 돼야 되는 거니까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은 있었는데 여기 지역특성상 지금 학

부모들의 인적 자원도 좋고 열의도 있고 그래서 하시는 거라서 그

렇게 해서 도입이 된 거예요(K교감-1차 인터뷰).

(3) 학교 구성원 공감대 형성

가. 일반 교사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연수

K교감은 기업가정신교육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일반교사의 연수와 전

체 학부모대상 연수를 계획하였다. K교감은 우리나라 학교문화에서 교

사가 자신의 교과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에 크게 관심을 갖기 어렵다는

점, 학교 문화가 보수적이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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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K교감은 생소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원

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연수가 필요하다

고 보았다.

선생님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관심을 별로 안 가져요.

왜냐하면 바빠요. 진짜 바빠서 자기 앞가림하기 힘들지, 다른 교사

가 무슨 동아리를 하는지, 우리 부서 거는 알지만 남의 부서 거까

지는 신경을 쓸 여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학부모들이 뭐한다

는 거는 제가 좋아해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뭘 좋아하는

지까지 선생님들은 잘 몰라요. 뭐하는지도 잘 모르지. 그리고 애들

방과 후 많은 것 중의 하나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

서 인식은 잘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H대표님이 강의 한 번 했잖

아요. 그 강의에 대해서는 학교가 울타리는 없지만 울타리가 높아

요(K교감-1차 인터뷰).

J교사는 인터뷰에서 일반 교사들은 교과 내용과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수는 많이 받고 있지만 경제 환경이라던가, 기술의 변화 등에 대해서

는 잘 모른다고 밝혔다. 교사에게도 기업가정신교육의 내용은 그 자체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일단 만나는 사람 자체가 선생님들이니까 맨날 학교 얘기밖에 안

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연수받아야지 아는데 연수 내용도 세

상이 변하는 연수도 있지만 수업방법을 어떻게 가야 될지 애들 상

담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지식과 방향과 범위가 교육계로 이

렇게 쳐져있어서 저쪽 세상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런 강의도 일부로 한 건데, 그러

면 어머! 이렇게 신선한 충격이고 그래 맞아. 그런데 10년, 20년 맨

날 이렇게 했다가 한 시간 그래 맞아. 그러면 하루 자고 나면 다시

오잖아요.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지속성 그거를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J교사-1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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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교사는 일반 교사들에게도 기업가정신교육이 생소하다고 밝혔다. J교

사는 Y중학교 교사들이 기업가정신교육 특강을 통해 비로소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는 잘 모르세요. 선생님

들이. 그런데 잘은 모르시지만 참 이렇게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하나의 대안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내용이지 않겠는가 생각들은

좀 하시는 거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저도 하고 있고 교감 선생님도

하고 있지만 이거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연수를 했다

거나 홍보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H대표님 오셔가지

고 전 교사들 대상으로 한번 연수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아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거하고 관련이 있구나. 하고

이해하는 정도죠(J교사-1차 인터뷰).

J교사는 교사의 일상생활 속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배우

는 것은 큰 부담이라고 밝혔다. 다만, 1회성 교사연수를 통해 이해하는

정도로 구성원이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고, 일부 관심 있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는 가능하다고 보았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쪽에 어, 이거 해볼 만한 일인데? 정말로

어떤 기대나 이런 게 있으시지 않은 선생님들은 완전히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전 선생님이 연수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부담이죠. 그래서 거기 오신 선생님들처럼 그 분들은 좋고

재미있고 해볼 만한 일이고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와서 하잖아요. 그런 선생님들한테는 뭐 되

게 좋고 유익한 거 같은데 모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학교

에서 뭐 저희가 하는 워크숍처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J교

사-1차 인터뷰).

J교사는 연수를 통해 일반 교사들도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일부는 기업가정신교육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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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에 대해 호감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였다.

참여하고 싶다는 선생님은 없었는데, 궁금해서 물어보시기도 하

셨고. 그런데 지금은 내용 이제는 다 알고 계세요. 거의 이제 아예

구체적으로 회마다 이런 게 진행된다는 거는 모르지만 이렇게 진행

된다는 거는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나도 해보고 싶다고 하는 선생

님은 아직은 없으신데 저처럼 저도 제가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나선 거는 아니고 교감 선생님의 나름의 어떤 강권도 있고 했는데

그런데 아시는 선생님들은 호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방과

후 부장님 같은 경우는 네. 우리 딸이 이런 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러시기도 하고(J교사-1차 인터뷰).

Y중학교의 일반 교사들은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K교감의 인터뷰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교직 문화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에 도입되어도 교사들은 담당 업무

가 아닌 이상 거리두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들에게 자신이

담당하지 않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은 귀찮은, 일이 많은, 부담스러운

것일 수 있었다.

나. 일반 학부모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연수

전체 학부모 연수 역시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이루

어졌다. 기업가정신교육 자체가 생소한 만큼 학부모들의 이해가 필요했

다. 왜냐하면 중학생은 학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해 학부모가 갖는 인상은 학생 참여율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에서 학부모 참여율은 저조했다.

한 인터뷰 참여자는 대학 입시와 관련된 연수에는 학부모 참여율이 높지

만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해서는 일반 학부모들이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

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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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 왔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40명도 채 안 앉

아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오히려 입시 쌤이나 이

런 데는 많이 오시는데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E학부모-1차 인터뷰).

이 수업 자체도 홍보가 덜 됐고, 수업이 있고 나서도 이제 지난

번 세미나 때 H대표님 수업 있었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적었었어

요(E학부모-1차 인터뷰).

(4) 기업가정신교육 동아리 운영

자유학기제의 진로교육과 관련한 동아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J교사는

K교감과 상의하여 학교 내에 기업가정신교육 동아리를 만들었다. Y중학

교에서 자유학기제를 담당하는 J교사는 기업가정신교육을 접한 후 직접

동아리를 운영하게 되었다.

다른 활동도 많이 할 수도 있었고 그전에는 제가 국어과니까 동

아리든 아니든 뭐 글쓰기 같은 거 책읽기 이런 거를 많이 했었는데

요. 이거를 가서 보고 재밌더라고요. 저도 관심도 생기고. 교감 선

생님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동아리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동

아리 프로그램을 편성을 하는데 이미 동아리 프로그램이 40 몇 개

되는데 그 안에 진로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좀 들어가야 애들한테

여러 가지 형평에 맞게 제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로프

로그램으로 하면 좋겠다. 그거는 지금 자유학기제 동아리 프로그램

에 진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요. 자유학기제 관련해가지고(J교

사-1차 인터뷰).

J교사는 1학년 대상으로 동아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구체적인 홍보

는 하지 않았지만 ‘내 인생의 CEO’라는 제목에 흥미를 느낀 남학생 지

원자가 많았다.

동아리는 저는 제가 1학년만 전담을 하니까 1학년만 대상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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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지금 21명이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

데 자발적으로 이제 이 제목에 내 인생의 CEO라는 제목에 호기심

이 생겨서 온 애도 있고 또 다른 데 신청을 해서 밀려서 온 애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 모집을 할 때 이 프로그램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뭐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거다. 라고 구체적으로 홍

보는 안 했어요. 그냥 제목만 가지고 나의 어떤 꿈을 찾아가는. 그

런 꿈과 길을 찾아가는 여행을 해보는 프로그램? 뭐 이 정도 밖에,

그렇게 밖에 짧게 홍보가 안 돼요. 동아리는. 유인물로 하가지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해서 하고 있죠(J교사-1차 인터뷰).

J교사는 B교육기업에서 월 2회 운영하는 기업가정신교육 교사 워크숍

에 참여하여 알게 된 교육 내용을 동아리 수업에 활용하였다. J교사는

한 학기로 구성된 B교육기업의 기업가정신교육의 내용을 1학기에 활용

하였고, 2학기에는 진로와 관련한 성장사례를 중심으로 동아리를 운영하

고자 하였다.

제가 그냥 이렇게 창의적으로 한 거는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이

제 그 제공된 교재하고 콘텐츠 가지고 거의 저도 거기에서 또 워크

숍에서 배워온 방법대로 그대로 했어요(J교사-1차 인터뷰).

거기에서 나온 프로그램이 지금 한 학기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는 2학기까지 계속 가야 되고 그래서 제공된 프로그램을 할 때까지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이제 저기 하면 재량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래서 저는 아무래도 애들이 정말로 자기 자아탐색을 좀 더 강화해

서 나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거. 나의 존중감 이런 거를 좀. 제가

대학원에 있었을 때 저는 상담심리를 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접목

해서 하고 싶고 아무래도 이제 자기의 어른들의 성공사례보다는 얘

네들 또래들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하는 그런 사례도 많거든

요? 영화도 많고 성장영화? 이런 거를 접목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자기 비전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끝까지 해볼 참이

고요(J교사-1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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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학기 프로그램 평가와 2학기 프로그램 운영 준비

프로그램의 1학기 운영은 학교 관리자에 의한 내·외부 자원의 결합 과

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프로그램 2학기 운영은 1학기 프로그램 운영

이후 나타난 상황 변화에 따른 자원의 재조정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1) 1학기 방과 후 프로그램 평가

1학기에 이루어진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해 K교감은 ‘의미 있었다’고

평가한 반면, 교육기업은 ‘성과 없다’고 평가하였다. K교감은 이 수업의

경험 자체가 학생들에게 꿈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여겼다. 반면,

교육기업은 기대만큼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학생들이

창업활동과 관련한 과제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기업을 하잖아요. ROI가 안 나오면

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니까 대상이 진짜 이 교육

이 필요한 대상이 고등학생이다, 그리고 우리가 10개를 넣어서 20

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게 고등학생인거예요. 그런데 중학생의

경우 20을 넣어서 10을 얻을까말까하는 대상인거예요. 기업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지금. 2년, 3년 후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에너지를 중학교에서 쏟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

린 거예요(H대표-2차 인터뷰).

B교육기업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 철수를 결정하였다. B교

육기업은 당초 Y중학교의 사례를 바탕으로 홍보하여 중학생 대상 교육

사업을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Y중학교 1학기 방과 후 수업에서는

B교육기업이 기대한 만큼 학생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업 프로젝트에

서의 수입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자는 H대표에게

수익 측면에서는 중학교 사업이 좋지 않은가를 질문하였다. 다음은 질문

에 대한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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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안 좋고요. 저희는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일이 꼭 필

요한 일이어서. 1학기 때는 사실 저희가 펀딩을 받아서 했잖아요.

어쩌면 이것도 B2B 비즈니스인거예요.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

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업들은 의미 있는 일에

돈이 가야 하는 거잖아요(H대표-2차 인터뷰).

반면, K교감은 기업가정신교육을 도입 초기부터 자유학기제의 진로교

육과 접목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는 1학기 방과 후 수업에서 학생들

이 진로와 관련한 꿈을 키우는 기업가적 경험 그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

던 터라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에 의미를 부여하고, 프로그램을 2학기

에도 진행하고자 하였다.

(2) 1학기 학부모 교육에 대한 평가와 2학기 운영 준비

1학기 학부모 진로지도단 교육에 대해 학교와 교육기업은 모두 긍정적

으로 평가하였다. 학부모 교육은 사업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K

교감의 요청에 따른 교육기업 H대표의 강의 활동 중 하나였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업적 지속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학

생수업과 차이가 있다.

우리가 1학기 때 과하게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해서 또 그걸

받아주는 리더가 있었던 거죠. 여기 Y중에 교장 교감샘께서는 오

픈마인드가 되어 있는 분이셔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한 번으로

끝나기는 아깝다. 엄마들을 교사로 키웠으면 좋겠다. 진로코치로 키

웠으면 좋겠다는 리더들의 공감이 있어서. 자유학기제라는게 들어

왔기 때문에 가능했죠. 이게 그냥 정규수업이 아니라 자유학기제라

고 해서 자유롭게 탐색해 볼 수 있는 수많은 수업이 필요하고. 학

교로서도 그 많은 수업들을 커버하기에는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는

상황인데, 마침 엄마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한 번 기회를 줘보

자 라고 했고. 이게 여러 가지가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진 거죠(H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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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차 인터뷰).

긍정적인 평가의 근거는 바로 열정이었다. 학부모 교육에 참여하는 학

부모들은 두 팀으로 나누어 공동프로젝트를 하였다. 한 팀은 학생상담을

담당하고자 하였고, 한 팀은 진로지도 코치를 하고자 하였다.

어머님들이 진로지도자 과정에서 하시면서 2개 파트로 이렇게 실

질적으로 이제 어떤 구체적인 잡(job)이라기보다는 어머님들이 자

기네들의 이런 할 수 있는 역량을 찾아가지고 일을 만드신 거에요.

그래서 한 파트는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위 클래스라고 상담

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서적인 서포트가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런 정서적인 순화라든지 이런 거를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맡아

서 진행을 하시고 한 파트는 이렇게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한 프

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실제 1학년들을 대상으로 그런 수업을 교실

에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얘기들이 되셔가지고 교감선생님하고 협

의를 한 다음에 프로그램 하나를 맡게 된 거죠(J교사-2차 인터뷰).

진로지도 코치를 하고자 하는 학부모 강사는 2학기 자유학기제 프로그

램의 강사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학부모들은 K교감의 제안을 새로

운 일에 대한 도전, 학교에 대한 교육적 기여, 강사로서의 기회로 받아들

였다.

아, 교감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제안을 해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교감선생님이 이 수업을 할 때 자기의 어떤 청사진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어... 좀... 표현을 좀 후지게 하면 말려든 거죠. 하하. 그

러니까 교감선생님이 잘 계획을 세우신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자유

학기제나 강사나 그런 사람들의 강사료나 학교에서 지급할 수 있는

돈이나 내지는 수준이나 그런 것들이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고

동시에 자유학기제를 할 때 그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 이 지역쯤

에서는 엄마 교사들이 나설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H대표님 하고 오래 전

부터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워낙 두 분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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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도 있으셨던 것 같고. 수업을 하는 중간쯤에 제안을 먼저 하신

거예요(O강사-1차 인터뷰).

교감선생님이 정규 프로그램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얼

떨결에 시작을 한 거 같아요. 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길게 7기 20

시간 정도의 했다는 그런 준비보다는 약간 필요성은 있었으나 정말

우연한 기회로 시작한 것 같아요(S강사-1차 인터뷰).

K교감은 학부모 진로지도단 교육을 마무리하고, 2학기를 준비해야 하

는 상황에서 강사들에게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한 의사를 타진하였다. 학

부모 강사들은 2학기에 1기와 2기로 나누어 진행되는 기업가정신교육 프

로그램을 모두 담당하기로 하였다.

2시간씩 7차시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면 10월 말쯤에 애들이

이제 바꿔서 신청을 하니까 강사는 똑같은 거를 2번하는 거예요.

학생이 바뀌어서. 그래서 1회기만 하겠냐, 2회기 다 하겠냐고 했더

니 2회기를 다 하신대요. 그래서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이 우리 아이

들 수업에 들어온 건데 이거는 애들이 선택을 하는 건데, 거기 이

제 강좌 제목은 저희가 내 인생의 CEO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수업을 하게 됐고 그랬더니 이걸 듣고 다 긍정적인 돼가

지고(K교감-2차 인터뷰).

J교사는 학부모 강사의 학교 교육 활동 참여가 긍정적이라고 보았다.

J교사는 진로지도단 교육을 통해 학부모가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며 된 것은 학부모 스스로의 성장, 학생 이해, 학교와의 소통 측면

에서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기업가정신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프로

그램이 학교현장에 들어온 거는 처음이고 그래서 제가 관여를 하면

서 저한테는 신선했고 시대에 맞는 거 같고. 그래서 이런 교육프로

그램이 애들한테 적극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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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또 역량 있는 학부모

님들이 때맞춰서 다 관여를 해주셔가지고 학부모님들이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에너지하고 그 프로그램하고 H대

표님의 그런 어떤 리드해나가는? 그런 리더십하고 잘 맞아떨어진

거 같아요. 학부모님들의 다른 에너지가 거기에서 생산된 거잖아

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거는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육활동에 그렇게 가정

까지 참여하는 거는 어렵거든요. 대게. 어렵고 조심스럽고. 그런데

이제 이게 잘 가면 정말 부모님들도 자기네들 성장이 되는 거고 애

들한테도 어떤 새로운. 엄마 같은 사람이 와서 눈높이에 맞춰서 잘

지도하고 그러면 애들한테도 신선하고 그래서 이거는 잘 정착이 돼

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J교사-2차 인터뷰).

K교감은 학부모 공동 프로젝트 팀 중 하나인 진로코치팀을 2학기 자

유학기제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수업의 강사로 위촉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B교육기업이 1학기 중학생 대상 사업 철수를 결정한 상황에서,

그리고 2학기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학교 관리자 입장

에서는 기존에 교육받은 학부모 자원을 활용하고, 기업가정신교육 프로

그램을 지속하고자 하는 차원의 자원 재조정이었다.

학교관리자는 교육기업의 철수 결정에 따라 2학기 자유학기제 프로그

램 담당 강사를 고민하게 되었다. 학교관리자는 1학기에 학부모 진로지

도단의 교육을 이수한 일부 학부모의 열정을 높이 평가했다. 학교관리자

는 이들 학부모가 2학기 자유학기제 수업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강사 배치는 인적 자원의 재조정 과정이었다. 학교관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은 학교 담당 교사와 학부모 강사, 그리고 외부 B교육기

업 소속의 강사였다. 학교 관리자는 교육기업의 철수에 따라 학교 교육

환경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학부모 강사를 활용하고, 그 외에도

학부모 진로지도단 교육을 받은 학부모를 학교 상담활동에 참여시키는

등 인적 자원을 조정하였다.

2학기 수업 운영은 전적으로 학부모 강사가 담당하였다. 학부모 강사

는 B교육기업의 기본 교안을 토대로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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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학부모 강사는 자체 스터디를 통해 각 차시별 프로그램 내용, 수

업 PPT, 학생 학습지, 수업에서 활용할 준비물 등을 점검하였다.

학부모 강사들은 중학생의 눈높이에 맞도록 재구성하는 스터디를 주 4

회 이상 하였으며, 수시로 이와 관련하여 의사소통을 하였다.

우리끼리는 일주일에 1학기 때는 거의 4번씩 만나고 수시로 카톡

하고 전화하고 자료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되게 나름 어렵

게 했어요. 이게 쉬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O강사-1차 인터

뷰).

5) 2학기 프로그램 운영

2학기는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선택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자유학기

선택 프로그램은 일부 교과에서 한 시간씩 시간을 줄여 별도로 편성한

시간이다. Y중학교에서는 한 학기를 반으로 나누어 2기로 선택 과정을

운영하였다. 학생들은 자유학기제 선택과목으로 개설된 9개 프로그램 중

한 기에 2개씩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었다.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5, 6교시에 개설되었다.

자유학기제를 우리가 하는데, 거기에서 2학기에 선택교과라고 있

어요. 그래서 국어, 영어, 과학, 기술을 1시간씩 빼서 그래서 한 시

간을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선택교과를 2시간짜리를 주에 2개를 개

설을 해서 아이들이 선택을 해서 그 수업을 듣는 거에요. 그런데

이 선택교과는 진로와 관련이 되는(K교감-2차 인터뷰).

학교에서는 수요조사서를 통해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하였다. 학교에서

는 학생들의 선택이 한 곳으로 치우치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자 그 보다

많은 수를 선택하도록 한 후 우선순위를 매겨 제출하도록 하였다. 학생

들은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선택 프로그램에서 2개, 예체능 강좌에서 2개

를 선택하여 한 학기에 총 4개의 강좌를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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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이들한테 4강좌만 선택을 하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

래서 6개, 7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유두리 있게 편성을 해야죠(J교

사-2차 인터뷰).

Y중학교는 2학기 자율과정 선택 프로그램 운영 시 프로그램마다 담당

교사를 두어 나이스 기록 등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학교 업무를 지원하였

다. J교사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전체 총괄자로서 기업가정신교육 프로

그램을 담당하였다. J교사의 업무에는 수업 강사 모니터링, 학생 출결 관

리도 포함되어 있었다.

J교사와 강사간의 의사소통은 주로 강사 대기실에서 이루어졌다. Y중

학교는 2층 본교무실 옆에 강사 대기실을 마련했다. 본 연구자의 관찰에

의하면 J교사는 수업 전에 강사 대기실에 들러 강사들에게 필요한 안내

를 하였다. 예를 들어, 자유학기제 발표회를 앞둔 시점에서 J교사는 강사

대기실에 들러 각 프로그램별 준비 사항, 발표순서 선정 등을 논의하였

다.

K교감 역시 강사 대기실을 활용하여 강사들과 의사소통하였다. K교감

은 2학기 프로그램 운영에서 미니 컴퍼니 프로그램을 담당하여 미니 컴

퍼니 수업을 모니터링 하였고, 직접 강의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저희가 수업 전에 거기 가잖아요. 연구실 옆 반. 그러면 이제 교

감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들어오셔서 이런 거를 해보시는 건 어때

요? 하든가 툭 던져주시면 뭐. 네. 그렇게 같이, 같이 있을 때는 또

같이 대답을 하고(L강사-1차 인터뷰).

예를 들어 미니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하면 제가 가서

잠깐 강의한 적이 있는데 여기는 워낙 잘하다보니까… 뭐… 우리는

강의를 맡기면 전적으로 강사 분들이 하고(K교감-3차 인터뷰).

K교감은 올해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겼다. K교감은 학부모 강사들이 열정적으로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었다. K교감은 내년에도 학부모들에 의한 기업가정신교육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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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였다.

B교육기업의 H대표는 2학기에도 학부모 강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H대표는 프로그램 수업에 도움을 주고자 프로그램 수업이 시작되는 시

점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특강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점차 학부모 강사들

은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고, H대표는 점차 학교의 프로

그램 운영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다.

2. 이해당사자들의 이슈와 반응

1) 이해당사자별 관심사와 갈등

본 절에서는 프로그램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이슈에

대한 반응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슈에 대한 반응을 살피는 것은 Stake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해당사자의 경험에 집중하여 프로그램의 장단점과

성과, 개선점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반응적 평가에서 이해당사자의 이슈

를 도출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다. Stake(1975)는 반응적 평가에서 이

슈는 중요한 관심사, 문제점, 쟁점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때 관심사

는 문제가 될 만한 혹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관심사를 뜻한다. 문제점

은 이해당사자들의 프로그램과 관련한 주요 문제의식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는 프로그램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사

와 이해당사자 간 대립되는 갈등을 중심으로 이슈를 도출하였다. 우선,

이해당사자별 관심사와 갈등은 <표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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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관심사 갈등

K교감

Ÿ 학교 구성원들은 기업가정신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을 인식하고 있는가

Ÿ 프로그램이 지속되기 위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나

Ÿ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J교사

Ÿ 우리학교에 도입된 기업가정신교육은 

어떤 내용인가

Ÿ 프로그램 수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Ÿ 프로그램 수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Ÿ 프로그램 수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1) 수업 모니터링에 관한 갈등

2) 수업 시간 변경 안내 통보 문제

강사 

Ÿ 이 프로그램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Ÿ 나는 강사로서 전문성이 있는가 

Ÿ 중학생 눈높이에 맞도록 수업 자료를 

구성 하였나

Ÿ 수업의 개선점은 무엇인가

Ÿ 나는 강사로서 전문성이 있는가 

1) 강사의 정체성 갈등

Ÿ 수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1) 수업 모니터링에 관한 갈등

2) 수업 시간 변경 안내 통보 문제

3) 강사 간 역할기대와 수행간의 문제 

Ÿ 수업 자료 검토에 관한 갈등

1) 수업 자료 검토를 둘러싼 H대표와

의 관계적 갈등

2) B교육기업 강사 연수에서의 소외감

3) B교육기업이 제공한 자료의 문제

참여 학생

Ÿ 기업가정신교육에서는 무엇을 배우나

Ÿ 기업가정신을 배우는 것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

H대표
Ÿ 강사들이 중학생 눈높이에 맞도록 

    수업 자료를 구성 하였나

Ÿ 수업 자료 검토에 관한 갈등

1) 수업 자료 검토를 둘러싼 H대표와

의 관계적 갈등

2) B교육기업 강사 연수에서의 소외감

3) B교육기업이 제공한 자료의 문제

<표 3> 이해당사자별 관심사와 갈등

K교감은 기업가정신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을 구성원들에게 인식시키고

자 노력하였다. K교감은 구성원들에게 기업가정신교육 자체가 생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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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니 만큼 기업가정신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떤 목적으로 이루

어지는지에 대해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학교 구성원이 기

업가정신교육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구성원 간에 이 프로그

램을 왜 도입 했는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K교감은

프로그램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을지,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썼다.

