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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국제화 시대라는 문명사적 대전환기

앞에 여전히 천편일률적인 통제와 획일적인 목표, 그리고 과도한

경쟁이라는 모순 속에 갇혀있는 대한민국 공교육에 대안을 제시하

는 대안학교에 관한 질적 연구이다. 학력중시풍조를 바탕으로 하

는 주입식 교육의 병폐는 사교육 시장의 성황과 함께 대한민국 학

부모와 학생들의 공교육을 향한 불만과 불신으로 자리 잡았다. 이

는 1990년대 중도탈락학생이라는 공교육의 문제와 교육수요자들의

새로운 교육에 대한 갈증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요구

들을 대한민국에 대안학교 등장을 알렸다. 지난 20여 년간 괄목할

만한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어 온 대안학교들은 학생의 인권을 존

중함은 물론 자유롭고 행복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

장을 추구한다. 2018년 새로운 시대 앞에 대안학교의 지속적인 성

장은 물론 새로운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대한민국 공교육의 대안으로 자리 잡은 대안학교

중에서도 특별히 국제화 대안학교라는 새로운 학교에 주목하였다.

국제화 대안학교는 2000년대 들어 국제화 시대라는 세계적 교육

수요에 발맞추어 설립·운영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대안학교이다.

최근 10년간 국제화 대안학교가 보여준 급격한 성장과 놀라운 결

과에 비해 관련 연구 자료가 매우 미흡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국제화 대안학교의 직접적인 수혜자이자 경험자인

국제화 대안학교 졸업생들에 주목하였다. 특별히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국제화 대안학교 교육 경험을 성찰하여 일반학교와

차별되는 국제화 대안학교의 교육적 의미와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

석하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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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제화 대안학교 졸업생들의 입학 이전의 삶은 어떠했으

며, 무엇이 그들을 국제화 대안학교로 이끌었는가?

둘째, 국제화 대안학교 졸업생들은 국제화 대안학교 교육경험

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

셋째, 국제화 대안학교 졸업생들이 인식하는 일반학교와 차별

된 국제화 대안학교의 교육성과는 무엇인가?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하여 국내 국제화 대안학교 A학교의 2006

년 1회부터 2017년 12회까지 12명의 A학교 졸업생들을 연구 참여

자로 확보하였다. 총 8 주간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기반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포괄적 분석절차를 통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화 대안학교 졸업생들은

입학 전 과도한 사교육, 해외 조기유학, 일반학교 부적응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진학동기로는 영어 집중 교육, 자유로운 교과 외

교육, 영성 교육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입학하였다. 둘째, 국제화

대안학교 졸업생들은 국제화 대안학교의 교육경험에 대하여 꿈을

찾는 자아성찰의 시간, 학업과 삶을 위한 자기주체성 함양의 시간,

그리고 평생을 함께하는 친구를 만난 시간이라는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국제화 대안학교 졸업생들은 일반학교와 차별된 국

제화 대안학교의 교육성과를 자유롭고 즐거웠던 청소년 시절, 교

사와 친구에게 존중받는 학교생활, 학업성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삶의 폭, 그리고 영성교육을 통한 변화로 이야기 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의 대안학교는

더 이상 공교육 중도탈락 혹은 학업중단 학생에 국한된 학교가 아

니라 자유롭고 새로운 교육을 추구하는 학생들과 해외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업우수 학생들이 선택하는 학교다. 이는 대한민국의

교육 수요자들의 새로운 교육 수요와 교육목표를 확인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둘째, 국제화 대안학교 졸업생들 스스로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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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험이 기존 대안학교들이 공교육과 차별되는 교육이념으로

