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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09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혁신학교가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

산 운영되고 있다. 혁신학교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

화에 적응하고 공교육의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목적으로 운영

되고 있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단위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학

교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 협력을 통해 학교의 상황에

맞는 변화와 학교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다.

본 연구는 일반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가 혁신학교에 지원하여

근무를 하면서 새롭게 경험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외부 관찰자의

시선이 아닌 혁신학교에서 실제 근무하며 생활하고 있는 교사의

관점에서 혁신학교 맥락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학교 구성원들의 관

계를 살펴보고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경험의 모습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2011년 9월 혁신학교로 개교한 서울A초등학교에서 일

반학교에서의 교직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사 9명을 대상으로 면담

을 실시하고 질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일반학교에서의 상황은 각 학교가 처한

맥락에 따라 다양하였다. 일반학교에서 경험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연구 참여자들은 비민주적인 학교 문화, 관리자와의 갈등을

경험했다. 또한 동료 교사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관료주의, 형식주의 학교 문화와 과중한 행정 업무는 교사들을 수

동적 존재로 만들고 동료와 소통하지 못하며 고립되는 개인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냈다.

이와 비교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희망하여 지원한 혁

신학교에서의 경험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이



- ii -

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민주적으

로 운영되는 교사 회의와 학년 공동체를 통해 민주적 의사소통을

경험하였으며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과 동료에 대한 믿음을 형성할

수 있었다.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 수업 중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 업무 전담팀의 운영

을 실시하여 교사들은 수업에 집중하며 동교 교사들과 함께 소통

하며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혁신학교에서의 근무를 통해 교사들이 경험한 변화의 모습은 첫

째,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 소통을 위한 학교 조직과 환경의 변

화이다. 둘째,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학교 구성원들 사이의 협력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의사소

통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갈등의 모습이 나타나기

도 했으며 자신의 기대와 다른 혁신학교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

였다.

서울A초등학교는 개교이후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와 새로운 시

도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를 만들

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교사들은 혁신학교에서의 근무를 통해

일반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학교 문화와 구조를 경험

하고 있다.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험은 교사들에게

자극과 변화의 계기가 되고 있으며 혁신학교에서의 민주적 의사소

통이 교사들에게 성찰과 발전의 기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주요어 : 혁신학교, 자발적 참여, 민주적 의사소통, 관계, 교사 학습,

경험 학습

학 번 : 2003-2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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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 제기

혁신(革新)의 사전적 의미1)를 살펴보면 “묵은 풍습,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

해 오던 관습, 제도, 방법 등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으로 변화와

개선을 이루려는 노력으로 사회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지식기반 정보화 시대에서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모든 사회구성원들

에게 생존과 적응을 위한 많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계에

서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학생들, 새로운 지식의 등장에 학

교의 적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못하고 학교 체제가 변화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강대중, 2002; 이병환, 김영순, 2008)).

OECD(2004)는 학교 주도의 혁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학습과 변화

에 대해서 교사들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른 분야에서 혁신의 성공

을 이끌었던 조건을 학교에 반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학교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는 연구 지식의 활용, 교사 간 네트

워크 구축과 교사의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 지역적 차이를 용인하면서

동시에 지역적 혁신을 학교제도와 결합시킬 수 있는 제도, 정보통신기술

의 효과적인 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OECD, 2004).

학교에서의 혁신에 대한 강조는 학교 또한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응하

지 못한다면 생존을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윤정일 외, 2004). 새로운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학교가 적절히 대응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학교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보다 발전

된 학교 교육 실현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김성열,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www.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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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김성천, 2011; 박운형 외, 2009).

학교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로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안승문(2011)

은 학교교육의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21세기의 시대적

특징으로 지식정보화 사회, 평생학습 사회, 세계화, 국제화를 제시하며

학교교육이 평생학습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재구조화 되어

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지식기반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학습자들이 자신의 삶과 융합되어 있는 실천적 지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학교 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OECD(2004)는 학교 학

습을 포함하여 평생 동안 이루어져야 할 평생 학습의 요소로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조직화된 학습은 체계적이고 상호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학교 교육은 여러 인생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과 연결되어야 한다.

둘째, 학습자는 학습 과정의 중심이어야 한다. 셋째, 학습 동기를 강조해

야 한다. 넷째, 경제적 또는 도구적 목적에만 집착하기 보다는 다양한 교

육목표를 인정해야 한다.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은 전통적인 폐쇄적 분과 교육 대신에 범교과

(inter-disciplinary) 및 교차 교과(cross-disciplinary)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창의적 능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강조하고 있다(조상식, 2011). 이러

한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전통적인 학교 교육만으로는 시

대의 변화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학교 교

육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함께 공교육의 위기에 대한 논의

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교육이 위기에 처한 현실에 대해 윤정일

(2001)은 학교교육 위기의 징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교실 수

업이 곤란하다. 둘째,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가 곤란하다. 셋째, 학생들의

학교교육 이탈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넷째, 교사 집단의 무기력증과 냉

소적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그 동안의 교육 개

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교육 개혁의 정의와 합리적 원칙의

확립보다는 상황 모면과 일시적 무마에 치중하고, 교육 주체들의 공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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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권대봉, 신현석(2003)은 학생들의 학교 이탈현상에 따른 공교육의 위

기, 교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학교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사교육의

증가, 교육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에 따른 학력의 저하 등을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한대동 외(2009)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로 치열한 교육경쟁, 사교육의 팽창, 교육 양극화, 공교육의 질적 저

하에 따른 학부모의 불신, 교육 구성원들 간의 갈등,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등을 제시하며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첫째, 학교에서 학생들의

배움의 질이 낮아 진정한 배움이 부족하며 둘째, 학교 구성원들 간에 서

로 신뢰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돌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조상식(2011)은 학교교육의 문제는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 학교 현장에

서 능력주의와 경쟁주의 입각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며 그

결과 학교 교육에 있어서 기회의 불평등, 계층에 따른 학력 격차의 확대,

인성교육이 실종된 지식위주의 교육, 비민주적인 학교 문화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이야기한다.

공교육의 위기에 대한 인식은 교육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학교 교육이 신뢰를 잃어가는 현실은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

니라 관료주의적 행태로 나타나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체감하는

변화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

학교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화

를 느낄 수 없는 것에 대해 Drucker(2006)는 정부, 각종 학교, 병원, 자

선단체 등 공공 서비스 기관이 혁신을 추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

로 해야 할 일들이 항상 넘치는 이들 기관이 이제까지 해 오던 ‘기존의

것’, ‘늘 해오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서비스 기관으로

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학교에서 지금까지 해 오던 많은 업무를 그만두고 새로운 업

무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혁신과 변화를 지향

하고 있는 ‘새로운 일’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업무가 되어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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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즉, 학교 현장의 자발적인 노력과 문제 해

결이 아닌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는 또 다른

업무가 되어 오히려 학교의 변화와 혁신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

다. 교육 정책이 업무를 가중시켜 교사들은 수업에 충실할 수 없게 되었

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서근원, 2012).

이러한 학교 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과 시도가 학교 현장에

서는 새로운 업무 부담으로 가중되는 것은 학교교육의 개혁과 변화를 설

계하고 주도하는 사람들의 접근법과 개혁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현장의

교사들이 형성하는 주관적인 현실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장훈, 김명

수, 2011). 현장 교사들의 동기부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주도의 교육개혁이 교사들에게 큰 호응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 중앙집권식 개혁 추진과 획일적, 규제적 교육 행정, 반복

되는 비현실적이고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때문이며 이러한 정책들은 교

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 없이

학교에 형식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김인희, 2007).

학교 교육의 현장을 담당하는 일반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부기관 중심의 교육 개혁, 학교 혁신 정책은 실제로 변화와 혁신

이 이루어지는 단위 학교에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학

교의 위기가 확대되고 학부모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

아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심성보, 2005; 김성천, 오재길, 2012). 교사

의 전문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서근원, 2012).

이중현(2011)은 교육개혁의 문제점으로 첫째, 교육 철학의 빈곤과 정

권에 따라 일관성이 없다. 둘째, 장기적인 안목이 결여되어 있어서 성과

주의 급급한 면이 있다. 셋째, 시스템적인 개혁이 아닌 부분적이고 기능

적인 접근의 문제가 있다. 넷째, 교원들을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

화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한다. 획일적, 하향식 교육행정은 학교와 교사들

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학교의 자율성을 약화시켰다(이중현, 2011).

공교육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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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도로 2009년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가 시작되었다. 경기도교육

청의 혁신학교는 자발성, 민주성, 지역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공교육의

정상화와 학교 교육의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의 작은 초등학

교에서 시작된 교육 혁신 운동에서 전체 공교육의 혁신을 위한 모델로

제시되어 실행되고 있다. 이는 교육 본질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그

동안의 학교 교육이 교육과정의 본질과 교육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입

시 위주의 교육과 성적 지상주의의 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비

판에서 혁신학교는 출발한다(경태영, 2010).

혁신학교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송순재, 이정민 외(2011)는 혁신

학교 초기 운영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1학년도 1학기

에 지정 운영된 서울형 혁신학교 중 2개의 초등학교, 3개의 중학교, 1개

의 고등학교에서 질적 연구를 통하여 혁신학교 초기 운영과정을 기록하

고 변화된 모습을 연구하였다. 혁신학교 초기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의 혁신학교 운영 성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

의 경우 작은 단위의 의사결정과 교사의 참여를 위한 학년 중심의 작은

학교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고, 중등의 경우 기존의 행정업무 중심에서

학년 단위 교육활동중심의 업무 체제로 개편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

고 있다.

서근원(2012)은 학교 교육 개혁의 핵심은 교사의 전문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라고 인식하고 학교 현장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교사의 관점에서 바

라보았다. 그는 교사의 관점에서 학교 혁신의 여러 사례들을 분석하여

학교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활동들의 지향성에 따라 민들레형 학교와 해

바라기형 학교로 구분하였다. 민들레형 학교는 외부의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 구성원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구성원들

의 건강한 관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을 갖고 있다. 해바라기형 학교는 외부의 눈에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구성원들의 관계가 왜

곡되거나 단절되며, 기존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새로운 문제를 파생시

킨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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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붕서(2012)는 서울형 혁신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혁신학교 운동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다. 8개의 서울형 혁신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1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혁신학교 운

동은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 운동으로 보아야 한다

고 이야기한다. 최병호(2012)는 경기도의 중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학습

공동체를 대상으로 혁신학교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교육관 재구성과 연결

망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교사들의 수

업관, 학생관, 학교거버넌스 등의 변화를 연구하며 교사학습공동체의 중

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혁신학교의 관련 연구들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진행된 혁신학

교 관련 연구들이 혁신학교의 운영 모습 및 성과에 대해 외부 관찰자의

시선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나 혁신학교 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논의를 하

고 있지만, 혁신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며 아이들과 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 하고 있는 교사들의 구체적인 경험과 맥락을 나타내는 것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교사의 관점에서 혁신학교 교사들이 학교 구성원들

과 새롭게 관계를 맺으며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경험을 통해 이루

어지는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

하다. 이러한 연구는 혁신학교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변화와 학습

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할 수 있으며 학교 현장의 여러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혁신학교는 2009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운영되

고 있다. 혁신학교는 학교 내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형태의 개혁으로 상명 하달식이 아닌 아래

로부터의 문제의식 공유와 실천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경태영, 2010).

혁신학교에 대한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연구자는 외부

관찰자의 시선이 아닌 혁신학교에서 실제 근무하며 생활하고 있는 교사

의 관점에서 혁신학교 맥락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학교 구성원들의 관계

를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호작

용 및 의사소통 경험의 모습을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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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이전의 일반학교에서의 근무 경험과 비교하여 혁신학교 맥

락에서 새롭게 형성된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사들의 민주적 의사소

통 경험을 탐색하는 것이다. 혁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의 모습을 일

반학교와 비교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혁신학교에 초임 발령된 교사를 제

외하고 일반학교에서의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혁

신학교 지원하여 혁신학교 개교 과정을 거쳐 실제로 혁신학교에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경험하며 변화되는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학교 개교 및 운영 과정은 어떠했는가?

둘째, 교사들이 혁신학교에서 새롭게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 교사들이 혁신학교에서 경험하는 변화의 모습은 무엇인가?

3. 연구 대상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1년 9월 서울형 혁신학교2)로 개교한 서울A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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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교사들이다. 서울A초등학교의 개교 과정을 살펴보면 2011년 7월

초에 서울A초등학교 개설교사 모집 공문이 각 학교에 전달되었으며 희

망 교사는 교육청에 서류 제출을 하였다.

서울A초등학교의 개교 준비 과정은 일반적인 개교 준비과정과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인 개교 과정을 살펴보면 교육청에서 10여 명 내외의 개

설교사를 먼저 선발하고, 이들 개설교사들이 대부분의 개교 업무를 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 개교와 인접한 시기에 필요한 추가 인원들이 발령받

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실제로 2011년 3월에 서울형 혁신학교로 개교한

다른 초등학교의 개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11년 3월에 개교한

다른 서울형 혁신학교는 먼저 15명 정도의 개설교사를 먼저 선발하고 나

머지 필요한 교사를 나중에 선발하였다. 그러나 2011년 9월 개교한 서울

A초등학교의 경우 35명의 교사 전원이 2011년 7월 25일 서울A초등학교

로 발령을 받아 혁신학교에 근무하게 되었다. 2011년 7월 발령을 받은

시기에도 내부 공사가 한창인 학교에서 본격적인 개교 업무를 시작하였

다. 연구자 또한 서울A초등학교 개설교사로 희망 지원하여 2011년 7월

서울A초등학교의 개설교사로 발령을 받아 개교 업무를 함께 하였다.

서울A초등학교는 일반학교에서 혁신학교로 전환된 경우가 아니라 처

음 개교부터 서울형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서울

형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개교되는 학교이며, 개설 교사 모두 희망 지원

을 받아 발령을 받은 상황은 일반학교와는 다른 상황이다. 자발적인 지

원을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학교에서 교사들이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며

경험하는 의사소통의 모습을 확인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개

교 과정과 개교 이후 학교의 틀을 형성하는 초기 과정에 대한 연구는 혁

신학교 개교와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발한 상호작용을 탐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자는 일반학교에서의 근무 경험과 혁신학교에서의 근무 경험을

2) 서울형 혁신학교는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학생·교원·학부모·지

역사회의 교육적 요구가 서로 소통하는 참여와 협력의 교육문화 공동체로서 전

인 교육을 추구하는 학교’를 지향한다(서울시교육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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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가명) 나이 성별 교육경력 보직 면담일시

1 이진우*3) 44 남 18 학년팀장 2012.04.02

2 최민환 43 남 18 학년팀장 2012.04.06

3 김미경* 46 여 13 학년팀장 2012.04.12

4 이유정 38 여 11 담임 2012.04.13

5 김진영 33 여 7 담임 2012.04.18

6 이혜정 34 여 11 담임 2012.04.19

7 문기윤 45 남 21 담임 2012.04.23

8 김우현 49 남 26 업무팀장 2012.05.01

9 안현주 34 여 11 업무팀장 2012.05.17

비교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선정과정에서 혁신학교 초임 발령 교사

는 제외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일반학교에서의 근무 경험이 5년 이상인

교사들로 선정하였다. 일반학교에서 5년의 근무를 하게 되면 다른 학교

로 전근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전 학교에서의 근무 경험과 새로 전근

을 가게 된 학교에서의 근무 경험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학교

에서의 근무 경험을 통해 교사들이 인식하고 일반학교의 모습과 혁신학

교에 새롭게 발령받아 개교 과정을 거치고 운영 과정을 통해 교사들이

새롭게 경험하며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비교하기 위해 담임교사 4명, 학

년팀장 교사 3명, 업무팀장 교사 2명, 모두 9명의 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에 응한 사람은 총 9명으로 <표 1-1>

과 같다. 9명의 연구 참여자 중 연구자와 함께 근무를 했던 연구 참여자

는 2명이고, 나머지 7명의 연구 참여자는 서울A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함께 근무를 하게 된 교사들이다.

<표1-1> 혁신학교 심층면담 연구 참여자 목록

3) 별표(*) 표시를 한 사람은 연구자와 같은 학교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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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이전의 일반학교에서의 근무 경험과 비교하여 서울형 혁신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혁신학교의 개교과정과 학교 운영 과정에서 새

롭게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시도와 경험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탐

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질적 접근을 선택하였다. 질적 접근이 연구의 맥락과 현

상의 맥락을 최대한 일치시키려는 입장(조용환, 1999: 21)에서 연구를 진

행시키므로 혁신학교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학습 경험의 맥락과 그 의미

를 드러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

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 내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사회적 현안을 반영

하는 개인들의 삶의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사회적 현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언어를 통해 의미를 만드는 인간의 능력과 가장 일치한다

(Seidman, 2006: 40-41).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학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학교에서 새롭

게 경험하는 것을 재구성하며 내용을 선택하고, 이를 되짚어보고 이야기

를 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Seidman, 2006).

연구자는 십여 년 간 일반학교 세 곳에서 교직생활을 하였다. 일반학

교에서 교직 생활을 통해 학교 문화 및 학년 문화, 교육 과정 운영, 학부

모와의 관계 등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

지는 다양한 경험은 외부 관찰자의 시선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들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반학교에서 서울A초등학교로

희망 지원하여 개교 과정을 함께 했으며 현재 혁신학교 생활에 대한 경

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의 입장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상황과 맥락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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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연구 참여자들과 깊이 있는 면담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연구자

는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동료이기 때문에 연구

를 진행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며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개별 면담은 2012년 4월에서 5월에서 걸쳐 1회 실시하였다. 면담 시간

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로 진행되었다. 면담 장소는 일과가 끝난

후 주로 연구 참여자의 교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담임 교사가 아닌 업무팀

장의 경우에는 학년 공동체 연구실에서 진행하였다. 면담은 혁신학교와

관련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만들어 활용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이야

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모든 면담에서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를 했으며 면담이 끝

난 후 바로 자료를 전사를 하였다. 전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면담에

서 사용할 질문의 수정하거나 보충하였다. 또한, 면담 이후 추가적인 진

술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서는 짧은 시간 동안 추가 면담을 하였다.

연구자는 혁신학교의 개교 과정과 근무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 연구

참여자들과의 라포(rapport)를 형성할 수 있었고, 연구 참여자들이 이야

기하는 혁신학교의 경험에 대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공식적인 심

층 면담 시간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했던 맥락을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과 면담 과정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면담을 실시한 후에 녹취 파일을 전사하여 1차 분석을 시도하였다. 1

차 분석을 시도한 결과에서 나타난 주제어를 중심으로 반복하여 자료를

읽으며 혁신학교에서의 새로운 경험과 그 경험이 갖는 의미를 범주화하

여 다시 분석을 시도하였다. 자료 수집을 계속하면서 추가로 의미 있는

범주어를 찾고 재범주화를 시도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 목적 및 연

구 문제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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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교 혁신과 혁신학교

1. 학교 혁신의 개념

혁신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은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부

터이며 참여정부 집권 기간 동안 교육계에서는 교육 정책이 교육혁신을

중심으로 제정되고 운영되었다. 개혁과 혁신의 차이점에 대해서 김흥주

외(2005)는 개혁(reform)은 일반적으로 급진적이며, 제도나 틀 혹은 구조

와 법령을 개조함으로써 뜻하는 바를 추구하는 반면 혁신(innovation)은

점진적이며 제도나 구조보다는 조직 구성원의 태도나 인식 혹은 행동 패

턴의 변화를 통해 목적을 성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 한

다. 연구자에 따라서 학교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교육혁

신, 교육개혁, 학교 혁신 등으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먼저, 교육혁신은 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변화와 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활동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

박운형 외(2009)는 교육혁신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교

육혁신은 교육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추구하는 의도적인 것이다. 둘째,

교육혁신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교육의 개선을 가져와야 한다. 셋째,

교육혁신은 현재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시도함을 의미한다.

넷째, 교육혁신은 그 내용에 있어서 구체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섯

째, 교육혁신은 비교적 영속적인 변화이어야 한다. 박상완(2009)은 교육

혁신이 주로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제도 등에 있어서 포괄적인 영역

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때, 학교 혁신은 학교교육의 목적

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를 변화시키는 과정, 활동이라고 제시하였다. 서정

화 외(2011)는 교육혁신이란 당면하고 있는 교육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행위라

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학교 혁신의 개념은 주로 단위학교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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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력과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

김성천(2009)은 학교혁신이란 단위학교가 특정 계기에 의해 학교의

교육과정, 수업, 학급운영, 교직 문화, 학교경영, 조직체계 등에 창조적인

변화를 일으켜 타 학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

매김하는 것이라 하였다. 김성열(2006)은 학교혁신이란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를 변화시키는 것이며 제도의 변화나

구조의 개편과 같은 제도적 측면의 변화와 함께 학교장과 교사들이 학교

혁신을 위한 역할과 역량 개발, 혁신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서근원(2012)은 학교혁신이란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

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

로써 서로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습

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김흥주 외(2005)는 학교혁신이란 “학교교육의 목적을

보다 잘 성취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내용 및 방법, 학교운영체제 및 교육

연건 등을 점진적으로 고쳐서 새롭게 하고, 학교구성원들의 상호 학습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인식과 태도를 바꾸어 새롭고 창조적인 교육행

위를 추구함으로써, 전보다 향상된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 수준을 높여주

려는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서용희, 주철안(2007)은 교육혁신, 교육개혁, 학교혁신의 개념을 구분

하여 제시하고 있다. 교육혁신은 효과의 보다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체

제 전체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의 변화를 의미하고, 교육개혁은 국

가주도의 체계적인, 제도적 측면에서의 교육 변화를 가리킨다. 학교혁신

은 교육혁신 중에서도 그 시행범위가 단위학교에 한정되었을 때 사용한

다고 보았다.