J교사는 기업가정신교육의 내용에 관심이 많았다. 내용 자체가 자유학

기제의 취지에 부합하고,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프로그램 담당자 입

장에서 긍정적으로 도입,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J교사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배우기 위해 외부 교사연구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동아리를 운영

하기도 하였다. 또한, J교사는 프로그램 운영의 실무 담당인 만큼 프로그

램 운영에 신경을 많이 썼다. 강사와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프로

그램 운영 과정에서의 효율적 행정 업무 처리를 중요하게 여겼다.

강사들은 B교육기업의 자료를 토대로 2학기 수업을 구성하면서 중학

생 눈높이에 맞는 수업인가를 고민하였다. 강사들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

게 가르쳐야 할지, B교육기업의 자료에서 어떤 부분을 그대로 활용하고,

바꿀 것인가를 이슈로 삼았다. 강사들은 수업의 개선점에 대해서도 파악

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수업 내용에 관심을 기울였다. 기업가정신교육

은 어떤 수업인지, 재미가 있는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인지에 관

심을 기울였다. 학생들은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프로그램 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흥미를 중심으로 수업을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에도 도움 받고자

하였다.

H대표는 강사들이 중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수업 자료를 잘 구성하였

는가에 대해 관심을 쏟았다. H대표는 도입과정에서 중학생 대상으로 기

업가정신교육 사업 가능성이 있는가에 큰 관심이 있었다. 기존의 고등학

생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기업가정신교육을 중학교에 적용해 보고, 사업

의 확장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학기 운영 이후 사업 철

수를 결정하였고 2학기에는 강사들을 지원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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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갈등이 드러났다. 첫째, 강사들은 스스로 강사의 전문성이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였다. 강사들은 평범한 주부로서 도전을 해본 경험,

실패한 경험이 많지 않아 스스로 기업가정신이 있는가를 반문하였다. 강

사들은 기업가정신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은 기업가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여기는 만큼 전문성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둘째, 프로그램 수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에 관한 갈등이다. 이 갈등

은 구체적으로 수업 모니터링에 관한 갈등, 수업 시간 변경 안내 통보

문제, 강사 간 역할기대와 수행간의 문제를 포함한다. J교사는 수업의 진

행과 관련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여겼으나, 강사는

수업 모니터링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다. J교사는 담당 업무의 하나인 프

로그램 수업 모니터링을 위해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수업시간에 교실

에 들어와 둘러보고 나가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학부모 강사들은 사

전에 예고되거나 협의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모니터링에 불편함을 느

꼈다. 이러한 불편함은 강사로 하여금 강사인가, 학부모인가에 관한 정체

성을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수업 시간 변경에 대한 통보의 문제도

나타났다. 강사는 수업 시간 변경에 대한 안내를 자녀를 통해 듣게 되었

다. 강사들은 자신들이 학부모로 대접받고 있지 않다고 여겼다. 강사들

간에도 수업에 있어서의 역할 기대와 수행의 불일치에서 오는 문제에 대

해 갈등을 겪었다.

세 번째, H대표와의 관계에서 갈등이다. H대표는 강사들에게 수업 자

료를 B교육기업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로드 할 것을 요청했다. H대표는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수업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하

였다. 그러나 강사들은 B교육기업 소속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료를 공개

하는 것을 불편해 했으며, 자신들이 B교육기업 강사가 아닌 상황에서 H

대표와의 관계를 애매하다고 여겼다. 학부모 강사들은 B교육기업 강사

연수에도 초청받아 참여하였으나 자신들만 따로 떨어진 자리에서 연수에

참여하게 되면서 소외감을 느꼈다.

B교육기업이 제공한 수업 자료도 문제가 되었다. B교육기업에서는 2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중학생용 수업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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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 늦게 제공하였다. 강사들은 제공된 자료가 Y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사용하기 어

렵다고 보았다.

이해당사자별 주요 관심사와 갈등을 이슈로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

다. 먼저, 원은 각 이해당사자의 주요 관심을 나타낸다. 원이 겹쳐지는

부분은 이해당사자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이다. 갈등은 괄호 안에 내용을

기입하여 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관심사와 갈등 앞에 번호를 붙여

다음 소절의 이슈와 반응의 순서를 표시하였다.

J교사

1.학교 구성원들은 기업가정
신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을 
인식하고 있는가

7. 중학생 눈높이
에 맞도록 수업   
  자료를 구성    
   하였나?(수업  
      자료 갈등) 

K교감

H대표

강사

학생

6. 수업이 잘 
진행되고 있
는가(수업진
행 갈등)

3. 프로그램
을 잘 운영하
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8. 프로그램 

수업과 운영
의 개선점은 
무엇인가

2. 기업가정
신교육은 어
떤 내용인가

5. 강사로서 전
문성을 갖추고 
있나(강사전문
성갈등)

 4. 이 프로그램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가 

2. 이 프로그램
을 어떻게 구
성할까 

[그림 2] 이해당사자별 관심사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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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슈와 반응

(1) 왜 기업가정신교육인가

K교감은 학교구성원에게 기업가정신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을 인식시키

고자 하였다. K교감은 기업가정신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떤 목적으

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1학기 학부모 진로지도단 연수,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고자 하였다. K교감은 구성원

들의 공감은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협력하고, 참여하도록 하

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K교감은 기업가정신교육을 학생들에게 삶의 적응력을 길러주는 교육

으로 보았다. 기업가정신교육은 도전 정신, 열정, 창의성을 갖게 하고, 변

화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적응력을 키우는 교육이라는 것이다.

저는 처음부터 사장님 되는 게 기업가정신이 아니고 이런 도전정

신과 열정과 창의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 내지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정신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걸 좋아하게 됐고요(K교감-1차 인터뷰).

K교감이 말한 삶의 적응력은 직업을 찾아가는 교육, 직업인으로서의

자세를 뜻했다. 학생들은 누구나 직업인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

에 적응력과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K교감은 학생들이 기

업가정신교육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과 도전정신을 발휘하여 직업

을 찾고, 어려움을 극복하면 좋겠다고 여겼다.

저는 직업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걸 보면서 창업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직장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자

세. 그런 거를 가르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돈 버는 경

제, 경제관념은 물론 알고 있어야 하지만. 경제는 돈 만이 아니잖아

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직업, 직업 찾아가는 교육으로, 그리고 직

업인으로써의 자세. 정말 힘들잖아요. 창업이. 안 해봤지만.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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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떤 조직으로 운영되는지. 그러면 나는 이런 일을 해야지. 종합

적으로 직업을 애들이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돈이 어떻게 해서 벌

리는지. 경제관념을. 직업 찾아가는 과정 플러스 직업인의 자세. 그

게 되게 중요해요. 직업인의 자세. 생활인의 자세일수도 있지만 직

장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갖고, 사회생활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그런 제가 좋아하는 게 열정, 도전정신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애들

이 가졌으면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오십 전에 사실은 어른들이

퇴직을 당하잖아요. 퇴출이 되지. 그랬을 때 막막하지 않게. 어렸을

때의 이 경험이 스스로 설 수 있는(K교감-3차 인터뷰).

J교사는 학생들의 생각을 깨우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가정신교육

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 대기업 취업에 목표를 두고

있었고, 이 생각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다. J교사는 학생들의 이러한 생각

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전혀 이런 프로그램도 없었고 그리고 막 얘네들도 기업

하면 창업보다는 대를 이어서 물려받아야 되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다 그러니까. 그런 게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도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그런 대기업에 취직을 해

야지. 이렇게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런 의식을 깨뜨리는 작업이 많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업

은 누구나가 세울 수가 있고 그 기업을 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

야 되고 이제 어떻게 정말로 문제해결능력도 길러야 되고 이런 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과정들인 거죠(J교사-1차 인터뷰).

J교사는 기업가정신교육의 목적에 대해 ‘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

는 의식’이라고 말했다. 기업가정신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무

엇을 좋아하는지, 자기에게 잘 맞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것이다.

저는 아이들한테 정말로 자기 진로에 대한 꿈. 내가 뭐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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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겠다. 교사가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 꿈을 찾아가는 찾아가고자

하는 그 의식. 내 꿈이 뭘까 하고 고민해가보고자 하는 의식. 그러

면서 정말로 내가 아, 나한테 맞는 좋아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거

를 찾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막 그거

를 찾아가게 하기 위한 윤활유 같은 역할로 창의성 또는 상상력.

이런 들을 갖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하다 보면 그런

거를 많이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J교사-1차 인터뷰).

1학기 학부모 진로지도단 참여 학부모는 기업가정신교육이 미래 사회

의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인식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다. A학부모는

우리나라는 고급 인력은 많은데 이 인력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점차 줄어

드는 현 상황에서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변화에 부합하는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A학부모는 기업가정신교육이

야말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필요한 교육이라고 하였다.

이 수업은 그런데 계속 진행이 되는 게 맞아요. 이 시대에 맞춘

거 같아요. 더 이상은 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회에서 사람들이

왜 취업하고 자기 일 하는데 그렇게 이게 테두리가 너무 좁잖아요.

똑같잖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 이상 어디다 꽂을 데도 없어. 그렇

잖아요. 꽂을 데가 없어요. 하기도 힘들고. 자원이 많아서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꼭 필요한 거 같아요

(A학부모-1차 인터뷰).

기업가정신교육의 목적에 대해 학부모는 ‘앞서 나간 사람들의 마인드

나 정신을 배우는 것’이라고 여겼다. 앞서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

의 뜻한 바를 실천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

키는 것과도 연관된다고 여겼다.

결국은 이거를 통해서 하는 게 이게 단순 기업가정신이라는 게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스토리보다

는 정말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도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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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한 거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얘기여서 물론 방법이나 최종 목표는

OO이랑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의 앞서 나간 사람들의 마인드나 어떤 정신을 배우는 게 정말 필요

할 거 같더라고요(S학부모-1차 인터뷰).

B교육기업의 H대표는 기업가정신교육 목적을 ‘세상의 흐름을 관찰하

게 해주는 것, 변화를 만들어 내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B교육기업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의 변화, 산업의 변화 등

세상의 변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고 말했다.

학교 밖 세상은 아이들이 배우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변화하거

든요, 하루가 다르게? 이런 세상에 대한 인지를 전혀 못하는 거예

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open your eyes에요. 눈을 뜨게 해주고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스스

로 계속 관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두 번째 변화를 만들어

내는 시작하는 힘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 프로그램이 장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게 저희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세 스텝으

로 나뉘는데 단기는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무슨 직업을 선택하겠다’ 가 아

니라 ‘직업을 만들어가는 그런 준비를 해야 돼’라는 자극을 주는 게

목표(H대표-1차 인터뷰).

O강사는 기업가정신교육의 목적을 ‘문제해결력’ 함양으로 보았다. 학생

들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맞닥뜨릴 것이고, 이때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수업의 목적이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세상이 변해

가는 거를 다 따라갈 수도 없고 내가 필요한 것만 알면 되는 거더

라고요. 그렇지만 세상이 또 어떻게 변할지 예상도 할 수 있지만

꼭 그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변하는 대로 내가 굳이

발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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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O강사-2차 인터뷰).

E강사는 기업가정신을 ‘인류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았다. 꼭 거창한 창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에 공헌

하고, 인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가정신이라는 것

이다. E강사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고자 하였

다.

Entrepreneurship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수업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가정신. 그런데 그 기업가정신이 단지 정말

거창하게 큰 상장회사를 만든다든가 그게 아니라 1인회사여도 내가

인류 아니면 뭐 진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거에서부터 시작

을 한다면,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그런 의미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게 기업가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냥 수

업 자체를 애들한테 그러니까 거창하게 창업이라고 하면 사실은 창

업하면 치킨집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창업이라고 하면 그렇고 음

세상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을 가르쳐주는 수업이라

고 생각하거든요(E강사-1차 인터뷰).

(2) 강사들은 어떻게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는가

기업가정신교육은 기본적으로 B교육기업의 교수학습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B교육기업의 교수학습 자료는 기존 학교교육에서 다루지 않

았던 새로운 내용을 사례로 포함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과 관

련하여 초기 4명의 개발자가 모여서 컴퓨터 4대로 기술개발을 통해 성공

을 거두었다는 이야기 등은 기존 학교교육에서는 다루지 않은 내용이었

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고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강사들은 이를 중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하여 수업에 활용하였다.

당초 교육기업의 제공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던 계획에서 어긋나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위의 과정은 기업가정신을 위해 어떤 내용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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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쳐야 하고, 기업가정신을 어떠한 방식으로 교수학습해야 하는가에 대

한 지식을 길러주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첫 번째 100% H대표님 교안대로 가자는 거였고 기업가정신에서

마치 강사들에게 자격을 주듯이 저희들에게도 certificate같이 강사

자격증 같은 것을 주셨으면 했었고 마치 그것이 진행이 될 거 같이

여름에는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일짜리 연수를 듣고 자

격을 따고. 그 다음에 H대표님은 중학교들을 위한 교안을 만드셔

서 우리는 교안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그거를 가지고 계속 수업을

하는 거로. 그런데 수업이 막상 딱 시작할 때까지도 그게 진행이

전혀 안된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저희가 그 교안을 만

들다 보니까 100% 저희가 교안을, 어차피 100%만들 수 없는 게

저희가 배운 게 H대표님한테 배운 거기 때문에 짜깁기를 할 수밖

에는 없고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50%이상은 H대표님의 교안을

토대로 저희가 거기에 추가하고 뺄 거 빼고 해서 중학교 애들 거기

에 맞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게 그런 거 같아요(E강사-2차 인터

뷰).

2학기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수업은 총 2기로 나뉘어 각 기당 7차시로

진행되었다. 1기 1차시 수업은 기업가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루어졌

다. 강사들은 기업가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였

다. 여기에서는 ‘연관 검색어’를 주제로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키

워드를 적어 내는 활동과 학생들의 협동심을 키우기 위한 파스타면 쌓기

활동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제한된 시간동안 주어진 재료를 갖고 모둠

원들과 협력하여 구조물을 만들었다. 학생들은 생각처럼 구조물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창의적인 형태의 구조물을 만

들며 즐거워하기도 하였다. 강사들은 학생들에게 기업 이름이 적힌 목록

을 나누어 준 뒤 관심 있는 기업을 조사해 오도록 과제를 부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쏘카, 에어비앤비, TOMS 슈즈, 그라민은행, 라이프스트로

우, 위키피디아 등이었다. 이 기업들은 B교육기업의 교안에서 발췌한 것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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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수업은 기업과 기업가가 세상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주제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전 차시 과제로 조사해 온 기업을 토대로

모둠별로 하나의 기업을 선정하여 발표 자료를 완성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2개 모둠의 학생들만 과제를 해 왔다. 나머지 학생들은 수업 시

간에 핸드폰 등을 활용하여 자료를 찾아 발표 자료를 완성하였다. 강사

들은 기업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을 설립했고, 어떻게 문제

를 해결했는가에 초점을 두어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이어진 수

업에서는 나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을 하였다. 강사는 학습지를 통

해 학생들이 스스로 장점과 단점을 적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였

다. 학생들은 학습지에 쓰는 것을 매우 귀찮아했다. 학생들은 대부분 단

어나 구의 형태로 학습지를 작성하였다. 수업 마무리는 프로젝트X의 실

행 방법, 규칙 등을 안내하였다. 과제로는 기업 앱 활용하기, 프로젝트X

를 수행하기 위해 주변의 문제점 찾기를 부여하였다.

3차시에서는 강사가 준비한 PPT 자료를 통해 실제 기업가정신을 보여

준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학생들이 통학을 위해 자체적으로 버

스 이용 커뮤니티를 조직하여 통학의 불편함을 해결한 사례, 버스 노선

도에 화살표가 없어서 불편했던 경험을 토대로 화살표를 붙이고 다녔던

청년의 사례, 친환경 접착제 개발 이야기, 아프리카에서 물을 구하는 어

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Q드럼을 활용한 적정기술 이야기, 라이프스트로우

등을 사례로 들었다. 학생들은 프로젝트X의 수행을 위해 내 주변 생활의

불편한 점, 문제점 등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

법에 대해 논의해 보는 활동을 하였다. 이어진 활동으로는 프로젝트X 수

행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강사들은 B교육기업이 고등학교에서 진행한

프로젝트X의 사례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1학기 방과 후 수업에서 학생들

은 프로젝트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었다. 강사들도 이 같은 내용을 H대

표를 통해 들어 잘 알고 있었다. 강사들은 학생들에게 사례를 보여주고,

관심 있는 아이디어를 적어내게 한 후 아이디어별로 모둠을 구성해 주었

다. 학생들은 구성된 모둠원과 인사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템으

로 구체화하기 위해 역할 분담, 수익성이 있을지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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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졌다. 학생들은 PPT 자료를 보는 것을 지루해하기도 했다. 모둠원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에 서로 딴청을 피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내 서로

이야기를 하며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4차시 수업에서는 H대표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이 변호사를 그만두고 기업가정신교육 관련 사

업을 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H대표는 자사에서 사용하는 기업카

드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기업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아이

템을 선정하였는가를 이야기하였다. 활동으로는 기업카드를 활용한 빙고

게임을 하였다. 모둠별 프로젝트X의 수행 방법, 대상 등을 구체화 하는

활동이 이어졌고, H대표는 학생들의 모둠별 아이디어에 대한 조언을 해

주었다. 이 날 과제로는 학생들이 프로젝트X를 예비적으로 수행해 보는

것이었다.

5차시 수업은 프로젝트X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구성되

었다. 먼저, 강사는 리더의 역할, 팔로워의 역할에 대해 동영상을 보여주

며 학생들이 프로젝트X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강사들은 프로젝트X가 실제 학생들이 사업아이템을

선정하여 실행하는 프로젝트이니만큼 이윤계산, 수요공급에 대한 기본원

리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강사는 이와 같이 경영, 경제의 원리를

학생들에게 설명하였다. 강사들은 학부모 진로지도단에서 과제로 수행했

던 ‘팔찌 만들어 팔기’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포장이나 로고를 통해 판매

가격을 높인 사례, 도매 시장을 이용하여 생산 비용을 낮춘 사례, 여성

기업가 모임에 찾아가 판매한 사례 등을 설명하였다. 이날 학생들은 프

로젝트 과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업에 참여하였다. 그렇지만 이번

주에는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과제 수행을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학생들

은 들뜬 모습을 보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돈을 벌’ 계획을 세웠다. 이날

수업 진행 강사는 B교육기업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

다.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아이들이 마악 하려고

덤벼든다. 제법 회의 같은 것을 진행하며, 구체적 방안들을 내놓고,

정리시간을 추가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여전히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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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지만, 그냥 '해볼까?'가 아니라 잘 하고 싶어 했다. 수업 중에

는 강단의 선생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팀 프로젝트 중에는 의자

에 기대지도 않고 중앙을 향해 몸을 내밀고 있다(B교육기업 온라인

커뮤니티-Y중학교 수업후기 게시판에서 발췌, 인출일 2014. 10. 6).

6차시 수업에서는 프로젝트X의 수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점검은 다음

과 같은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다. ① 모둠에서 사업 아이템으로 해결하

고자 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②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③ 어떻게 실행

했는가 ④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⑤ 팀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⑥ 실행

과정에서 깨달은 점은 무엇인가이다. 학생들은 이 기준에 따라 도화지에

자료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모둠별로 역할 분담이 잘 되어 발표 자료

를 정리하는 팀도 있었지만, 모둠별로 한 두 사람이 전담하는 팀도 있었

다. 학생들은 발표 자료를 만든 후 교실 앞에 나와서 모둠별 발표를 시

작했다. 강사들은 학생들의 발표를 들은 후 잘한 점과 개선할 점을 조언

하였고 규칙을 잘 지켰는가도 확인하였다.

마지막 수업인 7차시 1기 수업은 제임스 쿠퍼의 도전과 모험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보여주며 1차시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

졌는지 전체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들은 학생들에게 이 수업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가를 학습지에 적도록 한 뒤 발표를 시켰

다. 학생들은 모두 발표에 참여하여 자신이 수업에서 얻은 바를 한마디

로 표현하였다. 다음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작성한 내용이다.

- 나에게 기업가정신은 보물찾기이다.

- 나에게 기업가정신은 재미있고 새로운 것을 많이 알려준 곳이

다.

- 나에게 기업가정신은 인생 길잡이이다.

- 나에게 기업가정신은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쉬운 것이다.

- 나에게 기업가정신은 열정이다.

- 나에게 기업가정신은 한 가지 희망이다.

- 나에게 기업가정신은 10년 후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

는 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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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기업가정신은 자신의 장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다.

- 나에게 기업가정신은 창조의 힘이다.

- 나에게 기업가정신은 모둠원이 왜 이렇게 좋았는지는 인생 최

대 미스터리가 될 것이다(학생 학습지에서 발췌).

7차시 마지막 활동은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적어보는 활동이었다. 미

래의 모습을 적어보고 그 모습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을 적으며 전체

수업이 마무리되었다. 강사들은 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누어 주었다. 학생

들은 간식을 먹으며 즐거워했다.

본 연구자의 관찰에 의하면 1기 수업에서 강사들은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수업 내용 자체는 B교육기업 자료의 내용을 바

탕으로 하였지만 강사들은 중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좀 더 쉽게 설명하

고자 강의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연습하거나 강의 지도안에 메모를 적어

오기도 하였다.

학부모 강사들의 노력은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부모

강사들은 개별적인 수업 연구와 스터디를 통해 수업 내용과 교수학습방

법을 발전시켰다. 1기 수업에서는 한 차시 수업을 위해 일주일에 네 번

을 만나 프로그램 수업에서 교수 학습 자료로 활용할 PPT와 학습지의

초안을 마련하고, 다듬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B교육기업의 교안

중 적절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1학기 학부모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기업탐방에서 했던 활동 중 일부를 가져와 추가시키

기도 하였다.

세상은 변하는 게 아니라 다양해지는 거다. 변하는 게 아니라 다

양해지는 거기 때문에 더 다양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지 더 세분

화하고 더 차별화하고 다른 친구랑 정말 다르게 미래를 준비하는

게 맞는다고 가르쳐야지, 기존의 것이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저는

뭐 10년 후에 없어질 직업 텔레마케터, 회계사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거든요? 하하(S강사-1차 인터뷰).

선생님이 가져오신 기업카드 그 카드를 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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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사회적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다는 거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기업카드 중에서 너네가 희망하는 스타일을 골라서 애들

끼리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 그 다음에 그 기업카드에 없지만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회적 기업을 또 골라서 토론하는 시간.

그리고 저희가 기업탐방을 갔었을 때 OO북스 라는 곳에 갔을 때

자기 자신을 브랜드 시키는 브랜딩 작업을 했었어요. 그게 되게 괜

찮은 거 같아서 그거를 넣기로 했어요. 뭐냐 하면 본인이 본인의

장점, 단점,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를 쭉

나열한 다음에 그거를 골라서 결국은 나는 뭐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다. 이거를 만들어내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E강사-1차 인터

뷰).