제시하는 자아성찰의 시간과 자기주체성 함양의 시간에 부응한다

고 인식한다. 또한 기존 일반학교에서 간과되고 있는 또래 사회에

서의 안정감과 유대, 신뢰를 통한 우정을 국제화 대안학교의 교육

경험의 차별된 성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국제

화 대안학교의 자유롭고 다양한 교과 외 활동들을 졸업생들이 국

제화 대안학교의 비중 있는 차별성과 특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넷

째, 국제화 대안학교 졸업생들은 해외 대학 진학의 기회를 통하여

학업경쟁의 불안에서 벗어나 자아상 발견을 통한 다양한 진로와

진학을 이루고 있다. 다섯째, 국내 국제화 대안학교들의 과반수를

기독교 계열의 학교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실시하고 있는

영성교육이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10년간 괄목할 성장

을 이루고 있는 국제화 대안학교 관련 연구를 지속하여 그들의 차

별된 교육성과 및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수요자들이 가지는

국제화 대안학교에 대한 이상과 실제의 괴리를 좁히는 자료를 제

공한다. 둘째, 교육정책 입안자들과 일반학교 교육자들에게 다양하

고 새로운 대안학교 교육의 성과 연구를 제시하여 인식 재고의 단

초를 마련한다. 셋째, 대한민국 대안학교들이 사회의 잘못된 오해

와 편견 속에 교육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명확하고 신속한

대안학교 현황파악과 열린 소통 그리고 정책적 지원을 이룰 수 있

는 제도화 방안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대안학교, 국제화 대안학교, 대안학교 졸업생, 대안학교 현

황, 대안학교 교육 평가, 질적 연구

학 번 : 2014-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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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4 차 산업혁명과 국제화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은 21세

기 인류에게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

터넷(IOT)등 전에는 없던 새로운 개념들이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올랐다.

대한민국 교육계에서는 선제적 대처방안으로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탈

피하여 STEAM교육, 코딩교육, DESECO 핵심역량교육 등 다양한 교육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2018년 문·이과 통합 4차 산업혁

명 인재육성 정책은 물론 「글로벌교육지원사업」 및 「글로벌인재포

럼」개최를 진행 중이다(교육부, 2017). 이와 같은 방안들은 중대한 변화

의 기로 앞에 능동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육 목표의 획일성

과 과도한 경쟁이라는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옛 모순과 오래된 새

모순1)은 여전하다. 이는 오히려 대한민국 교육수요자들을 더 깊은 혼란

속으로 인도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천편일률적 통제중심의 교육풍토가 만연한 대한민국의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창의성과 다양성,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학벌

주위, 학력중시풍조로 인한 입시위주 교육은 강요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

계의 어두운 현실은 교육 수요자인 청소년들에게 만족스러운 교육 서비

스를 제공하지 못함은 물론 22개의 OECD 국가 중 높은 청소년 자살률

과 청소년 행복지수 6년 연속 꼴찌라는 국가적 손실과 불명예로 나타났

1) 자본주의 산업 사회의 모순을 계급 모순뿐 아니라 삶의 영역 전반에 걸쳐 서

로 엇걸린 다양한 오래된 모순들과 새로운 모순들로 파악한 것에서 빌려 온

것이다. 이를테면 자연 생태계의 파괴와 같은 오래되었지만 새롭게 등장한

모순, 그리고 후기 산업사회나 정보화 사회에서 등장한 정보의 독점이나 인간

의 소외 같은 옛 모순들의 새로운 모습 등을 이르는 말이다(정유성,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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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OECD, 2016). 이러한 역경 속에 청년으로 성장한 학생들은 경쟁과

차별에서 벗어나 개인의 행복과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삶을

꿈꾸고 있다. 2016년 6천명 선발하는 대한민국 7·9급 국가 공무원 직에

28만 9천명의 청년들이 몰리는 현상2)이 바로 이러한 획일화되고 정형화

된 대한민국 교육으로부터 발단된 현대 대한민국 사회의 단상이다.

2017년 대한민국은 인구절벽 원년의 해를 맞았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

라는 불 보듯 뻔한 결과를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교육

은 다양성 잃은 획일화된 교육의 모습으로 더욱 짙어지고 있다. 수능시

험 대입선발의 대안으로써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 선발,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내실화를 추구하기 위해 수립한 학생부종합수시전형 정책 역시

정부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

을 성적별로 구분하여 우수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기회와 권리를 부여하

며 특별 관리하는 차별을 행사하고 있으며, 사교육현장에서는 대학 별

천차만별 다양하고 복잡한 전형을 공략하기 위한 입시컨설팅 고액 서비

스를 개발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부모의 사회·경

제적 배경이 학생의 대입준비와 결과에 극명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2016년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총 3258명의 신입생은 서울 1267명, 경기도

600명, 부산 165명 등의 순으로 대도시가 압도적인 것을 볼 수 있다. 특

별히, 서울에서도 강남 3구라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 출신이 50%를 상

회하는 사실이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다.3)