정리하면 교육개혁, 교육혁신의 개념은 교육의 제도적인 변화와 정부

의 주도적인 역할에 따른 교육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학교

혁신은 단위 학교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단위 학교 구성원들의 주도적인

역할과 노력을 통해서 학교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2006: 10-13)는 학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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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잠재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하

고 있다. 학교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형식주의, 소외생산 학교문

화, 형식주의적 교육행정을 이야기 한다. 형식주의적인 업무환경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모순과 갈등을

느끼며 일에 대한 확신과 보람을 느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과

업에 대한 부정적, 소극적 태도를 갖게 하며 현실과의 타협이나 절충, 자

신의 일에 대한 합리화를 발생시키게 된다. 소외생산 학교문화란 학교

내의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문화적 환경으로 교육활동 운영 방식 및 관

행, 사고의 폐쇄성, 경직성, 획일성, 독단성 등이 있다. 형식주의적인 교

육행정은 학교에 대한 지나친 규제, 과중한 업무, 형식적인 장학지도, 교

직원 및 학교에 대한 평가체제 미흡 등이 있다.

학교에서 변화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Hall & Hord(2006)는 다음

과 같이 제시한다. 새롭게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때, 학생들의 학교 지원율이 현저하게 떨어져 학교가 존폐 위기에 놓이

거나 조직간의 갈등이 학교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기존의 학교

운영방식을 통해서는 학교의 교육력, 교사의 교수력, 학생의 학습력 향상

을 가져올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새로운 프로

그램을 도입하여 운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Stoll(1998)은 가장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요소로 학교 문화를 제시한

다. 학교 문화는 학교의 역사와 맥락,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

으로 변화에 대한 학교 문화의 유형을 [그림 1] 같이 제시한다.

발전하는 학교 쇠퇴하는 학교

효과적인

학교

혁신지향형

(Moving)

순항형

(Crusing)

방황형(Strolling)
비효과적인

학교

고군분투형 침몰형

(Struggling) (Sinking)

[그림1-1] 변화에 대한 학교 문화의 유형(Stol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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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효과적이며 발전하는 학교의 모습은 혁신지향형(Moving) 학교

이다. 혁신지향형 학교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학생들의 성취와 발달을 격

려하고, 변화되는 맥락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며, 목표를 알고 목

표에 도달하기 위한 의지와 기술을 갖고 있으며 학교의 발전시키는 규범

을 갖고 있다고 제시한다.

윤정일 외(2004)는 개별 학교의 혁신사례를 분석하여 학교혁신체제를

리더십 기반형 학교혁신체제, 교사 주도형 학교혁신체제, 외부 자원 지원

형 학교혁신체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리더십 기반형 학교혁신

체제는 학교혁신이 주로 학교장의 리더십에 의해 이루어지는 체제로 학

교장은 학교혁신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여 교사와 이 비전을 공유하고 세

부 정책을 실행하고 교사는 이 과정에서 과업에 대한 보람을 느껴 자발

적인 헌신을 하게 됨으로써 학교의 지속적인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교사 주도형 학교혁신체제는 학교혁신이 주로 교사에 의해 이루어

지는 체제로 학교의 역사가 짧고 조직 문화가 성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에 그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이완조직의 특성을 갖고 있는

학교 문화에서 의욕이 높은 교사는 변화의 의지를 점차 상실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지만, 역사가 짧은 학교의 경우 이러한 이완조직의 특성

이 매우 적기 때문에 성취동기가 높은 교사들이 소신껏 활동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해 간다. 외부자원 활용형 학교혁신체제는 학교혁신이

주로 외부의 자원 활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로 이 때 외부자원에는

재단, 교육인적자원부, 지역사회, 학부모 등이며 외부자원이 학교와 활발

한 의사소통을 통해 자원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교

혁신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학교 혁신을 이루기 위한 개발과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가

바탕이 된 관계 형성이다. Hall & Hord(2006)는 개발과 이행 가운데 어

느 것 하나만 치중하였을 때, 그 결과는 구성원들 사이에 실망과 불신으

로 이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귀하면서 혁신 노력이 허사가 된다고

한다. 또한 개인이 변화 혁신을 이행하였다고 학교조직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 것을 언급하며 학교사회의 변화는 각 개인이 혁신에 참여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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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지만 집단의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 이행하지 않으면 변화의 성

과를 이룰 수 없다고 한다. 이를 위해 변화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

요하다고 말한다. 몇몇 개인의 권위나 의욕으로 변화를 추진한다고 혁신

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화의 도구를 체계적으로 다루어 이

를 현장에 반영시켰을 때 분위기가 생기고 변화가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

이다.

Fink(2000)는 혁신적인 학교의 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새롭고 혁신

적인 학교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시도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무리한 시

도와 혼란의 단계를 거쳐 생존과 계속성의 단계를 거치는데 학교의 맥

락, 의미, 리더십, 구조, 문화, 교사의 삶과 일이 학교의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 한다.

학교 혁신은 몇몇 개인의 노력과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

니며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주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교를 혁신하는 일은 매우 느리고, 오

랜 시간이 걸리며 힘든 작업이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Wartgow, 2008).

학교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관계가 신뢰

를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학교의 문화도 혁신지향적인 모습을 보이

며 학교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속에서 외부의 지원과 협조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혁신학교의 맥락

(1) 혁신학교 출현 과정

1980년 이후 지속적인 교육개혁은 단위 학교의 교사들에게 자율권과

책무성을 이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박운형 외,

2009). 정부주도의 많은 교육 개혁들 중 대표적인 교육 개혁인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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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1 교육개혁안은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을 주요 목표로 명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 제7차 교육과정, 학교예산회계제도 등이 교육개혁 사례로

진행되었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도입과 자율학교 시범 운영 등을 통하

여 교육행정기관에 있던 권한과 책임을 대폭 이양하는 개혁을 실시하였

다(윤정일 외, 2004). 또한 공급자 중심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의 전환을 도모하여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를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신상명 외, 2005).

그러나 5·31 교육개혁안은 경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며 신자유주의적 성격의 정책을 제시하게 되었고, 2006년

참여정부 시절에는 입시에 매몰되지 않고 차별화된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자는 공영형 혁신학교4)가 도입되기도 하였다(김성천, 오재

길, 2012). 그러나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 또한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미흡, 참여 의식 저조, 도입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문제점

을 나타냈다(박운형 외, 2009).

공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시도한 여러 정책들이 성공적이지 못하거나

큰 호응을 일으키지 못한 가운데 경기도의 남한산초등학교가 매체에서

주목을 받았다5). 폐교 직전의 학교가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학교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 알려지게 되었

다. 공교육의 변화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

후 남한산초등학교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2005년에 ‘작은학교 교육연대’

모임이 만들어지고 남한산초등학교를 기점으로 ‘작은학교 운동’이 시작되

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2005년 이후 부산 금성초 새로운 학교 만들

기, 양평 조현초 공모제와 새로운 학교 만들기, 순천 송산분교와 별량 중

4) 공영형 혁신학교는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학교의 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지게 하는 학교운영체제를 통해 공교육의 공급자 중심 경영, 관

료주의적 행정, 학교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도입되는 학교 형

태이다(신상명 외, 2005).

5) 2009년 9월 22일 MBC PD 수첩 “행복을 배우는 작은 학교들”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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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새로운 학교 만들기로 이어지면서 발전해왔다(이용관, 2011). ‘작은

학교 운동’은 ‘새로운 학교운동’으로 이어졌다. 2008년 ‘새로운학교네트워

크’ 추진단을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한 ‘새로운 학교운동’은 정부 주도의

권위적인 학교개혁과 구분하여 아래로부터 학교구성원의 자발성에 의해

일어나는 실천적인 학교 혁신운동으로 학교와 학생을 위한 개방과 협력

의 공동 실천 운동, 배움의 즐거움이 살아있는 행복한 교실 만들기 운동

이다. 경기도의 남한산초등학교는 하나의 사례에 머물지 않고 ‘작은학교

운동’을 거쳐 새로운 학교 만들기 운동으로 진화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

다(박붕서, 2012). 경기도의 남한산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이러한 변화는

공교육의 제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대안학교의 형태가 아닌 공교육 제도

내의 학교에서 교육 본연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다. 즉, 새로운

학교 운동, 작은학교 운동의 기치를 걸고 기존 학교를 기반으로 공교육

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루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으며 경기도에서 처음으

로 혁신학교가 시작된 배경이기도 하다(송순재, 이정민 외, 2011).

혁신학교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며

시작되었으며 2009년 경기도교육감의 취임과 함께 공교육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경태영, 2010). 혁신학교 공약 속에는 낙후된 지역

의 기피 학교를 선호 학교로 만들자는 생각과 학급당 인원수를 25명 이

하로 낮추어 질 높은 학교 교육을 해 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김성천, 오

재길, 2012). 즉, 기존의 학교 혁신 정책들이 추진했던 행·재정적 지원이

라는 학교 혁신 방식을 채택하는 대신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혁

신학교 정책은 진보주의 교사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배움의 공

동체 운동, 작은 학교 운동들이 교장 공모제와 결합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이 기존 혁신학교 정책들과 구분된다(장훈, 김명수, 2011).

혁신학교는 단순히 진보주의 성향의 교육감의 당선과 함께 시작된 것

은 아니다. 혁신학교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공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

는 교육 구성원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고자 하는

아래로부터의 실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혁신학교가 나타나게 된

필요성에 대해 김두희(2012)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첫째, 경쟁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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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이 학교 교육의 획일화, 서열화를 초래하고 사교육 수요를 증가

시킴으로써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둘째, 학습 부진,

가정 해체, 빈곤, 소외 등의 경험을 갖는 학생들이 개별적 관심과 존중을

못 받고 학교나 사회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셋째, 입시과

목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 주입식 강의 등은 개인

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수·학습 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넷째, 관료적

통제 위주의 학교 경영, 획일적 교육 패러다임은 교사의 자기 효능감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다. 다섯째, 학교 조직이

행정 효율 중심의 조직이어서 교사들이 교수·학습, 상담, 생활 지도에 전

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의 공교육이 처한 상황을 바라볼 때 지금

과 같은 공교육 체제에서 학교가 처한 현실을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는 문제 인식과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져 혁신학교의 필요성이 더욱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성열관, 이순철(2011) 또한 자립형 사립고 등의 특권 교육, 일제고사,

학교별 성적 공시, 교원평가제 등의 실효성 없는 정책에 대한 반감과 그

동안 지속된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패러다임에 대한 실망이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개혁정책이

며 단위학교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높여 공교육을 정

상화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2009년 13개 학교, 2010년 43개 학교, 2011

년 100개 학교, 2012년 150개 학교, 2013년 200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

정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다. 2012년 경기도 혁신학교 운영 현황은 <표

2-1>과 같다.

<표2-1> 경기도 혁신학교 운영 현황(2012. 3월) (경기도교육청, 2012)

구 분 초 중 고 계

기 지 정 교 45 32 12 89

신규지정('12.3) 16 14 4 34

운 영 교 수 61 46 16 123

예 비 지 정 교 25 20 4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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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학교 개념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가 기존 학교혁신 정책과

구분되는 점은 배움의 공동체 운동, 작은학교 운동들이 교장공모제라는

정책과 결합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장훈, 김명수, 2011). 경기도교

육청에서 제시하는 혁신학교 운영 모델은 [그림 2-1]과 같다.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 맞춤형교육, 소질계발 -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교수능력, 교과전문성 

향상-

대외 협력․참여 확대
-학부모, 지역사회 협력-

새로운 학교문화 형성
-안전 신뢰, 행복한 교실,

창조적 문화<혁신학교>
자발성/지역성

창의성/공공성

모든 구성원의 역량 발휘 및 성장

자율적 운영 체제 구축
-비전공유,권한위임확대,

책무성 제고-

교수학습 중심의 운영 
시스템 구축

-업무경감, 시스템 재구조화-

<성장 기반 조성>
-교육청-

<성장 지원․협력>
-지역사회, 전문기관-

* 작은 학교․학급 조성 및 교원 업무 경감

* 단위학교 자율권 확대

* 우수 인력 지원 및 행․재정 지원 확대

* 혁신학교 연수 및 컨설팅․평가 강화

* 학교성장 자문․지원

* 자원봉사, 참여

* 자자체 협력체제 구축

[그림 2-1] 경기도 혁신학교 운영 모델(경기도교육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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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2012)은 혁신학교란 ‘민주적 자치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

동체에 의한 창의지성 교육을 실현하는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 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학교의 운영에는 고정된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며 학교의

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혁신학교 유형을 지역에 따라서 전원형, 중소도시형, 대도시형

으로 구분하고, 교육활동에 따라서 교육과정중심형, 학교문화중심형, 교

육복지중심형으로 구분하지만 이러한 구분 또한 혁신학교의 철학 운영

원리, 중점추진과제 등의 방향성에서 동일한 지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

며 지역이나 단위 학교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인정

하고 있다. 혁신학교의 유형이 다양하다는 것은 혁신학교별로 자율성이

존중되며 교육내용의 다양성과 수평적·민주적 자치 공동체를 지향하며

교원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과 동반 성장을 지

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경기도교육청, 2012).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혁신학교의 상(像)은 첫째, 혁신

학교는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가르침에서 배움으로’, ‘경

쟁에서 협력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둘째, 모든 학생이 존중받으며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중시하는 학교이다. 셋째, 혁신학교 운영에 있어 구성원들의 민주

적 참여를 보장하고, 공동체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이다. 넷째, 개

인이 처한 여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

리를 보장하고 배려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학교이다. 다섯

째,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고 학생들 스스로가 배움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학교이다(경기도교육청, 2012)

송순재, 이정민 외(2011)는 혁신학교는 학교교육의 위기 상황을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모색을 통해 극복하고 교육 본연의 길을 추구하는 학교라

고 이야기한다. 이는 학교를 둘러싼 환경이나 사회정치적 제도의 개혁을

통한 학교교육의 문제 해결이 아닌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를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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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체자로 보는 시각이다.

서근원(2012)은 혁신학교의 판단 기준으로 그 학교의 구성원들이 서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살펴 볼 것을 제안한다. 교사들

이 학생들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

며, 그런 관계를 토대로 일상적인 수업 활동이 깊이 있게 이루어지는 학

교를 혁신학교라고 이야기하며 학생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토대로 교사

와 학생이 건강한 관계를 맺고, 그런 관계를 토대로 학습 활동이 이루어

지는 모습이 혁신학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한다.

서길원(2011)은 혁신학교에 대해 구성원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바탕으

로 한 학교단위의 ‘아래로부터의 학교 혁신운동 모델’이며, 광범위한 공

교육 정상화의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모든 학교로 확산하는 데 목

적을 두고 있는 미래 지향적 다양한 공교육 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학교

(pilot school)이자 등대학교로서 역할을 이야기 하고 있다.

성열관, 이순철(2011)은 혁신학교는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 공동체’로

정의한다. 배움은 일제식, 경쟁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학습의

의미와 성장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고, 돌봄은 교사-학생 간에 배려와 존

중의 관계를 만들어 학생의 전면적 발달을 도모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

기 위한 것이며 책임교육은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잘 배울 수 있는

협력과 참여의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고, 공동체는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

주의와 신뢰를 기반으로 모든 학생들이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하는 생활터라고 이야기한다.

김성천, 오재길(2012)은 혁신학교의 의미에 대해 ‘공교육 희망찾기 프

로젝트’ 라고 이야기 한다. 그 동안 잃어버린 학교의 원형을 찾는 탐색과

정으로 볼 수 있다. 교사들이 자발성을 바탕으로 연구하고 학습하며 혁

신학교의 주체로서 활동하며 교장의 리더십, 교사의 전문성, 구성원 간

소통과 문화, 교육과정 차별화를 이루어 낸 혁신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공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길을 제시한다고 보았

다.

혁신학교는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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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적인 교육활동과 여러 가지 관련 업무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 공간인 학교는 지역과 환경에 따라 혁신학교의 운영방식이 달라지

기 때문이다(성열관, 2010). 그러나 각 지역 혁신학교 운영은 공통적으로

참여와 협력, 책임 교육, 학교 혁신 등을 추구하며 서울특별시는 ‘서울형

혁신학교’, 광주광역시 ‘빛고을 혁신학교’, 경기도 ‘혁신학교’, 강원도 ‘강

원행복더하기학교’, 전라남도 ‘무지개학교’, 전라북도 ‘혁신학교’ 등으로

확산되었다.

(3) 혁신학교의 철학

혁신학교의 철학과 핵심 가치는 학교마다 지역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다. 혁신학교 철학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성천, 오재길(2012)은 혁신학교의 철학으로 자발성, 민주성, 공공성,

창의성, 지역성을 이야기한다. 먼저 자발성이란 명령과 지시가 아닌 교사

와 학교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느껴 합의를 통해 활동이 일어나고

학교의 문화로 자리잡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민주성이란 자발성이 일어

나는 토대이며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의 과정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고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민주적인 문화와 절

차를 통해 학교의 민주성이 강화된다. 셋째, 공공성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혁신학교가 입시교육을 지향하지 않는 맥락과 연결되

는 것이다. 공교육을 통해 사회와 국가에 대해 자신이 받은 혜택을 돌려

주고 교육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지역

성은 학교가 지역사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학교 역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지역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 단위학교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창의성은 관료주의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기존 학교의 문화를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수업과 교

육과정,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창의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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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의 철학으로 자발성, 지역성, 창의성, 공공성을 이야기한다.

(경기도교육청, 2012, 경태영, 2010, 박승배, 2010). 첫째, 자발성은 지시

와 명령에 의한 형식주의, 교육소외에서 탈피하여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와 자치로 운영되는 학교를 의미한다. 둘째, 지역성은 학교가 처한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학교 주변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면서

학생·학부모 및 지역 자치의 교육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추진하는 것이

다. 셋째, 창의성은 교육내용의 다양화, 창의적 교육 활동을 통해 모든

학생들을 길러주는 것으로 혁신학교에서는 협력학습, 체험학습, 프로젝

트학습, 토론형 학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의 창의성을 길러낸다.

넷째, 공공성은 교육의 공적 기능의 강조로 개인이 처한 환경과 여건에

도 불구하고 누구나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권에 대한 보장

으로 공교육이 가진 보편성의 강조이다. 경기도교육청(2012)에서 제시하

는 혁신학교의 기본 철학을 정리하면 <표3-1>과 같다.

<표3-1> 혁신학교 기본 철학(경기도교육청, 2012)

자발성 교원의 자발성과 학부모의 참여로 운영되는 학교

지역성 지역사회 여건 및 실정에 적합한 학교교육

창의성 소수의 수월성 교육에서 다수를 위한 수월성 교육으로

공공성 누구든지 어디서나 만족하는 교육

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2011:13-14)은 존재론이나 인식론이 아닌 구체

적인 혁신학교 교육활동의 길잡이가 되는 기준으로 보고 협력을 통한 어

린이의 전면적 발달, 민주주의 구현, 교육의 공공성 확립을 혁신학교의

철학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어린이의 전면적 발달을 꾀하는 것이 가

장 근본적인 철학이다. 이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평생교육 차원에서

한 인간의 전체 발달과정을 염두에 두고 교육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민주주의의 원리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민주시민교

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구성원의 다양성이 존

중되고 소외됨이 없이 참여하는 조화로운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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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교육 공공성의 지향이다. 이는 학교교육이 민주적 공동체 사의 실현

의 토대가 되어야 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

이다.

혁신학교 철학에 대한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으로 자발

성, 민주성, 창의성, 지역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자발성은 혁신학교

의 핵심 가치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힘이며(김성천, 2011) 관리자

의 지시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지는 것이 아닌 교사들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고 함께 논의하며 실천할 수 있는 힘이다. 이러한 자발성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민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개인의 자발성에 의존

한 학교 혁신은 분명 한계를 갖고 있으며, 그 영향력 또한 미비할 수밖

에 없다. 그러나 교사들이 서로 소통하고 참여하며 민주적 가치와 절차

에 따라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려는 혁신학

교의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며, 학교가 민주시민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 2011). 창의성은 경직된 관료주의 학교

문화에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이다. 창의적인 수업

과 평가,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교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펼침으로

써(김재천, 오재길, 2012) 가르침과 배움에서 즐거움이 일어나는 학교를

지향하는 것이다. 지역성은 혁신학교가 처한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학교 교육이 이루이지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협력 및 참여를 통해

학교의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학교를 지향한다.

3. 서울형 혁신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진, 운영하고 있는 서울형 혁신학교는 2010년

9월 혁신학교 추진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2010년 11월 서울형 혁신학교

지정·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2010년 12월에 기존학교 18개교, 신설 학교

5개교 등 총 23개교를 서울형 혁신학교로 선정하여 2011학년도 1학기부

터 서울형 혁신학교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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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추구

인권과 존엄을 서로 소중히 여기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

량을 함양하며, 모두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

다.

책임과

공공성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과 교육의 공공

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자율과

창의

학교 자율성을 바탕으로, 특색 있고 지역사회의 요구에 적합

하며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누구나 즐겁게 배운다.

자발과

참여

교원·학부모·학생 등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성과 참여

를 바탕으로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소통과

협력

학교 공동체 구성원 간, 학교와 지역사회 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한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작 된 혁신학교는 2011학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서울형 혁신학교는 아직 실행 초창기 단계이므로 운영 모델이 부재하고,

관련 연구들이 부족한 상황이다(송순재, 이정민 외, 2011).