강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참여도는 각각 달랐다. 대부분

열심히 참여한 반면, 몇 명은 잠자고, 몇 명은 떠들기도 했다. 그러나 모

둠별 활동을 하는 시간에는 대부분 열심히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모둠별

활동에서 다른 모둠원들과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며 웃기도 했다.

강사들은 2학기 1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정신교육 프

로그램내용 요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하여 초안을 만들었다.

이 초안은 2기에 강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

을 주었다.

1기 때 만큼은 안 모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1기 때는 초안을 만

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어. 인제.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

에 하루를 만나서 초안을 짜고. 주말을 담당하시는 엄마가 그걸 가

지고 정리를 해서 이메일을 보내면 검토한 다음에 화요일날 만나서

그거를 다시 한 번 수정할 꺼 있는지 확인하고. 수요일날 수업 들

어가기 전에 만나고, 수업 끝나고 만나고 그니까 실질적으로 한 수

업을 하기 위해서 네 번 정도의 회의를 거쳤다면은 한 번은 뺐어

요. 초안이 있기 때문에. 초안을 만드는 거는 없으니까. 초안을 기

본으로 해서는. 담당자가 초안을 만들어 놓고, 화요일날 만나서 수

정하는(E강사-3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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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강사는 2학기 프로그램을 학교 여건과 학생 수준에 맞게 독자적으로

재구성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O강사는 2학기 프로그램에 B교육기업

의 프로그램과 같은 기업탐방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저희가 H대표님이 하는 기업가정신 수업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지금 기업 탐방이 빠지잖아요. 명사 추천 같은 것도 없는 거잖아요.

저희대로 알아봤는데 물론…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 문

제점이 되는 것은 우리가 단지 기업을 탐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

잖아요. 그런 것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 수업에서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것으로 알차게 채우는 것이 낫고 그렇게 뭐

지? 남들 보기 좋은 샘플을 만들려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는 아니

고 내가 뭐 거기 구애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히려 하하.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1학기 때 기업 탐방을 갔을 때

한계가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로 딱 해놓

고 저희는 워크북도 지금 채택을 안 한 거잖아요. 거기 기업 탐방

계획까지 들어가 있는 건데 학교에서는 우리끼리 해서 여기에서 그

냥 끝내기를 원하는 뉘앙스를 많이 받았어요. 교감선생님한테. 교감

선생님한테 문제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워크북이 들어가고

개인 워크북이 들어가면 비용이 팀당 한 7, 80이 들어가야 되는 거

예요. 그리고 사실 기업 탐방 애들이 다 가는 것도 아니고(O강사-1

차 인터뷰).

강사들은 1기 수업 후 2기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뉴

스를 찾아 적용하거나 기업가정신교육과 관련하여 1학기에 미처 포함하

지 못했던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게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는 게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8월

달 하고도 지금하고도 우리도 바뀌었지만 사실은 뉴스에 나오는 관

심사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내용도 바뀌어야 될 거 같

아서 계속 바꾸게 되는 것 같고(E강사-2차 인터뷰).

이 수업이 또 장점이자 또 재미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어려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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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중의 하나가 물론 기본적인 기업가정신이라는 게 변하지는 않지

만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알려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수업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요(O강사-2차 인터뷰).

강사들은 시청각적인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기업가정신교육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슘페터와 관련한 EBS 지식채널 동영상

자료는 책이나 강의보다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수업자료였다.

슘패터 그거는 그냥 제가 그 동영상이 좋아서 그러니까 지식채

널 그게 5분 정도? 4분에서 5분, 6분, 7분 정도인데 항상 볼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트렌디 하면서도 가볍지 않고 하지만 영상은 되

게 감각적이고. 그런데 저는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체도 시각

적인 데 약한 사람이지만 이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가기 전까지

는 시각적인 자극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경험한 것들은

뇌 속에 사진첩처럼 박혀있더라고요. 그 이후 것들은 지나가더라고

요. 그래서 애들한테 뭔가를 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기업가정신

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시리즈가 쭉 몇 가지가 더 있어요(O강사-2차 인터뷰).

2기 수업은 1기에서 활용한 자료를 토대로 진행 되었다. 2기의 1차시

는 파스타면 쌓기 활동으로 시작했다. 학생들은 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 다만, 파스타면 쌓기 활동에서 규칙을 정확히 지

키도록 하였다는 점이 1기의 수업과 달랐다. 강사들은 1기에는 학생들이

파스타면을 쌓는 성취감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 활동 시간을 더 주었다.

그러나 2기에는 도전 그 자체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정확히 18분의 시간만을 주었다. 학생들 중 성공한 팀은 1팀뿐이었지만

학생들은 활동 자체를 무척이나 즐거워하였다. 파스타면 쌓기 활동이 끝

난 뒤 강사는 ‘창업가의 시대가 왔다’라는 주제로 직업 세계의 변화에 대

해 설명하였다. 학생들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달라진 점에 대해 학

습지에 적고 발표하는 활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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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에는 모둠별로 선호하는 하나의 기업을 정하여 발표했다. 학생들

은 도화지에 기업에 대한 내용을 적고 의견을 발표했다. 2차시에 강사들

은 B교육기업에서 제작한 기업카드를 수업에 활용하였다. 1기에는 B교

육기업의 카드를 구매하지 않았으나 H대표가 1기 수업에서 기업 카드를

소개한 후 강사들은 이것을 학생들에게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모둠별

로 기업카드를 한 세트씩 나누어 준 후, 학생들이 소개하고 싶은 기업카

드를 골라서 학습지에 5개씩 정리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정리한 내용

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였다. 2기 학생들은 1기 학생들에 비해 수업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많았다. 30분가량의 PPT 설명에도 잠자

는 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강사들은 모범생만 따로 모아놓은 것 같

다고 평했다. 모둠별 활동으로 하나의 기업을 정해 도화지에 기업에 대

한 선호이유, 자신의 의견 등을 적어 발표하였다. 발표가 끝난 뒤 기업

카드로 빙고 게임을 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3차시 수업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

다. 이 수업은 1기에서도 진행했던 수업이었다. 강사들은 스티브 잡스가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을 사업에 잘 적용하여 사람들과의 소통할 수 있었

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

었다. 강사들은 3차시 수업에 학부모 진로지도단에서 기업탐방 시 교육

받았던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3차시에는 기업탐방에서 만났던) OO기업 OOO대표님 강의를

참고로 10분 안에 끝나는 강의자료 만들고 아이들이 생각하고 적고

발표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둔 수업을 진행했다(B교육기업 온라인 커

뮤니티-Y중학교 수업후기 게시판에서 발췌, 인출일 2014. 11. 26).

이 차시에서는 프로젝트X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졌다. 강사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X를 실행한 타 학교의 사례를 보여주고, 유의할 점

과 규칙 등을 안내하였다. 학생들은 1기에 참여한 학생들로부터 프로젝

트X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터였다. 학생들은 프로젝트X에 대한 소개가

시작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즐거워했다. 2기에서 달라진 점은 모



- 97 -

둠별활동 구성에 앞서 학생들이 사업 아이디어를 내는 시간을 좀 더 길

게 갖도록 하였다. 4차시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모둠 편성이 이루어

졌다. 학생들은 영상 자료를 통해 리더의 역할, 팀원의 역할에 대해 생각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시간은 프로젝트X를 실행하기 위해 준비

하는 시간이었다. 강사들은 1기에 비해 프로젝트X의 사례를 더 구체적으

로 설명하였다. 1기에 학생들이 사업 아이디어를 내거나 실행하는 것을

어려워했던 점을 감안하였다. 강사들은 수업에서도 1기 학생들이 프로젝

트X 실행을 왜 어려워했고, 어떤 변수들이 있어서 실패를 했는가를 설명

하였다. 강사들은 2기 수업에서 학생들이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프로젝트X 실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 시간에는 수요

와 공급의 원리, 원가 계산 방법 그리고 마케팅과 홍보 방법까지 상세하

게 소개했다. 학생들은 도화지에 자기 모둠의 사업 아이템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그리는 활동을 하였다. 강사들은 한 주간 프로젝트X를 실행하

도록 과제를 부여했다.

5차시 수업은 적정 기술을 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차시의 수업은 1기

수업에서는 없던 활동이었다. 이 날 수업에서 강사들은 모저 램프를 만

들어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으며 라이프스트로

우를 준비하여 학생들이 직접 스트로우를 빨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

다. 학생들은 오염된 물이 정화되는 것을 확인하며 신기해했다. 이어진

활동으로는 프로젝트X를 1차적으로 실행한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6차시 활동에서 학생들은 기업들이 어떻게 문제를 찾고, 이러한 문제

점을 기회로 삼아 사업을 했는가를 살펴보고 사업 의견을 내는 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발표하는 것을 즐거

워하였다. 강사들은 학생들의 발표를 유도하기 초콜릿과 같은 상품을 주

기도 하였다. 다음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발표한 내용이다.

- 자기의 글씨체가 휴대폰 메시지에 그대로 입력되는 자유폰트

가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 개인이 원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짜주는 서비스와 그 여행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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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 맞는 자동차 렌트 서비스를 결합한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

다.

- 자기가 가진 지식을 메모하면, 이러한 메모를 공유하는 서비스

를 통해 지식이 모아지고, 이러한 지식이 슬라이드 쉐어처럼

정리되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이어진 활동으로 학생들은 프로젝트X 실행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들은 학생들의 발표를 듣고 개선할 점을 조언해 주

었다.

7차시 마지막 시간에는 주변에서 불편한 점을 해결한 사례들을 소개하

였다. 활동은 우리학교에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를 주제로 학습지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 불편한 점: 책상, 사물함에 낙서가 되어 있다.

해결방법: 책상, 사물함에 이쁜 그림을 그려 넣는다.

효과: 낙서가 줄어든다.

- 불편한 점: 여름치마가 너무 비쳐서.

해결방법: 속바지를 단다.

효과: 안 비친다.

- 불편한 점: 학교 오는 데 멀리서 횡단보도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없어서 지각했다.

해결방법: 멀리서 언제 횡단보도 신호등이 켜지는 것인지 알

수 있게 한다.

효과:…

- 불편한 점: 교복 마이가 불편하다.

해결방법: 교복 대신 후트티를 만든다.

효과: 학생들이 좋아한다(학생 수업 활동 참여 관찰 자료에서

발췌).

연구자의 관찰에 의하면 학생들은 수업의 마지막 시간이어서 신이 난

반면, 마지막 시간에 강사들은 아쉬움을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강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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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오늘이 마지막 날인 만큼 다 발표 시킬 거예요’ 라고 말하

며 마지막 수업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어지는 수업으로 슘페터의 기업

가정신 영상을 보여주며 전 차시를 정리하였다. 마지막 활동으로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기업가정신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기 학생들의 경우 프로그램 소감문을 작성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A4지

에 자유롭게 프로그램 참여 소감을 적어 제출하였다. 다음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적은 기업가정신의 의미이다.

- 나에게 기업가정신은 맛있는 활동이다.

- 나에게 기업가정신은 해결이다.

- 나에게 기업가정신은 어렵고, 복잡하고, 알고 배우면 좋은 것

이다.

- 나에게 기업가정신은 혁신이다.

- 나에게 기업가정신은 재미와 관심이다.

- 나에게 기업가정신은 평소 내 주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이다.

- 나에게 기업가정신은 또 다른 도전이다.

- 나에게 기업가정신은 새로움이다.

- 나에게 기업가정신은 경험이다.

- 나에게 기업가정신은 열정이다

- 나에게 기업가정신은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다(학생

학습지에서 발췌).

본 연구자의 관찰에 의하면 2기 수업에서 학부모 강사 4명은 훨씬 편

안해 보이고 여유 있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점은 학

부모 강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업 후기에 대한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수업하는 나의 상태가 조금 여유로워졌다. 아이들에게 많이

묻고 질문하고 반응을 살필 수 있었다(B교육기업 온라인 커뮤니티

-Y중학교 수업후기 게시판에서 발췌, 인출일 201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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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K교감과 J교사는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프로

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였다.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사, 학교 관리자의 협조, 학부모의 협조, 행

정 처리, 예산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와 관련해서는 K교감의 리더십, 새

로 부임한 교장의 지지,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참여, 실무 담당 교사의

적극적 참여, 행정 처리의 단순화가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이 되

었다.

가. K교감의 프로그램과 학교 조직 운영의 전문성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학교 관리자인 K교감의 기업가정신교육에 대

한 전문성은 프로그램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 K교감은 기업가정신교

육 프로그램을 들여오는 것을 가능하게 할 만큼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개인적 네트워크도 갖고 있었다. K교감

은 스스로 기업가정신교육을 실천해 온 만큼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해 깊

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다. K교감은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교육 효과에 대한 자신감으로 학교 구성원이 협업할 수 있는 분

위기를 만들었다.

저희 학교가 부모 학생 교사는 연수받은 거. 사실 이렇게 다 공

동체가 참여해서 하다보니까 다른 데 보다는 협업처럼 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중략)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이게 관

리자 마인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학교현장에서. 그거를 학

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이 더군다나 학교장이. 그거를 기업가정신 프

로그램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자기가 수용하고 있고 이거는 정말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거고 긍정적인 열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교장, 교감 안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에 교감선생님이 그쪽에서 워낙에 잘 알고 계시고

인력풀도 그쪽에 많이 알려져 있고 하니까 우리 학교현장에 잘 맞

아떨어진 거지, 교장 교감이 모르는 학교는 그게 힘들어요. 되게 힘

들고 그게 선생들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J교사-2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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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K교감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준비

해야 할지에 대해 노하우를 갖고 있었다.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K교감은 교사와

학부모를 학교 교육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교사 의지가 제일 중요해. 교사 마인드가 제일 중요해. 인프라야

모… 강사풀 지원, 교육청에서도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 학교

에서는 학부모 구성, 우리학교 마냥. 도움, 협조. 이런 게 절대적으

로 중요하죠. 학부모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도 교사 마인드가 있

어야 학부모도 끌어들일 수 있는거 거등. 우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 교감 선생님이 워낙 기업가정신 전적으로 교감 선생님의 그런

노하우에서 나온 거지(J교사-3차 인터뷰).

J교사는 학교에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려면 학교관리자 마인드가 중

요하다고 언급하였다. J교사는 K교감이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해 깊이 이

해하고 있고, 학교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

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경영에 있어서도 구성원과 공감대를 형성

하고자 노력한 점이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잘 운영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여겼다. 다시 말해, 학교관리자는 학교 구성원이 협력적으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리더십을 갖춘 셈이었다.

나. 새로 부임한 교장의 지지

3월에 새로 부임한 교장은 K교감이 세운 교육계획을 지지하였다. 첫

교장 발령인 만큼 학교의 문화와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했

고 K교감의 준비 하에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에 대해 반대할 이유도 없었다.

학교장은 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K교감의 보고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진행사항을 이해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점

은 K교감이 권한을 갖고 기업가정신교육을 중학교에서 운영하는 데 도

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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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선생님은 일단 저랑 연구부장님이 이거 자유학기제를 끌고

가니까 지금까지는 전적인 신뢰를 갖고서 그냥 보고만 드리고 그

래, 해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

으니까 하지, 만약에 교장선생님이 그건… 이러면 못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일단 새롭고 이런 거를 좋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해보

자 이렇게 됐어요(K교감-2차 인터뷰).

다.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의 참여는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 K교

감은 자유학기제에 학부모 인력을 학교의 진로코치로 활용하고자 1학기

동안 기업가정신교육과 접목시킨 학부모 진로지도단 교육을 진행하였다.

진로 도움 인력 양성은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2

학기 프로그램 운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외부

인적 자원이 들어오면 좋은데 다행히 자유학기제에서 많지는 않지

만 2950만원이 우리가 지원이 되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프로그램

플러스로 외부에서 오면 좋은데 외부 모시는 강사는 비싸요. 그리

고 가까이에 있는 학부모님들, 놀고 있잖아. 자아실현이 필요한. 그

어머니들이 와서 건강하게만 접목이 되면 학부모와 학교가 반목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화합을 하면 되지.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들 보

니까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래서 걱정은 안 해요. 그래서 잘

하시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처음이니까 저도 계속 관찰하고 하

실 때 계속 돌아서 찾아가봐야 되고 그냥 외부강사해서 맡기고 안

쳐다보면 안 되지 이거는(K교감-2차 인터뷰).

K교감은 자유학기제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하기 위한 예산이 제한적이

라고 밝혔다. 학부모 진로지도단의 운영은 학부모자원의 활용과 학교와

의 화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저도 2학기 때 계속 그 반이 잘되고 있나 또 하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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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셨나. 이런 피드백 관리를 계속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실험적인

데 올해 잘 정착이 되면 내년, 후년에도 지속적으로 학부모가 학교

를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학교도 좀 덜 힘들고 또 이렇게

되면 학부모와 학교 사이도 좋아지잖아요. 이해가 되면 소통이 되

면 태클도 안 걸고 네. 지금 학부모하고 학교가 안 좋은 학교들도

많아요. 그게 소통의 문제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부모님들도 학교

가 얼마나 애쓰는지 또 애들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학

교에 호의적이 되면 전체 다른 참여 안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좋아

지실 수 있잖아요(K교감-2차 인터뷰).

K교감은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지속하기 위해 학부모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K교감은 학부모 자원의 활용이 학교에 필요

한 교육 인력을 보충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부

모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학부모가 학교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

이 된다고 밝혔다.

라. 실무 담당 J교사의 적극적 참여

J교사의 적극적인 참여는 프로그램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 J교사는

Y중학교의 자유학기제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으며, K교감이 결정

한 정책의 방향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였다.

학교관리자의 마인드가 일번, 그담에 일반 평교사의 마인드죠. 이

런 연구학교를 학교에서 하려고 하잖아요. 평교사의 반대가 있으면

못해요. 교장선생님이 하자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선생

님들에게 투표를 붙여야 해. 우리학교 자유학기제 할꺼냐 말꺼냐.

투표를 붙여가지고 반 이상이 나와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교가 많거든요(J교사-3차 인터뷰).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J교사는 주

무 담당 교사로서 학교관리자의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한 가치에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J교사는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 교사의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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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 냈고, 수업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생기

지 않도록 대비하였다.

여기는 선생님들께서 다 동의해주셔서?

다는 아니고 우리도 약간 그 정도. 그리고 전적으로 주무담당 선

생의 역량이 전적으로 중요하고 그 사람이 그 가치에 동의하느냐가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고, 역량이 뛰

어난 것도 아니지만. 책임감으로 하긴 하죠(J교사-3차 인터뷰).

처음에 학교의 방침으로 보면 코티칭처럼 들어가는 게 원칙 이예

요. 처음에 들어가서 진행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나 조직되어서 훈

련되어서 그런지 1학기 때 훈련을 받으신 거잖아요. 너무나 조직적

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책임과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어머니

들에게 더 자율권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교

사가 들어가 있으면 어머님들께서 의식이 되실꺼고. 제가. 그럼 나

름대로 제가 자율성 같은 게 침해되지 않을까 해서요. 다음부터는

두 번정도 보고 안 들어 간 거죠. 안 들어가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

는가는 저희도 간파하고 있는 거죠(J교사-3차 인터뷰).

마. 행정 처리의 단순화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에 대한 행정 처리의 단순화는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 우선, K교감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선택에 있어서 행정

처리를 단순화 하였다. 반별로 수강 인원을 할당하여 수강인원이 초과되

거나 미달되는 경우를 방지하였다. 운영상 만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을 1기와 2기로 나누어 구성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기에 수강하지 못한 학생을 2기에 수강할 수 있도록 배

치하여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애들 1, 2, 3, 4 지망까지 해서 저희가 소트하고 하면 저희가 얼

마나 일이 많겠어. 그래서 반별로 할당을 줬지. 옛날에 동아리 알잖

아요. A동아리에 반별로 두 명. B동아리에 한 명 자, 이렇게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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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잖아요. 반별 할당. 1-2명 해라, 2-3명 해라. 이렇게 해서 할당을

기본적으로 했고. 그래도 꼭 듣고 싶어요. 하면 조금 융통성 있게

했고. 그리고 설득할 수 있었던 게. 네 가지 하니까 이번에 안했던

거 다음에 해. 그니까 아이들도 쉽게 받아 들였어요(K교감-3차 인

터뷰).

그래서 아이들한테 4강좌만 선택을 하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

래서 6개, 7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유두리 있게 편성을 해야죠(J교

사-2차 인터뷰).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역시 각 학급 담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J교

사는 담임 회의를 통해 각 학급 담임에게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프로그램

을 안내하였다. 각 학급 담임은 회의의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안내

하고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일 1학년 담임회의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먼저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담임선생님이 교실에 가서 홍보를 해서 그 다음 주에(J교사-2

차 인터뷰).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비용지출 등에 관련된 행정 처리과정을 단순화하

였다. Y중학교의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에서 비용지출과 관련한 행정

처리가 필요한 부분은 크게 3가지였다. 첫째는 1학기 방과 후 교육 프로

그램에 대한 공문처리이고, 둘째는 1학기 학부모 교육 강사비 처리였다.

셋째는 2학기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교육 강사비 처리였다.

예산이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거는 영등포 구청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는 우리가 아무나 채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대표님은 강사로 채용이야. 그리고 학생 프로그램은 외부 지원금

해서 내부결제 하나만 해서 학교가 뭐 돈 들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

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부기안은 해야 애들 교육을 시키는 거니까

내부 기안 하나하고 동아리, 외부 동아리로 하나 해가지고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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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후원해가지고 결재 하나 하는 것밖에 없어(K교감-1차 인터

뷰).

1학기 학부모 교육 강사비 처리는 Y중학교가 속한 지역구청에서 지원

금을 받아 학교 회계 처리시스템을 통해 강사비를 지출하였다. 2학기 강

사비 처리는 지역 교육청에서 자유학기제 지원금을 받아 학교에서 지출

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임금 지급은 회계. 에듀 파인 담당 선생님이 따로 있어가지고. 사

전에 서류를 다 받지. 선생님들에게. 이력서도 받고, 신분증, 통장

사본. 입금해 드리는 거지. 한 시간에 삼만 원씩(J교사-3차 인터

뷰).

1학기의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재원은 기업의 펀딩으로 이루어졌

다. 기업은 학교로부터 기업 후원 요청서를 공문으로 전달받아 처리하였

다. B교육기업 대표는 학교에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예산 처리

절차가 간단하다고 밝혔다. 돈 거래에 대한 영수증이나 학교 예산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원 요청서를 공문으로 발송하는 것 하

나로 행정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었다. 간단한 행정 처리 절차는 교

육 기업 입장에서도 학교에 쉽게 프로그램을 도입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지금 저희가 학교에 들어와서 하는 게 심플한 이유는 뭐냐

면 그나마 심플한 구조로 가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할 뿐이지, 학교

안의 돈거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나마 다만 기업들이 펀딩을

하고 후원에 대한 요청서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요청서만 펀딩을 해준 기업들한테 보내는 구조여서 이게 행정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중략) 다만 제가 엄마들 수업을 하

는 거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비용이에요. 그거는 구청에서 받고 있

는 거고 그거는 뭐 행정절차가 복잡한 거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신

청하고 저는 와서 강의만 하면 되는 거니(H대표-1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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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가정신교육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기업가정신교육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

해 교실 밖 세상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주변의 기회를 포착하고, 주

도적으로 참여하여 열정을 쏟았다. 또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고, 협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도전에 있어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다.

가. 교실 밖 세상알기

학생들은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실 밖 세상을 알게 되었

다. 기업가정신교육 수업에서는 기술 개발에 힘쓰거나, 새로운 아이디어

를 사업화 한 이야기 등을 소재로 다루었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다양

한 기술 개발과 새로운 형태의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

다.