세대와 시대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공교육의 오래된 모순은 해결되

지 못했고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새로운 교육을 향한 열망과 필요로

옮겨갔다. 이를 위한 교육적 대안이자 해방구로써 떠오른 것이 바로 ‘대

안학교’였다. 새롭고 다양한 교육목적, 교육과정, 교육환경을 통해 학생들

을 보다 행복하고 차별된 인재를 키워내고자 각종 대안학교들이 지난 20

여 년간 꾸준히 설립되었고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다. 특별히 1990년대

말 시작된 대한민국의 대안학교들은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공교

2) 한국일보(2017.03.26.), 합격률 1.8% 슬픈 공시족의 나라

3) 뉴스1 (2016.07.12.), '균형 선발'에도 여전히 서울대는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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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의미 있는 영향들을 선사한 것은 물론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계와

교육 수요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까지 이루

어진 대한민국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관련 연구들이 그 기원과 분류에 한

정된 단편적이고 양적인 연구에 치중되어 왔다면, 이제는 대안학교 연구

가 질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로 나아가야 하는 과도기를 맞이한 것이다.

지금까지 대안학교 연구가 양적이며 단편적인 연구에 머무를 수밖에 없

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대안학교에 대한 개념과 정의의 혼란과 오해가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대안학교 교육의 모호성과 불명확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는 대한민국 교육당국과 대안학교 관계자들의 소통과

노력의 결여에 있었다.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 대안학교를 단지 공교육

부적응 학생이나 문제아들을 수용하는 기관이 아닌 다양한 교육을 추구

하는 새로운 학교라는 인식의 변화가 불고 있는 것은 교육수요자로부터

교육자와 교육당국으로 향하는 아래에서 위로 이루어진 건강한 변화의

모습으로 보여 진다. 물론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혁신학교, 특수학

교, 자사고, 특목고, 인가 대안학교, 비인가 대안학교, 위탁형 대안학교,

도시형 대안학교 등 다양하고 복잡한 학교 유형들 속에 국민들이 겪게

되는 혼란을 교육당국에서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반면 수백만 달러 후

원으로 설립된 대형 학교에서부터 도시 속 건물 한편에 위치한 간이 학

교에 이르기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권 밖 천차만별 비인가 대안

학교들의 설립과 운영의 실태 또한 교육당국에서는 주목하고 관심을 가

지고 건강한 소통창구 마련과 함께 시급히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다.

먼저 대안학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종 대안학교들을 하나의 테두리 안에 정형화 시키고 일반화하는 착오

부터 중단되어야 한다. 각각의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설립 목적

과 다양한 교수 방법, 교육 과정, 그리고 자원 활용이라는 학교별 교육적

특징을 먼저 이해하고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V. Smith 등, 1976, 재

인용 이종태, 2001). 교육당국의 무조건적인 포섭이나 무허가에 따른 강

제적인 제도권 편입 조치 및 법적 시정 조치는 대안학교들과의 소통을

단절하는 것은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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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적 과실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안학교들은 공교육의 훌륭한 대안

으로 인정받고 있다. 무엇보다 2000년대 말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운

영과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 그리고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학교와 wee클래스의 등장은 다양성과 창의성에 주목

하는 대안학교 교육의 특성과 관심이 그 동인이 되었다. 대안학교에 대

한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국가 정책적 지원과 관심

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양성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심층적이

고 구체적인 대한민국의 대안학교 관련 질적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대안학교 관련 심층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별히 새롭고 다양한 교육목적과 교육과정, 교육환

경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안학교를 이끌고 있는 국제화 대안학교에 주

목하였다. 국제화 대안학교의 직접적인 교육 수혜자이자 경험자인 국제

화 대안학교 졸업생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수집·분석하

고 일반학교와 차별된 교육경험의 의미를 성찰하고 교육성과를 분석하여

대한민국 대안학교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정립하였다.

제 2 절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화 대안학교 졸업생들의 입학 이전의 삶은 어떠했으며, 무

엇이 그들을 대안학교로 이끌었는가?

가장 먼저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오랜

오해가 있었음을 전제한다. 그것은 진보적 성향의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학생들과 공교육에서 중도탈락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가 대안학교라

는 정부의 정책과 언론을 통해 만들어진 담론이었다(김재준, 2015). 본

연구에서는 대안학교 등장 후 20년이라는 시대적 흐름 앞에 아직도 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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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이와 같은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안의 의미가 새로운 교육이 아닌 비정상적인 교육으로 치부하는

차별적 견해와 인식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국제화

대안학교 졸업생들이 가졌던 국제화 대안학교 진학동기를 확인하여 대안

학교 진학자들이 원하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기대와 필요가 무엇인지 파

악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화 대안학교 A학교의 1회 졸업생부터

12회 졸업생들을 직접 만났고 그들이 입학 이전 영위했던 삶의 배경과

경험을 파악하고, A학교 진학을 결심하게 된 명확한 동기를 분석하였다.