학교 교육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요구와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 공동체 실현을 배경으로 서울특별

시교육청(2012)은 서울형 혁신학교의 개념에 대해 ‘배움과 돌봄의 책임

교육을 실현하고 학생·교원·학부모·지역 사회의 교육적 요구가 서로 소

통하는 참여와 협력의 교육문화 공동체로서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학교’

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형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목적은 첫째, 배

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하여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며 둘

째, 학교의 자율성·민주성과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학교 문화를 창조하며 셋째, 창의성·인성교육과 적성·진록

교육의 전면화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 시민을 육

성하며 넷째, 전체 학교의 공교육을 정상화를 선도하여 꿈의 학교, 행복

한 서울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제시하

는 서울형 혁신학교의 기본정은 다음과 같다.

<표 4-1> 서울형 혁신학교의 기본 정신(서울특별시교육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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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혁신학교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행·재정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우선 학교당 최대 1억원 내외의 운영비

를 지원하며, 자율학교 지정을 원칙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며 교장공모제 및 교사초빙제를 적극 연계하여 교사 초빙권을

50% 부여하고 있다. 또한, 혁신학교 운영 컨설팅 및 연수를 지원하고 교

육청의 인력 지원 사업 및 재정 사업 시 우선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

계 협력 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2).

서울형 혁신학교 홈페이지(www.dreamschoolinseoul.net)에는 서울형

혁신학교의 개념에 대해 ‘서울 지역 학교의 특성과 학생ㆍ교원ㆍ학부모

ㆍ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하

고자 노력하는 학교’라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도시와 농어촌이 결합되어 있는 경기도와는 다르게

대도시적 환경 속에서 전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사의 성향이나 질, 연

령층 등 다른 시ㆍ도와 구별되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송순재, 이정민

외, 2011).

경기도 혁신학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모델과 달리 서울형 혁신학교는

도심형 혁신학교 모형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목

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일제식ㆍ획일식 교육관행을 혁파

하고 토론, 협동, 체험 등의 학생중심 교육활동과 협력적 학습활동으로

수업혁신 모델을 창출 보급한다. 둘째, 한 학생도 낙오시키지 않는 책임

교육과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의 행복지수와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한다. 셋째, 교육주체와 지역사회가 학교 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하

고 소통하는 학교운영 문화를 창출하고, 지역교육공동체(learning

community)의 구현과 지역주민에게 열린 학교모델을 창출 보급한다. 넷

째, 혁신 교육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사 문화를 창출함으로써 교

직사회의 성장을 이끌고 지속가능한 혁신학교 추진 여건을 형성하는 것

을 제시하고 있다(조상식, 2011).

서울형 혁신학교는 학교의 자율성 구성원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학교

및 지역 사회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운영 모델을 개발, 적용하며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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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12). 서울형 혁신학교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에는

학교 운영비 지원,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확대, 교장 공모제 및

교사 초빙제 연계, 혁신학교 운영 컨설팅 및 연수 지원, 교육청의 인력

지원 사업 및 재정 사업 시 우선 지원, 지역 사회와 연계 협력 체제 구

축 지원 등이 있다.

서울시특별시교육청은 서울형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6개의 혁신 과

제를 제시하고 있다. 학교 운영 혁신, 교육과정 혁신, 수업 혁신, 학생 평

가 방법 혁신, 생활지도 혁신, 교육복지 혁신의 과제를 설정하고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참여와 협력의 교육 공동

체’를 통한 구체적인 학교상(像)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형 혁신학교가 추

구하는 학교상(像)은 <표 5-1>과 같다.

<표 5-1> 서울형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학교상(像)(서울특별시교육청, 2012)

학교 운영

혁신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학교 : 민주적․협력적 학교문화

구축 등

교육과정

혁신

온전한 성장을 꿈꾸는 학교 : 교육과정의 특성화․다양

화, 문학․예술․체육 교육의 부흥 등

수업 혁신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신나는 학교 : 참여와 소통을 통

한 협력 수업 등

학생 평가

방법 혁신

성장과 발달의 과정을 평가하는 학교 : 성장과 발달 중심

의 평가 등

생활지도

혁신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 : 인권 존중, 체벌 금지,

비폭력․평화교육 등

교육복지

혁신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돌봄과 배려의 학교 : 빈곤․위기 학

생 안전망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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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학교와 혁신학교의 대비

기본적으로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공교육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일반학교와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혁신학교 또한 일반학교처

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혁신학교는 일반적으

로 자율학교6)의 지위를 갖게 된다. 2010년부터 자율학교는 교육과정 연

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 임용

이 가능한데 이처럼 혁신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것은 학교 교육과

정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김성천, 오재길, 2012).

서울형 혁신학교의 경우 모든 혁신학교는 자율학교 지정을 원칙으로

하며 자율학교 지정을 통해 추후 교장공모제 및 교사초빙제와 연계, 학

교장의 자율·책임 경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2).

서울형 혁신학교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교사 50% 초

빙 권한을 부여받는다. 전입 희망 교사의 이전학교 근무 연한 적용이 해

제 되며 혁신학교 지정 첫 해에 한해서 근무 비희망 교사의 전보도 허용

된다. 또한, 혁신학교의 기본 정신에 따라 지정 학교 교원들에게 승진 가

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데 이것은 혁신학교의 지원 및 운영이 외적인 보상

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

는 것을 의미한다.

혁신학교는 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된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당 최대 1억원 이내 운영비가 자등 지원된다. 혁

신학교 운영비는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연수 운영비, 전문기관 컨설팅

비, 학습자료 및 교구·기자재 구입비, 보조 인력 인건비 등으로 사용된다

또한, 교육청의 인력 지원 사업 및 재정 사업 시 우선 지원 되며, 지역사

6) 자율학교 정책에서는 교장이나 교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학교의 운영자로

둘 수 있으며 현행 학년도 개시나 학년별 진급, 수업 연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학사 운영을 할 수 있고, 보통의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대신 다른 교재를

만들거나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연간 220일 이상으

로 되어 있는 수업일수를 1/10 범위 안에서 감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진영, 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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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 연계 협력 체제 구축을 지원받는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2).

혁신학교가 자율학교이며 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일반학교

와 마찬가지로 공교육의 제도 안에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김성천,오재길(2012)은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차이점에 대해 교육과

정의 성격을 제시한다. 즉, 혁신학교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은 일반학교에

서는 실천할 수 없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철학적 배

경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혁신학교에서는 교사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학생 중심의 교육을 지향한다.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학습의 주도권을 학생들에게 주고, 교사는 학습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교육관이 혁신학교 교육과정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김성천, 오재길,

2012).

혁신학교와 일반학교를 비교하였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차이점은 자

발적 참여와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들 수 있다. 혁신학교는 학교 구성원

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지시와 명령에 의한 참여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참여를 통해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모색하

고 있다. 일반 학교에서도 교장의 성향과 리더십에 따라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하는 학교가 있으며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교

사들은 학교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학교에서의 민주적인

학교 운영은 관리자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

다. 이와 대비하여 혁신학교는 관리자 개개인의 실천에 의존하는 시스템

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전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논의하고 협

의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민주적인 의사

소통 구조에서 회의를 통해서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논의하고 공유하며

토론을 통하여 혁신학교에서 기치와 철학을 실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민주적 학교 운영은 일부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

라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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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반학교 경험과 혁신학교 생활

1. 일반학교에서의 경험

연구 참여자들이 혁신학교에 자발적으로 지원하기 이전의 일반학교에

서의 경험은 교직 경력과 각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

난다. 이는 일반학교에서의 근무 경험이 학교가 처한 상황과 학교의 분

위기, 문화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

라서 경제적 여건이 차이가 나고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학생들의

학력 수준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외부 환경과 각 학교의

분위기, 문화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적응과 수업

에 집중하는 동시에 동료 교사, 학부모, 관리자와 관계를 형성하였다. 학

교의 문화, 행정적인 업무, 동교교사와의 관계 형성 등 교직 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경험 속에서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고 고민하며 갈등하거나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

력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교직 경험을 처음 시작하는 초임 학교에서의

경험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강한 인상으로 남아 있으며, 이후의 교직 생

활과 교직관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초임 때는 굉장히 정신이 없었고요, 학급에만 있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맡은 일이 스카우트와 독서교육이었어요. 책 사고, 
도서관 꾸미고 이런 거에 굉장히 정신이 없었고... (중략)초임이어서 정신
없고 그랬지만, 괜찮았던 것 같아요.(이유정)

초임 때는 멋모르던 것 같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퇴근하고 모여서 
책 읽고 학습자료 만들어서 서로 공유도 하고... 그래서 외국에 있는 수학
교육 책이나 문제 해결책이나 학급경영책 그런 것을 갖다 읽고, 번역하
고... 그런 자료들을 읽고 제본을 했지.(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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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학교에서는 동료들 중에서 승진하려고 쟁탈전을 벌이는 것이 치열했
고, 거기에서 부장들끼리 알력이 대단했어. 그래서 나는 모든 학교들이 다 
그런 분위기인 줄 알았고...(최민환)

일반학교에서 경험 중 초임 교사일 때의 경험은 학교와 교직에 적응하

는 과정으로 혼란스러운 동시에 교직에 대한 열의가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임 교사로서 교직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맡은 교실에 좀

더 충실하고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학교에서 초임

교사라고 해서 학교의 행정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초임교사의

경우에는 젊고 교직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관리자가 배정

하는 행정업무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기 어렵다. 자신의

관심이나 소질, 능력에 상관없이 힘들고 어려운 학교의 행정업무를 여러

개 맡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초임 교사가 학교에 대한 불만과 부당한 업

무 배정에 대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며 자기의 의견과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운 학교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김한별, 2008). 또한 동료 교사들의

모습에서 학교 생활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었다.

첫 학교는 엄마들의 치맛바람도 좀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도 대체로 수준
들도 높았었고... 그래서 그런지 수월하게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때는 음.. 큰 고민은 없었어요. 개인적인 고민은 ‘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가
르칠 수 있을까?’ 였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교수방법 이런 게 너무 미
흡한 거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 그 때는 무엇보다 제일 우선 되었던 게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고 느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 그래서 교육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게 나름 도움이 많이 됐고
요. 그 때 내가 협동학습, 질적 연구 등을 배우고 교실에서 나름 아이들을 
상대로 많이 해보려고 노력했죠.(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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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의 경우 초임교사로 학교 적응에 대한 큰 문제는 없었다. 학부

모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고, 경제적인 수준과 아이들의 학업 성취

도 수준도 양호했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그

러나 교직 생활을 시작하면서 교사의 가장 근본적인 고민과 갈등인 수업

에 대한 고민과 반성의 과정을 찾아 볼 수 있다.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

들과 생활하면서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과 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해 불

안하고 미흡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게 되었다. 교사로서 자신의 정체

성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거나 외부 연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게 되었

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학급과 학생들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등을 통해

성인학습자로서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 계발과 발

전을 위해 학습하는 교사의 직업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1) 다양한 학교 문화

학교문화는 단기간에 형성되고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 온 것이다. 각 학교의 문화

와 분위기는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학교에 따라 분위기와 문화가 다르

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학교의 문화와 분위기는 연구 참여자들의 학

교 생활과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학교의 분위기가 좋은 경우 학교 생활에 쉽게 적응하며 안정적인 생활

을 할 수 있게 된다. 안현주의 경우 초임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감

정적으로 편안하고 적극적인 분위기여서 학교 적응 및 생활을 즐거운 경

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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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학교는 여자 교장선생님이었고, 20∼30대 선생님들도 많고 분위기가 
워낙 인화가 잘 돼서 감정적으로 편하고, 적극적인 분위기에 있었어요.(안
현주)

그러나 이혜정의 경우에는 초임 교사로서 다양한 활동과 열의를 갖고

있었지만 학교 분위기와 규정들로 인해 초임학교에서의 경험에 대해 부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초임교사가 열의를 갖고 다양한 시도나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이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학교 문화가 아닌 통제하

고 감독하려는 분위기에서 교사는 다양한 시도나 협력 활동을 하지 못하

고 교육 활동에 대한 열의를 잃어가며 점차 고립되거나 개인화 되는 경

향을 보이게 된다.

초임교사로서의 의욕과 열의가 충만하여 시도하고 싶은 교육활동이 많았
는데 교사의 재량권이 매우 부족했고, 경직된 교직사회의 분위기와 규정들
로 인하여 아쉬움이 많았어요.(이혜정)

또한, 근무 학교를 옮기게 되었을 때 각 학교 문화에 대한 차이를 더

욱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다. 이전 학교와 비교해서 열악한 환경의 학교

에 근무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

은 새로운 관점과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학교에서 느꼈던 것은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도 살고 있구나. 진짜 어
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봤지. 그리고 뭐라고 해야 하나? 다른 학교
에 비해서 선생님 사이에서는 연대가 있었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것을 가
져보려고 애를 썼지. 분위기 자체가 역동적이지는 않았지만, 우호적이었
고... (중략) 그리고 학교가 좀 자유로웠어. 특별히 간섭 아주 심하게 안 받
고 주변에 산도 있고, 공원도 있고. 특활시간에는 생태체험으로 산에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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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고. (이진우)

이진우의 경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면서 아이들이 생활

하는 모습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새롭게 느꼈다. 새로운 학교에 근무하

게 되면서 이 전에는 알지 못했던 외부 환경의 영향력을 직접 느끼게 되

었으며 이를 해결하가 위한 방법으로 동료 교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

지하면서 연대 활동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역동적이고 활발한 학

교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학교 분위기였기 때문에 동료

교와 연대를 시도하고 주변 환경을 활용하여 수업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동료 교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연대를 통해 학교 문화를 변화시키려

는 노력은 있었지만, 외부 환경의 지원 없이 개인의 노력과 활동으로 학

교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학교에서는 이전 학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반대로 학부
모들의 관심도 너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너무 열악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전 학교와 너무 다르게 차이가 있어서 우선 반년 정도는 너
무 낯설었고요 그리고 이 학교 아이들은 너무 수동적이고 끝까지 다 알려
줘야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그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전에는 이전 학교에서는 당연시 했던 여러 가지 관행에 대해서도 이 학
교에 와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받아 들이고. 이런 면에서 어떤 의식
의 변화, 의식의 전환. 이런 계기가 된 학교였던 것 같아요.(김미경)

김미경의 경우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

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습 의욕이 저

하된 아이들과 생활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되며 특별한 고민 없이 당연

하다고 생각했었던 관행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이 전

학교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환경과 학업 성취도가 높은 지역이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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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아이들의 학습 의욕이나 환경에 대한 고민 없이 자신의 수업에 대

한 고민을 했었다. 그러나 새로운 학교의 열악한 환경에서 개인의 의지

와 노력만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 한계를 느꼈다. 또한, 좋은 환경의

학교에서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여러 가지 관행에 대해서 반성하고 새로

운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첫 학교는 지역이 조금 어려웠지만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학교 적응하기
도 쉬웠고요, 물론 업무라든가 이런게 힘든 것은 있긴 했지만 짧은 교직 경
력이지만 중요한 것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좋은 선배들도 많이 만나고요. 
그런데 두 번째 학교는 ○○지역에 있는 학교였는데 음... 좀 힘들었어요. 
두 번째 학교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비민주적인 거에
요. 그래서 별로 웃을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이들하고는 잘 
지냈어요. 교사들하고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학급 아이들에게 거의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학교 분위기는 굉장히 힘들었어
요.(김진영) 

김진영의 경우 초임 학교에 대해 굉장히 좋은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었

다. 그러나 두 번째 학교에서는 경제적으로 더 나은 환경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게 되었지만 학교의 분위기가 비민주적이고 동료 교사와의 교류나

관계도 좋지 않았다. 비민주적인 학교 분위기로 인해서 김진영은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줄어들고 자신이 맡고 있는 교실에 집중하게 되었

다. 비민주적인 학교 문화로 인해서 개별화, 고립화되는 교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두 번째 학교는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학교여서... 거의 쉬러 오는 학
교라고들 하더라고요. 내부적으로는 선생님들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제
가 있을 당시에 교장 선생님 비리도 있었고, 아이들도 가난한 아이들이 많
아서... 선생님들이 교육적 뜻을 펼치기가 힘든 점도 있었고... 그리고 인적 
구성 가운데 남자 선생님들도 적었고, 연세도 많아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침
체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안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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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주의 경우 초임 학교는 적극적이고 감정적으로 편안함을 느꼈지만

두 번째 학교에서는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학교 분위기로 인해 적극

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관리자의 비리 문제와 경제적으

로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도 학교의 분위기를 가라앉게 만들고 있는 요인

이었다. 학교의 문화가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활발한 교육 활동이 이

루어지기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하 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교사들은 학교의 문화와 분위기를 바꾸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인가? 학교의 문화는 학교 구성원들이 만들어가지만

교사 개개인의 노력으로 단기간에 변화시키기 어렵다. 그러한 문화나 분

위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새롭게

학교를 옮겨서 근무하는 교사는 우선 그러한 문화나 분위기에 적응하려

고 노력한다. 또한 동료 교사들의 협력과 지원 없이 학교의 문화와 분위

기를 바꾸려는 노력은 갈등이나 저항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래서 교사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교실에 집중하게 되고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문화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 내가 맡은 교실만 잘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비민주적인 학교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역할과 활동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자신이

맡고 있는 교실에 집중하여 학생들과의 관계를 좋게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만족이나 학생들과의 관계는 좋게 형성, 유지되겠지만

다른 교사와의 관계나 학교 전체적인 분위기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한계

점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2) 관리자와의 관계

학교에서 행정적인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교장, 교감은 소수이지만

관리자는 학교 문화 및 분위기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 관리자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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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학교 문화와 분위기가 좌우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는 학교 생활을 하는데 많

은 영향력을 준다. 전체적인 학교 운영에서부터 학급의 운영에까지 관리

자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관리자의 성향이나 태도

에 따라서 교사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인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첫 번째 학교에서 관리자들하고의 관계는 좋았어요. 두 번째 학교에서는 
관리자와의 갈등이 있었어요. 사소한 일로 여러 선생님들을 힘들게 해서 저
는 교장, 교감 선생님들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었어요.(안현주)

관리자가 교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중요한 부분이다. 관리자가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인정하며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관리

의 대상, 행정적인 지시와 규제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할 때 교사는

관리자와 갈등을 겪기 시작한다. 특히 시대적인 분위기에 따른 억압적이

고 비민주적인 학교 분위기는 그 시대가 지나온 과정이었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 교직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인 갈등과 고민이 커지게 된다.

내가 처음에 학교에 나왔을 때가 80년대 후반인데... 민주화 되었다고 하
기는 어려웠던 때고 그 시기에 음... 교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젊은 
나이에 답답했던 거야. 그런 시대적 분위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교장들이 
학교 안에서 제왕적 군림을 했던 거지, 그 때는 학운위도 없었고 모든 것이 
없었으니까... 교장이 인사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모든 행정적인 권한들을 행
사하고 좌지우지 하던 시기였고 모든 선생님들이 소박한 꿈도 쉽게 꿀 수 
없는 답답한 시기여서 지금하고는 시대적 상황이 많이 달랐지. 그리고 그런 
문화들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 많이 민주화 되었다고 해도 아
직 우리 둘레를 보더라도 그런 구조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 답답해했을 거고.(김우현)

김우현의 경우 1980년대 시대적인 분위기에 따른 억압적이고 비민주적

인 학교 분위기에서 교장의 제왕적 권위와 학교 운영에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되었다. 시대가 변화고 여러 가지 제도가 정비되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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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관리자의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가 학교에 따라 지금도 여

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서 관리자의 성향에 따른 관계

형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관리자와의 관계 형성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승진과 관련이 있

다. 학교에서의 승진 문제는 승진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나

타난다. 평교사에서 교감, 교장으로의 승진 과정은 어려운 과정이다. 승

진을 위해서 자신의 많은 부분을 희생하거나 자신이 맡은 교실과 아이들

에게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생겨난다. 이러한 승진의 과정을

알고 있는 많은 교사들은 승진을 향해 준비하고 지향하는 사람들을 부정

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특히나 학교 분위기가 비민주적이고 독

선적인 학교 운영을 하는 교장, 교감의 의견에 대해서 승진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가 어렵다. 승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신의 근무평정에 대한 평가를 교장, 교감이 하기

때문에 교장의 일방적인 학교 운영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원하고 지지하는 안

건이라도 관리자의 의견에 따라 달라지고 관리자의 의견이 더 큰 영향력

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첫 학교에서는 동료들 중에서 승진하려고 쟁탈전을 벌이는 것이 치열했
고, 거기에서 부장들끼리 알력이 대단했어. 그래서 나는 모든 학교들이 다 
그런 분위기인 줄 알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주변에 내가 존경할 만하고 
그 사람들 중에 내가 교장으로 승진해도 좋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없
었어. 수업 시간에 애들 자습 시키고, 교무실에 와서 교장하고 잡담하고 서
로 자기 연구물도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지. 다 승진에 목매다는 사람이 모이니까 학교가 관료주의 사
회였어. 뭐든지 교장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서로 해 주려고 그랬거
든...첫 학교에서 승진에 대한 생각은 버렸었어. 승진은 제대로 된 교사가 
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모습을 보았어.(최민환)

최민환의 경우 첫 학교에서 동료 교사들이 승진을 위해서 하는 행동과

관리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벌이는 모습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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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발생하는 승진에 대한 과열된 경쟁과 교사로서의 본분에 충실

하지 않은 모습에 큰 실망을 느꼈으며 이러한 실망감으로 교사로서의 본

분을 버리게 되는 승진에 대한 생각을 안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음...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존의 프로그램을 따라 승진에 관심을 두었다
면 갈등이 없었을 거에요. 왜냐하면 교장하고 각을 세워야 할 까닭이 없었
을 테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가 굳이 관리자로 가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시각으로 보니까 문제가 보이고... (김우현)

김우현 또한 승진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학교를 바라보게 되면서 관리

자와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승진에 관심을 두었다면 관

리자의 갈등하며 생활할 이유가 없었지만 관리자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시각으로 학교를

바라보게 되었다. 승진 때문에 관리자의 의견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

니라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

관리자와의 갈등은 교사들끼리의 단합과 친분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

기도 하였다. 관리자와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구조가 형성되지 않았지만,

학교 구성원끼리 더 많은 대화와 의사소통의 기회를 갖으려고 노력하였

다.