배우는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런 거를 배운다는 자체가 컬쳐 쇼

크. 예를 들어서 갑자기 계속 국어만 배우던 애가 예를 들어서 물

건을 판매하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해결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 게 신선했어요(S학생-2기 자 모둠

인터뷰).

기업카드인가? 거기 나오는 기업 그런 것도 있고 선생님도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잘 몰랐던 기업도 알게 되고 되게 재미있었

어요(T학생-2기 자 모둠 인터뷰).

재미있는 거는 모르는 거를 알아가는 거. 예를 들어서 몰랐던 기

업도 알아가고 이런 회사도 있나 이런 거를 좀 알았어요(S학생-2

기 자 모둠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알던 경제는 그냥 돈 벌어먹고 사는 거로 알고 있

었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제 여러 사람한테 뭐 상호

적이거나 그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경제에 대해서 다시 알았고 또

기업이 뭐하는지 이런 것도 다시 알아서 되게 좋았어요(M학생-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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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모둠 인터뷰).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을 안 거 같아요. 세상이 지금 뭐를 원하는

지. 아니 뭐랄까? 자신의 실력을 숫자로 표현하는 거보다는 그 사

람이 이때까지 뭘 했는지 하고 그 사람의 머리 안에든 거는 뭔지

(G학생-1기 개별 인터뷰).

학생들은 세상의 일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은

프로젝트 활동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판매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정답

을 찾으려 했지만, 정답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것이 어려웠다고 밝혔

다. 학생들은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했다

고 밝혔다. 이러한 어려움은 학생들이 학교 교과 수업에서 정답을 찾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그거(교과 문제)는 교과서 막 찾아보고 그러면 책 찾아보고 인터

넷 찾아보면 다 되는데, 얘(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의 수행 과제)

는 아니잖아요(H학생-2기 마 모둠 인터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국, 영, 수 같은 거는 이제 단원이

있잖아요. 그 단원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거를 해라. 하고 딱

해줘가지고 그거에 관해서 여러 개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퍼져 가면

되는 거거든요? 모둠끼리 하는 거면 애들끼리 의견모아서 또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모둠끼리 모이든지 개인이 하든지 간에

경제라는 관념이 저희는 사회를 안 배우니까 생소하잖아요. 잘 모

르기도 하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모둠을 만들어서 막 이렇

게 하는 것도 이제 되게 다른 것 같고 그리고 국, 영, 수 같은 과목

은 잘만 하면 풀려요. 그런데 여기 같은 거는 잘 하다가 갑자기 분

위기에 따라서 다운될 수도 있고 못하다가 갑자기 업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막 왔다갔다 주식그래프처럼 되니까 이것도 막 분위기에 따

라서 달라질 수 있는 수업이구나. 그리고 애들이랑 많이 얘기도 나

눌 수 있는 그런 수업인 것 같아요. 국, 영, 수에 비해서는(K학생-2

기 마 모둠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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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에서 활동은) 그냥 아는 애랑 같이 협동해서 하면 되잖아

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

한테 막 파는 거고 이러니까(J학생-2기 마 모둠 인터뷰).

나. 나 알기와 내 주변의 기회 포착하기

학생들은 기업가정신교육을 통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은 수업활동을 통해 자신의 장점 혹은 단점과 관련된 키워드를 나

열하면서 키워드에 선호를 매기고 가장 선호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자신

의 장점과 단점으로 정의하는 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적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쓰는 일을 주저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학생들

중에는 학습지를 백지로 낸 학생들도 있었고, 학습지에 자기 이름과 연

예인 이름으로 채워 낸 학생들도 있었다. 학생들은 학습지에 장점과 단

점을 나열해 가며 자신을 표현했다.

- 키워드 : 이쁘다, 귀엽다, 노래, 연기, 춤, 뮤지컬, 할 일없이 뒹

굴기, 음악듣기

선호: 노래, 뮤지컬

장점 정의 : 나는 노래를 잘함

- 키워드: 긍정적, 암기, 글씨쓰기, 성실, 끈기, 그림, 운동, 청소

선호: 성실, 운동

장점 정의 :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 키워드: 게으름, 까다롭다, 심심함, 친해지기 어렵다, 감정 기복

이 심하다, 짜증을 잘 낸다, 조심성이 없다, 산만하다

선호: 까다롭다, 조심성이 없다

단점 정의: 나는 까다로운 사람

- 키워드: 계획적이지 못함. 시간분배 못함. 자신감 없음, 목소리

작음, 손 뜯기 버릇, 집중 못함, 키, 벌레잡기

선호: 계획적이지 못함, 집중 못함

단점 정의: 나는 어느 한 곳에 집중 못하고 산만하다(학생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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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에서 발췌).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내 주변의 불편함이 곧 기회가 된다는 사실

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은 사람들이 불편한 점을 해결하려는 것이 곧 사

업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웠다. 기업가들은 주변에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얻는다. 학생들은 수업활동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불편한 점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였다.

Y중학교 학생들에게 불편한 점 중 하나는 매점 이용을 못하게 된 것

이었다. 학생들은 학교에 매점이 없어져서 간식을 사먹을 수 없다고 밝

혔다. 학생들은 따로 간식을 싸서 다니기도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학

생들은 간식을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면 학생들의 불편한 점이 해소될 것

이고 예상하였다.

- 주변의 문제: 매점이 사라져 과자를 살수 없다.

해결방법: 외부에서 과자를 사와서 판다(학생 학습지에서 발

췌).

학생들은 스스로의 불편함을 먼저 떠올렸다. 학생들은 자신이 불편하

다고 느낀 점을 다른 사람들도 불편해 할 것이라고 여겼다. 학생들이 생

각해 낸 것은 알람시계, 수정 테이프, 휴대폰 등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과 관련된 것이었다.

- 주변의 문제: 알람시계는 아침에 일어나도 버튼만 누르면 바로

꺼져서 잠을 잘 못 깨운다.

해결 방법: 알람시계를 끄려고 하면 알람시계가 막 돌아다녀서

잡으려고 뛰어다녀서 꺼야 된다.

- 주변의 문제: 부피가 큰 수정테이프를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

다.

해결 방법: 볼펜 뒤에 수정 테이프를 단다.

- 주변의 문제: 휴대폰을 쓰다가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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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법 : 휴대폰 뒷면에 손에 잘 붙고 해롭지 않은 필름 같

은 것을 붙인다(학생 학습지에서 발췌).

다.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열정 쏟기

학생들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열정을 쏟았

다. 학생들은 일반 교과 수업에 비해 이 수업에서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비중이 높다고 하였다. 특히 전체 수업의 절반 가까이 시간을

할애하여 수행하는 프로젝트 활동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단계에서부터 판매 계획과 홍보 전략의 전 과정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주도적

으로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활동을 계획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

꼈다.

참여도가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것들은 대

충 참여만 하면 된다 식이지만 기업가정신 같은 경우에는 조별로

한 사람 한 사람 참여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 45분 종치면 딱 끝나지만 기업가정신 수업은 그렇지 않잖아

요. 그러다보니까 참여도가 눈에 띄게 높죠(D학생-1기 나 모둠 인

터뷰).

저희가 직접 움직여가지고 활동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수업시

간에 선생님이 중심적으로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업가정신

은 학부모님들이 수업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그 외의 나머지 시간

들은 저희들이 직접 움직이면서 채우는 거 같아가지고(N학생-2기

바 모둠 인터뷰).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몇 개는 그냥 묻어갈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각자 역할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앉아서 가만히 누워만 있는 애는 없

는 거 같아요(S학생-2기 자 모둠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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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업할 때는 약간 묻어가는 애들이 많았어요(T학생-2기 자

모둠 인터뷰).

보면 이렇게 말씀만 어떻게, 어떻게 해라. 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이런 거, 이런 거를 할 건데, 라고만 얘기를 하시고 우리끼리 다 알

아서 하게 해주시는 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O학생-2기 바 모둠

인터뷰).

그러니까 자율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줘요(M학생-2기 바 모둠 인

터뷰).

다른 수업에서는 그냥 정해진 방식대로 하죠. 자유롭지가 않아요.

뭐를 만드는 게 있으면 그거를 꼭 한 가지 방식으로만 계속 하라고

하니까(Q학생-2기 사 모둠 인터뷰).

한편, 학생들은 모둠별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열정적으로 참여하려고 해도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로

인해 사기가 꺾였다. 학생들은 어떤 수업에서든지 구성원 중에 협력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둠원이 있는 경우 사기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제 돈에서 그냥 사려고 했는데 살 필요가 없어 보이

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시간이 없었는데 그때 학원 가느냐, 왜 이

런 것을 해야 되지? 애들이 아무런 협조도 안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왜 이 시간에 애들은 그냥 자기 다 할 일하고 있는데 이 프로

젝트 하나 때문에 왜 내 시간을 소비하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걍…

때려치웠어요(C학생-1기 가 모둠 인터뷰).

네. 막 딴 짓하고 막 심심해 계속 한 100개씩 적는 애들 있잖아

요. 그런 애들. 그렇기도 하고 또 OO는 약간 그림 잘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살리려고 했는데, 그림 그린 다음에 캐릭터를 자꾸

그 친구가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것 같

고 또 다른 친구들도 잘 협조를 안 해주니까 프로젝트가 조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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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기도 했고 잘 안 되기도 했어요. 처음부터 삐거덕 거렸거든요

(G학생-1기 개별 인터뷰).

라. 성공과 실패 경험하기

학생들은 모둠별로 가상 매매활동을 해 보는 과제인 프로젝트X를 수

행하며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였다. 프로젝트X는 자본금 만 원으로 1주일

에 2시간을 할애하여 최대의 수익을 내는 활동으로 설계되었다. 강사들

은 이 활동에 전체 7차시 중 4차시를 할애했다.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통

해 사업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에서부터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활동을 수

행하며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였다.

학생들은 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학생들은 강사의 안내에 따라 자기 주변의 불편한 점, 필요로 하는 것을

토대로 사업 아이템을 생각해보고, 이 아이템을 판매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를 맛보았다.

그냥 되게 재밌어요. 돈이 제 손에 들어오니(Q학생-2기 사 모둠

인터뷰).

직접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번거는 이번이 처음이니까. 아니면 뭐

길가다가 돈 주워가지고 그런 거 빼고는 하하. 뭐. 일해서 번거는

처음인 거 같아요(E학생-1기 다 모둠 인터뷰).

돈 벌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끌려와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1학년이라도 깨우친 거죠(D학생-1기 나 모둠 인터

뷰).

이게 다른 기업 소개하는 것보다는 이걸 제가 실천하니까 되게

재미있었고 계속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뭔가 파는 것도 재미있었고 네(P학생-2

기 사 모둠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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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돈을 버는 것 자체를 성공으로 여겼다. 학생들에게 돈을 벌

었다는 것은 스스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윤 달성이라는 창업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학생들은 기회를 포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게임을 잘하는 남학생들 모둠에서는 게임을 대신해주고 돈을 버

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으나 학교 규정상 현실화되기는 어려웠다. 결국

이 모둠은 더 이상 다른 아이디어를 내지 못한 채 프로젝트를 마무리하

였다.

그게 큰 아이디어였어요. 조원들이 매진했으나 그게 안 된다는

통보를 받으면 상당히 맥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이디

어를 못내는 거죠. 큰 아이디어 하나를 냈는데 그게 안된다하면 딱

끊기는 거죠. 저희 프로젝트의 제일 실패 원인은 현실의 벽인 거죠

(D학생-1기 나 모둠 인터뷰).

학생들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였다. 폴라로이드 사

진을 찍어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둠에서는 학

교 행사가 열리는 곳으로 직접 갔지만, 막상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했다.

학생들은 쑥스러움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노력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차례 판매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쪽팔려요. 그냥 사진 찍는 거(I학생-2기 마 모둠 인터뷰).

어정쩡하고 홍보를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폴라로이

드를 딱 찍으러갔어요. 그런데 막상 뭐 그렇게 사람이 바글바글한

데 가서 폴라로이드 사진 찍어드립니다! 하고 막 외칠 수는 없잖아

요. 선생님 눈치도 보이고요. 그래가지고 홍보는 잘 하지는 못했는

데 사람, 홍보를 못하니까 사람도 없잖아요(J학생-2기 마 모둠 인

터뷰).

저는 그때는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어른들이 다 도와주시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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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각자 어디에서 위치해라. 이렇게 다 지시를 해주시니까 그

거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저희 넷이서 혼자 홍보하고 마케팅

하고 하는 거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때문에 이제

좀 뭐랄까? 상품을 파는 거에 좀 문제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해보

니까 막 그때 바자회하는 것처럼 즐겁게 하지는 못하고 약간 좀 뭐

지? 문제가 많아 가지고 만질게 많아서 너무 정신도 없고 그랬어

요(K학생-2기 마 모둠 인터뷰).

마. 협동의 중요성 깨닫기

학생들은 협동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

업가정신교육에서 협동심을 배웠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파스타면 쌓기

활동과 기업 카드 빙고 게임에서 모둠별 협동 능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

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비슷한 점이 있는가 하면 다른 점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파스

타면 쌓기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협동

심이라는 것도 기업가정신에 포함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처음 알았

어요. 기업가정신에서 협동심이 뒷받침 되어야 완벽하다는 점을 그

때 알았어요. 또 저희가 기업 카드로 맞추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무슨 기업은 어떤 문제점을 더 해결하기 위해서 태

어난 거다라는 전체적인 개념은 흔들리지 않아요(D학생-1기 나 모

둠 인터뷰).

바. 도전을 통해 준비의 중요성 깨닫기

학생들은 준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학생들은 프로젝트 X를 실행한

후 미비한 점들을 발견하고, 후회했다. 학생들은 프로젝트 실패의 이유를

준비 미흡에서 찾았다. 학생들은 준비 과정의 반성을 통해 다음번 유사

한 상황에서는 더 나은 실행을 하리라고 마음먹었다. 학생들은 기업가정

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준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는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하고 싶어요. 현실의 벽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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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매점 같은 거. 판매업 같은 경

우는 이제 별로 생각하지 않고 팔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러다보니 적지 않게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이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되게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 자체가 현실화 될 수 없는 건

데(D학생-1기 나 모둠 인터뷰).

과자를 팔아야 되겠어요. 일단 매점에 없다보니까 애들이 식욕이

항상 왕성할 나이이고, 그래서 많이 먹고(O학생-2기 바 모둠 인터

뷰).

지금 겨울이라서 저희가 핫팩을 판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한

다면 또 계절을 이용해서 판다거나 뭐, 뭐지? 늦가을쯤부터는 뭐

담요나 핫팩 팔아도 되고 여름에는 얼음 같은 거(M학생-2기 바 모

둠 인터뷰).

(5) 강사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강사는 스스로 학생들을 가르칠만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강사들은 학부모라는 점으로 인해 엄마 마음으로 열심히 수

업을 한다고 다짐했었으나 학생을 수업에 참여시키는 데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애들을 좀 더 유연하게 잘 독려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런데 그거는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

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나는 직업인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수

업을 위한. 그냥 엄마 마음으로 열심히 수업하는 그냥 엄마 선생님

인거예요. 정말. 그래서 저는 프로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그런 마음이

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제가 충분히 주려고 노력을 해서 애들이 다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O강사-1차 인터뷰).

강사는 기업가정신을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의 삶에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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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열정으로 변화를 주도한 경험이 없었다. 강사는 기업가정신을 가르

치면서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이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지 못한다는 이

유로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고민하게 되었다.

저는 그냥 마음 맞는 엄마들하고 기업가정신교육이라는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에 마침 학부모 진로지도단 조별 프로젝트의 연장선

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되게 쉽게 봤어요. 그래서 책임감이라든

가 뭐 소명의식 같은 것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끝

내버리면 이 엄마들하고의 관계가 끝나버리니까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재미있겠다는 생각으로 처음에 우리가 하려던 프로젝트니까

이거를 마무리하면 참 재미있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저는 되게 가볍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볍게 시작

을 했는데 다른 어머님들의 마음가짐은 그렇지 않았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쉽게 생각을 했다가 이 횟수가 가면 갈수록 아,

이게 내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좀 느끼게

됐고 어렵구나. 과연 나는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뭐

아직까지도 나는 잘 모르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애들한테 섣

불리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후반부에 와서 하게 됐어

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겠다. 더. 정말 애들한테 얘기를 해 주려면

내가 지식뿐만 아니라 뭔가 실험에 옮길 수 있는 것도 뭔가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도 이거를 해봤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

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조금 점점 더 이렇게 어깨가 무거워

지니까(E강사-2차 인터뷰).

강사들은 스스로의 삶에서 도전의 경험이 없다고 밝혔다. 강사들은 기

업가정신교육에서 강조하는 도전 정신, 혁신을 가르칠 자격이 있나에 대

해 회의하기도 하였다.

대단하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계속 시도를 해 본 사람.

그러니까 진짜 제가 하물며 커피숍이라도 몇 개 열어보고 망했다든

가. 뭐 그런 거를 해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고 도전이

라는 것을 사실은 도전다운 도전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애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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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놓고 과연 나는 항상 안전한 길만 선

택해서 갔는데 대학도 점수에 맞춰서 가고 회사도 딱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얘네들한테 과연 내가 과연 실행이나 도전의 중요

성을 얘기할 만한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

렇더라고요(E강사-2차 인터뷰).

(6) 프로그램 운영 과정 상 문제점은 무엇인가

가. 프로그램 모니터링에 관한 갈등

J교사는 강사, 학생들의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담당자로서 수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만일 학생이 수업에 결석을 하거

나 참여하지 않고 떠들기만 한다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전체를 운영하

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K교감과 J교사는 모니터링을 필요로 했고,

이를 위해 프로그램 초반 수시로 수업 시간에 교실 출입을 하였다. 강사

들은 수업 시간에 예고 없이 출입하는 데 대한 불쾌함으로 인해 전문 강

사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겼다.

연구자는 J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와 같은 모니터링 과정은 학교

에서 외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J교사는 모니터링에 대해 강사들과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소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학부모 스스로가 강사로서 전문

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계기가 되었다. 강사들은 학부모와 전문

강사 사이에서 정체성 갈등을 겪었다.

저는 일단 하라고 했으면 굳이 이제 왔다갔다 안하셔도 될 것 같

은데 그렇게 불안하시면 안 시켰으면 되는 거고 애들한테 좋을까?

받는 애들한테 좋을까? 저희도 불편하기는 하지만 애들도 이 사람

은 엄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그 사인인

거잖아요. 다른 수업 시간에 공개 수업도 아닌데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시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다른 수업시간에 교감 선생님이

나 다른 선생님이 그냥 불쑥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러지 않으시잖아

요(S강사-2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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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 시간 변경 안내 통보 문제

강사들이 학부모인가, 전문 강사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

도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프로그램 수업 시간 변동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강사에게 통보한다. 그러나 강사들은 자녀를 통해

수업이 변동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OO이가 우리 내일도 오전 수업만 해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우연

히. 정말 안 물어봤으면 큰 실수 할 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밤

늦게 저희는 수업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없어지면 상관없지만

그게 시간이 당겨지면. 없어지면 저희가 가서 허탕치고 오면 되는

건데 앞으로 당겨지는 거였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그 시간 자체도

저희는 적어두거든요? 이 슬라이드는 몇 분까지 끝내고 애들 발표

를 몇 분 시켜서 그런 것도 다 정해놓고 가는데 정말 15분이 뚝 잘

려서 나가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S강사-2차 인터뷰).

강사들은 자신들이 다른 강사였다면 공식적으로 통보받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강사들은 자신들이 전문 강사로서 역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전문 강사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고 느꼈다.

약간 우리는 엄마로 가는 것도 아닌데 약간 여기서도 결국은 선

생님과 학부형의 관계가 되는 건가. 학교에서 과연 우리는 다른 선

생님들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시간 당 3만 원 이상의 에너지를 쏟

아내고 있는데 돈을 떠나서 그냥 그런 것들에서 뭐라고 해야 되

나? 아 좀 심하지 않나. 학부형으로 결국은 학교에서 학부형으로

대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약간

공과 사를 구분하라고 하하. 그런 부분은 학교랑도 조금 네…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S강사-2차 인

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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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사 간 역할기대와 발현되는 행동 간의 불일치의 문제

강사들 간의 갈등은 수업 운영에 장애가 되었다. 강사들은 코티칭 과

정에서 서로의 역할 기대와 수행의 불일치를 경험하였다. 강사 4인의 코

티칭은 초기 학부모들에게 수업에 자신감을 불어 넣어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 상호간에 갖고 있는 역

할 기대와 발현되는 행동이 불일치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불일치

는 감정적인 문제로 확대되어 프로그램 수업 준비와 진행에 어려운 요인

으로 작용하였다.

그게 참 어려워요. 그룹 티칭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엄마

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또 어떤 엄마는 이런 사회생활도 안 해봤

고 또 이런 자리를 처음 서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선뜻 내가 첫 시간 1교시에 이 수업을 하겠어. 뭐 내가 수업을 하

겠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고 이 4명이서도 서로 조

금 재게 되잖아요. 누가 잘 할까? 나는 내가 이거 나서도 되는 건

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사실은 탁 누구 한 명

이 대놓고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았는데, 그냥 제가 좀 제

안을 했어요. 제가 뭐라고 제안을 했냐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

떤 식으로 다른 어머님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저는 사실은 시키면 빼지는 않

거든요. 먼저 하세요. 그러면 그럴 까요? 이럴 수는 있는데 뭐 지금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다들 하고도 싶지만 불안하기도 하고. 그

런 상황에서 그냥 제가 우리 그냥 너무 한 명이 하루를 다 하고 그

다음 주에 한 명이 다 하고 그러다 보면 부담스러우니까 하루에 1

명, 1명해서 2명씩 해서 들어가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 처음부터 엄

마들이 그거를 찬성했는지는 모르겠어요(E강사-2차 인터뷰).

학부모들은 스터디를 통해 수업 아이디어를 조율하고, 수업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상황들을 예상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율 과정에서 4명의

학부모들은 상대의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반대하지 못한 상태에

서 서로 눈치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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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아이디어는 사실은 많은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는 게 엄마들

하고 의견을 조율을 하는 거니까 제 의사 표현을 강하게 내세우기

는 좀 쉽지는 않아요(E강사-2차 인터뷰).

그래서 아이고,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번 보고서 피드

백을 줄걸 그랬다. 잘못했네. 하하.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애들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준비

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다른 엄마들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사실 좀 실망스럽잖아요. 그 기분을 아니까 막

강하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 아니야. 이거 빼. 이런 말은 못하

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다보면 수업의 질이 또 떨어질 수

도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E강사-2차 인터뷰).

강사들은 코티칭이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고 밝혔다. 강사들은 자신이 기대한 것만큼 다른 강사들이 준비해 오지

못하는 경우 불만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나 같으면 이런 예를 써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네 사람이 맞춰가는 게… 아 그래서 혼자 할

자신, 혼자하면 또 혼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넷이기 때

문에 함께 하는 것이 쉽지는 않구나. 넷이라서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도움은 되지만. 그래도 조율이라는 게 왜

냐하면 제가 그런 성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이거야! 라고 확

실하게 제 색을 내비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만큼 못 내비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자꾸 받게 되고 듣게 되고 약간 이래서… 뭐 그래도 나머지

세 분들이 저하고 완전히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아니니까 그냥 흘

러가는 중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과 여럿이 하는

것은 다르구나. 쉽지 않구나(L강사-1차 인터뷰).

학부모들은 다른 학부모들에 대한 역할 기대를 갖고 있었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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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감정적인 충돌로 이어졌다.

2학기 초 학부모 강사들은 서로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대신 담당하며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특정 강사가 수업의 어려운

부분을 담당하는 부담으로 인해 학부모 강사들의 감정이 상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맘 아니고 그냥 선생님처럼 준비했으면

좋겠고 교원 자격증이라는 게 사범대라는 게 교육대라는 게 교육

심리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는 그거를 안 했잖아요. 안 했어서 저는 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벼락치기 하지 말고(S강사-1차 인터뷰).