둘째, 국제화 대안학교 졸업생들은 대안학교 교육 경험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

국제화 대안학교 A학교 졸업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국제화 대

안학교에서 경험한 교육 특징은 무엇인지, 어떤 의미로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심층면담 연구가 갖는 인간이 자신의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가 그 경험을 수행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가정

을 바탕으로 A 국제화 대안학교 졸업생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A학교 교

육경험에 부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연구문제라고 할 수 있다(Blumer, 1969, 재인용 전영국, 2017).

셋째, 국제화 대안학교 졸업생들이 인식하는 일반학교와 차별된 교육

성과는 무엇인가?

국제화 대안학교 A학교의 졸업생들이 생각하는 A 국제화 대안학교가

일반학교와는 차별된 교육성과를 가지고 있는지 또 있다면 무엇인지 확

인하고자 하였다. 대안학교 교육 수혜자인 졸업생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교육성과야말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물론 명확한 결과를 심층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엇보다 A

국제화 대안학교 졸업생들이 자유롭고 진취적으로 그들이 받은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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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집중하였다. 어떠한 결론을

내는지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탐색의 성격으로 면담이 수행되어졌다. 졸

업생들의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 배경이 교육성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으

로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교육 경험에 이어 성과 역시 졸업생들

스스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지 ‘있는 그대로 깊이 있게 들여

다보면서’ 심층적인 질적 면담 및 분석 작업을 충실히 수행하였다(전영

국·이현주, 2016). 이는 향후 국제화 대안학교들의 성장과 발전은 물론

대안학교가 가지는 교육 성과로써 공교육에도 또 다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대안학교

1. 정의 및 기원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대안학교의 정의는 기존 공교육의 한계를 직시

하여 정책, 제도, 입시에 얽매이지 않고 개별 학교로써 독자적인 개성과

목적 그리고 비전으로 새로운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를 뜻한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대안학교의 국가적 맥락의 한계를 대한민국으로 설정

하여 외국에서 사용되는 대안학교의 의미와 그 기원으로부터 국내 대안

학교를 구분하여 혹시 야기될 수 있는 혼란과 오해를 줄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의 학교 이데올로기에 관한 명

제, 이반 일리치(Ivan Illich)의 공교육 제도교육 허구 주장을 비롯한 루

소(Russo), 페스탈로치(Pestalozzi), 듀이(Dewery)의 사상을 관통하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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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맥락과 판티니(Fantini)의 대안학교 정의는 이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다. 영국의 서머힐, 일본의 도쿄슈레, 독일의 발도르프 등 오랜 역사

적 맥락과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외국의 대안학교 사례 역시 본 연구 목

적의 초점을 흐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서술을 제한다.

대한민국의 대안학교 기원은 크게 1990년 대 초 시작된 두 가지 맥락

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당시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민주

주의를 향한 열망과 참교육을 향한 민중의 욕구로부터 터져 나온 “새로

운 학교운동”의 맥락이다. 이는 대한민국 대안교육의 역사적 맥락과 같

다고 할 수 있으며, 크게는 인류역사 발전의 길잡이 역할을 했던 인간의

이상향(utopia)으로써 새로운 교육을 지향하는 인류의 오랜 꿈이기도 하

다(정유성, 1999). 이는 ‘어떤 안에 대신하는 안을 뜻하는 대안(代案)’을

위한 학교보다 새로운 교육을 추구하는 학교를 뜻한다(강대중, 2002).

1980년 후반 일찍이 등장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학교 운동은 90년대로 접

어들며 대안교육운동과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모임으로 발전하였고, 90

년대 초중반 무렵 계절학교, 주말학교, 캠프 프로그램 학교 등의 다양한

형태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997년 3월 9일 우리나라 최

초의 상설 자유대안학교라고 할 수 있는 간디청소년 학교의 개교로 이어

진다. 당시 간디학교의 설립은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법 4조와 67조를 위

반하는 불법적 설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학교 운동에 의한 대한

민국 대안학교 설립열풍의 시발점이 되었다.