세 번째 학교에서는 관리자들과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때 사람들끼리
는 되게 친하고 즐겁게 학교생활 했지만, 교장, 교감과는 갈등이 최고로 심
했지.(문기윤) 

관리자와 갈등 관계가 이루어지는 학교 생활은 힘들고 학교에 대한 실

망이 커지기도 하지만, 동료에 대한 신뢰가 더욱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

도 한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공개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학

년 단위에서의 의사 소통을 통해서 또는 친분 있는 사람끼리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관리자의 독선적인 학교 운영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갈등을

토로하게 된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의사소통이 관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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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되지는 않더라도 교사들은 같은 생각과 뜻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 사이의 친목은 좋아지기도 한다. 그리고 몇몇 실천력이 강한 교

사들이 나서서 관리자와 대립하게 되었을 때 함께 나서지는 못하더라도

뒤에서 이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관리자의 독선에 대항하기도 한다.

관리자의 일방적인 학교 운영은 점차 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며 학교에서 교사들이 관리자에 대항하기 위해 교원단체에 가입

하여 함께 행동에 옮기기도 한다.

세 번째 학교에서 동기하고 □□□ 선배를 만났지. 그 학교는 굉장히 그 
전 학교보다 더 심했어. 그런데 여기는 나뿐만 아니라 성격 자체가 엄청 강
한 여자 선생님들이 많이 왔어. 그 중에는 조합원들도 있었고 조합원 아닌
데도 조합원 몇 명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왔었어. 학교 분위기가 그래서 
다 투사가 됐는지... 그 때는 진짜 초반에는 엄청 매일 싸웠어. 더 많이 싸
웠어. 종례 석상에서 항상 싸움이 일어났어. 지금처럼 조근 조근 이야기하
는 것이 아니라 막 싸우고, 일어나서 막 싸우고... 머리 아플 정도였어. 그
랬더니 그 교장이 다른 데로 갔어. 진짜, 우리에게 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 
발령이 났어. 그리고 □□□ 선배는 일년 있다가 가고 나랑 동기가 남았지. 
그래도... 참 좋았던 게 둘이서 참 마음이 맞으니까... 학교를 그 선생님들
하고 지금 우리 혁신학교보다 더 단합된 학교로 만들었어. (최민환)

최민환의 경우 동기와 몇몇 선배 교사와 함께 관리자의 독선에 대항하

여 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대하여 노력하였다. 특이하게도 관리자가 학교

교사들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로 전출을 가는 상황이 생겼

다. 관리자의 독선에 대항하여 교사들이 협력하여 대응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들이 단합되는 학교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관리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각 학교의 상황이 다르고 관리자의 성향

이나 학교 운영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

과 맥락에서 관리자와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는 교사들이 학교 생활

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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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료 교사와의 관계

교사들이 학교 생활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이야기를 하는 대상은

동료 교사이다. 초등학교는 학년 단위의 회의와 논의를 많이 하기 때문

에 어떠한 동학년 동료 교사를 만나게 되느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좋은 동료 교사의 조언과 영향력은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 크게 작용

하고 있었다. 동료 교사는 직접적으로는 수업과 학생 지도와 관련된 멘

토의 역할을 하며 아직은 낯선 교직 생활 전반에 대한 조언과 충고를 해

준다. 좋은 동료 교사와의 만남을 통해 교직 생활에 대한 많은 것을 학

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또한 초임 학교에서의 좋은 선배는

교직 전반에 걸친 방향성에 대한 영향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좋은 선배

는 인생의 안내자 역할도 하게 된다.

지금 생각해 보면... 첫 학교가 혁신학교 같았던 것 같아요. 음... 동학년 
선생님들이 마음이 잘 맞았고... 음.. 부장님도 어른 같은 분, 음... 사실 승
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부장님들도 옳은 소리 잘 
해 주시고. 음.. 교실 야영 이런 것은 일반 학교에서는 하기 힘들잖아요. 그
런데 그런 것들을 다 거기서 경험해 본 거에요.(김진영)

김진영의 경우 초임 학교에서 동학년 동료 교사와의 관계가 매우 좋았

고 부장교사 또한 승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

는 상황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새로운 시도와 경험을 할 수 있

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던 분위기와

동료 교사와의 관계는 혁신학교의 분위기와 비슷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 학교로 옮길 즈음에는... 뭐, 이제 다 들 바쁘고... 애기 기르기 
힘들고 이러니까... 끊어지고... 음... 모임이 좀... 그렇지, 관심사들도 조금 
더... 뭐라고 해야 하나? 특화되고 세분화 되니까... 음.. 그리고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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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의 경력이 쌓이니까 그것 말고 그 이상의 것이 필요했는데 그것에 대
해서 뭘 해줄 만한 여건이 안 됐지. 아는 선배가... 요즘 멘토라고 하나? 
제안을 해 주고 이끌어줄 사람도 없고.(이진우)

이진우의 경우에는 교직 생활이 지속되면서 초임 교사 때의 활동이나

열정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했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더 많은 활동

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옆에서 조언을 하거나 의논할

수 있는 멘토로서의 선배 교사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

기하고 있다.

그런 반면에 이 학교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
서.. 그 전에는... 음... 제가 전교조에 대해서 약간 조금...음... 회의적인 부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가까이서 본 전교조 선생님들이 참 좋은 모습
인 선생님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 보면서 전교조에 가입도 하
게 되고...(김미경)

2번째 학교에서 ○○○ 선배를 만난거야. 그 분은 학교 안에서 투사야, 
투사야. 그 선배가 나를 설득해서 조합에 가입해라 했지. 그 때는 조합이 
합법화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가입해도 괜찮다. 그래서 그 
선배의 권유로 가입하게 되었고, 그 선배가 여자고 또 내가 동조를 했고... 
그 때부터 학교 안에 민주적인 운영에 대해서 조금 나서게 되었지.(최민환)

김미경과 최민환의 경우에는 동료 교사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아 교

원단체에 가입을 하게 되었다. 교원단체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으로 인식

했었던 김미경은 가까이서 보게 된 동료교사의 좋은 모습을 보고 교원단

체에 가입을 결심하게 되었다. 최민환 또한 선배 교사의 권유로 교원단

체에 가입을 하였으며 이후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동료 교사들과 형식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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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해 가야만 했던 경험도 나타났다. 1년 동안

같은 학년에서 생활하며 지내는 동료 관계이지만 자신이 맡고 있는 교실

만 책임지면 된다는 생각과 동료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려 노력하는 모

습이 나타나지 않는 개인주의의 모습이다.

내가 6학년을 맡았는데... 한 아이 때문에 1년 동안 참 많이 고민하고 힘
들었어요. 그 때 내가 어떤 답답함을 느꼈냐 하면은...  다른 선생님들이 나
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왜 얘기하지 않
았어? 그런 일이 있으면 얘기하지.” 했지만 나는 그 순간에 내가 아이하고
의 문제, 해결방법, 힘든 감정 이런 것들을 어느 누구에게도 호소하기 굉장
히 어려운 거에요. 그런데 이게 왜 어려울까 라는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게 
뭐냐면 그런 거죠... 뭐나면... 물론 그 아이가 선생님들을 너무 힘들게 한
다는 것은 이미 소문이 나 있긴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나이도 들었고 교
직 경력도 있는데 아이를 그렇게 못 다루나 교사인가 하고 주변 사람들이 
볼까봐... 또 내가 그 문제를 여러 사람한테 털어놨을 때 실제적으로 나에
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기 보다는 감정적으로 나에게 위로를 해 주는 
정도인데... 그게 그 당시에는 그게 나에게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생님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은 “아, 쟤가 우리 반이 아닌 게 
너무 다행이야.” 이러니까...(김미경)

그러나 김미경의 경우에는 동료 교사와의 관계가 자신의 고민과 마음

을 털어놓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라

고만은 할 수 없으며 동료 교사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계 형

성에 있어서 형식적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자신이 맡고 있는 교실에만 충실하고 동료 교사와

고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외면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는 관계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동료 교사와의 관계 또한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료 교사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여 교직 생활에 힘을

얻고 지속적인 학습을 이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료 교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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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는 고민이나 문제 상황을 공유하지

못하고 고립되거나 개인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서로에

게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학교 문화의 영향도 작용하였다. 교원단체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동료 교사의 영향이 컸다. 교원단체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협력하며 학교의 운영에 대해 참여하고 변화

를 시도하려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2. 혁신학교에서의 생활과 경험

(1) 혁신학교에 대한 기대

서울A초등학교는 개교와 동시에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었다. 이를 위

해 2011년 7월 중순에 혁신학교 개교 교사 지원을 받았고, 2011년 7월

25일 발령이 나서 개교 준비를 함께 하였다. 혁신학교 지원은 자발적으

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발적인 지원을 통해 혁신학교에 근무

하게 되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지만 혁신학교에 지원을 하면서 각자

가 생각하는 혁신학교의 모습과 기대는 차이가 있었다.

가. 두려움과 성장에 대한 기대

혁신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이 단순히 일반학교에 대한 불만이나 거리

가 가까워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일반학교 생활을 통해서 느끼고

있던 개인적인 한계와 정체된 모습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새로

운 자극과 성장을 찾아 새롭게 출발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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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늘 최선을 다 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진짜로 잘 가르치고 있
는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의구심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자아도취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들이 보면 또 굉장히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런 
한계들이 생기면서 아, 이제 나를 좀 더 두렵긴 하지만 다른 곳에 놓아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마침 혁신학교라는 
것이 생긴다고 하고,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학교에 가겠
다고 하니까...  그런데 한 편으로 좋은 사람들하고 가서 내가 보이지 말아
야 할 모습도 또 보일텐데라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또 한 편
으로는 내가 그 사람들 속에서 굉장히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했거
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그 때 나에게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어요.(김미
경)

김미경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교사로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 확신하기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 하고 있다. 스스로는 열심히 하

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고 있지만,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걱정을 하고 있었다. 자신의 실천과 노력에 대해 성찰의 과정을 통해 자

신이 처한 상황이 제한된 자료와 자신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에 의

지하고 있다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Fullan & Hargreaves, 1996).

스스로에 대한 고민과 한계에 대해 생각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때 혁신학교의 개교 소식을 듣고 마음이 통하는 교사와 함께 지원

하여 자신에게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다. 기존의 방식이나 생활에 안주

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함께 지원하는

교사에 대한 믿음도 혁신학교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동기는 많은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혁신학교에 지원을 하였으며 자신의 성장과 변화

를 기대하고 있었다.

나. 민주적 학교 운영에 대한 기대

학교 조직이 느슨하게 결합된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어 학교가 운영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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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의 영향력에 따라 학교 분위기가 좌우되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가

존중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 학교의 변화를 이루고 지

속시키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기존 학교에 갔을 때 제일 답답한 게, 이번에는 학교 옮기고 6개월 만에 
지원한 건데, 학교 갔을 때마다 답답한 게 뭐냐면 그 학교에서 몇 년 교장
하고 이야기를 해서... 문화를 바꿔놓고 어느 정도 체제가 잡히면 그 학교
에서는 음... 선생님들이 지내기가 나아요. 그러다가 새로운 학교를 가면 그 
했던 행위들을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젊
었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나이가 들고 경력도 쌓이게 되니까... 내가 먼저 
지치게 되고 그 싸움을 하기가 지루한 거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
가 소모품 같은 거에요. 음... 때때로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목마른 다른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혁신학교
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말 하찮은, 수준 낮
은 그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겠구나 좀 더 수준 높고 꿈꾸는 방향성을 갖고 
어떤 일들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김우현)

김우현의 경우 교직 생활을 하면서 그 동안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관하여 관리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 왔

다. 그러나 한 학교에서 학교 문화를 개선하는 성과를 이루어도 새로운

학교로 발령 받게 되면 그러한 노력을 다시 반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

게 되는 것에 힘들어 하고 있었다. 자신이 앞에 나서서 관리자와 갈등을

겪는 상황을 반복하다 보니까 점점 자신이 소모되고 있으며 왜 내가 이

것을 또 다시 하고 있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다. 이런 고민 속에서

혁신학교의 개교 소식이 김우현에게는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함께 수

준 낮은 고민이 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에 대한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사실 다른 혁신학교에 갈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혁신학교에 
초빙으로 가려고 했으나 거기는 진짜 혁신학교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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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학교가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들이 원해서 혁신학교가 된 것이 아니라 
교장, 교감선생님과 몇 분의 선생님이 하자고 해서 된 경우라고 들었기 때
문에 어... 거기에 가도 일반 연구와 학교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
를 했었는데, 여기는 이 혁신학교는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마 운영하는 학교가 될 것이다. 위에서 강요하는 그런 
일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가졌어요.(이유정)

이유정의 경우 다른 혁신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선택을

하지 않았다. 일반학교에서 관리자의 의지와 노력으로 혁신학교로 지정

된 학교에 갈 수 있었지만 관리자의 의지와 노력으로 혁신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개교와 함께 혁신학교로 지정된

서울A초등학교는 관리자의 지시와 강요가 아닌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

로 학교의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기대했던 것은 첫째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그게 가장 큰 기대였고. 기
존학교처럼 교장, 교감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불만이 많이 
있어도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결정을 
하고... 교장 선생님은 리더의 역할은 하지만 뭔가 지시하고 감독하는 역할
이 아닌... 민주적인,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 못 했던 민주적인 학교의 문화
를 제일 문화 기대했어.(문기윤)

다. 협력적 동료 관계에 대한 기대

혁신학교 생긴다고 이야기를 듣고... 일단은 학교에서 나 혼자서... 많이도 
안 했지만, 혼자서 하는 것이 아, 너무 힘들다... 어차피 내가 안 한다고 해 
봤자 기본은 해야 할 입장이고 속이 뒤집힐 것 같은 일이 항상 생기니까 입
을 다물고 살 수는 없고... 그 때 동기가 같이 가자고 했고. 그게 결정적이
야. 우리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거.(최민환)

새로운 사람, 지원자들이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래.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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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삶을 살아보자.’ 또, 아는 사람들과 뜻을 맞춰서 뭔가를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좋은 기회다...  그래서 한 거지, 내가 뭔가 역사적
인 계기를 만들고 사회적인 전환점을 만들어야지 하는 것은 아니고....학교
에서 진짜 선생님들이 좀 여유 있게 아이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일들 최소화 하고, 진짜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 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근무할 기회가 언제 있겠는가... 여기는 사실 그런 무대를 만들어 놓은 거
잖아. 그래서 그걸 잘 써보자. 이 학교는 그런 기본적 내용을 충실하게.(이
진우)

최민환과 이진우의 이야기에서 혁신학교에 함께 지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학교에서 개

인적으로 학교의 변화를 위해 실천을 하고 노력을 했지만 성과를 이루기

가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사람들이 함께 혁신학교에 지원하여 학교의 변

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 혁신학교 지원의 계기가 되었다.

혁신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학교에 대한 변화와 민주적

인 학교 운영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기대와 함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모습의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저는 여기를 직장으로 본다면... 교사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래서 저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교사 선후배들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
예요. 이야기를 많이 듣던 분들이 혁신학교에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근무하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거에요. (김진영)

김진영의 경우 동료 교사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혁신학교에

서 동료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더 많은 학습을 기대하고 있었다. 일반학

교의 경험에서 단절되고 개별화된 학교 문화로 인해 소통과 학습의 중요

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던 김진영은 혁신학교에서 그 동안 좋은 평판

을 들어왔던 선배, 동료 교사들과 더 많은 교류와 의사소통을 통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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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배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동료 교사들과의 협력

적 관계를 통해 부족했던 부분을 배우고 함께 고민을 나누며 배우는 관

계를 기대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혁신학교에 지원을 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민주적인

학교 분위기에서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도모하고 좋은 동료와 함께 소통

과 교류하며 배움을 이루어나가기는 모습이었다. 또한, 관리자의 지시,

전달에 의해 교사가 수동적으로 생활하는 학교가 아니라 교사들의 자발

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2) 개교 과정 : 소통의 시작

서울A초등학교에 2011년 7월25일 발령을 받은 교사들은 방학 기간이

었지만 혁신학교 개교 준비를 하기 위해 주말을 제외하고 아침부터 오후

까지 매일 학교에 나와서 근무를 하였다.

이 학교가 혁신학교라는 것을 알고 왔잖아요. 더구나 개교학교이고. 혁신
학교에 대한 이해도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었을 건데 그래도 어찌됐든 혁
신학교가 나에게 어떤 매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왔을 것이고. 이
게 거리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 학교가 집에서 가깝다고 오
지는 않았을 거예요.(김우현)

혁신학교이며 개교학교라는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지원을 했지만 각자

가 갖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와 생각은 다양하였다. 혁신학교에

지원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차이가 많

은 상황이었다. 더구나 당장 2011년 9월 1일 학교를 개교해야만 하는 상

황은 교사들에게 많은 업무와 부담을 주는 상황이었다. 개교 준비의 과

정은 텅 빈 학교 공간에 책상, 걸상부터 시작해서 각종 교구 및 시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아직 내부 공사 마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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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교사들은 텅 빈 교실의 마룻바닥에 앉아 회

의를 하고 의논을 하며 개교 준비를 시작하였다.

처음 발령받던 날, 학교에 가보니 집기는 하나도 없고 건물만 덩그라니 
있었어요. 그 공간들을 채워가는 과정부터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
까지 모든 교사들의 손으로 직접 하면서... 어떤 일이든 전 구성원의 합의
를 거쳐 결정한다는 원칙이 있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는 했지만 학
교의 주인이라는 느낌이 들어 좋았어요.(이혜정) 

혁신학교 개교 과정은 계속되는 회의와 결정의 시간이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개교학교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결정 사항에 대하여 회

의를 진행하였다. 일반학교에서 경험했던 회의 과정은 전달과 지시의 회

의였으며 다른 의견이나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혁신학교를 개교하면서 진행된 회의 과정은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모두

표현하며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계속되는 회의와 결

정의 과정은 일반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간들이었다. 새

로운 회의 과정을 통해서 일반학교에서는 고민하지 않고 지나가던 시간

들이 힘든 시간들이 되었다.

여기 처음 와서 좀 힘들었던 건 사실 선생님들이 어떤 의견을 말씀했을 
때 그 의견이 거의 통과될 듯 하면서도 또 어떤 반론에 의해서 또 연장되
고, 연장되고, 연장되고... 회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런데 또 결론을 보면 
사실 우리가 그 전에 얘기하던 결론대로 흘러가기도 하고. 특히 초반부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이유정)

일반학교에서의 의사결정은 대부분 교장, 교감, 부장에 의해 이루어지

며 교사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과정이 없다. 학교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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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며 토론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확인하며

결정하는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공

식적인 자리에서 표현하지 않았다. 그러나 혁신학교 개교 과정에서 교사

들은 회의를 통해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한 토론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회의는 쉽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아니었다. 하나의 의견을

결정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으며 처음 경험하는 민주

적인 회의 진행 과정에 대해 피로감과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쉽게 합

의를 하지 못하는 과정이 반복되며 하나의 안건에 대해 서로가 생각하는

입장이 너무나 다르다는 생각을 실감하게 되었다.

첫 학교가 개교학교였는데 그 때는 소수의 일명 에이스들이 있었잖아요. 
(웃음) 미리 방학 중간에 10명 정도가 일을 다 하시고. 첫 학교 때는 개교
식 정도만 준비하는 정도였거든요. 따로 뭘 한다는 느낌 없이...  그런데 
7~8월 거의 매일 오면서 만들어 간다는 느낌, 함께 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도서실 쪽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아직 완벽하게 된 건 
아니지만... 그 때 구상했던 게 지금 많이 반영이 된 거 거든요. 그래서 조
금 더 애교심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업무 추진 차
원에서는 늦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렇지만 다 같이 
참여한다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김진영)

개교 준비 과정에서 모든 교사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작은 의견을

처리하는데도 모든 교사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일부

의 교사들이 참여하여 개교 준비를 하는 일반적인 개교 과정과 비교하면

효율적인 면에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의견 조율 과정도 쉽지는 않

았다. 그러나 김진영의 이야기처럼 함께 참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

교에 대한 주인의식이 생겼으며 서로를 조금씩 이해해가는 과정이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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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의 개교 학교와 비교해서 전체를 발령 내는 것은 나는 너무 좋은 사
례라고 생각해.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개교 준비를 하면서... 물론, 일의 진척
이나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는 좋은 사
례라고 생각을 하고... 개교 준비과정에서 힘들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다 같이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는 그 때
가 어떻게 보면 더 즐거웠던 것 같아. 우리끼리 개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는 게 굉장히 즐거웠고... 하루도 학교 오는 것이 힘
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하는 것이었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없었으니까. 주말에도... 내 학교라는 생각이 드니까... 주말에도 
학교에 올 정도로 즐거웠어.(문기윤)

여름방학부터 저희가 준비를 할 때 회의하는 게 힘들기는 한데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어요. 아무 말도 안하고 가만히 있지만 민주적인 의사결정
이... 교무 회의에서 한 명이 일어나서 통보하는 식이 아니라 함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정신적으로는 피곤했지만 굉장히 벅찬 기분이 들었어요.(안현
주)

서울A초등학교의 개교 과정은 개교 교사가 모두 발령을 받아 아무 것

도 없는 학교에서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개교

과정에서 모든 교사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민

주적으로 결정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확인하

고 서로를 이해해가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 지원

을 통해서 모였기 때문에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회의 과정과 준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시간

이 계속 되었지만 일반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회의 경험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하고 학교에 대한 주인

의식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개교 과정은 민주적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낌과 동시에 서로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서로를 조금씩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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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적 학교 운영

2011년 9월 1일 개교 후 서울A초등학교는 더욱 바쁘게 운영되었다.