본인은 부족하고. 걱정만 하세요. 하하. 그래서 내가 정말 작정하

고 한번 얘기를 했어요. 걱정을 하지 말고 준비를 해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걱정만 하시더라고요(S강사-1차 인터뷰).

S강사는 L강사가 강의 자료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강의에 필요한

자료를 찾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강사 간의 코티칭의

어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으로 부각되었다.

그래도 그 다음 시간 강의할 거는 가급적 매일 열어본다. 매일

열어보고 다른 책이라도 어떻게든 보려고 한다. 걱정을 하지 말고

준비를 해라. 그런데 안 하시는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S강사-1차 인터뷰).

정말 직전까지 그날 아침까지 음… 그리고 뭔가를 할 때도 항상

누군가의 서포트가 필요한, 그런 거는 좋지 못한 거 같아요. 그냥

이거를 하나의 모임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될 거 같은데 하나의 모임

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서. 그거는 좀 제가 잘 한다. 제가

준비를 많이 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음 스터디를 하려고

모였으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되

는 거예요. 우리는 약간 친목을 도모하려고 매주 시간을 정해서 만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선을… 그런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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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거 같아요(S강사-1차 인터뷰).

(7) 강사들은 프로그램 운영 상 어떤 갈등을 드러내는가

가. 수업 자료 검토를 둘러싼 H대표와의 관계적 갈등

강사들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 자료 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강사들은 수업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찾고, 강사들끼리의 회의를 통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 자료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K교감은 학부모들이 강사로 활동하는 것이 처음인 점을 감안하여 H대

표가 중학교 사업을 철수하더라도 강사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강사들 역시 처음 수업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H대표도 강사들의 수업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우선, H대표는

강사들의 수업 자료 검토를 위해 B교육기업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

니티에 수업 자료를 업로드할 것을 권했다. 강사들이 매 차시 수업 자료

를 작성하고 그 자료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로드하면 H대표가 이 자료

를 검토하여 조언을 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H대표는 이와 같은 도움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강사들은 자신들

이 재구성한 자료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로드하여 B교육기업 및 일반

학생들과 공유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다.

저희 지위가 H대표님한테도 부담이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

이대도 비슷하신 전후한 엄마들이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이 넷 다 에고가 강해요. 하하. 그렇기 때문에 개성

도 강하고 이렇게 우리가 뭐 그런 거를 누구도 유세를 떠는 거는

아니지만 굳이 그거를 갑을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어디 속하지도 않고 그럴 이유도 없고 내가 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처음에 그거를 할 때도 우리가 그거를 왜 매번 올려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개방이 안 됐었어요.

저희한테. 그런데 그거는 H대표님이 바쁘셔서 우리가 거기 들어있

는지도 몰랐던 거고 그리고 1차 때 우리가 글을 올리기 시작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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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아이들도 보는 상태였어요. 아이들한테도 오픈된 이 카페에

우리가 글을 올리는 것이 맞냐. 그런데 약간의 미스 커뮤니케이션

이 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H대표님 휘하는 아닌 거예요

(O강사-2차 인터뷰).

H대표의 수업 자료 검토는 강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강사들은

B교육기업 자료의 일부와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업 자료를 구성

한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것을 꺼렸다. 그러나 강사들은

H대표의 권유를 무시할 수도 없었다.

이게 애매해요. H대표님이 확실하게 이거는 우리 교안 갖다 쓰

는 거니까 나한테 사전에 좀 검토를 받아라 확실하게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또 저희는 하면서도 좀 얘기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

기도 하고. 갖다가 쓰고, 다른데서 갖다가 쓰고 짜집기를 해 놓은

거니까. 애매하죠. 근데 전자가 맞기는 한 거 같아요. 우리는 소속

강사도 아닌데, 전문 강사인 듯 강사 아닌 엄마들(E강사-3차 인터

뷰).

강사는 H대표와 자신들의 관계를 어정쩡한 관계라고 표현하였다. 강사

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수업 자료를 만들고, 수업에 활용하였다. 그

러나 교육 기업 소속 강사교육에 참여, 제공받은 기본 교안, 교육기업의

대표와의 관계로 인해 독립된 전문 강사도 아니고 교육기업에 속한 강사

도 아닌 ‘어정쩡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H대표님의 속마음은 잘 모르겠

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 분이 바쁘고 벌려놓은 게 많으시니까 마음

은 전체적으로 다 본인 통솔 하에 컨트롤을 하고 싶지만 그게 힘드

실 거고. 알아서 저희가 보고하고 검열 받고 이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또 엄마들이 또 그렇게 쉽게(E강사-2차 인터뷰).

H대표님이 알고 계시니까. 어정쩡해요. 뭐라고 말을 꺼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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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리고 어쩌면 지금 H대표님도 저희한테 시간 많이 못 주시지

만. 저희한테 베푸신 거거든요. 그 연을 끊을 수도 없어요. 우리 멋

대로 하겠습니다. 간섭은 받지 않고. 지금 생각이 난다. 우리도 그

런 갈등 있었어요. 뭐라 표현하기 그런데. 거기서 뭘 더 이상 가져

오지 않을껀데. 거기다 보고해야 하나. 눈치를 봐야하나. 애매해요.

다들 애매하게 느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L강사-2차 인

터뷰).

강사들은 수업 자료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로드하는 것에 대해 교육

기업 대표에게 ‘검열’ 혹은 ‘간섭’ 받는 것으로 여겼다. 강사들은 1기에

수업 자료를 업로드하기도 하였으나, 점차 수업 후기를 남기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2기 3차시 이후에는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았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다른 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어정쩡

하기는 했어요. 이게 저분한테 배워왔고. 저분한테 이거를 할 권리

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 내용을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 되

게 갈등이 있었어요. 허락을 받고 써야 돼, 그냥 해야 돼? 어정쩡한

거예요. 후기 같은 거 올리는 것도. 이거를 여기다 해야 하는 것인

가? 우리가 여기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E강사씨가 맨날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같은. 그게 그렇더라고요. 관리를 해 주실꺼면 관

리를 해주시던가. 그렇다고 관리가 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끊어 버릴 수도 없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어정쩡한. 인듯 아닌듯

한 관계는 좀. 끊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L강사-2차

인터뷰).

강사들은 B교육기업의 자료와 최대한 다르게 진행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강사들은 H대표와 불편한 관계 속에서 교육 컨텐츠가 가능한

한 겹치지 않도록 하여 자신들 스스로 독립된 전문 강사로서 지위를 갖

고자 한 것이다.

중학생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적 부담은 줄었어

요. 아이템들이 정말 많이 다르게 진행했거든요. 최대한? 그래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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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이템 회의 가서 정말 많이 달랐던 우리의 사례들을 얘기하면

서도 가급적이면 팀들이 했던 아이디어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것만 오픈 했어요. 제가 낸 아이디어만 오픈해서 다른 조원들

동의가 얻어져서. 모든 걸 오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진행했던

것만 오픈했거든요. 그냥. 그게 반영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약

간 부담은 덜었어요. 중학생은 안 들어오시니까. 그냥 우리 애들한

테 마음껏 해도(S강사-2차 인터뷰)

나. B교육기업 강사 연수에서의 소외감

강사들은 B교육기업 소속 강사 연수에 참여하게 되었다. H대표는 학

부모 강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B교육기업 소속 강사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B교육기업 소속 강사 연수에서는 수업 자료를 각 차시별

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안내하였다. 강사들은 모둠 활동을 통해 수

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차시별 수업 활동에 참여하며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수업은 끝나지만 자기 약간 개인 사업처럼. 회사는 중학생은 끝

내기로 한 거잖아요. 엄마들과의 연결고리를 회사에서는 말리는데.

본인이 우리를 다른 거라고. 본인이 자꾸 저희를 뭐가 있을 때 불

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고맙기도 하지만 불편하

기도 한 자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면 분명히 도움이 될 때도

많은데. 왜냐하면 그런데 가면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랑 도움

되는 자리에 있어서 좋긴 하지만. 또 가서 다른 회사 분들이나 다

른 앙꼬들이 소속 강사 대접은 안하잖아요. 어정쩡하더라고요. 선생

님들 모임에도 불러주시긴 했는데. 어떤 선생님이 저희 자리에 앉

으시려고 하니까 직원분이 거기 앉으시지 마시고 이쪽에 앉으세요

라고 해서 딱 구별이 됐어요. 저희 앉아있는데. 저희도 오는 것도

불편하고 안 오는 것도 불편하고 이걸 어떻게 어정쩡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갈수도 없고(L강사-2차 인터뷰).

강사들은 B교육기업의 연수에서 소외감을 느꼈다. 강사들은 연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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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만 별도로 떨어진 자리에서 수업을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강사들

은 B교육기업 강사들과 함께 자리를 하려고 하였지만 B교육기업 직원은

소속 강사와 별도의 자리를 안내하였다. 강사들은 B교육기업의 강사 연

수에 참여하기는 하였지만, 자신들만 소외시켰다고 여겼다. 강사들은 다

른 강사들과의 서먹함, 어색함 속에서 연수를 마쳤다.

H대표님하고 컨텍을 하면서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 저희 교안을

따로 주시기로 했어요. 방학 동안 소속 강사들에 대한 어떤 워크숍

같은 것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같이 하는 거였었는데 사실 같이 한

다고 했을 때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방학 중이니까 일단 애들한

테 집중하던 전업 주부들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잘 안

되고 저희만을 위한 교안을 주셨는데 저희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

하고 조금 다른 샘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희

학교에서 하는 미니 컴퍼니하고도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O강사-1차 인터뷰).

다. B교육기업이 제공한 교수학습 자료의 문제

B교육기업에서 제공한 교수학습 자료는 강사들이 기대했던 바에 미치

지 못했다. 교수학습 자료는 강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늦게 전달되었다.

게다가 학교의 또 다른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미니 컴퍼니와 내용이 중

복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강사들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스터디를 통해 중학생에 맞게 기업가

정신교육 사례를 수정, 재구조화 하였다. 강사들은 기존에 강사진에서 준

비하고 있던 자료와 B교육기업의 자료를 결합하여 새롭게 수업 차시를

구성하였다.

1차시 미니 컴퍼니하고, 다르다고 할 부분이 우리는 분명히 있

지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왜 굳이 저거를 반을 달리 둬서 저

런 식으로 하지?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들이었고 그래

서 우리 식대로 짜겠다. 그것을 샘플로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H

대표님이 많이 권한을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관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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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애매한 사이인 것이죠. 많이 도와주시지만. 그런데 그것이 되게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하던 것을 좀 중간쯤 하다가

접고서 물론 그 시간이 다 헛된 시간은 아니었는데 우리 식대로 교

안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다 멈추고 H대표님 것을 받았

는데 아,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이제 그 2개를 합쳐서

다시 짜야 되는 상황이어서(O강사-1차 인터뷰).

강사들이 자료를 재구조화해야 했던 상황은 2014년 9월 15일 S강사와

연구자간의 전화 통화에서도 드러났다. S강사는 원래 H대표 쪽에서 차

시별 자료를 주기로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수업에 대해 한

시간 한 시간 강사들끼리 사전모임을 통해 자료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

황이라고 답했다.

(8) 이해당사자들은 프로그램의 어떤 점을 개선 과제로 보는가

이해당사자들은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과제를 학부모 전문

강사 시스템의 구축, 프로그램 수업 개선, 담당 교사 업무 부담과 같이

세 가지로 보았다.

가. 학부모 전문 강사 구축 시스템

K교감은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강사

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K교감은 2학기 운영

을 앞둔 시점에서 H대표가 중학교 사업을 철수하면서 강사 문제가 생겼

고, 다행히 학부모진로지도단에서 강사를 초빙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

에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슈가 되었

다. K교감은 대안 중 하나로 학부모 강사의 연결 시스템을 구축을 꼽았

다.

교감 선생님은 엄마들 교육을 1차 때 시키고 그 엄마들이 2차에

바로 투입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래서 교감 선생님한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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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교육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학생들

을 또 하거나 혹시 다른 학교의 학생이면 모르겠지만 엊그제 나랑

이렇게 수다 떨던 엄마가 잠깐 뭐한다고 교육받았다고 말하고 하면

어디 얼마나 하나 두고 보자. 그런 시선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기에는 내 자신이 아직 떳떳하지 않으니 Y중학교 엄마들을 대

상으로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O강사-1차 인터뷰).

학부모 강사 연결 시스템은 현재의 학부모 강사가 1학기에 학부모 진

로지도단 수업을 강의하고 그 과정을 이수한 학부모가 2학기 자유학기제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형태이다. K교감은 이러한 시스템

을 정착시켜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를 확보하

고자 하였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우리학교에 정착됐으면 좋겠는데 어머니들이

내년에 후배 어머니를 가르치라고 그랬더니 부담스러워 하세요. 왜

냐. 어렵지요 사실. 그래서 H대표님을 한 번 만나야 해요. H대표님

도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걸 원치 않으실거예요. 새로운 학교에서 시

작하는 것 보다 여기서 씨앗을 뿌리면 전파될 수 있는데 이 후배

어머니를 가르칠 때 이 어머니 너 혼자서 하세요 하면 못할 텐데…

여기에 B교육기업이 들어오셔 가지고 시작할 때, 중간, 회사 연결

할 때 도와줄께하면 어머니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담에 후배

어머니들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자신감 있지 않을

까(K교감-3차 인터뷰).

학부모 강사들은 내년 학부모 진로지도단 강의를 담당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다. 학부모 강사들은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H대표와의 관계,

학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정체성 갈등, 학부모 강사 간의 역할 기대와

수행 간 차이 등에서 오는 갈등으로 피로감이 쌓인 상태였다. 적은 강사

료도 이들에게는 부담이었다.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4명의 강사비는 시간당 3만 원이

었다. 자유학기제 예산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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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했다. Y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보다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한 터라 하나의 프로그램에 배당할

수 있는 예산은 제한적이었다.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4명의

강사가 코티칭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던 터라 시간당 3만 원은 1인당 1만

원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다. 저예산 구조는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담당하

는 것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다.

학교관리자는 B교육기업 H대표에게 내년도 학부모 진로지도단 교육

진행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B교육기업이 중학생

대상 사업을 철수한 상태에서 그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저는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굉장히 찬성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

제는 자유학기제도 그렇고 기업가정신도 포함해서 그거를 받쳐줄만

한 재정적인 또는 그 유사 제반, 받쳐주는 서포트 되어야 되는 것

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올해 비록 잘됐다 하더라도 어떤 반은

잘되고 어떤 반은 학부모의 역량에 따라,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그게 복불복인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좀 균등하게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기업들에서도 관심을 갖고 미래인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

서 기업 공개나 회사에서 이런 체험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할애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재정 지원도 더 있어야지, 왜냐

하면 질 좋은 선생님들을 확보를 하려면 돈 없이는 안 되잖아요.

공짜로 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도 망설이는 이유가

지금 저희가 2시간 수업을 하면 넷이서 6만원을 받아요(O강사-2차

인터뷰).

다른 하나의 방안은 진로 교사에게 프로그램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었다. 올해 자유학기제 수업을 담당한 강사들은 전문 강사로서의 정체성

형성과 관련한 갈등을 겪었다. 강사들은 정식 교사도 아니고, 오랜 경험

을 가진 전문 강사도 아니었다. 당초 K교감과 H대표는 학부모 강사에

대한 전문성 인정 차원에서 B교육기업 대표 명의의 기업가정신교육 자

격증을 부여하고자 했으나 B교육기업의 중학교 사업 철수로 인해 이에

대한 논의가 흐지부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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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강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진로 교사가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학부모 강사가 프로그램 수업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하였다.

원래 진로 담당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수업을 하는

지 들어보면. 사실 별다른 건 없어요. 화면 보여주고 그런데. 이미

있는 선생님들을 활용하는 게. 그리고 찾아낸 엄마들을 같이 하는

게 또. 그 선생님들이 주가 되고. 엄마들이 부가 되고. 이런 게 어

떨까 싶네요. 자꾸 뭔가 새로운 거. 누군가를 양성해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은 이미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되신 분들인 것 같아

요. 그 수업에. 그런 분들을 교육하고, 엄마들한테도 같이 교육이

이루어져서. 선생님 혼자 하는 것 보다는 같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어린아이들이 확실히 여러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면 어린아이일수록. 이끌어주기는. 그렇게 가면 좋지 않

을까. 교육하기도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키워가는 것 보다

(L강사-2차 인터뷰).

나. 프로그램 수업 개선

프로그램의 수업 과정에서의 강사들은 학생의 반응을 통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개선점은 학생 활동 위주

수업으로의 개선, 학생 결과물에 대한 강사의 태도 개선, 학생 활동 모둠

편성 방법 개선, 성공사례의 강조에 대한 경계, 프로젝트 반성, 규칙 검

토의 필요, 경제 개념을 포함한 수업 내용 구성의 필요로 나타났다.

일단은 저희가 수업을… 그러니까… 1기 때는 뭔가 더 큰 꿈을

꿨던 거 같아요. 저희가. 애들한테 우리가 배운 것을 다 전해줄 수

있을 거라는 큰 꿈을 꿨었던 거 같아서 이거 H대표님의 기업 카드

에 있는 모든 기업들도 다 설명해줄 수 있고 음 그 외의 플러스도

설명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예를 들면 저희가 기업 탐방을 갔

었는데 애들도 기업 탐방을 데리고 갈 수 있고 혹은 기업 탐방을

못가더라도 한 명 정도는 명사 초빙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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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기대감을 했기 때문에 수업을 7회를 빡빡하게 짜놓지 않고 1

기 2회 차를 좀 비워놨어요. 그런 명사를 초청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 그런데 중간에 뭐 H대표님도 오셔서 기업 카드도 오고 그러

다 보니까 약간 좀 어그러지면서 명사 초청이 애들한테는 큰 의미

가 없겠다는 생각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수업이 약간 뭔가 이렇게

아구가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이번에는 좀 그거를 명사 초청 빼고

H대표님 오시는 거 빼고 애들 입맛에 맞게 좀 재미있는 activity

위주로 가야 되겠다고 바꾸려고 하는 거 같고요(E강사-2차 인터

뷰).

첫 번째, 학생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개선해야 한다. 1기 수업에서 4명

의 강사는 명사 초청 특강을 포함시키는 등 의욕적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기업가의 사례를 전달해주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B교육기업 대

표가 초청된 명사 특강 시간을 지루해했고, 학생들끼리의 활동을 더 즐

거워하였다. 강사들은 학생들에게는 ‘명사’의 일방적인 이야기보다 학생

들끼리의 활동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희가 막 떠들고 얘기하는 것 보다는 애들이 뭔가 좀 자기네끼

리 생각하고 토의하고 써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좀 더 좋아하지

않았는가. 하하(E강사-2차 인터뷰).

둘째, 강사들은 학생들의 결과물에 대해 조바심을 내지 않아야 한다.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활동을

많이 한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X를 실행하기 위해 학생들이 필요로 하

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학생들에게 당장

훌륭한 아이디어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학생들이 당장 낼 수 있는 아

이디어는 싸게 간식을 사서 비싸게 파는 등 일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강사들은 중학생에게 창업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는 점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애초에 의도했던 거랑 결과의 갭이 커져버릴 때는 그런



- 133 -

거 같아요. 이게 왜 다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지식을 전달하고 그

지식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지로 테스트가 되는 건데 이건 지식

아닌 뭔가 의미를 전달해서 그 의미를 얘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

고 자기한테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그러기는

시간이 너무 짧고 너무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S강사-1차 인터뷰).

그러니까 너무 빨리 기대하는 거? 너무 이날 이거 했으니까 이

렇게 애들이 해야 되고. 그거는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애들이

또 지금이 아니면 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고. 여러 가

지가 그런 부분이 있던 거 같아요(S강사-1차 인터뷰)

셋째, 학생들의 모둠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강사들

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모둠을 편성하는 것이 팀워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깨달았다.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의 후반부는 모둠별 프로젝트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모둠 편성은 프로젝트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한다. 1기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관심사를 적어내면, 강사

들이 학생들의 관심사별로 그룹을 나누어 모둠을 편성해 주었다. 그러나

프로젝트 진행 내내 몇몇 팀에서는 팀워크가 문제가 되었다.

음… 지난 번 수업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끼리 한 얘기였었는

데, 조원이 너무 많았던 거 같아요. 그리고 너무 조를 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조를 짰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왜냐하면 모르겠

어요. 그냥 끝나고 나서 생각해봤는데, 얘는 이 조에 없었으면 좀

다른 애들하고 있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했었을 텐데 라

는 생각이 좀 들고 또 굳이 6명이 다해야 되나? 한 2, 3명만 마음

이 맞아도 얘네가 그러니까 막 리더십도 중요하고 팀웍도 중요하지

만 항상 대기업만 있는 거는 아니니까. 뭐 2, 3명이서 자기네가 마

음이 맞아가지고 정말 진행한다고 해도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번에

는 팀을 짤 때 꼭 6명이 한 팀, 7명이 한 팀 이게 아니라 아이디어

를 내면 이 아이디어에 맞는 애들이 거기에 끼고. 혹은 없으면 스

카웃을 하고 해서 이 팀은 3명이 될 수도 있고 이 팀은 8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팀이 꼭 4팀일 필요도 없고 10팀이 나와도 되고



- 134 -

2팀이 나와도 되고 좀 자유롭게 해보는 것이 낫지 않나.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너무 팀을 인위적으로 짜다 보니까 사실은 안 맞는 애

들이 많이 뭉치기도 했고 성향도 안 맞지만 아이디어도 안 맞는 애

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팀이 조금… 팀웍이 별로 전체적으로

안 좋았던 것 같고(E강사-2차 인터뷰).

강사들은 1기 수업에서의 시행착오를 겪은 바를 2기 수업에 적용하였

다. 1기 수업에서는 모둠 편성을 강사가 해 주었다. 강사들은 1기 수업에

서 팀워크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2기 수업에서는 모둠 편성

을 학생 자율에 맡겼다. 강사들은 학생들이 자율적인 모둠 편성을 통해

팀워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저희가 사실 조를 짜는 게 어렵더라고요. 1기 때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저희가 짜줬어요. 짜면서 숫자도 딱. 한 팀당

6명이었나. 일괄적으로 짜 줬는데. 이번에는 아이디어를 딱 낸 다음

에 그 아이디어에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다보니까 어떤

팀은 3명이 되고, 어떤 팀은 6명이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약간 장

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1기 때는 저희가 짜주고. 비슷한 애들도 아

닌데 막 만들어 놓고 나니까. 애네가 잘 못 뭉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프로젝트X에 대한 완성도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았죠. 뭔가

끝까지 이루지 못한 애들이 많았는데 반해서, 2기 애들 같은 경우

는 일단은 뭐. 적어도 그 팀에 2-3명 정도는 자기네 애들끼리 만나

는 정도가 있으니까 자기네끼리 끌고 가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니네들은. 한 팀. 빨간 팀 빼고는 다 했잖아요. 확실히 완성도로 봤

을 때는 2기 애들처럼. 자기네가 마음 맞는 애들끼리 팀을 짜는 게

프로젝트를 끝내는 데는 수월하지 않은가라는(E강사-3차 인터뷰).

넷째, 성공한 기업 CEO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지 않아야 한다. 강사

들은 기업가정신교육은 성공한 기업 CEO를 소개하는 교육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 아이들에게 성공한 사람의 인생사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

었다.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일 뿐, 학생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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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노력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였다.

앨런 머스크는 우리한테는 되게 멋있고 멋진 사람이지만 애들한

테는 그 사람이 아이언 맨이라고 하면 거기서 어…그거도 그 외에

는 그 사람이 뭐 우주 뭐 왕복선 뭐 관심 없더라고요. 너무 성공한

사람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너무

힘들게 막 노력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얘기도 애들한테는 안 와 닿

을 것 같더라고요(E강사-2차 인터뷰).