두 번째 맥락은 “5.31 교육개혁안” 맥락이다. 1990년대 초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입시위주의 대한민국 공교육의 실태는 학업과 학교에서 중도

탈락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비행에 빠지고 더 나아가서는 자살을 선택하

는 청소년들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이는 당시 대한민국의 중대한 국가적

이고 사회적인 문제4)로 부상 되었다. 1993년 2월 25일, 대한민국 14대

김영삼 前 대통령의 문민정부 출범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여

그 출발과 함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가적 대책 및 대안마련에 집중

하였다(이종태, 2001). 당시 문민정부의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한 안병영

4) 동아일보 (1997.05.13.) 중도탈락 중고교 복학생 탈선 재발 막게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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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장관의 최대 관심사 역시 공교육에서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책마련이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해마다 학교에서 중도 탈락하

는 학생들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1996년 12월 10일 「학교 중

도 탈락자 예방 종합 대책」5)을 발표하였다. 실제로 1993년 6만 명이상

의 중도 탈락자는 1997년 8만 명6) 이상으로 높아졌고 공교육 중도 탈락

학생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비율도 점점 높아지는 통계를 확인할 수 있었

다(교육통계연보, 1998; 강대중, 2002 재인용). 이 기간 동안 공교육 중도

탈락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설립 된다.

결국 정부는「학교 중도 탈락자 예방 종합 대책」에 이어 2년 뒤인

1998년 「특성화 학교 법안」을 통과시킴과 함께 안병영 장관이 직접 전

남 영광 성지학교를 방문하여 대안학교 설립계획을 발표한다. 이는 정부

주도 학교 설립보다는 민간에 의한 학교설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안학

교라는 용어 대신 ‘특성화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불법으로 증가한

비인가 대안학교 포섭의 정책 맥락을 띄고 있었다. 여기서 대안학교가

‘특성화학교’ 명칭 아래 입법화된 것은 교육당국 내부 논란 때문이었다.

‘대안’이라는 용어 자체가 기존의 무엇을 대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함은 기존의 대한민국 공교육이 정상

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였고 이를 보완 내지는 대체하기 위해 또 다른 학

교가 등장했다는 인식을 준다는 이유로 공교육 종사자들이 ‘대안학교’ 용

어 사용에 불만을 재기한 이유에서였다(김광조, 1997, 강대중, 2002 재인

용). 그 용어의 선정에서부터 극명한 의견 차이를 가지고 시작한 출발이

었지만, 이는 오랜 독재와 억압 속에 억눌려 있던 새로운 교육을 향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열망이 공교육 중도탈락학생 문제 해결이라는 국가

적·사회적 문제의식을 통해 대안학교 교육이 수면 위로 터져 나오게 된

또 다른 결정적인 맥락이다. 대한민국 교육계에 대안학교가 제도적, 정책

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된 중대한 맥락인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대안학교가 가지는 두 가지 큰 맥락은 국가 제도

5) 한겨레(1996.12.11.) 중·고교 중퇴자 복학

6) 경향신문(1997.02.17.) 꿈이 자라는 ‘꼴찌들의 천국’ 소외학생 위한 ‘대안학교’

설립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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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들어온 축과 제도 밖에 머무는 축으로 분리되어 시작됨에 따라

출발에서부터 이미 깊은 혼란의 여지를 가지고 시작된 것이다.

제도권 밖 대안학교들은 제도권 안에 귀속 되는 것이 새로운 교육을

위해 설립된 대안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참교육을 억압한다고 주장한

다. 이러한 주장과 의견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제도

권 안 대안학교들은 자율성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국가 정책 및 제도

를 따라 인가를 받고 소정의 지원을 받는 형식을 선택했다. 이와 같이

제도권이라는 보이지 않는 구분 점에 따라 대안학교를 바라보는 대한민

국 사회의 인식도 다양한 모습으로 흥미롭게 발전을 이루어 왔다.