개교 직전에 새롭게 조성된 인근 아파트 단지 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입 신청을 받았으며 개교 후에도 꾸준히 전입생들이 학교로 전학을 왔

다. 학부모와 학생들도 혁신학교가 무엇인지 막연하게 이해하는 수준이

었으나 일반학교와는 무엇인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학부모, 학생들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이해하는 정도가 막연하고 다양

했던 것처럼 교사들이 생각하는 혁신학교의 모습과 운영에 대한 생각도

도 다양하였다. 개교 과정을 통해서 많은 회의와 논의를 거쳐 서로에 대

한 차이를 인정하고 공통점을 찾으려 노력을 하였지만,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다.

개교 후 더욱 분주해진 학교 일정 속에서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학교 사항들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했다. 일반학교에서는 관리

자와 학년 부장, 특수 부장들이 모여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시·전달하

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혁신학교인 서울A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운

영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이 교사 회의인 ‘교사 다모임’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담임 교사의 수업 집중을 높이기 위해 업무 전담팀장

을 선정하고 업무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하었다. 학교의 구성원이지만 학

교의 운영 과정에서 제외되었던 학생들의 참여와 자치 활동을 위한 학생

자치회도 학년 단위에서 구성되었다. 다음에서는 서울A초등학교의 민주

적인 학교 운영의 과정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교사 다모임 : 회의 문화 형성

개교 준비 과정에서부터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이루기 위해 많은 회의

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 교사

다모임 회의는 생각처럼 쉽지 않았으며 회의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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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어려움이 나타났다.

음... 기본적으로 나도 회의를 안 해 봤고... 일반학교에 있었을 때 내가 
직원 회의시간에 거의 지시 전달로 하는 그 문화에서 살아왔고... 물론 하
고 싶은 말이 있었을 때는 손들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시대에는 농담 삼
아 ‘벌떡 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았는데... 회의를 한 것은 아
니죠. 내 자체가 회의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 와서 모
든 것을 결정하다 보니까... 때때로는 이게 힘든 거에요. 시간도 많이 걸리
고... 뭐 이렇게 작은 것까지 해야 하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었더라구.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 봤고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실
질적으로 회의하는 방식도 모르고... 또 어떻게 보면 잘 듣지를 못하는 구
나. 내 이야기만 하기가 바쁘구나.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거에
요. 어떻게 보면 이 때까지 많이 눌러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오니까 막 
이야기가 많이 터져 나오고, 또 우리가 웃으면서 편안하게 상대 존중하면
서... 좀 부드러운 어투를 사용하면서 쓸 수 있는 회의들을 많이 못 해본 
거에요. 나만 해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회의보다는 논리적으로 그 사
람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격앙돼서 자꾸 논쟁을 해서 싸워서 이기려는... 
그런 게 몸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잘 설득시키려는 부분보
다는 승패를, 내가 논지로 저 사람을 쓰러뜨리겠다는 그 부분이에요.(김우
현)

기본적으로는 회의 과정에 대한 이해와 적응, 서로에 대한 배려의 문

제가 발생했다. 교사 다모임 회의를 진행할수록 갈등이 생겨나고 차이가

더 분명해졌다. 일반학교에서의 회의 문화는 교직원 회의 시간에 부장교

사나 관리자들의 일방적인 안내나 지시가 있었고, 이에 대해 반대 의견

이나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함께 회의를 하는

문화가 아니었다. 그 자리에서 다른 의견을 발표하고 제시하더라도 토론

이나 논의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관리자의 뜻에 따라 결정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또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교사에 대해서 회의 시간만 길어지게 하며 퇴근

시간을 늦추게 한다는 비난이 나오기도 하였다. 일반학교에서 교직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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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모습은 모양만 회의였지 구성원의 의견이 존중되거나 소통할 수 없

는 구조였다. 이렇게 일반학교에서의 교직원 회의가 형식적이고 소통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은 학교의 결정 사항에 대한 최종 책임이 관리자

에게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의견이나 생각보다 책임의 역할을 맡고

있는 관리자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교사들의

의견과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사들은 생각과 의견은 학교 운영

에 반영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혁신학교인 서울A초등학교에서의 교사 다모임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토론의 과정은 일반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었으며, 작은 의견을 결정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

었다. 작고 사소한 안건을 결정하는 과정도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아 하나

의 안건을 결정하는데도 여러 날이 걸리기도 하였다. 다모임 회의 시간

이 길어지고 안건을 해결하는 과정이 점점 힘들어질수록 다모임 회의에

참여하는 것에 점차 많은 피로를 느끼게 되었다. 회의 과정이 힘들고 피

로를 느끼게 되면서 회의에 잘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들도 나타나게 되었

다. 회의에 잘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들에 대한 불만이 비공식적인 자리

에서 표현되며 갈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지 않던 회의 문화에서 벗

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서로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났으며 너무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경

우도 생겼다. 상대방을 설득하며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주장으

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회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과정이었지만 이 또한 민주적인 회의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

던 교사들에게는 적응하기 어려운 과정이었다.

저는 아직까지는 주도적으로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 하기가 아직은 어색한 
거에요. 어색함을 떨쳐야 하는데... 제가 학기초에 아이들하고 많이 하는 게 
말하는게 어색하면 안 돼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이라도 해도 상관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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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직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돼서... 다모임 때는 주로 말씀하시
는 분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음... 제가 꿈꿔왔던 학교 하고는 너무 다
르죠. 일본의 어느 학교처럼 모두 한명씩 돌아가면서 말하는 것들. 우리가 
한 번 그럴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말할 기회가 오고 차례가 
오고. 다 들어 보면... 시간은 오래 걸려도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들어보
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도 하게 되는데... 음... 어색해요, 아직은.
(김진영)

김진영의 경우 회의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어색함

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생각이 있지만 이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

을 개인의 성향이라고 이야기 할 수만은 없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

유로운 의사소통의 구조인 교사 다모임 회의가 형성되어 있지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고 주로 듣기만 하고 있다.

교사들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격

려하며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학교 생활에서 민주적

인 회의와 의사소통의 경험이 없는 교사들이 직접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김진영은 시간이 오래 걸리

더라도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모

든 구성원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안건에

대해 차례대로 의견을 말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하다. 사

소한 안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결정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집

중력이 저하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교사 다모임 회의를 진행하며

많은 회의와 논의 과정을 거쳤지만 많은 교사들이 편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는 어색함을 느끼고 있었다.

정말 많이 참고,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주로 지금 회의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구요,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은 두 부류인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저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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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는 거에요. 이 의견이 맞을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면 그래 맞아 
하고 거의 생각이 기울려고 해요. 그런데 또 다른 분이 말씀을 하시면 그 
분 생각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받아 들여서 제가 미처 말할...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그 2개를 받아들여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아, 
생각했더니 이게 맞아... 집에 가야 할 말이 떠오르는 그런 경우이고, 또 한 
부류는 거기서 나온 의견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나 내가 여기에서 의
견을 얘기를 해도 왠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는 나의 의견과는 달라서 
내가 여기에서 얘기를 해도 다수에 의해 내 의견이 묵살될 것이므로 나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참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이유정)

이유정 또한 회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

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유정은 회의를 통해 많은 것을 생각

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확장하고 성

찰하는 학습의 경험을 하고 있었다. 회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활발하게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회의에 참여함으로

써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교사들이 학교 운영에 대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장(場)

을 만들고 있었다. 교사들은 교사 다모임을 통해 일반학교의 회의 과정

에서 보이던 일방적인 지시·전달 사항을 따르며 고민하지 않는 수동적인

존재로부터 회의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

려고 노력하는 적극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2) 업무 전담팀 : 협력적 관계 형성

서울A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교

를 준비하면서 행정 업무 전담팀을 운영하였다. 이것은 일반학교에서 담

임교사들이 행정 업무를 분담하여 맡고 있으며 행정 업무에 성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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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담임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고, 수업 보다는 행정 업무 중심으

로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이다. 전시적

행정 업무를 배제하고 학습활동과 교육활동에 관련된 업무를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교감이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

며 교육지원팀, 교육과정팀, 학교문화혁신팀의 3팀으로 나누고 팀장을 선

정하였다. 각 팀별 업무 지원을 위하여 행정보조사를 배치하여 팀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 2011년 9월 개교 준비 과정에서 3명의 업

무팀장을 선출하게 되었는데 팀장의 선정 과정은 팀장 추천을 받은 교사

들이 모여 조정과 의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다. 팀장은 개교 업무부

터 많은 업무를 하였다. 개교 준비 과정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기안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업무팀장들은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서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개교 후에도 팀장들은 공문 처리와 행정 업

무를 위해 제 시간에 퇴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업무 전담팀장의 역

할과 업무량이 늘어난 대신 담임교사들에게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체의 공문 처리와 행정 업무를 맡기지 않았다.

 우선 안됐다는 생각과 안타깝다는 마음도 들고 그리고 존경스러운 마음
도 들고 물론 모든 팀장들이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단하다는 생
각도 들고 안타깝다는 것은 제가 할 일을 짐을 그 분들에게 드리는 것 같
아서요.(안현주)

일단은 업무 팀장들이 개교해서 일들이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처음
하다 보니까 소통의 부분에서도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음... 좀 힘들겠구
나 라는 생각은 들고.. 그랬지만 그 사람들 중에는 원해서 하는 사람도 있
었고, 올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기는 했지만... 내가 이렇게 올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그 사람들 
덕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김우현)

행정 업무를 맡지 않게 된 담임교사들은 일반학교에서는 당연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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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었던 행정 업무를 업무팀장들이 대신 해 주는 것에 대해 굉장히 고마

워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최소 1개 이상의 업무에서 많게

는 3∼4개의 행정 업무를 맡아 했던 일반학교에서의 경험과 비교하면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 업무 전담팀장과 업무 전

담팀의 일처리는 혁신적인 시도였으며 담임교사들에게는 수업과 교실에

집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업무 팀이 운영됨으로써 담임교사들이 업무를 손에서 놓게 되었고, 그만
큼 자신의 학급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졌어
요. (이혜정)

서울A초등학교에서는 교사 다모임 회의를 통해 많은 업무팀장의 선정

에 대한 원칙을 결정하였다. 일반학교에서의 부장에 해당하는 업무팀장

은 우선 업무로 인한 수업과 학급에 집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담

임 배정이 아닌 교과 전담 배정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수업 시수를

줄여서 업무로 인한 수업 부담을 덜어주었다. 그리고 몇몇 사람만 업무

팀장을 맡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번갈아 가면서 업무팀장을 맡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결정하였다. 이것은 구성원 일부의 부담과 희생을 강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업무팀장으로 학교 업무를 전담해야 하

는 것을 의미한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함께 나누고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업무 팀장을 하는 것이 좋았어... 자의 반 타의 반이었지
만 첫 해에 맡아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나의 경
력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이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었고. 또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 
많은 다른 선생님들은 수업혁신에 욕구가 많은 것 같았는데... 나는 그 부분
보다는...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
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아이들과 선생님에게 도움을 줄 수 있
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 6개월 밖에는 안 했지만 나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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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았어.(문기윤)

업무팀장을 맡게 된 문기윤의 경우 업무팀장으로서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 많은 의미를 갖고 있었다. 다른 동료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도움을 줄 수 있었

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1년 개교 업무 및 2학기 운영을 위한 업무팀장의 선정은 교사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조정을 통하여 업무팀장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추

천을 통해 업무팀장이 결정되는 과정이다 보니 추천 받은 사람의 업무팀

장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소홀하게 다루어졌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2년 업무팀장의 선정 과정은 큰 변화가 생겼다. 우선은 3

개팀의 업무팀을 학교문화혁신팀, 수업혁신팀, 교육과정혁신팀, 문화예

술체육팀의 4개팀의 업무팀으로 늘렸다. 3개팀으로 운영될 때의 업무 과

중을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업무팀장의 선정은 자발적으로

업무팀장에 지원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지원한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다모임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투표를 통해

선정하게 되었다. 실제로 5명의 업무팀장 지원자가 있었고, 1명의 지원자

는 탈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업무팀장 선출 과정은 학교 업무를 담

당하는 업무팀장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서울A초등학교의 업무팀장 선정 과정은 일반학교의 경우라면 상상하

기 어려운 새로운 시도이고 경험이었다. 일반학교에서는 부장교사에 대

한 인사권을 교장이 갖고 있으며 인사권은 교장의 권리이다. 인사권은

법적으로 교장의 권리이므로 학교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교사들의

의견이 인사권에 반영되기 어렵다. 또한 부장에 임명되면 가산점을 부여

받게 되므로 현행 승진 체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러나 서울A초

등학교는 교사 다모임 회의에서 자발적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통

해 업무팀장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교장은 교사 다모임의 의견을 존중하

여 선정한 업무팀장을 임명하였다. 이것은 교장이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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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업무를 맡아 운영하는 업무팀장의 선정 과정을

교사들에게 위임한 것으로 교사들의 의견과 뜻을 존중하며 교사들과 함

께 학교 운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학교장의 인사권을 넘겨주는 것은 보통의 결단이 아니지만 방향은 그렇
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인사권뿐만이 아니더라도... 학교의 공동체들
이 모여서 기존의 담임들이 하던 업무를 대신 처리해 줄... 내 업무를 누가 
더 잘 해 줄까를 생각하고, 충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
도 좋다고 생각해.(문기윤)

교장이 권한위임의 의지를 갖고 실천을 하여도 교사들의 자발적인 지

원과 참여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다. 교사들은 혁신학교가 승진

가산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지원을 통해 왔다. 개인의 승진을

위해 혁신학교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업무를 담당해야 업무팀장

의 지원에도 자발적인 의지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저는 진짜 되게 놀랐던 게 작년에 업무 팀장님들을 보면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드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 팀장을 뽑을 때 아무도 
지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또 선생님들이 지원을 많
이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업무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그런 업무 팀장들이 있기 때문에 혁신학교가 굴
러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학교에는 그렇지 않지만 일반학교 
같은 경우는 팀장이라던가 부장의 자리를 거쳐야지만 그 다음의 단계로 갈 
수 있는 승진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라서...(이유정)

업무팀장은 어느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맡

기로 한 원칙은 동료 교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누구나

교사의 본분에 충실한 학교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이는 행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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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때 가능한 일이다. 이를 가능하게 지원하는 것이

업무팀장의 일이다. 소수의 반복되는 희생에 의해서 혁신학교가 운영되

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다른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고 내년에는 내

가 다른 동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

기에 혁신학교의 민주적인 학교운영이 가능하였다.

업무팀장은 어차피 누구나 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음... 그래서 지
금 업무팀장을 하면 나머지 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도 더 수월해질 것이라
는 말씀을 하셔서...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쉽게 받아들였어요. (웃음) 
왜냐하면 저 다음에 누군가가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학교의 구성원을 믿기 때문에 내년에도 잘 운영될 것이라고 믿어요.(안
현주)

업무 전담팀의 선출과 운영을 통해 서울A초등학교는 수업과 행정업무

를 분리하였다. 업무 전담팀은 행정업무를 전담하여 교사들이 더욱더 수

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팀장의 선출과

운영 과정에 대해 관리자는 권한 위임을 실천하며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을 존중하였다. 업무팀장은 많은 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교사로서의 성

장과 발전을 이루기는 어렵지만 원활한 학교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었

다. 이러한 업무 팀장의 역할을 학교 구성원들이 번갈아 가며 맡기로 합

의한 것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학부모의 참여와 학생 자치 : 기대와 한계

서울A초등학교는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실

질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루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학

부모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다모임, 자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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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재능기부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학부모와 소통하고 학부모의 참여

를 위한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지만 학부모의 학교 참여 과정은

기대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사실은 지금 학부모와 연결을 해서 같이 뭔가를 해 보자 했을 때 연락을 
할 수 있는 학부모가 없는 것이 현실이야. 학교를 쉽게 왕래할 수 없는 문
화가 있기도 하고 학부모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이 바쁘고. 그리고 혁
신학교지만 선생님들이 학부모와 어떤 교류를 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직
은 편하지 않은 것 같고. 결국은 서로가 추구하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사가 신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지. 음... 사실은 좀 
더 경기도의 시골에 있는 혁신 학교처럼 좀 더 학부모와 인간적으로 교류
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문화가 없고. 그런 부분
은 혁신학교가 확산되고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끼리 가서는 한계가 있다
는 생각이 들어.(문기윤)

혁신학교에서 학부모의 참여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로 문기윤은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일반학교에서 학부모의 참여는 자발적으

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학교의 요청에 의한 반강제적

인 동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서울A초등학교는 일반학교

에서의 학부모 동원에 대한 관행을 없애고 학부모의 순수한 자발성에 기

초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신뢰

를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

의 학교 참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관심 있는 일부 학부모

들만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 작은 혁신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교 사이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대도시의 혁신학교인 서울A초등학

교에서는 학부모와 유대관계가 적극적으로 형성되지 않고 있다. 대도시

와 비교하여 가족적인 분위기와 비교적 소수의 학생들로 구성되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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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혁신학교는 학부모들과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며 학부모들의 참여와

만족도도 높다. 그러나 대도시 혁신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참여는 지방의

혁신학교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학부모들이 나는 더 많이 도와주시고 참여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리고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더 많이 참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우리 학교에서는 미흡한 것 같아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학년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학부모들이 도움이라기보다는 함께 참여하는 기
회를 가져보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하
고 도와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어쨌거나 더 많은 학부모들이 
다양한 활동으로 학교를 많이 도와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김
미경)

학교와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류하며 참여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혁신학교를 좀 더 이해하

고 학교와 학부모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로 발전하기 위하여 여

러 가지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A초등학교에서는 매달 한 번씩 혁신학교와 관련된 주제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학부모의 참여율은 그

다지 높지 않다. 학교와 교사들은 학부모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지

만 바쁜 대도시의 생활이라는 현실에서 학부모들이 실제로 학교와 교류

하며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바쁜 생활이라는 이유로

한계를 둘 수는 없다. 대도시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와 교류를 활성화시

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분석하여 학부모와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해 무엇

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좀 더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일반학교에서도 학부모는 조력자라기보다는 필요할 때 같이 가야하
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학급 행사나 프로그램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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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런데 여기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거의 얼굴을 본 적
이 없었고. 지금 학년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경우에 같이 참여하
고 있어요. 그러면 신뢰감 형성에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김진영)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참여와 지지는 학교 운영과 발전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 김진영의 이야기처럼 학부모를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함께 학교를 운영하는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무엇

보다 학교와 학부모의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방안이 필

요한 상황이다.

일반 학교에서 학교 운영 과정에 대한 학생의 참여는 그 동안 상대적

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학생은 교육의 대상으로 여기고 학생들 스스

로의 의견이나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일반학교에서는 학급별 임원을 선출학고 그 임원들을 대상으로 전교어린

회의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학교에 참여하는 활동은 자

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서울A초등학교

는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학년

단위의 자치 활동을 시작하였다. 학급별 임원선출을 하지 않는 대신 3학

년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년별로 모든 학생이 모여서 자치활동을

시작하였다. 1, 2학년은 아직 자치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하여 3학년 이상의 학년을 대상으로 자치활동이 운영되었다.

작년에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대안학교 같이, 썸머힐 같이 모든 아
이들이 전교생이 다는 아니더라도 그 아이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발언을 하
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그 아이들이 뭔가를 바꿔나가고 변화를 만들고... 이
런 걸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약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작은 강당에서 이야
기 하다 보면 앞사람 머리만 보게 되잖아요. 말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해야 
하나요? 저도 말 잘 안하는데... 그래도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분위기. 여
기 아이들은 작년에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
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는 않아서 이제 자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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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수정을 하고... 저는 사실 조금 더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 1회 정도는 다 모여서 학년
끼리라도.. 무조건 오는 날이고 그 자리에서 안건을 내고... 뭔가 지속적인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김진영)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불명예스러운 것을 안 하려는 것이 전통이 
되려면 자치를 하긴 해야 할 것 같아. 그런 분위기... 만들어 줄 필요가 있
는데 이런 거대학교에서 될까? 전교생이 600, 700명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하겠어?(이진우)

학년별 자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적 의사소통 과정을 직접 체험

하고 스스로 의제를 선택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학생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혁신학교 형태의

운영 과정에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장소의

문제로 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찾다

보니 강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강당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동그랗게

모여 앉을 수 없었고 정면을 바라보고 앉게 되었다. 사회자와 선정과 의

제 선정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논의할 것을 기대하였으

나 학생들 또한 처음 경험하는 학생 자치에 대해서 적응하기 못하고 활

발한 논의의 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모든 학생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학생들의 회의 집중과 참여도 기대보다 좋지 않았다. 농촌 지역의

작은 혁신학교에서는 전교생이 모여 자치활동을 진행하며 학생들이 자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가능하지만 도시의 거대 혁신학교에

서는 학년별로 학생들이 모여서 자치활동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사실은 회의 할　때는 전체가 다 모여 있고, 사회자를 뽑고 중요한 의제
를 결정해서 의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다만 관계는 아직 많이 불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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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애들이 정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해서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이진우)

아이들이 의사를 결정해도 그게 수용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
고... 글쎄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의지를 갖고 참가할 
수 있을까? 우리도 옛날에 해 봤잖아. 실컷 제안하고 해도 나중에 다 안 
된다고 하면... 힘 빠지고. 그래서 나는 결과에 대해 나는 기대를 갖고 있지
는 않거든. 경험, 의사를 모으고 하는 과정을 배우는 데 의미가 있지 아이
들에게 결과를 바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최민환)

또한 학생들이 모여서 의제를 선정하고 논의를 통해 대해 결정을 내려

도 학생들의 의견을 모두 학교 운영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도 발생하였

다. 교사들이 교사 다모임 회의 과정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

처럼 학생들도 처음 경험하는 학생 자치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

운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학생자치의 경험은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시도와 경험이 되고 있다. 학생 자치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

학교 운영에 반영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의견을 조

율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경험하게

하고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교사들에게도 학생

들을 학교 구성원으로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학생 자치는 의외로 아이들이 이야기를 잘 하고 생각도 정리를 잘 하더
라고요. 학교의 규칙을 학생 자체회의에서 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
른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받아서 규칙을 지키는 것이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자기들이 그 규칙을 제정해 나가는 것을 경험을 한다는 것이지
요.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왜 이것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말이
에요. 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이
것을 지켜 줄래? 했을 때 아이들은 쉽게 받아들이죠. 논의를 했기 때문
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좋은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김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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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어린이가 잠깐 내려왔다가 팀장님에게 어린이 다모임 언제하냐고 
물어보고 가는 거에요. 너무 재밌었다고.. 학원도 빠지고 참여하고 싶다고
(안현주)

자치 활동은 학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생들도 민주적인 자치활동

에 대해서 적응 과정이 필요했다. 일반학교에서의 형식적인 전교회의가

아닌 실질적인 자치 활동을 이루기 위해서 자치활동을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더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있었지만 자치 활동의

횟수를 늘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해서 학교의 생활

규정을 정하고 학생들 스스로 정하고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이

루어졌다. 교사, 학부모의 관점에서 생각했었던 생활규정과 학생들이 생

각했던 생활규정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며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

렴하며 조정을 통해 수정·보완해 나가는 과정 또한 학생자치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많은 생각

을 하며 변화를 이루어내는 과정을 통해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해서는 필

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학생 자치 활동의 활

성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과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많은 학생들이 생

활화는 대도시 혁신학교에서의 학생 자치 활동은 지방의 소규모 혁신학

교에서 이루어지는 직접 민주주의 체험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건이다.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과 실천이 더욱 필요한 현실이다.