다섯째, 프로젝트 실행에 대해 반성이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O강

사는 도전을 하는 것은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도 포함하는 의

미라고 강조하며 프로젝트 실행에서 반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업가정신교육에서는 단순히 도전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도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강사들은 도

전 과정에서 나타난 실수, 실패들을 점검하여 같은 상황에서 실수를 반

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애들 보면 사실 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것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더라고요. 그

리고 그거는 꼭 기업가정신이 아니어도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해주고

싶은 얘기이고 저질러라. 그리고 뒷수습은 또 메이크업을 해서 같

은 실수를 안 하면 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검증 과정은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애들이 얼마만큼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

어요(O강사-2차 인터뷰).

여섯째, 학생들이 프로젝트X 수행과정에서 약속한 규칙을 지켰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현실 세계에서 경제 활동은 그에 필요한 규칙의 테

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학창시절부터 공동의 규칙을 준수하

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규칙이 중요하고. 규칙이 왜 중요한지를 중간 중간 콕콕 꼬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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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얘기를 해 줘야한다고 우리끼리도 얘기가 됐었고(S강사-2차 인

터뷰).

그 실수가 그게 어떤 게 잘못된 건지를 정확히 되짚어서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어서 1차 2차로 나눠서

수행을 해야 하는 건데 그것부터 어겼다고 수업 중간에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S강사-2차 인터뷰).

일곱째,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기업의 종류, 수요 공급 법칙

등의 경제 개념이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기업가정신교육

의 프로젝트X를 실행하기 전에 학생 주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

지, 기업은 어떻게 물건을 생산하고 유통하는지, 이윤 계산은 어떻게 하

는지, 판매 전략과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배

웠다. 그러나 흥미와 사례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경제 개념과 연결

지어 다루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S강사는 기본 개념과 사례가 적절

히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모든 기업이 이렇게 좋은 일만 할 수는 없는 거고. 좋은 일을 하

면서. 예를 들면서 OO같은 기업들은 수익을 창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돈 잘 번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니깐

영리기업이랑 비영리기업의 차이가. 얘네가 사회적 기업이면 다 비

영리단체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영리기업도 충분히 좋

은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좋은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을 하면서 잘 버는 게 가장 이상적인거지 그니까 막 기본 개념이

부족하고. 창의적인 부분. 막 이런 게 같이 가면 자칫 잘못하면 뜬

구름이 되는 것 같아서. 병행이 잘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S강사-2

차 인터뷰).

수업을 담당한 강사는 수업에서 경제 개념을 제한적으로 다루었다. 그

이유는 일부 강사들이 어려운 개념이라고 여겨 이 개념을 가르치는 것

자체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강사들이 어렵다고 여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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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강사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

과 실제 생활을 연결 지을 수 있는 범위에서의 개념 학습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엄마들이 어렵다고 했어요. 생산. 공급과 소비와 관련한 거. 여러

가지가. 태클이 많았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보면 당연

한 거였는데. 엄마들은 어렵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버릴 수가 없

는 부분이어서 조금 정말 많이 뺐어요. 깊이 있는 내용들은 축소가

되었었거든요. 이 수업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저는 다른 파트도 마찬

가지고 최대한 준비해서. 다른 거가 아닌 거면 빼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반응보고 된다 싶으면 더 들어가면 되고. 그 중에 하

나가 그거였던 거 같아요. 엄마들한테는 어려웠는데 애들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서. 아. 이게. 음. 그니까. 애들한테는 뭔가 이

거 재미있지. 이런 일도 있데. 그런 일도 들어가기도 해야겠지만.

배우는 애들이니까. 어느 정도 학습적인 것들을. 결국은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과. 사회에서 겪는 실제 생활이 연결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냥 그걸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고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에이 씨.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학교

에서 볼 때. 그래프 나 저거 본적 있어. 그거면 된다고 생각한 거였

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대답을 해서 저도 놀랐어요. 한두 명이 아니

었잖아요(S강사-2차 인터뷰).

다. 담당 교사 업무 부담의 완화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J교사는 다른 업

무도 병행하고 있었다. J교사는 연구 부장으로서 자유학기제 관련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학교와 B교육기업 간에 중간에서 실무적인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J교사는 기업가정신교육을 배우기 위해 1학

기 동안 한 달에 두 번 있는 기업가정신교육 교사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

였고, Y중학교에 기업가정신교육 관련 동아리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J교

사의 업무에는 학부모 진로지도단 운영 실무, 학부모 및 교사 대상 특강

의 준비와 홍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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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 전 과정의 업무는 교사 1인이 담당하기에는

업무량이 많아 보였다. 한 예로 프로그램 성과 측정과 관련하여 K교감

은 개별 프로그램의 성과 측정 설문과 발표회 두 가지 업무를 다 추진하

고자 하였다.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K교감은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설

문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J교사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상황이었

다. 결국 설문 조사는 자유학기제 전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이루어졌

다. 담당 교사 1인이 성과발표회와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준

비하기에는 시간상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니까 그 성과가 저희는 가시적인 것은 발표회야. 그리고 설문

조사를 해요. 애들한테. 뭘 배웠냐. 학생하고 학부모 설문지를 끝나

고 할꺼예요. 애들이 얼만큼 컸냐는 시험 안보면 눈으로 안 보이는

데. 저는 지금 자유학기제 계획하면서는 그거를 맨 처음에 계획하

면서 전교생한테 자기 꿈 그려 가지고 자기 사물함 앞에다가 다 붙

였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자기 인생 계획을 써보라고 하면 그때

꺼랑 비교해보려 해요. 그거는 이제 설문 조사하고, 요거, 발표회

그 정도죠. 아직 J부장님께 얘기 안했는데,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데… 그래야 성과를 아는데…(K교감-3차 인터뷰).

J교사는 자신의 업무가 많다고 하였다. 올해는 학교 여건 상 담임교사

와 부장 교사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느라 일이 많았다는 것이다.

(부장 교사는 일이) 훨씬 많지. 그러니까 담임을 안 하는 거지.

그런데 학년부장들은 담임도 하면서 조금 일도 있고. 저 같은 경우

올해 담임도 해 가면서 하니까 그렇고. 그런데 대부분 담임은 안하

잖아요. 그니까 (나는) 일이 많은 거지(J교사-4차 인터뷰).

K교감도 J교사의 업무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었다. K교감은 J교사가

학교를 위해 업무를 담당해 준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K교감은 내년도에는 교사 1인에게 업무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개선하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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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계’3)를 두고 하려고요. 올해는 ‘계’를 확보 못 했어요.

부서가 세팅되고 나서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 발표가 됐거든요. J부

장님이 티 안 나게 해 주세요…. 편하게 하려는 교사는 안하려고

하지요(K교감-4차 인터뷰).

3) ‘계’는 부서 내의 조직을 의미한다. Y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업무가 1인

교사가 담당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연구부 내에 1∼2명의 교사가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인 ‘계’를 두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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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이해당사자들의 프로그램 경험의 의미

본 절에서는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이해당사

자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먼저, 기업가정신교육의 의미를 살피

고자 한다. 기업가정신교육의 의미는 기업가정신을 배우는 학생의 목소

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의 의미는 프로그램에 권

한을 갖고 관여하는 학교 관리자, 담당 교사, 강사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교육의 의미를 이해당사자별로 도출하

였으며,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 과정을 ‘프로그램 운영의 일상적 최적

화’로 개념화 하였다.

1. 기업가정신교육의 의미

1) 학생

기업가정신교육은 학생들이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회 포착 능력, 도전을 위한 준비 역량, 목표

달성 의지를 함양 하도록 하는 교육이었다. 첫째, 학생들은 기회 포착 능

력을 함양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기술이 개발되었고, 어떤 기업이 생겼고, 어떤 일자리가 생겼는지를 알게

되었다. 학생들은 사람들의 필요를 아는 것이 곧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을 알았다.

새로운 직업에 대한 기회는 학생들의 진로와도 연관이 있다. 학생들은

다양한 기회가 있음을 깨닫고,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

의 진로가 변경되더라도 기회 포착을 통해 다른 진로에서의 새로운 기회

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이러한 기업가정신이 기회

포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과 같다고 여겼다.

회사 같은 거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막

선생님들이 요즘 시대에는 창의력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그래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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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 도움이 됐죠(B학생-1기 가 모둠 인터뷰).

기업가정신 자체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분석하는 거

니까 많은 도움이 되죠. 그냥… 제 꿈이 물리학자인데 제가 물리학

자로서 뭐를 연구해야 되고 현재 인류가 인류에게 꼭 필요한 거는

뭔지. 더 생각해보게 된 거 같아요(G학생-1기 개별 인터뷰).

저는 일단 나중에 만약 교사가 안 된다 싶으면 회사 취직해서 해

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럴 때 만약 회사 취직하고

나서 장사 뭐 거의 경제에 들어간 거니까. 경제 전쟁이 들어간 거

니까 그때 이제 전략 같은 거를 짤 때 그럴 때 보험적인 차원에서

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K학생-2기 마 모둠 인터뷰).

학생들에게 기회 포착 능력은 자신이 선택한 직업 안에서 장점을 발휘

할 기회를 찾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직장 생활에서 새

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무엇을 연구해야 하는가

를 알게 되고, 경쟁에서 우위 전략을 찾는 것을 기회 포착 능력으로 여

겼다. 학생들에게 기회 포착 능력은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장점을 발휘

할 기회를 찾는 힘이었다.

J교사 역시 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교육은 기회 포착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었다고 밝혔다. J교사는 동아리 수업에서 기업카드를 활용하여 어

떤 회사를 세우고 싶은지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어 보는 활동을 하였다.

J교사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는 참신한 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프로젝트X는 중학생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라고 밝

혔다. J교사는 중학생들에게는 아이디어를 통해 기회를 포착하는 활동이

기업가정신교육의 활동으로 적합하다고 여겼다.

이 프로젝트를 실제 이거 하기에는 우리 중학교 1학년 애들은 좀

어렵더라고요. 문제해결카드. 그거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보고 그거

를 자꾸 이렇게 애들한테 인지를 시켰어요. 카드 내용을. 그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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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회사를 세워본다면 어떻게 해

볼 것인가. 그랬더니 의외로 아이디어는 재미있게 많이 나왔어요.

아이디어까지는. 그런데 지난 수업이 아이디어까지 낸 거였거든요?

그런데 되게 아이디어가 좀 참신하고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은

거의 초등학교 수준이거든요. 하는 짓들이 다 초딩 수준이고. 그런

데 재미있게 아이디어는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실행에 옮겨

도 재밌기는 하겠다. 하는 생각까지는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죠. 중학교 1학년이(J교사-1차 인터뷰).

둘째, 학생들은 도전을 위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다.

기업가정신교육에서 학생들은 창업 아이디어를 내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은 도전은 실패로

이어지기 쉬웠고,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학생들은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싶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기

업가정신교육을 통해 창업에 도전해보니, 도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

라 도전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어려운 점은 도전 자체가 아니었다. 학생들은 생각한 것을

곧바로 실천에 옮겼다. 예를 들어 음료수를 팔겠다고 생각하면 바로 마

트에서 사다가 팔았다. 오히려 실천하고 도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

은 어른들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학부모 진로지도단 교육에서 학부모

들은 도전 그 자체가 두렵다고 말했었다. 이를 봤을 때 도전하고 생각한

것을 실천에 옮기기 어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어른들이었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도전을 위한 준비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도전

그 자체보다 도전이 성공하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계획을 세

워야 하는가를 일깨워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점은 K교감의 이야기에서도 드러났다. K교감은 기업가정신교

육을 통해 무기력한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고, 학교 분위기가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밝혔다. 청소년 기업

가정신은 학생들에게 무조건 혁신하라, 도전하라가 아니라 자기의 진로

를 찾아 기회를 발견하고, 도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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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준비가 중요하다는 점은 학부모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학부모

는 프로젝트X를 통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실

패 사례들도 공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이들은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많은 정

보나 이런 사전 지식들을 좀 더 갖고 성공한 사례들만 너무 보지

않고 실패한 경우에는 또 그런 것들을 맛보았는지도 또 한 번 사례

로 바라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요. 뭐… 아이들한테 좋은 점 또

한 그런 부분 아, 이게 또 장단점이 다 있는 거 같고. 아이들한테는

그 나이에 조금…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뭐 끝까지 실행하

는 거. 그래서 성공하면 정말 탄탄대로가 되겠지만 또 실패하면 너

무 일찍 실패하는(A학부모-1차 인터뷰).

셋째, 학생들은 목표 달성 의지를 함양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기업가정

신교육을 통해 기업가들이 자신의 사업을 성공시키고자 절망적인 상황에

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를 대단하게 여겼다. 학생

들에게 창업을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목표 달성 의지가 대단한 것이었다.

그래서 강사들은 프로젝트X를 하는 것 보다 목표 달성 의지를 길러

줄 수 있는 더 나은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반성하기

도 하였다. 프로젝트X에서 학생들이 고른 창업 아이템은 주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간식 팔기, 사진 찍어주기, 샌드위치 팔기 등이었다. 이런

아이템은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라던가 혁신적인 아이

디어라기보다 학생들이 자주 접해 본 주변의 일상적인 수요였다. 일상적

수요에 맞추어 공급하는 방식을 활용한 창업 활동에서는 목표 달성 의지

를 함양하는 것이 어려웠다.

특성화고나 자기 특기를 살려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아

이들이 아니면 이렇게 프로젝트X보다는 좀 더 가볍고 좀 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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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S강사-1차 인터

뷰).

저는 이 기업가 수업이 조금 더 다양한 부분을 다뤄야지 무조건

직접 해봐. 그게 안 맞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냥 조용히 뭔가. 반드시 모든 사람이 팀을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

고, 혼자서 하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창업을 안 해도

되는 거고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S강사-1차 인터뷰).

2) J교사

기업가정신교육은 J교사에게 학교 밖 세상에 대해 알게 하는 교육, 교

과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교육, 삶의 자세를 확립시켜주는 교육이었다. J

교사는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기업가정신교육을 다루면서 교직과 다른 세

계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J교사는 기업가정신교육이 학교 밖 세상에 대해 알게 하는 교육

이라고 하였다. 기업가정신교육은 J교사에게 교실 밖의 세상을 알게 해

주는 창이었다. J교사는 30년 가까이 된 교직 생활에서 교과 내용이나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수를 주로 받아왔다. 기업가의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 기술 개발과 변화에 관한 이야기는 J교사에게 교직 이외

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후 J교사는 자신의 교과 수

업에서 기업가에 관한 사례를 활용하게 되었다. J교사는 기업가정신교육

을 배우고 나서 외부 세계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다고 밝혔다.

제가 좀 세상을 배운 거 같아요. 제가 근 30년, 29년 아, 28년인

가? 교직 생활하고 하면서 그렇게 다른 교육 외에 이것도 교육이

기는 하지만. 교과라든지 교직 실무라든지 그런 거에만 저도 연수

도 받고 교육도 받고 했지 이렇게 외부 세계하고 접목된? 이런 프

로그램을 접목해보기는 처음이고 이렇게 어떤 다양한 인물들 사례

를 책을 통해서나 신문을 통해서나 그런 거를 봤지만 일관성 있게

기업가정신을 갖고 있는 인물을 탐색해보고 한 거는 처음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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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해서 눈이 시야가 좀 넓어졌다고나 할까? 이런 게 큰 도

움이 되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수업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자꾸 끌

어들여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그전에 했던 수

업 내용하고는 좀 달라진 거죠. 국어 수업시간에도 사례들을 자꾸

끌어다 쓰고 얘기하고 애들도 좋아하고(J교사-1차 인터뷰).

둘째, 기업가정신교육은 J교사에게 교과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주는

교육이었다. J교사는 자신의 교과에도 기업가정신교육을 활용하였다. J교

사는 B교육기업이 주관하는 교사 공동체에서 배운 사례를 자신의 수업

에 적용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워크숍에서 배달의 민족 대표 얘기 많이 했

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콘텐츠에 프로그램 있었던 거 같아요. 카페

에. 배달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그거를 했어요. 동아리 수업에서

배달의 민족 그 양반 얘기를. 그러다가 갑자기 수업 시간에 한참

배달의 민족 대표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게 소설속의 인물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또 연계가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그러면서

이제 애들한테 이게 남들이 볼 수 없는 거,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우연한 기회에 생각을 하면 이렇게 배달의 민족 같은 대표도 될 수

있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 사회에. 카톡 의장

님 얘기도 하고 다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거를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게 생기는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수업시간에(J교사

-1차 인터뷰).

셋째, J교사는 기업가정신교육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일깨우는 교육이라고 여겼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를 진로로 여긴

다면 세상의 변화를 다루는 기업가정신교육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삶

의 자세를 확립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진로라는 게 내 직업만 갖는 게 진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

가야 되는가. 어떤 정신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자체가 진로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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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진로야말로 나아갈 ‘진’자에 길‘로’자인데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이런 차원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변화되는 세상에 대한 초점이 있었잖아요. 미

래사회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아무도 모르지만 너무나 급속

도로 달라지고 있다는 거에 컨셉을 맞춰가지고 수업을 하다보니까

진로죠. 진짜. 인성교육이라든지 무슨 학업성적이라든지 내가 인생

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정말로 중요했던 거

같아요(J교사-2차 인터뷰).

3) 강사

기업가정신교육은 강사들에게 문제 해결 의지를 갖게 하고 다음 세대

를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이었다. 우선, 강사들은 기업가정신교육을

자기 삶의 문제 해결 의지를 갖게 하는 교육으로 보았다. 강사들은 프로

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기 앞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

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강사들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문제 상황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지금 제 생각에는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이 수업을

하면서 기업가정신을 하면서 생각한 게 기업가정신은 음… 아, 어

렵다. 기업가정신은… 어… 자기 앞에 일들을 해결해가면서 사는

거? 자기가 주도적으로?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창업이 아니라

전에는 기업가정신하면 창업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기

업가정신은 자기 앞의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언제든지 문제는 있기

마련이니까. 그렇게 사는 게 기업가정신이다. 그래서 이 수업을 하

는 것도 네. 아이들한테 저한테 자꾸 애랑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해결해야 해. 응? 하하. 방법을 생각해보자?

뭐 그런다고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자꾸 생각을 하

면 조금, 조금씩은 변하는 것 같아요(L강사-1차 인터뷰).

다음으로, 강사들은 기업가정신교육을 다음 세대를 위한 나눔을 실천

하는 교육으로 여겼다. 강사들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내용을 통해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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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리함, 당장의 이익보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

이 의미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강사들은 자신의 삶에서 나눔을 실천

하고자 고민하기도 하였다.

저도 기업가정신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기업가에 대해

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보고 배운 것 같아요. 내가 당장 그

렇게 하기는 사실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아이들한테 내가 이런 것

을 전달할 만큼 나는 떳떳한가 하는 생각에 혼자서 조금 이렇게 그

런 불편함? 그런데 나쁘지 않은 불편함이라고 생각을 해요(O강사

-2차 인터뷰).

4) 종합 : 기업가정신교육의 의미

기업가정신교육의 의미는 학생, J교사, 강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학

생들은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회 포착 능력, 도전을 위한

준비 역량, 목표 달성 의지를 함양하였다. 학생들이 경험한 기업가정신은

직업 세계의 이해와 더불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기회를 포착하였고(기회

포착), 도전에서 성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점을 준비하고(도전을 위

한 준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뜻하는 바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의지

를 갖는 것이었다(목표 달성 의지).

J교사에게 기업가정신교육은 학교 밖 세상에 대해 알게 하는 교육, 교

과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교육, 삶의 자세를 확립시켜주는 교육이었다. J

교사는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기업가정신교육을 다루면서 교직과 다른 세

계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가정신교육을 자신의 교과에

적용하기도 하였다. J교사는 기업가정신교육이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

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 주는 교육이라고 여겼다.

강사들에게 기업가정신교육의 의미는 문제 해결 의지, 다음 세대를 위

한 나눔이었다. 강사들은 기업가정신교육을 접하고 나서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사들은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게 되어 자기 자신이 변했다고 여겼다. 강사들은 기업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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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육에서 다루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내용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불편함을 감수할 줄 알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해당사자들은 기업가정신교육을 통해 기업가정신이 무엇인지

를 스스로 깨닫고 있었다. 이들은 기업가정신교육을 배우기 전에 기업가

정신교육은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배우는 교육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난 후 이해당사자들은 기업가정

신교육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직업 세계를 알고, 어려움에 부

딪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도전하고

자 하는 목표를 위해 준비하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루고

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하는 교육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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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의 의미

1) K교감

K교감의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 과정의 경험은 자원 조정의 과정이었

다. K교감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외부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

고, 내부의 인적 자원과 결합, 조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K교감은 2009 개정교육과정의 변화, 자유학기제의 학교수준 교육과정

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하였다. 학교관리자인

K교감에게 자유학기제 학교수준 교육과정의 수립 요구는 자신이 교직

생활 내내 실천해 온 기업가정신교육을 진로와 접목시켜 실천할 수 있는

‘기회’였다. K교감은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기

업가정신을 실천함과 동시에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구성에 대해 좋은 평

가를 얻고자 하였다. K교감은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구성원

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기업가정신을 주제로 하는 전체 교사 연수, 전체

학부모 연수를 개최하였으며, 학부모 진로지도단 교육을 진행하였다. B

교육기업의 중학교 사업 철수 후에는 2학기 자유학기제 수업을 학부모

강사에게 담당하도록 하였다.

K교감의 조직 운영은 자원기반관점(Resource-based Approach)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내부 자원과 기회를 결합하고, 자원을 조정하는 과정을

보인다. 자원기반관점은 기업 성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조직 내부

의 자원인 인력, 기술, 조직 문화 등에서 찾는 관점이다(Rumelt,

Schendel, & Teece, 1991). 학교 조직과 관련해서도 학교의 특색 교육과

정의 운영, 연구학교의 성과는 학교 조직 내부의 자원인 교사, 교직 문화

등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K교감은 학교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이들과 협력하는 교직 문화를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자유학기제라는 환경의 변화에 내부 자원을 변화

에 적응시키고, 외부의 전문가, 프로그램과 결합시켜 재조정하는 동태적

조정 과정4)을 거쳐 학교 조직을 운영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Teece, Pisano, & Shuen(1997)은 이러한 조정과정을 동태적 역량(Dynamic



- 150 -

2) 강사

강사의 프로그램 운영 과정은 자신의 역할을 전문 강사의 역할로 조정

하는 것이었다. 강사들은 본래 이 학교의 학부모였다. 이들은 1학기에 개

설된 학부모 진로지도단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강사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K교감은 B교육기업이 1학기 말 중학교 사업에서 철수함에

따라 학부모 진로지도단에서 교육받은 학부모들 중 4명에게 2학기 자유

학기제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강사들은 이 기회를 자기 자신의 역할과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정체성

갈등을 겪었다. 강사들은 강사로서의 전문성 갈등, 학교와의 갈등, H대표

와의 관계적 갈등 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였다.

강사들은 정체성 갈등을 통해 전문 강사로서 역할을 확립해 갔다. 우

선, H대표와의 관계적 갈등 속에서 전문 강사로서 역할을 확립해 갔다.

강사들은 H대표로부터 수업 자료 검토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료

를 공개할 것을 요청받았다. 강사들은 자신들이 B교육기업 소속인가 독

립된 전문 강사인가에 대해 고민하였다. 결국 강사들은 Y중학교 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수업 자료를 구성하기 위해 스스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

고, 강사들 간에 스터디와 회의를 통해 수업 자료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강사들은 전문 강사로서 수업 자료 구성의 노하우를 갖게

되었고, 전문 강사로서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다음으로, 학교와의 갈등 속에서 전문 강사로서 역할을 확립해 갔다.