국가 제도 안에서 성장한 대안학교들은 중도탈락학생이라고 불리는

소위 문제아들의 수용소라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제도 밖에서 설

립되고 성장한 미인가 대안학교들에 대해서는 운동권 학부모 및 진보 교

육가들의 전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2000

년대 들어서는 대안학교를 자율형 사립학교, 국제학교, 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은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과 혼돈하게 됨은 물론 대안학교는 귀

족학교라고 치부하는 잘못된 인식형성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끊임없는 대한민국 사회의 대안학교를 향한 혼란과 정체성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맞이한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수요자들의

관심과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는 수요는 시대의 변화 앞

에 기존 대안학교의 성장은 물론 새로운 형태의 대안학교 등장의 기반이

되었다. 대안교육의 중심이자 본체가 되는 대안학교는 경직된 대한민국

공교육 체제 학교교육에 다양성과 창의성이라는 새로운 교육적 목적을

상기시켰음은 물론 이를 촉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상상력을 유발하여

공교육 체제의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효

과적인 제도와 정책 수립을 통해 대한민국 대안학교를 장려하고 보호하

며 효율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그 힘이 실리고 있다(이병

환, 2007).

본 연구자는 대한민국 대안학교가 이제는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

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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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대한민국 공교육의 일반학

교와 대비되어 비주류로 치부되어 온 대안학교가 이제는 반대로 일반학

교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는 그 위치가 역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일반학교와 공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혁을 촉진하는

교육실험학교로 비유되는 대안학교의 변화와 혁신이 일반학교와 공교육

에 의미 있는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수동·박영실,

2014). 더 나아가 2017년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제4차 산업혁명이라

는 시대적 변환 점을 맞이하여 지금까지의 ‘교육’과 ‘학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의, 기준, 그리고 필요를 예측하고 능동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

기 위해 대안학교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대안학교와 일반학

교가 유지해 오던 비주류와 주류의 경계는 아제 무의미한 것이 되고 지

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전에 없던 새로운 ‘학교’가 곧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 대안학교에 대

한 오랜 오해와 혼란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의 전환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분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내린 대안학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그 개념과 정의에서부터 혼란이 심하다. 이는 일반

국민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육학자들과 대안교육 실천가들 사이에서

도 하나의 일치된 견해를 찾기 힘든 문제이기도 하다. 가장 먼저 학자들

간에도, 대안교육 관계자 간에도, 정책입안자 간에도, 학생과 학부모 간

에도 그 명칭 사용에 있어서 합의된 바가 없다. 이에 따라 대안학교에

대한 정련된 개념 및 정의는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고 그 자체에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다(이용교 1999). 본 연구자는 대

안학교 인식에 대한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그동안 제시되었던 대안학교

분류의 담론들을 재정리하며 본 대안학교 연구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분류에 앞서, 대한민국 대안학교들이 가지는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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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개인과 공동체의 사랑과 행복추구, 개성과 다양성 실현, 자기주도

적 학습력 함양, 창의적이고 전인적으로 살아가는 힘 함양(MEXT, 송민

영, 2007:131 재인용),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자연 친화, 노작 활동

중시, 학습자 중심, 교육혁신, 평등, 개방, 교육공동체로서의 통합, 책임,

비형식성, 민주적 학교경영과 교육적 배려(이병환, 2008), 의식주교육, 생

활교육, 기숙교육, 출석 및 경험학습의 유연성, 과목별 교실 운영, 진솔성

(authenticity), 새로운 교수법 모색, 작은 규모의 특징이다. 문화기술지

접근으로 대안학교를 해석한다면 사람의 학교, 작은 학교, 즐거운 학교,

생활하는 학교, 함께하는 학교, 민주적인 학교, 믿고 맡기는 학교, 개성을

살리는 학교라는 이념에서 특징을 갖는다(조용환, 1998).

본 연구자는 대한민국 대안학교 특징에 이어서 관련 문헌 탐구를 통

하여 그 분류의 다양성을 확인해 보았다.

가장 먼저, 정유성(1997)은 대안학교를 제도 교육의 틀을 활용하여 세

그룹으로 구분했다. 첫 번째 그룹은 ‘제도 교육 틀 속에서’ 운영되는 학

교이다. 대표 학교로는 자율성, 창의성, 협동성을 강조하는 거창고등학교

를 예로 들고 있다. 제도 교육이라는 틀은 학교 운영과 교과과정에서 국

가의 강한 관리와 통제를 받는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립학교의 특징이

면서 특히 지방에 위치한 학교로써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받고자 노력한 거창 고등학교는 국가의 재정 보조를 충분히 받지는 못했