(4) 교육과정과 수업

서울A초등학교는 교육과정의 혁신을 위해 2011년 9월 개교를 하면서

어린이의 발달 단계에 따른 통합성과 연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6개의

학년을 3개의 학년군으로 묶어 2개 학년 공동체를 운영하였다. 각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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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위한 작은 학교 개념으로 학년 공동체를 운

영하며 학년별 교육과정 운영의 특색을 살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2012학

년도에는 2개 학년 공동체에서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방식인 동학년 중

심의 학년팀으로 그 형태를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다.

1) 학년 공동체 운영 : 공동체 경험과 이해 확대

학년 공동체의 운영은 2011년 2학기와 2012년 1학기가 다른 형태로 유

지되고 있다. 2011년 2학기 혁신학교 개교와 함께 학년을 운영할 때는 2

개 학년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개념을 갖고 운영하였다. 즉, 1학년과 2학

년이 함께 1·2 공동체, 3, 4학년은 3·4공동체, 5, 6학년은 5·6 공동체를

만들어 2개 학년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회의하며 학교의 중요

내용을 결정하였다. 2개 학년 공동체에서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협력 학습을 시도하였으며 학년 공동체 팀장을 1명씩 선정하였다. 공동

체 팀장은 학년 공동체와 관련된 업무를 업무팀장과 협의하여 원활한 공

동체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2개 학년이 모인 학년 공동체의

운영은 동학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반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

운 시도였다.

작년의 학년 공동체는 2개 학년이 같이 가서 좋았지만... 팀장이 애매하
더라고. 아무래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학년으로 많이 참여하게 되고 그러니
까... 그래서 학년 팀장이 없는 학년은 아무래도 약간의 소외감 같은 것은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도 좋은 점은 2개 학년씩 묶어 두
니까 비슷한 연령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회의를 항상 모여서 할 
수 있고, 서로 생각을 알 수 있고. 동학년은 전체의 1/6만 이잖아. 그런데 
2/6 가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최민환)

2개 학년 공동체의 운영을 통해 2개 학년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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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공

동체 팀장이 소속되어 있는 학년은 공동체 팀장이 그 학년의 중심 역할

을 하였지만, 공동체 팀장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년은 약간의 소외감

을 느끼기도 하였다. 공동체 팀장은 서로 다른 학년의 의견을 조율하고

각 학년의 통합을 조정하는 역할이었다. 그러나 각 학년 단위의 업무 처

리를 할 때 학년에 팀장이 소속되어 있지 않아서 업무 처리 때문에 혼란

을 겪기도 하였다.

음... 저는 초반에 많이 걱정했어요. 팀장이 저희 학년에 속해 있던 것도 
아니어서... 그게 잘 추진이 될까? 그래서 실제로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래
도 부장이나 팀장의 존재가 일을 시킨다기 보다는 일의 중심축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사실 작년에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다 젊고, 교직 경력도 
짧고. 그래서 우왕좌왕 한 것도 있고. 팀장님은 다른 학년에 속해 있었잖아
요. 물론 공동체로서 문의 드릴 것도 있었지만, 저희 학년 업무에 있어서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김진영)

2개 학년 공동체의 운영은 다른 학년과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여 학교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학년

의 입장과 의견이 서로 다르게 표출되어 갈등이 생기기도 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갈등은 동학년이 모여 쉽게 의견을 통일하는 것과 비교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며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년 입장만 생각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다른 학년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게 되었다.

사실 작년 2개 학년공동체를 할 때는... 저희는 갈등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갈등이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0명이기 때문에 더 
다양한 생각을 볼 수 있잖아요. 다양한 생각 속에는 나와 반대되는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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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학년만 하고 있기 때
문에 모였을 때 어떤 의견보다는 교재 연구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학년이 하면 교재를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수업을 어떻게 할지 의논을 
하고 그런 거에는 좋지만 학교 전반적인 흘러가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이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유정)

2개 학년 공동체의 운영을 통해 다른 학년을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 속

에 소통을 하던 운영 방식에서 동학년 단위의 운영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동학년의 협력과 수업 연구 논의는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동학

년 중심의 학년팀 운영 방식은 다른 학년과의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지

못하고 자신의 학년 중심 활동으로 이어져 구성원들간의 소통의 통로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학년 공동체를 같이 하게 되면 학년에서는 5명밖에 보지 못하는데 공동
체를 같이 하면 10명이 보게 되잖아요. 내가 별로 안 볼 것 같은 사람도 
그 공동체 안에서 물리적으로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거죠. 어차피 친
한 사람은 친한 사람끼리 만나요. 그 친한 사람은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업무적으로 만나고 어
떻게 이해하고 살 것인가는 좀 더 큰 공동체로 모이는 게 서로를 좀 더 이
해하고 탐구하는데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요.(김우현)

2개 학년 공동체는 다른 학년 교사들과 만남과 소통을 통해 교류하는

장(場)으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2개 학년 공동체의 경험은 교사들에게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그

러나 2012년에는 2개 학년의 함께 하는 학년 공동체가 아닌 각 학년별로

운영되는 학년팀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

라 30학급 이상의 학교에서는 2012년 3월 1일부로 학교에 배정된 보직교

사의 수가 1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4명의 업무팀장과 6명의 각 학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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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운영하기로 교사 다모임 회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공동체 작은 학교 이야기 하다가 어느 새 갑자기 학년으
로 쪼개져 가는 거잖아, 분명히 장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공동체 
팀장을 정하지 않고 가면은 학년으로 가게 될 거라고... 혁신학교 들어올 
때 공동체에 대해서, 작은 학교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 되지 않았었고, 없
어지는 것도 충분한 이야기가 안 됐고, 그러면 그냥 동학년 단위로 가는 거
고 동학년과 업무팀과 협의만 되는 거지. 그리고 팀장이 어쩌다 다른 학년
과 이야기하는 거지. 음...v이런 게 도시에 있는 혁신학교들이 갖는 한계인
가?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다 모여봐야 10학급이니까... 우리는 한 학년이 
5~6학급이면 이게 다 모여서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계로 이
대로 그냥 가는 걸까? 하는 고민은 되지.(이진우)

2개 학년 공동체 운영에 있어서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일부 있었지만

이진우의 이야기처럼 학년 공동체를 1개 학년팀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다.

2개 학년 공동체 운영은 전체적인 의사소통의 확대와 서로에 대한 이

해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나 학년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단점도 갖고

있었다. 1개의 학년팀으로 운영되는 것은 학년팀장이 그 학년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학년 교육과정, 체험학습,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논의에

서 그 학년의 협력과 결속을 다지는 장점이 있지만 학교의 전체적인 운

영이나 다른 학년과의 교류 활동이 줄어들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여

건이 줄어든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서울A초등학교는 2012년도에 배정

된 보직교사의 수가 증가된 것을 계기로 1개 학년팀 운영으로 전환하였

다. 그러나 2개 학년 공동체에서 1개 학년팀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왜 학

년 공동체를 학년팀으로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고민 없

이 동학년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였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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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중심 환경 : 활발한 상호작용

일반학교에서 교사들이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리자들

은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고 마감 기한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관료주의 체제에서 일부 관리자들은 상급기관

의 공문을 기한 안에 처리하는 것을 교사의 수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

하기 때문에 행정 업무 처리를 더 우선시 한다. 행정 업무의 빠른 처리

를 위해 수업 시간에도 업무처리를 요구하기도 한다. 관료주의 체제의

학교구조에서 행정 업무 처리가 수업보다 더 우선시되고 중요하게 여겨

지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업무에 치이다 보니까 음... 아이들한테 열심히 안 하는 건 내가 노력하
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다른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수업 준비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 업무 때문이라는 합
리화를 시키면서도 참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사가 항상 
뭔가에 쫓기는 듯한, 왜냐하면 업무하다 수업 준비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 
제대로 못하면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을 성실하게 못하게 돼서... 그런 부분
에 대해서 갈등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유정)

행정 업무 중심의 일반학교 조직과 관행은 교사에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소

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신의 현실을 합리화하거나 고민하지만 행

정 업무 중심의 학교 조직 문화를 개인의 노력과 힘으로 개선하거나 변

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혁신학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행정 업무 중심의 환경에서 벗어나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행정 업무

중심에서 수업 중심으로 학교의 조직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학교 조직이 행정 업무 중심으로 변질되어 있는 상황을

수업 중심으로 변화시켜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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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A초등학교는 이를 위해 각종 교내·외 대회 및 전시적인 행정 업무

를 교사 다모임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수업 이외

의 각종 대회나 형식적인 행정업무로부터 벗어나 수업과 아이들에게 집

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교사들에게 줌으로써 교사의 자발성과 전문

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러한 수업 중심 환경 조성

은 교사들이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기본이 되며, 아이들에게 집

중하여 책임 있는 교육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전 학교에서는 수업 외의 내 업무가 있었잖아요. 내가 맡았던 업무들
이 있다 보니까 업무와 수업이 같이 병행, 겹쳐졌을 때는 빨리 업무를 처리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빨리 업무를 
처리하고, 우선이 업무였고 그 다음이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오니까 
업무가 없잖아요. 업무가 없으니까 수업에 굉장히 충실해야 하잖아. 그래서 
수업을 아주 잘 해야 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수업을 굉장히 잘 하려고 무
지 애를 썼어요.(김미경)

학교 자체가 선생님들이 많은 일들에서 풀려나니까 선생님들이 본연의 
일에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바탕이 돼서 그 힘으로 수업에도 훨씬 더 충실
히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김우현)

행정업무로부터 벗어나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교

사들은 수업과 학생들에게 보다 더 집중을 하게 되었다. 행정 업무의 부

담이 사라지면서 교사들은 교사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며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수업과 학생들의 생활에 집중하고 있었다.

지금 내가 가끔씩 느끼는 게 교실에서 일반학교라면 어떤 시간에는 일에 
쫓겨가지고 내가 정신없이 점심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쉬는 시간을 쓰고 
있거나 그랬을 텐데... 지금 나는 그 시간에 애들을 바라보고 있거나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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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나가는 것을 한 번 더 보면서 생활지도를 하고 있거나 하는 그럴 여
유가 생긴 거지. 그리고 책을 한 페이지라도 그렇다고 해도 배로 늘었다거
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애들을 바라보고 교과서나 교재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는 게 큰 변화지.(이진우)

담임 교사들의 학교 생활은 업무팀장과 행정 보조사들이 공문 처리를

모두 하게 되면서 행정 업무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행정 업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니 교사들에게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시간적 여

유가 생기면서 마음의 여유도 생겼으며 이것은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집

중으로 연결되었다. 이진우의 경우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자 아이들

을 더 관찰하고 생활지도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행정 업무와 공문 처리에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학생들과 관련된 생

각과 일을 할 수 있다는 환경은 혁신학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들에게 집중하면서 동료 교사와도 더욱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었다.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경

험한 자신의 이야기를 동료 교사들과 함께 공유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이다. 교사들에게 여유가 없을 때 교사는 자신이 맡은 업

무, 교실, 아이들에게도 집중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유가 생기면서 자신

의 관심과 자신의 경험을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소통과 발전의 시간

을 갖고 있었다. Fullan & Hargreaves(1996)는 교사들에게 학교 근무 시

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 시간 이외에 서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증가되면 함께 수업 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년의 선후배 교사들의 협력이 잘 되는 것 
같고. 일반 학교에서는 학습지나 함께 하는 정도지... 모여서 자세하게 의견
을 나누고 수업방법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서로 
교류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 달라진 것 같아(문기윤)



- 77 -

서울A초등학교는 수업 중심 환경 조성은 개별 교실에서 행정 업무에

신경 쓰며 수업을 병행하던 일반학교의 관행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

다. 일반학교에서 마음의 여유가 없이 시간에 쫓기는 생활에서는 수업에

충실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료와 소통하며 협력을 도모하기가 쉽

지 않다. 교사들이 각종 행정업무에 조급하게 쫓기는 상황에서 수업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동료들과 협력하며 소통하기 어렵다. 서울A초등학

교는 교사들에게 수업 집중 환경을 조성하여 시간적 여유를 찾고 주변을

돌아보며 수업과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교사들에게 한 번

이라도 더 학생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게 되면서 교사들은

여유있는 시선으로 학생들을 바라보게 되었다. 즉, 경쟁과 시험 성적이

아닌 학생들의 성장 가능성과 협력을 통한 배움에 대해 좀 더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집중하며 동

료 교사들과 수업에 대한 고민과 의견을 나누며 공통의 관심사와 주제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과 동료 교사 모두 더욱 활발한 상호작용

이 일어날 수 있었다.

Ⅳ. 혁신학교에서의 변화의 모습

1. 구조적 변화의 모습

(1) 민주적 의사소통

혁신학교인 서울A초등학교의 학교 운영 구조는 일반학교와 비교하여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지향한다.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

중하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함께 협력하는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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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여 서로 소통하며 신뢰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먼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

탕으로 민주적인 회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일반

학교에서의 일방적인 전달과 지시 위주의 형식적인 교직원 회의가 아니

라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학교 구성원

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었다.

우선은 대화가 합리적이었고 처음에 꿈꿨던 모습 그대로 실현됐지. 그리
고 일을 추진하면서 우선 기본이 다 마련됐잖아, 교무회의가 의결기구가 되
었고.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한다니까. 사실 그것만 되면 다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들이 힘들지만 서로 이야기 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큰 것은 주인의식. 학교가 나 이렇게 좋고 오고 싶고 밖에서 
봐도 좋은 것은 내 평생 처음이야. 그리고 나 같은 마음이 많이 비슷한 것 
같아. 우리들이 하나씩 직접 이루어 가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주인
의식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최민환)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교사 다모임 회의를 통해 학교 운영에 관련

된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하며 교사 다모임 회의가 의결기구의 역할을 하

게 되었다. 교사들은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학교 운영에 관련된 사

안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에 관련된 사안

이 관리자와 일부 부장들에 의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거나 논의되지 않는 상황

이었다. 그래서 교사들은 학교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형식적인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울A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운영

에 관련된 사안을 함께 모여 논의하며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교 운영 전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참

여와 논의의 과정을 통해 교사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학교 운영에

직접 반영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민주적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함

으로써 교사들은 학교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주인의식을 갖

게 된 교사들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의사소통을 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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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학년을 정할 때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학교가 정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절해서 갔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선택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동료 교사들끼리 협력적 체제가 좀 더 나았던 거에요. 교사
들끼리 협력적이다 보니까 좀 더 아이들한테도 더 잘 할 수 있는 기본 바
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김우현)

담임교사의 학년 배정은 일반학교나 혁신학교나 쉬운 일이 아니다. 현

실적으로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학년 배정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

다. 교사들의 연령, 경력, 남녀 비율 등이 학교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고

개인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리자에 의해 학년

배정이 이루어졌을 때 항상 불만이 생기고 누가 더 혜택을 받았고 누가

더 손해를 보았는지를 따지기도 한다.

서울A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의 학년 배정에 대한 불만에 대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하였다.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담

임교사의 학년 배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회의와 조정의 과

정을 통해 결정하였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우선은 자기가 희망하는

학년에 표시를 하였다. 서로가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확인한 후에

조정이 필요한 특정 학년이 생겼을 때는 특정 학년에 지원한 사람들이

모여 회의와 조정을 통해 학년 배정을 하였다. 한 번에 쉽게 이루어지는

과정은 아니었다. 여러 번의 회의와 조정을 거쳐 원하는 학년의 배정이

이루어졌다. 모두가 완벽하게 만족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선택을 존중

하며 다른 사람과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민

주적인 절차를 통해 학년 배정을 이룰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선

택한 학년에서 동료 교사와 더욱더 협력적인 관계를 이루고 수업과 아이

들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교사들이 학교에서 민주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경험하며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고민을 해결하는 경험이 아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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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업과 생활에도 영향을 주어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학교 구성원 모두

에게 작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2) 학년 이기주의 극복

대부분의 일반학교에서는 같은 학년의 교실이 같은 층에 배치되도록

하고 있다. 같은 학년을 같은 층의 교실에 배치하는 것은 학년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편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A초등학교는 일

반학교의 같은 학년 중심의 교실 배치가 아닌 학생 생활 중심의 교실 배

치를 통해 학년 이기주의의 모습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학교가 마치 공

장처럼 정형화되어 있는 모습을 해체하고 다른 학년과의 협력과 이해를

직접 경험하며 생활하기 위해 ‘어깨짝반’을 운영하고 있다. 어깨짝반은

고학년 바로 옆 교실에 저학년 교실을 배치해서 학년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즉, 6학년 교실 바로 옆에 1학년 교실이 위치하고 그 바로 옆에

다시 6학년 교실과 1학년 교실을 배치해서 고학년과 저학년이 함께 생활

하며 학교 생활을 하도록 만든 구조이다. 5학년 교실 옆에는 2학년 교실

을 배치하고 있으며, 4학년 교실 옆에는 3학년 교실을 배치하고 있다.

어깨짝반은 지금 교실 찾을 때 외부인이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것은 학교가 공장 같다는 것을 벗어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예를 들어 동네나 사람 사는 곳은 다 섞여 있잖아. 학교는 인위적으
로 다 나누어져 있는 건데.. 이건 자연스럽게 어울려 있는 거니까 자연스럽
게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이진우)

외부인이 서울A초등학교에 와서 제일 당황하는 부분이 바로 교실 배

치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환경과 구조를 만들었다. 인위적으로 구성된 같은 층의

같은 학년 학생들로만 생활화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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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활동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에 나오면 학년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다 위, 아래 그냥 섞여가지고 수평적, 수직적 관계를 다 
함께 맺고 사는 것이니까 같이 가는 것들이 우리가 배움이 일어나는데 훨
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김우현)

같은 학년으로만 이루어진 생활 환경 속에서는 자신의 학년만 보이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현실을 망각하게 된다. 서로 다른 모습과 발달 단

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자연스러운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우현의 이야기처럼 함께 어울려 수평적, 수직적 관계를 경험하며 생활

하는 방식에서 학생들도 교사들도 자연스럽게 나와 다른 사람들의 모습

을 보며 관계를 맺으며 배움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어깨짝반은 단순히 물리적인 교실배치만으로도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

고 있었지만, 학년간 교류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배움의 장면을 확대

하고 있다.

올해는 6학년, 1학년이 어깨짝반인데 6학년에서 입학식에 같이 참여하면
서부터 아이들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1학년들하고.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1학년들에게 책 읽어주기를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마다 10분, 15분 
정도 남자는 남자 1학년들에게, 여자는 여자 1학년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거든요. 음... 그런 걸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1학년
들이 수시로 6학년들하고 놀았으면 하고 기웃 기웃하고 그러는데... 그게 
꼭 수업은 아니지만 6학년 아이들의 인성이나 정서적인 면에서 알게 모르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김미경)

저희가 지금 어깨짝반을 하면서 6학년들은 아, 이 때가 힘들구나, 6학년 
선생님들은 저희를 보면서 1학년은 3월에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라고 말
씀을 해 주시니까요. (중략)  지금은 1학년에게 6학년 형, 언니들이 와서 
책 읽어 주는 행사를 하고 있는 데 1년 동안 지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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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아이들이 학교 생활도 많이 도와주고... 중간 놀이 시간에도 저희 교
실에 와서 동생들이랑 놀아요. 되게 잘 해 줘 가지고 저희 1학년들은 너무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6학년 입장에서도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6학년들이 붙어 있으면 생활지도에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
기도 하는데 6학년 옆에 1학년이 있으니까 6학년 아이들이 잘 안 뛰어요. 
애기들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말도 좀 순화되는 것 같고. 저희 1학년은 어
깨짝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데 6학년 형님들은 조금 짐이 버거울 수
도 있을 것 같아요.(이유정)

어깨짝반은 장점은 다른 학년에 대해 가까이서 이해할 수 있는 구조이

기 때문에 학생들도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직접 체험하며 생활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다른 학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

었다. 고학년의 생활지도 측면과 저학년의 인성지도에서도 서로가 도움

을 주고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어깨짝반

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만큼의 활발한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년별 교육과정이 다르고 각 학

년별 교육과정을 운영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어깨짝반의

활동과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육과정과 통

합과 협력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각 학년의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어깨

짝반의 활동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학년과의 협력과 소통이 더욱 더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2. 개인의 변화

(1) 가치관의 변화

혁신학교의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적인 분위기는 교사 개개인의 변

화와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개별 교실에 고립된 개인주의 학교 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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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협력과 소통을 중시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는 혁

신학교의 문화가 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예전에 제가 가르칠 때는 똑똑한 아이를 길러내는 게 저의 목표였다면 
혁신학교에 와서는 기다려주는 분위기 이런 것을 더 생각하게 됐고요. 평가
도 역시 다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바뀐 거에요. 다 잘 할 수 있는 데 그
것을 시간을 좀 더 주고 한 번 더 알려주고 그러면 이게 결과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수업에 대해서는 수업혁신 하는 것은 
아직은 제가 부족해서 평가도구 개발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
지만... 생각 자체가 위쪽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에서 모두 같이 가는 것
으로 생각이 변화가 됐어요. (안현주)

안현주의 경우 개교 이후 아직은 수업 혁신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와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혁신학교의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동료 교사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

해서 교사들은 새로운 자극을 받고 변화와 발전의 양상을 보여 주고 있

다.