강사들은 수업 모니터링에 대한 불쾌감으로 학부모와 전문 강사 사이에

서 정체성 갈등을 겪었다. 수업이 몇 차시 진행된 이후 모니터링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교의 특별한 요구도 없었다. 강사들은 온전히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스스로 수업을 책임지는 전

문 강사로서 역할을 확립해 갔다.

Capabilities)이라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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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교사

J교사의 프로그램 운영 과정은 교사 1인이 많은 양의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학교 환경을 고려한 최선의 운영 전략의 이행이었다. J교사는 연구

부장, 1학년 담임, 자유학기제 담당 등 여러 업무를 맡고 있었다. J교사

의 프로그램 운영은 담당 교사 1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환경을 고려

하여 업무를 문제없이 처리 해 낼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활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J교사는 자유학기제 예산 지원과 더불어 새로 부임한 교감 선생님의

영향으로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실무적인 업무

를 담당하게 되었다. J교사에게 연구 부장, 자유학기제 담당은 국어과 교

사로서 경험하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했다.

J교사는 새로운 업무를 기존의 업무 처리 방식을 활용하여 처리하였

다. J교사는 강사 관리에 있어서도 수업 시작 전에 강사 대기실에서 잠

깐 동안 필요한 의사소통을 하는 등 시간을 많이 소모하지 않는 방식으

로 강사 관리를 하였고, 강사비와 관련한 예산, 지출은 학교 회계 처리

시스템과 관행에 따라 집행하였다. 자유학기제 선택 프로그램에 대한 학

생 반 편성도 기존 동아리 학생 반 편성의 방식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B교육기업의 방과 후 수업 지원과 관련된 공문 발송 업무 역시 기존의

학교 문서 처리과정에 의해서 처리하였다.

J교사는 자유학기제 성과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업무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등의 설문조

사는 전체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대체하였고, 각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발표회를 열어 각 프로그램별로 이루어

진 활동을 공유하였다.

J교사의 프로그램 운영은 교사 1인이 다양한 업무를 담당할 수밖에 없

는 학교 현실에서 최선의 전략을 활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종합 : 프로그램 운영의 일상적 최적화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경험의 의미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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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운영의 일상적 최적화’5) 로 개념화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의

일상적 최적화’는 프로그램 운영에 권한을 가진 학교 관리자, 프로그램

강사, 담당 교사가 주어진 환경을 고려하여 최선의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은 프로그램 운영의 일상적 최적화를 도식화 한 것이다. 첫째,

K교감은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조정하였다. K교감은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K교감은 이 기회를 학교의

내부자원과 결합하였다.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B교육기업의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에 도입하였고, 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

과 결합하였다. K교감은 자원을 재조정하였다. 1학기 방과 후 수업, 학

부모 진로지도단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1학기 수업 이후 교육기업의 중

학교 사업 철수로 인해 학부모 강사를 초빙하여 2학기 자유학기제 프로

그램을 운영하였다.

둘째, 프로그램 강사는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강사의 기회를 정체

성 갈등을 통해 기회에 적합한 자기의 역할과 결합시켰다. 강사들은 학

부모에서 전문 강사로, H대표에게 의존하는 강사에서 독립된 전문 강사

로 자신의 역할을 정립하였다. 강사로서의 전문성에 대한 고민, 학부모와

전문 강사 사이에서의 정체성 갈등 그리고 H대표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정체성 갈등은 프로그램 강사들로 하여금 전문 강사로서 역할 정립을 하

도록 하였다.

셋째, J교사의 경우 예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게 되면

서 이를 기존 업무처리 시스템과 결합하여 운영하였다. J교사는 1학년

학급 담임, 연구 부장, 동아리 담당 교사,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실무 담

당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학교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연수 준비와 B교육기업과 학교 사이의 중간 다리 역할도

5) 일상적 최적화 이론에서 의미하는 ‘최적화 행동’은 수업을 주도하는 교사가

교육과정 및 교육 환경의 여건을 바탕으로 교사로서의 일상 삶에 기반하여 수

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보이는 최선의 행동 양식을 설명하는 개념이다(조

영달, 2004; 박선운·조영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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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J교사가 많은 일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

서는 기존 업무처리 시스템 하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필요했다.

J교사는 새로 발생한 업무들을 기존 업무 처리 시스템과 결합하여 처리

하였다. 이는 교사 1인이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학교 환경을

고려한 최선의 운영 전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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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프로그램 운영의 일상적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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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시사점

1. 기업가정신교육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 기업가정신교육은 학생들에게 기회 포착 능력을 키워

주고, 도전을 위한 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목표 달성 의지를 함양

시키는 교육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기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직업 세계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은 자기 주변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직장 생활에서의 업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학생들은 도전 그 자체보다는 도전이 성공하기 위해 자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학생들은 기업가가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이해

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이 미래의 목표를 정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기업가정신교육의 의미는 기업가정신교육을 담당하는 J교사와 강사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J교사에게 기업가정신은 학교 밖 세상에 대해 알게

해 주는 창이었다. J교사는 기업가정신교육을 공부하고, 동아리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변화, 세상의 변화에 대해 알게 되었다. J교사

에게 기업가정신교육은 교과 전문성을 향상시켜주는 도구이기도 했다. J

교사는 기업가정신교육의 내용을 자신의 교과에 융합시키기도 했다. 강

사들에게 기업가정신교육은 문제 해결 의지를 함양하게 해주는 교육이었

다. 강사들은 기업가정신교육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활에서 문

제 해결 의지를 발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업가정신은 강사들에게 나

눔의 의미로도 여겨졌다. 강사들은 사회적 기업의 내용을 가르치는 과정

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나눔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이해당사자들은 기업가정신교육을 통해 기업가정신이 무엇인지

를 깨닫고 있었다. 학생이 깨달은 기업가정신의 의미는 기회 포착,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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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준비, 목표 달성 의지였다. J교사에게는 교육과 관련하여 세상의

변화를 알게 해 주는 창, 교과 전문성 향상의 도구였으며, 강사들에게는

문제 해결력, 나눔 등의 의미로 여겨졌다.

2)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 도출된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의미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제교육에서 이론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기업가정신의 의미를 구분지었

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가정신은 이론상 슘페

터의 경제 발전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 이론의 핵심은 기술 발전, 혁

신 및 도전 정신이다. 다시 말해, 혁신과 도전의 과정이 경제 발전의 과

정인 것이다. 슘페터의 기업가정신이 주목받은 이래로 기업가정신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기업가정신교육과

관련한 큰 두 가지 구분은 ‘기업가정신을 깨닫는 것’과 ‘스타트업

(Start-up)의 시작과 확대’ 이다(Jamieson, 1984; Garavan & O`Cineide,

1994).

우리나라에서 다루어지는 기업가정신교육은 청년 창업 교육을 중심으

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박재환·박명수·김대엽, 2012; 정두식, 2012).

청년 창업 교육에서는 창업 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가 강조되고,

스타트업(Start-up) 관련 실무 준비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청소년 기업가정신교육은 기업가정신을 깨닫는 것과 스타트업

(Start-up)을 위한 교육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어린 청소

년들에게는 기회 포착, 도전을 위한 준비, 목표 달성 의지 등 자신의 미

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 기업가정신을 깨닫는 것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직업 세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중학생의 경우 기업가정신

을 깨닫는 교육을 중심으로, 직업 과정의 고등학생들에게는 창업 의지

(Entrepreneurial Intention)를 강조하거나 스타트업(Start-up)을 위한 실

무적인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Liñán(2004)의 구분과도 일치하는 견해이다. Liñán(2004)

기업가정신교육을 ‘창업 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를 발전시켜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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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업(Start-up)을 위한 교육’과 ‘기업가정신을 깨닫는 것’으로 구분 지었

다. 이러한 구분은 기업가정신을 깨닫는 것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 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이라고 보는 본

연구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창업 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를 발전

시키는 교육의 중점은 자금 확보, 법적 규제, 세금 등 스타트업

(Start-up)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것이라는 점에서 미래 직업 선택에 도

움을 주는 기업가정신을 일깨우는 교육과의 구분이 필요한 것이다.

3) 실천적 시사점

실천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기업가정신은 그 자체로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학

부모, 학생이 기업가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홍

보가 필요하다.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학생들의 교육 참여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경제교육 차원의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

다. 미국 CEE에서 학교급별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한 내용 표준을 정립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교육 차원의 관심과 연구를 통해 미국과 같

은 학교 급별 기업가정신교육의 목표와 내용 선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셋째,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대상별, 목표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

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학교 1학년에게 기업가정신교육은 ‘기업가정신을

깨닫는 것’을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미래의 꿈을 심어주고, 미래의 직업과 관련지어 개인의 능력 계발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표별로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Start-up)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의 경우 창업 의

지(Entrepreneurial Intention)를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 사업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업가정신을 깨닫는 것이 목

표인 경우 기업의 이해, 직업 세계의 이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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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등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에 경제 개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지적한 바와 같이 기업가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산, 수

요 등 기초적인 경제 개념을 배울 필요가 있다. 기초적인 경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기업의 활동, 경제 환경에 대한 이해도 어렵기 때문

이다.

2. 프로그램 도입, 운영과정

1) 요약 및 결론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는 일상적 최적화 행동을

보였다. 첫째, K교감은 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적화 시켜 프로그램

을 운영하였다. K교감은 자유학기제의 시행에 따라 학교수준 교육과정

개발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K교감은 이 기회를 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

과 결합시켰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서 예산을 확보하였고 학부모를

학교 교육에 참여시키고자 하였다. K교감은 1학기 방과 후 수업과 학부

모 진로지도단 운영을 통해 기업가정신교육을 운영하였고, 2학기에 자유

학기제 선택과목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다. K교감은 1학기 말 교육 기

업의 중학교 사업 철수에 따라 학부모를 강사로 활용하였다.

둘째, 강사는 정체성 갈등을 통해 전문 강사로서 역할을 조정하는 과

정에서 최적화 행동을 보였다. 강사는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강사의

기회를 얻었고, 전문 강사로서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정체성 갈등을 겪

었다. 강사들은 강사로서 전문성에 대한 갈등, 학교에서 강사이기 보다

학부모로 대접 받는 상황에 대한 갈등, H대표와의 수업 자료를 둘러 싼

갈등에서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전문 강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최적화

시켰다.

셋째, J교사는 환경을 고려한 최선의 운영 전략을 보였다. 이는 1인 교

사가 많은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학교의 환경을 고려한 최적화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J교사는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기업가정신교육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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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J교사는 이러한 업무를 기존 업무

처리 시스템과 결합시켜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 예를 들어 학생 선택

프로그램 인원 조정은 동아리 인원 조정과 같이 운영하였고, 프로그램

성과는 개별 설문 대신 발표회를 통해 확인하였다.

2) 이론적 시사점

프로그램 운영의 최적화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

사점을 갖는다. 첫째, 이해당사자의 최적화 행동은 참여자 중심 평가에서

이해당사자가 프로그램에 ‘능동적 관여’를 하는 존재임을 드러냈다. 이는

기존의 참여자 중심 평가에서 다루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설명을 보

완하였다는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동안의 참여자

중심 평가에서는 이해당사자에 대한 정의를 하였을 뿐 프로그램 운영과

정에서 이해당사자가 어떻게 프로그램에 관여하는가를 설명하지 않았다.

반응적 평가에서는 이해당사자를 프로그램과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

이라고 설명하면서 이해당사자는 특히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는 집단으로

설명하였다(Stake, 2004, p.195). 이들 집단은 프로그램 이슈에 대해 반응

하는 것을 통해 프로그램을 이해한다. 4세대 평가에서는 이해당사자를

평가 범위에 속하는 모든 영역에서 일정한 상호관련을 지니는 집단으로

설명하였다(Guba & Lincoln, 1989). 이해당사자들은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질적인 집단이며, 프로그램 평가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가치를 합의하여 프로그램 이슈에 대한 대안, 해결책을 도출한다고 보았

다. 이들 이론에서는 이해당사자가 프로그램에 대해 반응하는 존재라는

점을 밝히긴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를 설명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밝힌 프로그램 운영의 최적화 행동은 이해당사자가 프로

그램 이슈에 대해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능동적 관여’를 하고 있음을 드

러냈다. ‘능동적 관여’는 참여자 중심 평가에서 이해당사자에 대한 기존

의 설명 방식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갖는다. 이해당사자

들은 프로그램의 이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에서 그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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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끼리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을 조정하고, 자신의 역할을 조

정하면서 능동적인 관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의 최적화 행동은 이해당사자들이 프로그램을 경

험하는 과정에서 묵시적 지식(Tacit Knowledge)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

여주었다. 묵시적 지식은 기존 참여자 중심 평가에서 이해당사자가 평가

과정에서 평가에 대해 학습하고, 평가 과정에서 자기 주도성을 높인다고

보는 견해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자기 결정성에 대한 설명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자기 결정성은 참여자 중심 평가의 하나인

분권적 평가에서 강조하는 개념이다. 자기 결정성은 이해당사자가 프로

그램 평가와 관련한 선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Fetterman, 2004). 예를 들면 평가 방식과 시기 등을 직접 선택하여 결

정하는 것 등이다. 분권적 평가에서 이해당사자는 평가자로서 평가에 참

여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해당사자가 평가에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평가

에 대한 자기 결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분권적 평가에서 이해당사

자들은 평가 전문가로부터 평가에 대한 기술과 개념을 배울 뿐 아니라

묵시적 지식의 형성을 통해 평가에 대한 자기 결정성을 높이게 된다.

셋째, 본 연구의 ‘프로그램 운영의 최적화’는 프로그램이 ‘독립된 개체’

가 아니라 이해당사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는 ‘상호의존적인 개

체’라는 점을 드러내 주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응적 평가에서는 프로그램의 총체적 이해를 목적으로 평가자가 프로그

램 이해당사자들의 이슈를 해석하고, 반응성에 대해 의미와 가치를 부여

한다. 이해당사자들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이해한

다(Stake, 2004). 이때 프로그램은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이해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4세대 평가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슈의 해결책을 결정

하는 데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중요하게 여긴다. 4세대 평가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 상호작용과 합의의 측면은 강조되었지만 여전히 프로그램은

독립된 개체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도출된 해결책을 적용하는

대상으로 여겨진다(Guba & Lincoln,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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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의 ‘프로그램 운영의 일상적 최적화’는 프로그램이 이해

당사자들과 상호의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K교감

은 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조정하였고, 프로그램 강사는 정체성 갈등

을 통해 전문 강사로의 역할을 정립해 나갔다. 실무 담당 J교사는 학교

환경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도 변화

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강사의 정체성 갈등은 학부모에서 전문 강사

로, 교육 기업 소속 강사에서 독립된 전문 강사로 자신의 역할을 최적화

시켰고,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내용이 중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

고,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학교 관리자가 학교

수준 교육과정 개발의 기회에서 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조정하여 프

로그램을 최적화시켜가는 과정은 학교 구성원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중

요한 존재로 여기게 하여 프로그램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프

로그램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은 ‘한

번 재미삼아 해 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고 지속해야 할’

프로그램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운영의 일상적 최적화 과정은 프로그램 평가의 과

정 자체가 이미 프로그램의 개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프로그램은 평가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보이는 최적화 행

동을 통해 개선되고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당사자들과 상호의존적

인 개체인 것이다.

3) 실천적 시사점

학교관리자가 능동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실천적 차원의 지원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우선,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에 대한 운영 사례, 학교의 변화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연수, 모임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제한적이다. 자유학기제 교육과

정 운영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우수 사례는 교육청에서 연 1-2회

정도 발표를 하거나 일반 교사 연수에서 다루어진다. 제한적인 정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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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의 장에서는 학교 관리자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살필 기회는

많지 않다. 학교에서 의사 결정에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학교 관

리자이니만큼, 학교 관리자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

한 연수, 연구 모임 등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 관리자에게 학교에서 내실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프

로그램 도입, 시행을 위한 정책적 차원의 지원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K교감은 재직 중에 함께 근무했던 교장 선생님의 학교 경영을 통해 얼

마나 학교가 활기 있는 곳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경험하였다. K교감

은 교육 특성화 지원 사업에 응모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학교 교육

에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학교 관리자가 학교 구성원과 함께 학교 교

육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교육 특성화와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 컨설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K교감은 Y중학교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유학기제 운영을 잘 한다고 알려진 부산의 한 중학

교를 벤치마킹하러 찾아간 적이 있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학교들의 컨설팅은 새로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 학교에

큰 도움이 되었다. 즉, 학교 컨설팅은 학교에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과 운

영에 있어서 교육과정 수립, 운영과 관련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

이 된다.

넷째, 프로그램 수업은 강사에게 달려있는 만큼 전문 강사를 안정적으

로 확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Y중학교에서는 프로그램 강사 구하기, 프로그램 강사

의 전문성에 대한 갈등이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났다. K교감은

다음 해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을 담당할 강사

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후속 연구로는 본 연구에서 밝힌 프로그램 운영의 일상적 최적화를 바

탕으로 각 이해당사자의 주체성에 대한 연구를 고려할 수 있다. 프로그

램 운영의 일상적 최적화 행동에서 나타나는 주체성에 관한 논의는 참여

자 중심 평가에서 이해당사자의 능동적 역할에 대한 설명을 풍부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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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개별 주체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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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epreneurship education has been emphasized as part of

economic education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real-life social

problems such as economic slowdown and unemployment.

Entrepreneurship education is treated as one of the production factors

in economic education in schools, and is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the form of programs, mainly by the government and private

institutions. Despite growing interest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programs being implemented, there is

not much evaluation research on the programs themselves and how

they actually work. Even if an evaluation is being made, it is based

on participant satisfaction surveys or effectiveness measurement, so

there is a limit to obtaining information to improve the ove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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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or quality of the program.

Since the education program depends on the situation and context

of each school, it is necessary to evaluate each situation and context.

Evaluating context not only reflects the complex nature of the value

of the program environment, but also considers the voices of

stakeholders. This is an evaluation method that can come closer to

the reality of the program in that the program can be understood in

a holistic way and can provide an improvement plan for the program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at school through the experiences of the

stakeholders. To achieve this goal,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addressed: 1) How is an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introduced and operated in a middle school? 2) What are the

stakeholders’ experiences (issues and responses) with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3)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e stakeholders’ experiences (issues and responses)?

A qualitative case study was conducted to find answers to these

research questions. Y middle school was selected as a case study

place, and 30 stakeholders of the school’s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participated, including the school administrators, teachers,

students, parent-teachers, and CEOs of educational enterprises. Fo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its introduction and operation process, as well as the issues

and stakeholders’ reactions during the program were described and

interpreted.

Through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stakeholders realized what

entrepreneurship is. First, the students realized the concepts of

seizing opportunity, preparation for a challenge, and willingnes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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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 goals.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at the students

experienced included knowing opportunities for their career,

understanding the work world, preparing for what they needed to

succeed in a challenge, and being willing to accomplish their goals

without giving up.

Second, through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cess, the teacher

reached a greater understanding the world, thereby increasing teacher

subjectivity. She noted that she learned much about the world. She

has incorporat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to her class. She also

considers the education positive in that it helps students think about

how to live. The instructors regard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

encouraging a willingness to solve problems and sharing with the

next generation. With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e instructors were

inclined to address the problems in their lives and learned the

meaning of sharing.

Next, the stakeholders’ experiences in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program implied the Optimization Behaviors in Everyday Life.

The school administrator managed the program by adjusting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he administrator had an opportunity to

develop the school-level curriculum following the changes in the

National Curriculum, and she managed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of the school.

The school administrator ran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as after-school programs and the parent career guidance

course in the 1st semester. She also ran the program as

Free-Semester program in the 2nd semester.

The program instructor combined the opportunity of teaching a

Free-Semester program with her other roles. Through the disorders

of her identity and confused of identity related with the school an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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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company, the instructor thought about what duty she

should play as a program lecturer and established her role as a

professional instructor. Teacher J combined the newly generated tasks

from the program with the existing task processing system. The

teacher selected the best-operating strategy within the school context,

where one teacher is responsible for various tasks.

This study provides som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in

the following areas. First, this study suggests that entrepreneurship

education should be divided into ‘realizing entrepreneurship’ and

‘starting and expanding Start-ups’. In a view of focusing on

designing one’s future and helping the work life, education for

realizing entrepreneurship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education for

start up a company. Prac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troduces people to what entrepreneurship

is. Interest and research in economic education are necessary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s

need to be dealt with separately based on targets and objectives, and

developed by incorporating concepts of economic education.

In addition, this study has great theoretical significance in that the

optimization of program operation in everyday life revealed that the

stakeholders are actively involved in the program, that they are

forming a tacit knowledge, and that they have renewed their

perception of the program itself. The existing participatory-oriented

evaluations did not provide any explanation of the roles that the

stakeholders play in the program.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upplemented the existing explanation of the stakeholders, showing

that they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program for its success. Tacit

knowledge is significant in that it complements the self-determinism

of stakeholders in existing participant-oriented eval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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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revealed the program to be an interdependent entity that

evolves and interacts with stakeholders. In the process of

stakeholders’ optimization of the program, the program is also being

improved interdependently. Prac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In

order for school administrators to actively manage the school

curriculum, training for the school administrators that shares example

cases of educational programs, and school consulting should occur.

Further, since the quality of the program depends on the lecturer,

policy support for securing professional lecturers and operating the

program is necessary.

Keywords : Economic educati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Educational program evaluation, Participatory-oriented evaluation,

Responsive evaluation, Optimization of program operation in everyday

life

Student Number : 2012-3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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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찰 기록지 예시(1)

2) 관찰 기록지 예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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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학습지 예시

1) 문제 찾기

2) 나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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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수업 후기 메모 예시



- 183 -

4. Y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선택 안내 가정통신문

1) 가정통신문

2)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소개(가정통신문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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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자 10월 20일 Y중학교 학  생 인터뷰입니다. 자 여기다 녹음을 하

고 자 일단 너의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학  생 : 어떻게 해요? 

연구자 : 그냥 너의 이름을, 너는 이름이 뭐고 좋아하는 것이 뭐고 잘하는 것

이 뭐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학  생 : 이름은 OOO, 좋아하는 것은 프로그래밍이요. 그 다음에 음… 매일 

말썽만 피우고 벌점이 매우 많고… 뭐 해요? 

연구자 : 좋아하는 것, 프로그래밍 좋아하고 잘하는 건? 

학  생 : 잘하는 건… 그닥 없는데? 

연구자 : 잘하는 것은 프로그래밍 잘할 거 아니야? 좋아하면? 

학  생 : 네. 그렇죠. 

연구자 : 그런데 너가, 나는 의왼데? 되게 모범생일 것 같은데 어떻게 벌점이 

많아지게 됐어? 

학  생 : 한 번은 그…  명찰을 안 가져와서, 한 번은 지각하고, 한 번은 의자 

고장 내고 한 번은 말썽피우고. 

연구자 : 말썽? 

학  생 :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떠들고 그것 때문에 걸리기도 했어요. 

연구자 : 그런데 수업시간에 떠드는 것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으니까 떠들

었을 거 아니야? 

학  생 : 아니에요. 심심해서 떠들었어요. 할 것도 없고 지루해서. 

연구자 : 수업이 지루해? 어떤데? 어떤 수업이? 

학  생 : 미술 수업이 졸려요. 잠이 와요. 

연구자 : 그림 그리는 거 아니야? 

학  생 : 그림 그리는 것도 있기는 한데 가끔씩 이론을 배우거든요. 

연구자 : 응.

학  생 : 졸려요. 

연구자 : 원래 그런 것은 좀 졸려 하하. 

학  생 : 네. 그래서 졸기도 하고 그때 쌤의 눈에 거슬리고 떠들었다고 벌점 

받은 거죠. 바로. 