다. 두 번째 그룹은 ‘제도 교육 틀 곁에서’ 운영되는 학교이다. 대표학교

에는 기독교 근본 사상을 바탕으로 ‘위대한 평민’을 기르는 풀무농업고등

기술학교와 자기와 남을 ‘존중’할 줄 아는 교육이 있는 영산성지학교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 교육 밖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이다. 대

표적인 학교로는 민들레 학교가 있다. 이들은 계절 캠프 및 공부방, 방과

후 활동 학교들이다. 제도 교육 밖에서 공교육과 정반대에 서 있는 이

학교들은 자치와 자율, 그리고 교육활동의 다양성이 크고, 국가 교육 체

계와 시스템 속에서는 시행이 어려운 교사와 아동의 인격적 만남을 추구

한다. 또 제도 교육 안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학생들, 이를 테면 도시 빈

민 아이, 학업 성적 부진으로 교실에서 위축된 아이, 학교 규율에 적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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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아이나 이미 일반학교에서 쫓겨난 아이까지도 이

곳에서는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 받는다. 상대평가와 규율 준수라는 체제

아래서 억눌린 학생들의 재능과 감수성, 그리고 호기심을 발휘 시킨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대안학교들은 교육 현장의 고립성과 역량의 제한으

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갖는다. 무엇보다 재정적 문제와 새로운 교육에

대한 꿈과 열정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선행 롤 모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두 번째로, 이기문(2001) 역시 대안학교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가장 먼저 ‘정규학교형 대안학교’이다. 이는 입시지옥과 청소년 범죄, 폭

력 등 기존 교육이 지닌 문제점을 ‘제도교육의 틀’ 안에서 극복해보고자

하는 전국 시도에서 세운 학교들이다. 이 학교들은 일반 학교의 틀을 유

지하고 있지만 특성화된 차별되고 다양한 교과와 현장체험 위주의 학습

을 중요시한다. 이와 같은 정규학교형 대안학교는 2001년 당시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학력인정이 되는데, 경남 산청의 간디학교를 비롯해 전국에

60여 개이다. 이들 대부분은 농촌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기숙학교로 운영

되었다. 이 학교들을 더 세밀히 살피면 다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다.

간디학교 혹은 전남 담양 한빛학교 등과 같이 체험 위주의 현장교육과

공동체 가치를 중시하는 학교와 반면에 전남 영광 영산 성지고나 충북

청원의 양업고등학교 등과 같이 일반 학교를 중퇴한 부적응 학생을 대상

으로 하는 학교이다. 이기문이 제시하는 두 번째 유형은 ‘가정학교(홈스

쿨링 Home Schooling)’이다. 이는 학부모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

고 집에서 직접 가르치는 형태의 대안학교이다. 가정 학교가 가장 발달

한 나라는 미국인데 그 이유에는 종교와 철학적 신념, 학교 갱단 폭력,

총기 사고, 마약 문제로 인한 자녀의 안전과 교육을 위한 사회적 배경이

깔려있다. 가정 학교는 영국과 일본에서도 대안학교로써 그 자리를 공고

히 하는데, 한국의 가정 학교를 살펴보면 충북 괴산에 위치한 작은 누리

학교를 예로 들 수 있었다. 부모가 친자녀 2명과 입양자녀 및 이웃자녀

등 13명의 대가족이 만드는 가정 학교이다. 그러나 초등교육 의무화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자퇴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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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 학교 교육에는 뚜렷한 제한점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틈새학교’이다. 이는 기존 학교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기

보다는 현행 제도 교육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전

인교육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립된 대안학교들이다. 이들은 방과

후 교실과 주말학교, 계절학교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경기도 장흥에

위치한 파랑새 열린 학교는 주말학교로써 토요일과 일요일 동안 학교 운

동장이나 산기슭에서 야영하며 학생들이 직접 밥을 짓고 자연관찰을 하

는 야영체험, 갯벌을 찾아가 생태조사를 하는 갯벌체험, 궁궐탐사, 농사

교실 등을 시행한다.