여기 와서는 가장 저한테는 놀라웠던 것이 주변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
들이 많이 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일반학교 다니면서 많이 
부지런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부지런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여기는 그런 
선생님들이 더 많이 있고. 또 ○○○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굉장
히 사랑으로 대하시더라구요. 저는 이 학교 전까지는 아이들을 관리의 대상
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서 아이
들이 벗어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세운 
계획에서 하나씩 가야 되고. 그런 것이 선생님이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
까 항상 아이들을 압박하는 것이 많았었는데 여기서는 주변 선생님들이 아
이들을 되게 존중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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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에서 동료 교사들과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 관계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 기존의 관행이나 자신의 행동이나 가치관에 대해

성찰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일반학교에서도 동료의 모습과 활

동을 보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학교 일부분의 변화로 그치고 그 변화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정의 경우 동료 교사들과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 관계를 통해

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동료 교사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수업이 블록 수업을 하니까 물리적인 시간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선생님
들이 다른 업무에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수업에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내
가 옛날에는 업무하느라 바빴다고 이야기라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업무도 
없는데(웃음) 그 말도 할 수가 없고. 이제는 수업이 나에게 화두일 수밖에 
없고, 그 수업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수업이 조금씩이라도 변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음... 우리학교에서 수업을 바꾸기 위해 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또 들으니까 ‘아,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이 때까지 내가 
노력을 좀 덜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김우현)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방식으로 수업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 겠다는 고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제일 많이 달라진 것 
같고...(문기윤)

우리는 배추를 심고 가꾸었는데, 굉장히 신경쓰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배추는 잘 안자라고, 닭똥도 넣어야 했고, 지렁이 우글거리는 것도 넣어야 
했고... 애들 앞에서 못 하겠다 할 수도 없고...  그거 하느라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잘 안자라서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어느 때가 되니까 조금 자
란 것 가지고 김치를 해서 먹었거든요. 아, 또 김치는 어떻게 하나 걱정이
었는데... 김치를 해서 먹고 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에요. 그래서... 
음... 해 보기 전에는 그걸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거부감 같이 것이 있
잖아요. 그런데 막상 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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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들을 해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게 없어진 거죠. 그런 면에
서 이것 저것 시도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작년에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수업에도 그렇고 또 아이들하고의 활동에서도 그렇고.(김미경)

혁신학교의 수업 집중 환경과 동료 교사와의 협력과 소통의 과정은 수

업에 대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 수업에 대해 고민하고 그 고민을 개인의

몫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통해

서 배움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노

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몫으로만 두었다면 어렵고 힘들어

서 포기하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며 새로운 방

법을 찾고 있다. 기존에 내가 알고 있고 나에게 익숙한 방법과 행동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교사들에게 새로운 시도

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이 더욱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제일 큰 변화는 아마 기존에 계속 있었으면 일단 비슷한 생활을 계속 하
고 있었을 거고, 권태롭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더 찌들어가고 별다른 생각
과 발전 없이 투덜거리는 생활을 했을 텐데. 여기서는 생각을 것을 조금이
라도 더 펼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생각한 방향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큰 변화이고. 일반학교에서는 억압을 받거나 지키려는 수비적인 
것 때문에 피곤한 건데, 여기서는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피곤해지는 거라서 
성질이 다른 것 같아. (이진우)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생각과 아이디어를 동료 교사들과 함께 이

야기하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성원들

의 협력적인 소통 구조에서 많은 학습과 실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혁신학교에서 새로운 시도를 고민하고 계획하며 직접 실천하는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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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에게 학습의 자극이 되고 있으며 더 잘하려는 의욕을 일으키고 있

다. 이러한 노력과 태도는 교사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감도 높이고

있다. 교사의 행복과 만족은 다시 학생들에게 연결되어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학부모의 만족도 또한 높아지게 되고 학교에 대한 관심과 참

여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교사의 변화와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환경에서 교사들이 협력하며 배움을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학교의 모습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인격적 관계의 형성

일반학교에서 많은 행정 업무와 수업을 병행하면서 담임교사들은 학생

들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교사 중심의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학생들 중심의 활동을 하

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데 일반학교에서는 수업이 끝나면

공문 처리와 행정 업무를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

다. 학생들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생활을 하면 교사들은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과 개성을 존중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인 교실 운영

에 있어서 편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혁신

학교에 와서 담임교사의 행정업무를 업무팀장과 행정보조사들이 전담하

면서 담임교사들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수업 중심의 학교 분위기

속에서 담임교사들은 학생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게 되었다. 기존의 학

생들과의 관계 맺기가 주어진 틀에 학생들을 맞추었던 것이라면 혁신학

교에서의 관계 맺기는 학생 개개인의 가능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

하는 관계로 변화되었다.

저는 이 학교 전까지는 아이들을 관리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서 아이들이 벗어나는 것을 견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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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세운 계획에서 하나씩 가야 되고... 
그런 것이 선생님이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항상 아이들을 압박하는 
것이 많았었는데 여기서는 주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되게 존중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게 달라진 것 같아요. 아이들과 관계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유정)

전통적으로 학교와 교사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해서 주

도권을 갖고 학습자를 통제함으로써 학습의 의존성을 심화시켰다(한숭

희, 2009). 그러나 혁신학교에서 교사들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면서

비로소 학생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아닌 인격적 존재로 바라볼 수 있

게 되었다.

학생들과의 관계 맺기가 변화되면서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되

었다. 학생들을 관리와 통제가 필요한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인

격체로서 존중하며 학생들의 행동에 바로 반응하며 제지하는 것이 아니

라 기다려 주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예전에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제가 짜증이 나면 짜증을 냈거든요. 지금은 
짜증이 나면 한 호흡을 쉬고 덜 짜증을 내게 되요. 아마도 일반학교에 있었
더라면 지금과 같은 변화가 안 생겼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 전
에는 아이들을 볼 때 제가 예뻐하기는 했지만 아이들은 아이들이었는데 지
금은 어린 사람, 사람으로 봐지게... 인격체로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풍토와 동료 교사들의 영향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현주)

안현주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된 이유로 혁신학교의 문화와

동료 교사들의 영향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가 개인의 교직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안현주에게는 혁신

학교의 문화와 동료 교사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아이들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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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와서 회의하면서 갈등을 막 겪으면서 학급에서도 새로운 시선으로 
아이들을 보게 된 것 같아요. 학급에서 갈등이 있을 때 그런 주장을 하는 
아이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면 그 아이도 다 이유가 있고. (이유정)

이유정 혁신학교에서의 교사 다모임 회의 과정에서 경험한 갈등을 통

해 아이들과의 관계에 생긴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혁신학교 회의 과

정에서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논의되고 서로의 입

장과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았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해를 하며 자신의 의견을 설득하는 과정은 때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의 의견

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과 입장 또한 중요하다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실제 아이들과의 생활에도 적용되어 아이들

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고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하며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주며 이해하는 관계를 맺게 하였다.

교사 다모임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경험한 갈등과 고민

은 그대로 학급의 상황에 적용되어 교사의 일방적인 지시와 교육이 아니

니 학생들과 대화하며 소통하는 구조로 변화되었다. 교사의 성장과 학생

의 성장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 했던 활동들 더하기 아주 조금씩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음... 수학 같은 경우도 혁신학교 철학과 관련지으면 블록타임으로 하니까 
저는 아이들이 서로 서로 배우기 시간을 줬어요. 서로 문제 해결을 해야 해
요. 저는 돌아다니면 힘든 아이들 도와주고, 그리고 저한테 점검 받고. 그
런데 너무 느린 거에요. 1차시 수업이 2시간이 되는 거에요. 얘네가 못하
나? 이것이 안 맞나? 그래도 보면 거의 완전 학습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수
학 같은 경우는 정말 부진아였는데 그런 과정으로 지금 되게 자신감을 얻
은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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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의 경우 아이들의 학습이 교사의 가르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료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며 그러한 경험

이 자신에게 힘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서울A초등학교는 학습의

연계성과 연속성을 중시하여 블록타임을 운영하고 있다. 김진영은 블록

타임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동료 학습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

다. 이는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운다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교

사가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학생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협력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학습은 개별적인 성취도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학생들 사이에

서도 협력과 도움으로 새로운 학습을 이루어지고 있다. 학습의 과정에서

협력적 관계를 인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기다려주고 배

려해주는 태도를 통해 학생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

다.

Ⅴ. 혁신학교 경험의 의미

1.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소통

배움과 돌봄의 책임 공동체를 지향하는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며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2).

그 동안 공교육의 개혁과 변화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의

위기와 붕괴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혁신학교는 위기의 공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강조한다. 이러한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는 지시와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교 구성원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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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자발성이라고 생각해요. 이 학교가 혁신학교라는 것을 알고 왔잖
아요. 더구나 개교학교이고.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도는 사람마다 천차만별
이었을 건데 그래도 어찌됐든 혁신학교가 나에게 어떤 매력이 있을 것이라
는 생각을 갖고 왔을 것이고. 이게 거리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무
조건 학교가 집에서 가깝다고 오지는 않았을 거에요. 그래서 무언가 그 혁
신학교 풍기는 향기가 있어서 내가 그 향을 맡고 온 거지... 그 향 차이는 
나름대로 다 있겠지만... 나는 자발성의 방식에 있어서 가장 좋다고 봐요. 
일단 내가 원해서 왔기 때문에... 최소한 그 것 때문에라도 열심히 할 수밖
에 없는 구조라고 봐요. (김우현)

서울A초등학교는 2011년 9월 개교와 동시에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운

영되고 있다. 서울A초등학교의 교사들은 모두 희망지원의 형태로 혁신

학교에 온 사례이다. 일정 근무 기간이 지나 학교를 옮기게 된 것이 아

니라 자발적인 지원을 통해서 혁신학교에 왔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에 따

른 선택과 책임감도 갖고 있었다. 단순히 외적인 지시나 보상에 따라 참

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혁신학교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스스로

선택하여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자발성 참여의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학교

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학교에서처럼 일을 안 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
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것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반학교의 선생님들의 마음은... 묻어가는 사람도 있고, 승진하
려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여기는  조금... 승진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없
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차이인 것 같아요. (김진영)

혁신학교에서 강조하는 자발적인 참여는 누구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

이루지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외적인 보상이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참여는 참여자들의

진심이 나타나기 어렵고 시간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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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울A초등학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지원을 했고 승진과 같은 외적

인 보상을 바라보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가 자연스러운

학교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지금 업무팀장을 하면 나머지 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도 더 수월해질 것
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쉽게 받아들였어요. (웃
음) 왜냐하면 저 다음에 누군가가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저
는 우리학교의 구성원을 믿기 때문에 내년에도 잘 운영될 것이라고 믿어요. 
(안현주)

학년 팀장을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나머지 팀원들이 훌륭하니까 이 사람
들을 믿고 한 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했지요. 우리 학교에서는 잘 하
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나무라지 않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많
이 도와주기도 하고. 학년팀장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다 보니까 과연 
잘 해 낼 수 있을까 하고 심리적으로 그 일들이 무겁게 다가올 때가 많아
요. 그럴 때 팀원들이 잘 도와주니까 지금까지는 수월하게 되어 왔고, 앞으
로도 수월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미경)

또한, 자발적인 참여에 바탕에는 동료에 대한 신뢰가 자리잡고 있다.

많은 행정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업무팀장의 지원을 쉽게 결정할 수 있

었던 이유로 동료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학년 팀장에 대한 부담

이 있지만 같은 학년의 동료에 대해 도움을 주는 관계라고 믿고 생활을

하고 있다. 서로를 믿고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라는 신뢰는 혁신학교 운

영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를 믿고 함께 하는 동료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

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는 소통에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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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많은 것을 결정하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나는 소
통의 부분에 있어서 크다고 봐요. 그 방식이 우리가 어설픈 점도 있고,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교직 생활에서 가
장 많은 소통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구성원들끼리 이 
많은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나는 없었어요. 한 번도 경험에 
보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김우현)

일반학교의 구조는 관리자와 일부 소수의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의 대

부분을 결정하였다.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소수의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의 대부분을 결정하고 일방적인 지시와 전달의 행태로 이루어

져 왔다. 이런 의사소통 구조는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왔다.

서울A초등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구

조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실천하였다. 우선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

적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구성원들의 의사소통과 민

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교사 다모임 회의를 운영하였다. 교사 다모임

회의는 교사와 관리자가 한자리에 모여 학교 운영에 관련된 모든 안건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표현하고 논의와 타협을 통해 결정하는 새로운 의사

소통의 장을 운영하였다.

교사 다모임 회의를 통한 학교 운영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일반학교에

서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의사소통의 구조였다.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은 모두 존중받으며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교사 다모임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진행 과정에서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교사들

은 회의 과정의 갈등을 경험하면서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자신의 태도와

참여 자세에 대한 더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며 성찰의 과정을 겪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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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이 좀 더 용기를 내서, 아이들이 자치 활동을 할 때 발표를 안 
한다느니 하며 발표 안 하는 아이들에 대해 통지표에 따로 써 주는데 선생
님들 스스로도 회의 자리에서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거나 최소한의 찬성
이나 반대를 하거나 수정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은 우리 스스로도 학습을 
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하지. 학생에게 지도하는 것과 내 생활을 일치시키도
록 해야지. (이진우)

자발적 참여를 통해 혁신학교에 와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교사 다모임 회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형성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일부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소극적인 태도라고 해서

참여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교사 다모임 회의에

참석하여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점차 확대시켜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

은 자신을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의사소통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

로 듣는 위치에 있지만 교사들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동료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구조에서 생활하며 교사들은 더 많은 소

통과 협력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동료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은 목

표를 달성하는 데 큰 힘이 되며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다(Sawyer, 2007).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쏟아내게 된다는 거, 아깝지 않게. 사
실 일반학교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필살기 이런 것은 쉽게 내놓
기가 불가능해, 왜냐하면 이걸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일반화 시킬 수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음... 우리는 좀 용
기도 없고, 겸손하다고 해야 하나... 신중해지고. 그래서 함부로 못하고 그
랬는데, 여기 와서는 그게 없는 것 같아. 내가 가진 걸 하나라도 다른 사람
에게 주고 싶고. 그래서 난 진짜 다 토해내. 학부모, 아이들, 교수-학습 방



- 94 -

법, 여러 가지 행사 등등 내가 가진 노하우를 다 드러내. 그런데 나뿐만 아
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쏟아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동료 장학의 방법으
로 고민했던 게 우스운  거야. 이것보다 더 완벽한 동료 장학이 어디 있을
까... 지금 모여가지고 서로 내가 가진 거 이야기하고 서로 의논해서 더 좋
은 방법을 찾아내고... 선생님들이 모여서 자꾸 이야기하고 논의를 하다 보
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 (최민환)

그 동안 자신이 교육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자신의 것으로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 함께 공유하게 되었다. 서로에 대한 믿음

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현장 지식에 대

해 함께 모여 서로 이야기하게 되었다. 자신이 알고 있고 경험한 현장

지식을 공유하며 더 좋은 방법을 찾고 함께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

로 발전하고 학습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한숭희(1999)는 학교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협력학습을 통해 교사들이

현장에서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생성해야 하며 학교는 학습 조직으로 전

환해야 함을 이야기한다. 혁신학교에서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소

통은 집단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교육을 탐색하고 학교 현장

에서 지식을 생산하고 축척해 나가는 학습 조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 갈등 조정과 이해의 노력

서울A초등학교에서는 개교 준비 과정부터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

여와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많은 것을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교사 다모임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교사 다모임 회의에

서 많은 의견을 이야기하며 여러 가지 사안을 결정하였다.

처음에 많은 것을 결정하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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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부분에 있어서 크다고 봐요. 그 방식이 우리가 어설픈 점도 있고,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교직 생활에서 가
장 많은 소통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구성원들끼리 이 
많은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나는 없었어요. 한 번도 경험에 
보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김우현)

학교의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자

리는 일반학교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형식적인 교직원 회의와 일

방적인 지시와 전달에 익숙했던 기존의 교사 회의 문화에서 벗어나 새로

운 회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

은 새로운 경험인 동시에 낯설고 힘든 과정이었다. 지시와 전달에 따르

는 수동적 존재가 아닌 판단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의견

을 조정해야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들이 충돌하며 갈등이

생겨났다.

워낙 사람들마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소한 결정에도 갈등이 생겼던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충분한 토론을 해도 그 토론이 성과 있게 끝나지 않
은 경우도 있고. 토론, 토론을 해도 결국은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실컷 토론을 해도 합의가 안 되고 투표로 결정되는 경우고 있고.. 어떻게 
보면 힘이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마음이 
착착 맞아서 진행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
을 했어.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
다면.. 우리가 5년을 함께 생활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는 것
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문기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며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토론을 하는 과정은 지금까지 교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과정이었다. 민주

적인 의사소통과 회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토론과 회의 과

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다른 것을 인정하며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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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지 못했으며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고집하는 태도가 나타났다.

생각과 의견이 나와 다른 사람을 동료를 바라보지 못하는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하면 할수록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

람들이 생겨났다.

음... 처음에 너무 기대감이 컸던 거 같아요. 처음에 왔는데 일단 정신없
이 계속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돌아볼 겨를 없고... 그리고 여기 오신 선생
님들은 다를 주관이 뚜렷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를 많이 돌
아보게 됐어요. 처음 초기에는 생각이 안 맞고 이러면 그 사람들을 탓했거
든요, 처음 초반에는. 저를 포함해서 자기 주장이 다들 강한 것 같고. 제가 
옳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고. ‘왜 그렇게 생각하지?’ 하면서. ‘혁신학교까지 
왔으면서 왜 그러지?’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비단 누
구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계속 그런게 있었던 거
에요. ‘그럼, 왜 왔지?’ 저도 그랬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 너무 큰 잣대를 
갖고 있어서 거기에 못 미치니까 음... 실망했거든요. 생활하면서.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올 때 각오가 밤낮으로 일하고, 10시 퇴근하고 (웃음) 초
반에는 저도 열심히 참여하고 그랬는데 점점 사라지는 거에요, 그런 열정들
이. 왜냐하면... 마음이 다 같지가 않더라구요.(김진영)

김진영의 경우 혁신학교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혁신학교

개교를 하는 과정이 바쁘게 진행되면서 돌아보고 반성하지 못했던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개교를 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바쁘게 생활했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러 진행된 부분도 있었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빠르

게 진행되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

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였다. 김

진영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이루

어지지 않는 모습에 실망을 나타내고 있다. 기대와 다른 혁신학교의 모

습에 처음의 강한 열정이 점점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또한, 혁신학교에 진보적 교원단체 소속의 교사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

서 진보적 교원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교사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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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이 학교 운영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일반학교

에서는 진보적 교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들이 소수이고 대부분은

교원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진보적 교원단체 소속의 교사들이 소수

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관리자가 받아들이

지 않는다면 학교 운영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서울A초등학교에서는 진보적 교원단체 소속의 교사들이 다수이고, 교원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소수를 이루고 있어 일반학교와는 정

반대의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교원단체에 소속되어 있

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이 존

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전교조가 아닌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
니까 그 전 학교에서는 그 분들의 어떤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보다 
영향력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위치가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사를 펴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본인들이 조금 
무기력하다는, 영향력이 없어졌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이유정)

지금은 우리가 강자,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입장이 됐고, 그 사람들
은 소수라서 자꾸 숨으려고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
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봤어. 그러니까 자
꾸 숨어. 그리고 뒤에 가서 불만만 제기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학교 만족
도가 떨어지고. 조합원들의 입에서 나가는 평가는 나는 크게 중요하다고 보
지 않거든. 우리끼리는 괜찮지만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 입에서 행복하다고 나가야 되고 만족하다고 나가야 
되고 더 나아가 교장, 교감이 할 만하다는 이야기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최민환)

일반학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학교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던 교사들은 혁신학교에서 입장이 바뀌었다. 소수의 입장으로 바

뀌다 보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공식적인 교사 다모임 회의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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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롭게 나타내지 못하고 뒤에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Fullan & Hargreaves(1996)는 협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 내의 교

사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각자가 자기 갈 길

을 가는 개인주의가 나타나며 갈등과 만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

한다. 진보적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은 혁신학교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모

습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교사 다모임 회의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타내지 못하고 뒤에서 불만과 어려움을 이야

기하는 것은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수의 의견이라고 무시하거나 논의

를 소홀하게 하지 않지만 교원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교사들은 소극적인

자세로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로의 생각과 가치

관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로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반대 의견을 가진 분과 이야기를 해 봤기 때문에 그 분이 
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지도 이해를 했었고, 그 분도 저희랑 더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 분 생각처럼은 안 됐지만, 저희가 수정된 프
로그램을 진행할 때 더 많은 이해를 갖고 일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 같
고... (이유정)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타내며 논의를 할 때 더 좋은 해

결방법을 찾을 수 있으며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논의 과정에서 채택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다른 사

람에게 더 많은 생각과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

과 의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의견을 공유하며 해결방법을

찾는 과정 또한 새로운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혁신학교의 생활과 운영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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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의 차이

를 인정하고 함께 고민하며 발전하려는 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민주적 의사소통은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조율하며 함께 가치를 찾아

가는 과정이다. 개교 이후 아직은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이루려는 노력

이 서로에 대한 오해를 낳고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Liberman & Miller(1999)는 교사들에게 새로운 실천과 학습의

과정에서 생기는 긴장과 갈등은 필연적으로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교사들이 이러한 긴장과 갈등을 파괴적인 것이 아닌 생산적으로 만들

어 가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서울A초등학교에서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을 인정하

고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함께 이야기하며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

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나와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혁신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

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사람들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런데 잘 들어보면, 우리
가 또 우리가 다 배울 얘기고. 우리가 좀 급한 것 같아. 급하게 가지 말고 
좀 천천히 가고 서로 좀 더 받아들일 생각을 하면... 회의를 하는 이유는 
들으려고 하는 것인데 듣고서 진짜 좋은 의견을 청취하고 좋은 방법을 찾
으려고 하는 것인데 나 스스로도 가끔 보면은 설득만 하려고 하지 내가 상
대의 의견을 듣고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덜 하는 것 같아, 나 스스로. 의
사소통을 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됐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시도를 하고 실
행을 하고 평가를 하니까. 분명히 우리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대신 나 개인이나 습관, 회의할 때 일부 몇 몇의 경우에는 회의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여유를 갖고 회의를 하면 좋겠
다, 혁신학교를 단기간에 문화를 확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이진우)

Sawyer(2007)는 창조적인 혁신을 이루는 팀의 특징으로 혁신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서로 조언하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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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어를 발전시킴을 이야기한다.