연구자 : 아. 그래서 벌점이 쌓였어. 속상하겠다. 

학  생 : (웃음)

연구자 : 벌점은 속상하잖아. 그렇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지? 너는 

왜 기업가정신교육프로그램 이거 왜 선택했어? 니가 선택했어, 아니

5. 전사 기록지 예시(자유학기제 1기 학생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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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엄마가 하라고 시켰어? 

학  생 : 제가 선택했죠. 그냥 엄마는 이런 거예요. 딱히 그렇게 세부적으로 

물어보지는 않고, 

연구자 : 응. 

학  생 : 그냥 관심도 없다? 그것은 아닌데 암튼 그런 거에는 그렇게 심하게 

관심이 없고 그냥 제가 솔직히 하는 것 중에 제일 재미있어보여서. 

연구자 : 음, 재밌어 보였어? 어떤 게 재밌어? 그러니까 거기에 나도 가정통

신문의 내용을 봤는데 굉장히 짧게 이렇게 쓰여 있어가지고. 

학  생 :  기업가정신 교육 있는 주. 

연구자 : 어. 

학  생 : 기다렸었죠. 

연구자 : 어, 그게 되게 짧게 써 있었잖아. 그래서 그것만 보고 그게 어떻게 

어떤 측면에서 재미있을까라는 상상이 됐어? 

학  생 : 비교적 재미있을 것 같죠. 

연구자 : 다른 것에 비해서? 

학  생 : 그렇기도 하고 

연구자 : 어.

학  생 : 다른 것은 뭐 다 영자신문이나 과학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뭐가 재

미있겠어요? 기업가정신이 훨씬 더 재미있지. 왜냐하면 생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구자 : 아, 생소하니까 뭔가 재미있을 거다? 

학  생 : 왠지 호기심이 네. 

연구자 : 아, 그래서. 그래서 선택을 했어? 그러면 이번에는 기업가정신하고 

또 뭐를 했어? 

학  생 : LED플랜카드 만들기. 

연구자 : 어, 그거는 이 수업이랑 비교해서 그것도 선택한 이유가 생소해서 

그런 거야? 

학  생 : 알기는 하죠. 뭔지는 알기는 한데 솔직히 그게 제일 재미있을 줄 알

았어요. 

연구자 : 아, 그래? 왜? 

학  생 : 이게 그런데 이게 더 재미있었고 그것은 그냥 단순히 핀 꼽고 연결

하고 납땜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테이프로 붙이고 그래봤자 심한 

것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연구자 :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생들마다 되게 너처럼 재미있다는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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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어떤 애가 지난 시간에 발표했지만 되게 어려웠다는 애도 

있었잖아. 그런데 너는 이게 왜 재미있는 것 같아, 너한테? 

학  생 : 거의 다 알고 있었어요. 내용을, 알려준 내용을. 

연구자 : 아, 진짜? 어떻게 니가 그걸 알았지? 

학  생 : 회사 같은 것도 다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그런 IT뉴스 IT? 아무튼 

그렇게 사회적인 뉴스를 그러니까 뭐 가끔씩 심심할 때씩 읽어 봐

가지고 알기도 하고 뭐…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를 때는 지루하잖아

요. 그런데 뭐 지루하고 어렵고. 그런데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재미있어서. 

연구자 : 그러면 니가 거기 연구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미리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수업이? 

학  생 : 미리 다 알고 있지 않았는데. 

연구자 : 대부분? 

학  생 : 알고 있었는데 더 알려주시니까. 

연구자 : 더 알려주니까 그래서 더 재미있었구나? 

학  생 : 네. 

연구자 : 그렇군. 니가 보기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자유학기제 때문에 들

어와 있잖아. 그런데 이게 자유학기제가 아니어도 1학기 때 방과 후

에 이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었다. 알고 있었어? 

학  생 : (잠시 침묵) 진짜요? 

연구자 : 어! 방과 후에 있었어, 무료로.

학  생 : 관심이 없어서(웃음).

연구자 : 어, 몰랐어? 

학  생 : 방과 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연구자 : 아, 방과 후는 왜 관심이 없어? 

학  생 : 귀중한 시간에.

연구자 : 응. 

학  생 : 그냥 내가 재미있으면 장땡이기는 한데 재미없으면 진짜 손해잖아

요. 

연구자 : 그렇지. 

학  생 : 그래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 기타 배우기 그런 것 

빼고는 딱히 신선한 것도 없었고.

연구자 : 응. 

학  생 : 엄마한테 뭐 학원 없애려고 학원 안 다니려고 방과 후 해달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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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했는데 엄마가 그거 절대로 반대했고. 

연구자 : 어~ 왜? 

학  생 : 선행 안 나간다고. 

연구자 : 아, 그렇지 방과 후에는 선행 안 나가지. 그리고 이거는 더 교과랑은 

좀 많이 다른 거니까. 너는 그러면 이걸 시작할 때 지금은 끝났지만 

어떤 것을 기대했었어? 프로그램에서? 

학  생 :  (잠시 침묵) 재미있는 알찬 수업? 

연구자 : 재미있고 재미있는, 너가 말하는 재미있는 알찬 수업은 뭐야? 

학  생 : 다양한 활동. 

연구자 : 다양한 활동, 체험하고 거? 뭔가 하는 거? 

학  생 : 네. 체험하기고 하고 뭔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에서 더 나가는 

것. 예를 들어 기업가면 뭐 실제는 아니지만 가상회사를 차려보고 

팔아보기도 실제 하기는 했잖아요. 

연구자 : 응

학  생 : 그런 것도 약간 기대하기는 했었어요. 제가 

연구자 :  응, 응. 그래. 그래서 니가 지금 이제 끝났는데 쭉 너가 기대한 것

도 있고 원래 아는 것도 있는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은 뭐하는 프로

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학  생 : 학부모들이 하는 것 같은데 그닥… 다양한 뭐 정보에 대해서 알려

주기는 했는데 실제로 뭘 위한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연구자 : 음… 그러니까 너는 처음에 기대한 게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들어

온 거잖아.

학  생 : 활동,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만족했어요. 저는. 

연구자 : 그거는 되게 만족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뭐하는 거,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 뭔지. 기업가가 뭐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됐니? 아

니면 잘 모르겠니? 

학  생 : 그렇게 그것을 실제로 한 거에 대입하면.

연구자 : 그게 좀 잡히니? 아니면 아직도 모호하니? 

학  생 : 실제로 많은 기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 중에서 왠지 좀 색다

른… 기업을 하나 소개하고 펼치는 그런 기업가들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버도 있었고 떡볶이도 있었고. 

우버는 예를 들어 콜택시를 아예 앱으로 주문하는 거.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죠. 그런데 그렇게 색다르게 하는 게… 하게 할 수 있는 게 

뭐 아이디어를 주던가 아무튼 그러면 실제 의미인 것 같아요.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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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생각해보면. 

연구자 : 음 너는 그러면 기업, 그런 기업가나 기업가 정신, 기업가에 대한 너

는 평소의 이미지가 어땠어? 

학  생 : (잠시 침묵) 나쁘지 않았죠. 저에게 많은 정보를, 정보? 많은 뭐 실

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니까. 

연구자 : 음… 

학  생 : 그러니까 일단 고객의 시점에서 무언가를 뭐 금전적인 것을 줘야 

되지만 무언가를 제공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지만 훨

씬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정보들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공부? 책? 주는 그런 곳을 만드는 곳, 만드는 창조하는 사람

이니까 기업가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닥 뭐 비리나 그런 저지

르는 사람도 있기는 해서.

연구자 : 응. 

학  생 : 나쁘지 않은 거, 아 왜냐하면 그 사람은 소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업가 자체가. 

연구자 : 응, 응. 수업 과정이 지금 1차에서부터 지금 다 끝났는데 7번이. 너

한테 가장 재미있게 니가 생각됐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어? 

학  생 : 솔직히 연수도 왔잖아요. 그분. 처음 기업가정신에 왔던 사람. 재미

없었어요. 

연구자 : 응. 다른 애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었고, 그랬어. 그거는 재

미가 없었고 그러면 뭐가 재미있었어? 아, 잠깐만, 그게 왜 재미없

었어? 그 카드가 재미없었어, 아니면 빙고나 아니면…

학  생 : 왠지 

연구자 : 그런 게 재미가 없었어? 

학  생 : 좀 이상한 냄새가 나기는 했어요. 거기에서. 왜냐하면 회사잖아요. 

연구자 : 응응 맞아. 

학  생 : 그 회사의 브랜드. 이름을 넣어주고 카드에다가, 

연구자 : 응. 

학  생 : 뒷돈을 받던가.

연구자 : 아하하.

학  생 : 그런 생각도 해가지고 그닥 좋은 생각은 안 들었어요. 

연구자 : 카드 자체에 대해서는? 

학  생 : 카드 자체에 뭐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서. 뭐 

애들한테 그 회사를 알려줬다는 거에 대해서 왠지 돈을 받을 것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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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지고 거기에서. 솔직히 좋은 부분이 있으면 나쁜 부분도 무조건 

있잖아요. 

연구자 : 그렇지. 

학  생 : 그러니까 나쁜 부분이 그 부분에 해당될 것 같아 가지고 그닥… 

네… 헤헤

연구자 : 그리고 이제 그 분에 대해서는 원래 잘 몰랐었지? 

학  생 : 아예 몰랐죠. 

연구자 : 아예 몰랐지? 

학  생 : 기업가정신도 뭔지 몰랐어요. 

연구자 : 그걸 몰랐어. 응응.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재미있었던 부분은 어떤 부

분이야? 

학  생 : (잠시 침묵) 프로젝트X. 

연구자 : 프로젝트X? 좋아. 너네 다 있어서 좀 더 듣고 싶지만 일단은 그 프

로젝트에서 니가 뭘 했는지를 얘기해 봐봐. 너가 조장이었지? 

학  생 : 다 했어요. 제가. 

연구자 : 그러니까. 

학  생 : 왜냐하면, 

연구자 : 그런데 니네 조가 굉장히 얘기가 서로 잘 됐던 조 같은 데, 

학  생 : 안됐어요. 아예 왜냐하면. 

연구자 : 어? 왜? 얘기해 봐봐.

학  생 : 제가 귀찮은 걸 싫어하거든요? 

연구자 : 응. 

학  생 : 제가 애들한테 카톡 방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애들이 걍 무시

하기만 하고 그래서 그냥 음… 제가 물품을 사고 제거 돈으로 서로 

안 모으고. 애들이 뭐 산다고 했는데 돈을 준다고 했는데 그냥 무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산하는 걸 진짜 싫어해서. 

연구자 : 아, 또 나중에 나눠야 되니까? 

학  생 : 나눠야 되니까 그런 것도 싫고. 애들이 뭐 그냥 구매하는 거에 아무

런 협조도 안했잖아요. 할 필요도 없어 보이고 걔네들이 투자해서 

제가 왜 이득을 줘야 되죠? 걔네한테? 

연구자 : 걔네들이 너랑 같은 회사의 구성원이고 같이 일을 하면. 

학  생 : 그런데 구성원이기는 한데 아무 것도 일을 안했어요. 걔네들은. 

연구자 : 그러면 안 되고. 같이 일을 그러니까 너네 조가 모였잖아. 처음에 아

이디어는 누구 아이디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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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 아이디어요? 쌤 아이디어. 왜냐하면… 

연구자 : 쌤 아이디어? 

학  생 : 네. 매점을 만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해놓고 그냥 그걸로 한 거

예요. 그래서. 

연구자 : 아, 연구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네 조 애들이 그러면 다 좋아 

그렇게 동의했을 거 아니야. 

학  생 : 네. 그렇죠? 

연구자 : 그렇지 다 동의를 했지? 그 다음에 니네 뭐 무슨 포스터도 만들고 

학  생 : 만들기는 했죠. 

연구자 : 언제 어떻게 할까 그것도 의논하지 않았어? 

학  생 : 그런 거는 생각 못했는데 제가 그냥 다 이득권을 가졌으니까 두 번

째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조가? 

연구자 : 응. 

학  생 : 두 번째는 제가 귀…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귀찮기도 

하고 안사기는 했는데 하… 음… 별로… 

연구자 : 그래서 첫 번째 너네들 회의 때는 그런 얘기가 모아졌는데 그게 안 

되고 두 번째 다시 얘기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학  생 : 제가 아예 포기했죠. 

연구자 : 다른 애들이.

학  생 : 반대자도 소수가 있어가지고. 

연구자 : 아 그랬어? 

학  생 : 그래서 어차피 몇 명이서 하는데 서로 걔네들이 우리 투자하잖아요. 

서로 돈을 주기로 했는데 기안이 지났는데도 이틀 지났는데도 아예 

안 주는 거예요. 

연구자 : 안 주고 아…

학  생 : 그래서 제가 제 돈에서 그냥 사려고 했는데 살 필요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시간이 없었는데 그때 학원 가느냐… 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애들이 아무런 협조도 안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왜 이 시간에 애들은 그냥 자기 다 할 일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하나 때문에 왜 내 시간을 소비하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걍… 때려

치웠어요. 

연구자 : 그래도 너는 돈 벌지 않았니? 

학  생 : 2천원. 

연구자 : 그렇지 벌었지. 그러면 그거 포스터붙이고 쉬는 시간마다 그거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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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돈을 벌기는 벌었지? 

학  생 : 저 혼자서. 

연구자 : 너 혼자서, 너 혼자 팔았지? 음… 그러면 다른 애들 다 너랑 같은 

반애들은 없었어? 다 다른 반애들이었지. 

학  생 : 같은 반애들이었는데? 

연구자 : 같은 반애들이었어, 너랑? 

학  생 : 저랑 걔들 돈만 뜯으려고 하고 그닥 좋은 저거는 아예 안 주고… 

저 혼자 그걸 하고 포스터를 걔들이 썼죠. 그래서 걔네들한테 보답

하려고요. 

연구자 : 포스터를 썼으니까? 

학  생 : 네. 걔네들한테만. 

연구자 : 아, 포스터 쓴 애들만? 

학  생 : 네. 보답할 생각하고 있고. 

연구자 : 어떻게 보답하려고? 

학  생 : 뭐 사줘야죠. 이렇게? 하하.

연구자 : 아하하. 그러면 포스터 쓴 애들은 누구누구였는데? 

학  생 : 음…

연구자 : 아, 너 걔 OO이랑 니네 반애 한 명 이렇게? 

학  생 : 걔네들이 주로 썼죠. 걔네 둘이. 메일로. 

연구자 : 아 그렇게 쓰고. 

학  생 : 걔네들한테 뭐 줄 거고 또…. 

연구자 : 그런데 너네 너가 말한 대로 너가 애들이 카톡 방에서 아이디어도 

내려고 그러고 막 얘기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애들이 안 모였잖

아.

학  생 : 몇몇 애들이 아이디어 내기는 했지만 제가 다 반대했죠. 왜냐하면 

그거는 실현가능성이 없었으니까.  

연구자 : 뭐가 있었는데? 

학  생 : 걔 OOO? (잠시 침묵) 기억이 안나요. 

연구자 : 아무튼 실현가능성이 없어서 너가 반대해서. 

학  생 : 실현가능성도 없긴 했고.

연구자 : 응.

학  생 : (잠시 침묵) 네. 폴라로이드. 

연구자 : 응.

학  생 : 쌤 폴라로이드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그러자고 했는데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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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대를 하고 그거 안하고 그냥 바로 매점을 갔는데 뭔 아이가 

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저는 반대했었어요. 

연구자 : 음 그래서 그게 안 이뤄지고. 그런데 그게 왜 너한테 제일 재밌어? 

너는 애들이랑 잘 협력이 안돼서 속상하잖아. 

학  생 : 달리 한일이 없었으니까? 크게 한일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왠지 하

면서도 첫 번째 애들이 안 해도 저 혼자 하는 맛이 있었으니까 재

미있었어요. 프로젝트가. 

연구자 : 혼자서 하면 더 쓸쓸하지 않았어? 그게 딴 애들이 아까, 

학  생 : 딱히 쓸쓸하지 않았고 어차피 4명인데 저 혼자 해서 뭐가 달라져요.

연구자 : 응? 

학  생 : 뭐라고 하지? 4명인데 아무리 혼자서 해도 4명이잖아요. 20명도 아

니고 우리 조가. 한 명도 없다 해서 어차피 3명이 사정상 빠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히… 쓸쓸함이 안 들고 그랬어요. 

연구자 : 그냥 혼자 그냥 해도 상관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거? 

학  생 : 네. 

연구자 : 너네 그런 팀 활동이 교실에서 다른 수업할 때도 이뤄지지 않아? 

학  생 : 뭐가요? 

연구자 : 그냥 수업에서도 뭐 수행평가나 이런 거할 때 팀으로 하지 않아? 

과제 같은 거? 

학  생 : 2학기 때부터 그러는데 수학은 그러다가 애들이 그닥 좋은 좋지 않

은 방법을 쓰기시작해서 때려치웠고. 

연구자 : 그게 뭔데, 애들이 무슨 방법을 쓰는데? 

학  생 : 서로 답을 베끼고 답을 공유하고 뭐 제가 처음으로 시작하기는 했

죠. 그거. 

연구자 : 아하.

학  생 :  조 이름 이상하게 정하고 뭐 19금 뭐 그렇게. 

연구자 : 어, 그리고? 

학  생 : 그 다음에 국어는 오늘도 했어요. 조끼리 조 활동하는 거.

연구자 : 그 활동 잘됐어? 

학  생 : 생각보다 잘됐더라고요. 

연구자 : 어, 니가 생각하기에 국어시간에 애들이 조 활동이 잘된 거랑 지금 

이 수업에서 애들끼리 많은 프로젝트 조 활동이 잘 안 된 거랑 뭐

가 가장 차이였던 것 같아? 

학  생 : (잠시 침묵) 아는 정보가 많았나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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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아는 정보? 얘네들은… 

학  생 : 아니 걔네들은 처음 하는 거잖아요. 

연구자 : 응.

학  생 : 저희가 이번에 국어 했던 게 홍길동전에 홍길동이었는데, 그런데 한 

번쯤 다 해봤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다 내세울 수 

있고 그래서 훨씬 잘 됐던 것 같아요. 

연구자 : 응, 의견교환도 되게 잘되고, 서로 이렇게 왔다갔다 잘되고. 그런데 

얘네 조는 누가에서나 싫어 그러면 더 이상 얘기가 없었구나? 

학  생 : 네. 

연구자 : 진전이 없는. 그래서 되게 소극적인? 그래서 안됐고... 음.. 그런데 혹

시 한 것 중에서 너에게 어렵다 싶은 것도 있었어? 수업에서 한 것

들 중에서? 

학  생 : 아니요. 

연구자 : 다 쉬웠어? 대체적으로? 

학  생 : 쉽지는 않았는데 할 만 했어요. 

연구자 : 니네 반 애들은 너가 막 매점 그걸 하면서 팔고 그랬잖아 쉬는 시

간마다. 그거 보면서 이 기업가 교육에 대해서 기업가정신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른 애들은 뭐라고 생각해? 

학  생 : 뭐 파는 거? 파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걸요, 지금 아마? 

연구자 : 파는 거? 

학  생 : 네. 하하. 

연구자 : 팔고 돈 버는 거? 

학  생 :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연구자 : 음.. 그렇군. 연구자가 지금 4명이 학부모님 연구자이잖아. 어떻게 생

각해? 

학  생 : (잠시 침묵) 애들을 잘 통제하시는 것 같아요. 

연구자 : 애들을 잘 통제한다… 학교 연구자도 통제 잘 하시잖아.

학  생 : (잠시 침묵) 왠지 쌤이랑 다른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연구자 : 아 쌤이랑 다른? 응응. 그렇지 아무래도 너네들의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니까 그만한 노하우가 있을 것 같고. 처음에 어색하거나 불편

하지는 않았어? 

학  생 : 두 명이 서로 아는 애들의 엄마라서 그닥… 저 그 다음에. 

연구자 : 응.

학  생 : 저 낯가림이 거의 없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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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아, 낯가림이 없어서 스스럼없이 잘할 수가 있었구나. 오케이. 그러

면 음… 매 시간 이렇게 연구자들한테 이렇게 쪽지로 뭐를 쓰라고 

할 때 다 대부분 좋은 얘기를 많이 쓰잖아. 

학  생 : 나쁜 얘기 했다가 들켰다가 그러면 어떻게 봐요 서로를. 

연구자 : 아, 그래서? 

학  생 : 네. 그런 것도 있겠죠? 

연구자 : 혹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러면 너는 주로 무슨 코멘트

를 많이 했어? 

학  생 : 재미있었다. 

연구자 : 재미있었다? 

학  생 : 네. 

연구자 : 재미없었어도? 

학  생 : 처음엔 재미없었다. 써야죠. 그건. 

연구자 : 그건 그렇게 쓸 수 있고? 

학  생 : 그래서 저 아마 그 강의 쌤 왔을 때 재미없다고 썼을걸요. 아마

연구자 : 아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학  생 : 아니려나? 네. 

연구자 : 그러면 너네 조 애들은 각자의 경험만 있지 공통의 경험이라는 게 

그냥 수업시간에 같이 뭔가 활동하는 것 외에는 많지 않았을 것 같

은데. 

학  생 : 그냥 돈 달라고 협박한 적은 있었죠? 돈 달라고. 

연구자 : 아, 돈 내서 같이 자본을 모으자? 

학  생 : 헤헤헤.. 네. 

연구자 : 너는 그런데 너 혼자 자본금 얼마 냈어? 

학  생 : 12000원. 처음에는 12000원. 

연구자 : 12000원? 다음에 또 냈어? 12000원 이후에도? 

학  생 : 네? 

연구자 : 12000원 이후에도 또 냈어, 돈을? 

학  생 : 저요? 

연구자 : 응. 

학  생 : 아니요. 

연구자 : 그거 한 번 낸 거잖아. 그렇지? 

학  생 : 네. 

연구자 : 음, 그랬구나. 그러면 너네들끼리 의견교환이 안돼서 혹시 언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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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막 그 적도 있었어? 

학  생 : (잠시 침묵) 소리 지르거나 그런 거요? 

연구자 : 응. 

학  생 : 매일 계속 그랬는데? 

연구자 : 계속? 

학  생 : 네. 그게 일상인데? 

연구자 : 그러니까 언제? 너네들 조용해서 그냥 

학  생 : 조용했어요, 우리? 

연구자 : 응 말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싸우거나 그런 것 같아보이지는 않았

어. 어떤 점이 그랬어? 

학  생 : 아, 싸우거나요? 언성을 높이는 게 싸우는 건줄 몰랐는데 암튼 그런 

것은 별로 없었는데? 

연구자 : 그런 것은 없고? 

학  생 : 그렇게 심하게 싸우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연구자 : 의견을 그냥 교환하는 거? 

학  생 : 좀 쎄게. 

연구자 : 쎄게? 

학  생 : 격하게. 

연구자 : 어떻게 예를 들면? 

학  생 : 내가 이거 하자고 했잖아!! 왜 내말 안 듣고 이거해!! 소리 지르기는 

하죠. 

연구자 : 니가? 

학  생 : 다들 서로. 

연구자 : 서로? 아, 서로의 각자 의견들이? 

학  생 : 나 이딴 거 안 할 거야. 이딴 거 왜 해? 서로 크게 한 것도 있고 

연구자 : 니네 조의 특징이 그런데 그래도 일이 주어지면 너네들이 다 하잖

아.

학  생 : 안 해요. 저만 했어요. 

연구자 : 안 해? 너만 한 거였어? 발표는 OO이도 하고 △△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 

학  생 : 써져있는 것만 그냥 읽으면서 발표했죠. 

연구자 : 아, 읽은 거야? 아... 그랬구나. 너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 

학  생 : 없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성공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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