이진우는 혁신학교에 대한 기대와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욕이 앞

서 성급하게 규정하게 해결하려는 태도를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갈등을 빨리 해결하려는 성급함에 다른 사

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쉽게 판단내리고 결정지으려 하고 있다.

혁신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은 일반학교와 구분되는 혁신을 이루어야 한

다는 부담감으로 서둘러 판단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성급하

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시간의 여유를 갖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생각

하며 논의하는 과정이 혁신학교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줄이

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 주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

를 바탕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며 자신

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해야 오해와 갈등이 줄어들 것이다. 혁신학교로서

개교를 하며 많은 것을 짧은 시간에 이루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도 경계

해야 할 부분이다. 혁신학교는 한 순간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다. 긴 호흡의 과정으로 하나 하나 차분하게 다지고 준

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 관리자의 역할과 협력적 관계

일반학교에서 관리자는 학교 운영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다.

관리자가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리자가 학

교 운영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관리자의 의견을 다른 학교 구성원

보다 우선시하는 분위기는 일반화 되고 있다.

서울A초등학교는 기존의 학교와 다르게 관리자가 많은 권한을 교사들

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관리자의 권한을 강조하거나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학교 구성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지지하고

있다. 학교 운영의 중심이 되는 가치관은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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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다.

기존 학교에서는 음... 그 분들의 어떤 입김, 뭐 이런게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선은 모든 일을 다모임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그 분들은 우리를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존재 자
체에 대한 부담감이 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분들이 지난 학교에
서는 교사들과 약간 동떨어진 느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나를 도
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반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그 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을 때 다른 학교 
같으면... 이게 말을 하고 나면 약간 뒷일이 걱정스럽잖아요? 그런데 여기
서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겠지 라는 생각을 갖
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답답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그래도 큰 생각은 그렇게 바뀌었
어요. (김미경)

관리자의 개방적인 자세와 소통을 중시하는 태도는 교사와 관리자와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관리자도 동료 교사와 마찬가지로 나를 도와주

는 존재이며 함께 협동해야 할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관리자는 교사와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자와 함께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관리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 것은 관리자의 많은 노력

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업무팀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교사들의 의견과 뜻을 존중하여 교사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업무팀장을 그대로 임명한다. 일반학교에서는 상상

도 못할 권한위임이 이루어 진 것이다. 학년 담임배정에 있어서도 교사

의 자율적인 조정 능력을 존중하여 자발적인 지원과 조정의 과정을 지켜

보고 기다려 준다. 관리자가 보여주는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교사가 의

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을 넘어 리더십을 나누며 협동적 인력활용에 관

련된 권한을 나누는 것으로 이것은 새로운 시도를 실천할 의지와 실력을

자극하는 요인이다(Fullan & Hargreaves, 1996; Sawy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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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들과 함께 잘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기대하고 좋다고 
평가하다가도 한 가지 사안이 터지면, 그 평가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원천적으로 다시 재평가가 들어가고... 그건 나는 위험한 것 같아. 관리자라
고 해도 항상 우리의 의견에 맞을 수는 없지. 전체적인 그 사람의 생각의 
틀을 봐야 하는데... 사안 하나 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는 것은 아닌 것 같
아. 그래서 그건 우리가 조금 유념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 (최민환)

관리자의 변화와 노력에 대해서 교사들도 관리자와 협력하며 존중하려

는 자세로 변화하고 있지만 몇몇 사안에 대해서 관리자와 갈등을 겪게

되었을 때, 교사들이 예전의 관리자를 대하듯이 관리자에 대해 적대시하

는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관리자와 교사들이 완벽하게 뜻을 일

치시킬 수 없을 때 교사들은 예전의 경험과 기억에 따라서 관리자를 적

대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관리자와 교사가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

점과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에 대해서 관리자와 교사들

모두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교장, 교감 선생님들은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교감 선생님은 
저희 학교에 오고 싶어서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감 선생님은 교
감 다음에 교장이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교사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장 선생님은 일단 교감 선
생님과 다른 건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인터뷰 과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교감 선생님 보다는 선생님들에게 더 낮은 자세로 임하실 수 있는 것 같아
요. 교장 선생님이 나아가는 방향이 저희와 100% 일치하거나 학교를 이끌
고 나가는 모습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하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 연배에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정)

그러나 관리자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혁신학교라고 하더라도 관리자

들의 한계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교감은 자신의 교육 철학을 펼치기 어

려운 위치이며 교장과 교사의 중간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교육청의 지시

에도 따라야 하는 어려운 위치에 있다. 교사들과 교감의 입장이 다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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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 부분 역시 서로에 대한 존중

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리자인 교장, 교감은 지금까지 전혀 다른 문화에서 살았어요. 정말로 
현재의 승진구조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을 때까지는 음... 거
의 입 다물고 자기 위의 관리자의 생각에 반대하지 않고 살았을 거란 말이
에요. 그러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문화에 익숙해요. 그런데 이 학
교는 선생님들이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 
문화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갖고 있는 
한계인데... 관리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더 많은 한계를 갖고 있을 거에
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대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선
생님들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아, 저 양반들
은 한 번도 민주적으로 안 살아 봤어. 그런데 지금 민주적으로 살려고 하니
까 나이 50대 후반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 그 나이에 바뀌기 정말 어렵
거든요. 선생님들이 우리 방식으로 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장, 교감이 
쉽게 되겠어요? 관리자들의 처지에서는 이 학교가 참 어렵죠. 보지도 못한 
형태이고 자기들이 처음으로 겪는데... 그런 부분들이 힘든 거에요. (김우
현)

혁신학교의 관리자들은 자신이 경험해 온 과정과 다르게 굉장히 낯선

환경의 어려운 위치와 과정에 있다. 관료주의 문화에서 관리자로 승진하

기 위해 경험했던 과정과는 다르게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고,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다. 이러한 과정

은 관리자들이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다. 지시와 명령에 의해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논의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 구성원

들을 설득하고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변화가 쉽지 않고 시

간과 소통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관리자의 변화 또한 쉽게 이루어지는 것

은 아니다. 관리자에게도 충분한 여유와 시간이 필요하다. 관리자와 교사

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원들과의 민주적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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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장과 배움의 장(場)

서울A초등학교에 희망 지원하여 혁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교사들은 새

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담임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업무팀의

운영,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구조와 교사 다모임 회의의 의결 과정, 학년

공동체 운영, 학생 자치 등 이전의 일반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

운 경험들은 교사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더 많은 새로운 시도와 노력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교육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들의 합의를 통해 교육 내용을 결정되고 합의 된 내용이 교육 공동체 안

에서 실천되며 지식을 재창조하는 지식 생산자로서의 교사의 모습을 나

타내고 있다(한숭희, 1999).

나한테는 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의 학교에 
있었다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보지 못했던 거를 이 학교에 와서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내가 좋은 
교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자, 발판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요. (김미경)

저는 그 전에 학교 다니면서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시키는 
거 어떻게 하면 빨리 할까를 주로 생각했었는데... 여기 와서 선생님들이 
움직일 때 항상 생각을 하시고,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하고. 저는 여기 와
서 배우는 것 중에 그게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이 문제
가 아니라 다음 학교에 옮겼을 때 여기 혁신학교에 있었던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학교로 옮겼을 때... 제가 성격이 크게 바뀌어서 
모든 걸 크게 바꾼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한테만은 여기에서 배운 것을 같이 이야기 해 볼 수 있고 또 아닌 것은... 
전에는 아니어도 다 했었지만, 지금은 아닌 것은 스스로 소극적인 반항으로 
안 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제일 의미가 있는 제 삶의 방식
이 조금 바뀔 것 같아요. 아닌 것도 하는 사람에서 아닌 건 안 하는 사람으
로...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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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에서의 생활은 기존의 관념과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자극이 되고 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학습을 뛰어넘는 공동체의 발전

을 이루고 있다.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동안 고립

되고 소통하지 못해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찾아내고 새로운 생각이나 자극을 통해 자

신의 생각과 행동을 성찰한다. 성찰의 과정을 거친 후 실천을 통해 변화

를 경험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더 나은 방향을 모

색하며 교사로서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교사들은

개별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배우며 공동의 관심사

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

다(Fullan & Hargreaves, 1996).

혁신학교에 왔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지금 솔직히 내가 가
서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아, 내가 지금 가지 않으면.... 
50대 중반에 가게 된다면... 그 때 나는 변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살았던 방식으로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학교에서 50대 
중반이면 평교사 중에서는 업무를 거의 안 주니까 스스로 혁신학교 처럼 
지낼 수 있거든요. 학년도 원로 교사라고 해서 힘든 학년은 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안 
오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방식들은 있었을텐데... 그래도 내가 교직생
활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어디 가서 해 보겠냐 하는 거에요. 치열하게 이렇
게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기겠다... 그래서 정말 젊은 나이에 이
런 곳이 있었다면 내가 훨씬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이라도 
어떠냐? 지금이라도... 그런 점에서 나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곳이고.. 
이 학교가 나를 나이든 나를 좀 더 성장시켜 주지 않겠느냐.. (김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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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교에서 관행에 따라 생활하며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김우현

은 혁신학교에 와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혁신

학교에서의 새로운 경험과 많은 변화는 50대인 김우현에게 많은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젊었을 때 이러한 변화와 경험을 했

더라면 더 많은 성장이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혁신학교에

와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혁신학교는 유학이라고 생각해.. 한 번쯤은 색다른 세상을 경험해 보고.. 
그래서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게 비록 중간에 멈추더라도... 내가 근무하면
서 이런 것을 다시 경험 못해도, 내가 이런 것을 해 봤고 누군가에게 이야
기 해 줄 수 있고,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갖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옳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현 될 거야... 
음... 그래서 여기는 새로운 유학이고 이 새로운 유학의 결과가 나는 좋다
고 생각하는데 힘들기도 하고 또, 다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험이
지. 다른 학교에 가서도... 한 학교에 마음이 맞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즐
겁게 새로운 것을 해 볼 수 있지... (이진우)

혁신학교가 실제로 운영되며 그 속에서 어떠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들리는 소문이나 단편적인 모습들로

혁신학교를 규정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혁신학교를 특정 교원단

체의 학교로 바라보거나 학생들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

라고 바라보는 일부 오해의 시선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공교육의 틀 안

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체를 경험하는 과정은 일반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유학’과도 같

은 경험이다. 혁신학교에서의 새로운 시도와 변화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학교에 갔을 때 마치 유학을 갔다 온 것처럼 혁신학교에서의 경험을 공

유하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노력할 수 있는 희

망을 갖게 된 것이다

혁신학교에서의 새로운 시도와 경험은 교사들에게 그 동안의 폐쇄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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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인주적인 학교 문화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들이 소통하며 신뢰를

형성하고 동료들과 함께 학교의 변화를 모색하는 실천의 과정이 되고 있

다.

Ⅵ. 요약 및 결론

1. 요약

혁신학교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와 공교육의 위기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로 2009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존 학교 혁신의 시도들이 정부 주도의

top-down 방식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큰 변화를 이루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면 혁신학교는 단위 학교 단위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 협력을 통해

학교의 상황에 맞는 학교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다.

본 연구는 일반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가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개교하

는 학교에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학교 구성원들과 새롭게 형성하여 개교

과정을 거치고 실제로 혁신학교에 근무를 하면서 이전의 일반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과 변화의 모습을 탐색하고 이러한 경험과

의사소통 과정이 교사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탐색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2011년 9월 혁신학교로 개교한 서울A초등학교

에 근무하는 9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2012년 4월에서 5월에 걸쳐 면담을

실시하고 질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Ⅲ에서는 우선, 연구 참여자들이 이전의 일반학교에서 경험한 모습을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일반학교에서의 경험한 학교의 모습은 각

학교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였다. 일반학교에서 관리자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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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와의 관계 역시 다양한 모습을 나타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학교에

서의 경험을 통해 비민주적인 학교 문화, 관리자와의 갈등을 경험했다.

또한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동료 교사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고민과 문

제를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개인주의의 모습도 경험하였다. 이

러한 과정에서 소통하지 못하고 고립되며 교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

민과 자신감이 점점 결여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희망 지원하여 새롭게 발령을 받은 혁

신학교에서의 경험을 살펴보면 개교과정에서부터 모든 교사가 참여하여

혁신학교의 작은 것 하나부터 만들어 가는 과정을 새로운 경험을 하였

다. 또한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형성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혁신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은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소통으로 서

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다. 행정 업무 전담팀의 운영을

통해 담임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업에 집중하며 동교 교사들

과 함께 소통하며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교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일반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

도였으며 소수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민주적 의사소통의 과정이었다. 또한, 민주

적 소통의 과정을 통해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형성하고 동료들과 협력

하며 교육과정과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Ⅵ장에서는 혁신학교에 근무하며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았다. 혁신학교

는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 소통을 위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 소수에 의

해 학교가 운영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참여와 협력에 의해 학

교가 운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며 배움과 삶

의 모습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학교 구조의 변화와 소통

의 경험을 통해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학교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혁신학교의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 한

편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기대와 다른 현실의 모습에서 갈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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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이 나타났다. 이는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

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

다. 갈등과 오해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

다.

서울A초등학교는 개교이후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협력과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 단위 학교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교사들은 혁신학교에서의 근무를 통해 일반학교

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학교 문화와 구조를 경험하고 있다. 새

로운 경험은 교사들에게 자극과 변화의 계기가 되고 있으며 학교 구성원

들의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성찰과 발전의 기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결론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하여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혁신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민

주적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고

학교 구성원들이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

을 구현하고자 한다.

서울형 혁신학교인 서울A초등학교의 개교 과정과 근무 경험을 통해서

교사들은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경험하였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적인 학교 운영 방식의 경험이었다. 일반학교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민주적인 학교 운영 방식은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서로

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며 학교 의사를 결정하는 교사 다모임의 구성과

운영을 통해 시작되었다. 민주적인 회의 진행 과정 속에서 학교의 공식

적인 의견과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학교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며 결정하

였다. 학교 운영과 결정 사항,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도 어느 누구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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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인 의견이 아닌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야 실천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이전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가능하

게 만들었다. 민주적인 학교 운영의 경험을 통해 교사들은 관리자와 협

력적 관계를 형성하며 관리자의 역할을 존중하게 되었고, 관리자는 권한

위임(empowerment)을 실천하며 학교 구성원들과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둘째,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변화를 확인하였다. 자발적 참여와

협력은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

게 하였으며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실천할 수 있는 자신감을 형성시켰

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혁신학교 개교 후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있기 때문이었다. 학년 공동체의 운영과 동료 교사

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 교사 다모임에서의 의사소통 등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존재

가 아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존재로서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오해와 갈등의 장면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서로를 배척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문제를 해결

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자발적인 참여와 서

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적 관계를 형성되면서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수업에 있어서 교사들은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고 있

다.

셋째, 학생 중심, 수업 중심의 환경이 구성되었다. 기존의 일반학교에

서는 학교 조직이 행정 업무 중심의 조직이어서 교사들은 현실적으로 학

생과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있었다. 교육의 본질이 현실적

인 문제로 인해서 소홀하게 여겨지게 된 것이다. 혁신학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중심, 수업 중심의 조직으로 개선하였다. 학

교의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을 구성하고 지원에 노력하였다. 행정 업무 중심의 학교 조직이 아니라

학생 중심, 수업 중심으로 학교 조직을 개편하고 교육 활동을 지원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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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교사들은 교사 본연의 임무인 수업에 집중하게 되어 학생들과 교육

적,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학생

중심, 수업 중심의 환경 구성을 통해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성장과 배움의 장(場)을 마련하였다. 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교사의 역량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학교 환경 및 문화

를 이해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성장해 나간다(김한별 외, 2010). 일반학

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와 노력들이 교사들의 성장과 발

전을 이끌고 있었다. 혁신학교에서 교사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

여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분위기와 동료와의 협력적 의

사소통 관계를 통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서로 배움을 주고 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학습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혁신학교에서

의 경험과 노력을 통해 많은 것을 학습하며 자신감을 갖고 주변의 다른

학교 동료 교사들에게도 배움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실천하여 혁신학교

에서의 배움과 경험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혁신학교에서 교사들이

새롭게 경험하게 된 다양한 맥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학교에서

는 경험할 수 없었던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혁신학교에서의 새로운 시도와 노력의 모습

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혁신학교 근무 경험을 통해 변화되는 교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새로운 경험과 시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교사의 모습과 그러한 변

화 속에 나타나는 성찰의 과정을 통해 교사가 혁신학교에서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갖는다.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혁신학교의 모습과 경험은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 바

라보았을 때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교사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장기적인 계획과 관찰을 통해서 혁신학교의 변화되는 모습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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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교사들이 새로운 시도와 경험을 통해 성장, 발전하는 모습과 변

화를 연구하고 혁신학교 초기의 변화된 모습과 후기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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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eachers’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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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novation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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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9, innovation schools were first introduced to Gyeonggi-Do

and since then they have been implemented nationwide in South

Korea. Innovation schools aim to 1) adapt to the paradigm shift in

the 21st century and 2) address the crisis of public education. In

other words, the implementation of innovation schools is a policy

approach to bringing changes fitting individual schools’ situations for

school improvement and innovation by providing school autonomy and

promoting voluntary participation of school members through open

communication and collective collabor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lived experiences of participating

teachers in an innovation school in which the researcher has wor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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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colleague teacher.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delves into

exploring school members’ interactions formed in the innovation

school context and captures the in-depth meanings and features of

those interactions and communication experiences, all of which are

described from an insider’s or participant’s perspective rather than an

outsider’s view.

The researcher analyzed qualitative interview data from nine

teachers in an elementary school opening with the innovation school

model (hereafter called “School A”) in September 2011 in Seoul.

Participants’ work experiences in their previous schools, not

innovation schools, were various due to different organizational

contexts facing each of the schools. The experiences could, however,

be summarized as undemocratic school cultures and conflicts with

administrators. In addition, they appeared not to communicate with

fellow teachers properly. Formalist school culture and heavy

administrative workload stemming from bureaucratic school operation

tended to shape teachers as passive, isolated, and atomic agents in

their schools.

In contrast to these features, participants’ experiences in the

innovation school (School A) for which they applied voluntarily were

new experiences that they had never gone through in their previous

schools. Participants experienced democratic communications through

various channels such as teachers’ informal meetings, formal

conferences, and school community, which facilitated them to form

certain trust on colleagues and ownership of the school.

A positive school culture had been built over time through teachers’

collective communication, mutual trust, and their focus of

student-centered lessons, which were supported by operating a team

fully in charge of administrativ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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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features of participants’ experiences from working at

School A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tructural and

cultural changes facilitating democratic communications among school

members across different organizational boundaries and layers.

Second, such democratic communications in their daily work life

shaped individuals’ perspectives of educational practices and more

cooperative relationships among fellow teachers. However, it should

be also noted that sometimes conflicts emerged in the process of

collective communication because of a dearth of understanding on

issues. Equally true was that some participants were disappointed at

certain modus operandi of innovation schools, which were quite

different from their own expectation.

In conclusion, School A has gone through many organizational

changes and has made new attempts to seek and create a school

culture of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school members

since its opening in 2011. Participants in the innovation school have

been experiencing new structural and cultural elements of school

organization, which were not experienced in their previous schools.

All these new experiences have functioned as positive stimulation and

opportunity for school change. It was also identified that the

experience of democratic communication provides opportunities for

teachers’ reflection on their profession and teacher growth.

keywords : innovation school, voluntary participation, democratic

communication, relationship, teacher learning, experiential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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