이종태(2001)는 대안학교 분류에 앞서, 2000년 초 당시 대안학교에 대

한 대한민국 교육 수요자들의 관심이 증폭되는 추세에 비해 정작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다. 이종태는 교육 수요자들은 대안학교를 기존 학교

교육과 견주어 그 내용과 형식이 완전 다른 교육현장으로 이해하는가 하

면, 단지 바람직한 참교육을 지향하는 학교를 통틀어 가리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백과사전의 의미를 사용하여 “표준

적인 ‘공립학교들’이 제공하는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학교”로 설명했다. 그러나 ‘전통적인 것과 다른

경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고 역설하였다. 이종태는 대안학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형식성과 가치

내용을 이야기 하는 동시에 대안학교의 기준이 뚜렷하지 못한 이유로 대

안학교가 대두되는 시기에 따른 판단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

다. 역사상 어느 시기에나 기존의 교육과 ‘다른’ 새로운 형식 또는 내용

의 교육이 있었고 이는 대안모색 교육의 역사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안학교가 1990년대 말부터 정착되고 이론적 관심이

깊어졌음을 감안하여, 대안학교의 유형을 단순한 형태가 아닌 네 가지

대안학교의 내용 특징을 통해 분류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자유학교형 대

안학교’로써 영국의 서머힐학교, 일본의 키노쿠니 마을 학교, 그리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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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국에서 비인가 형태로 운영되던 초기 간디학교를 예로 한다. 두 번

째는 ‘생태형 대안학교’로써, 생태와 노작, 그리고 지역사회와 학교의 결

합을 중시하는 학교이다. 그 예로는 1997년 개교한 한국의 간디청소년학

교, 푸른꿈고등학교, 실상사 작은학교, 변산공동체학교이다. 세 번째로는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을 위한 ‘재적응학교형 대안학교’로써, 영

광 성지고등학교, 화랑고, 원경고, 양업고, 동명고, 두레자연고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고유이념 추구형 대안학교’이다.

앞의 세 유형이 대안적으로 추구하는 교육 목적이 비교적 일반적이라면,

그에 비해 독특한 이념과 교육 방식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라고 할 수 있

다. 독일 발도르프(또는 슈나이더)학교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지역사

회와 일체화된 교육을 지향한 한국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를 예로 한다.

이혜영(2009)은 대한민국의 대안학교 유형을 법적 위상에 따라 세 가

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제도권 틀 안에서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인가받은

특성화 대안학교(각종학교 포함)와 일반학교에서 위탁하는 학생들을 대

상으로 대안 교육을 실시하고 학력을 인정받는 위탁형 대안학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다양한 대안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로 분류하여 그 운영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서

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안학교들의 추후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이 외에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안교육백서:1997-2007’ 분류 방식을 논

의한 박상진(외 2012)의 분류가 있다. 박상진은 ‘대안교육백서의 분류’,

‘대안학교 건학 이념에 따른 분류’, ‘제도 교육과의 관련에 따른 분류’,

‘기타의 분류’로 나누었다. 또한 네 가지 유형의 분류를 통하여 기독대안

학교들이 일반대안학교들과 함께 그 분류의 범주를 동일시하기가 어렵다

는 문제제기를 통해 기독대안학교들을 위한 다른 성격의 분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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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근거 및 현황

1990년대 말 시작된 대한민국의 대안학교들은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

여 현재는 국민들과 사회로부터 교육기관으로써의 인정은 물론 동시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되었다. 변화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대안학교가 그동안 비주류 교육으로 비추어지는데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대안학교 법적 근거를 되돌아볼 필요를 갖는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대안교육 및 대안학교는 민간 주도로

시작된 하나의 갈래와 정치적 맥락과 함께 정부의 주목을 받아 제도화

및 정책화가 이루어진 또 다른 갈래로 이루어지는 혼합적 특징을 갖는

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민간의 대안교육 관계자들과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자들은 각자 상이한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방식과 입장으로 대안학

교를 이끌어왔고 이는 결국 대안학교 정책의 법제화 흐름 또한 두 축의

혼합된 영향으로 복잡하고 모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첫 번째 대

안학교 법제화의 축은 민간 주도 새로운 학교 운동 및 대안교육 운동에

따라 설립된 다양한 목적(종교교육, 생태교육 등)의 학교들이 주체가 되

어 이루어진 포괄적 변화의 축이다. 다른 축은 정부가 정치적 맥락을 통

해 법제도 안에서 대안학교의 교육정책과 제도를 형성한 변화의 축이다.

이와 같은 두 개의 축은 대안학교를 법적 근거에 따라 ‘미인가 대안학

교’와 ‘인가 대안학교’ 법제화 구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자

유롭고 개성 있는 새로운 교육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는

제도의 틀 밖에서 시작되어 결정적으로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는 반면 제도의 틀 안에서 설립되어 시작되었거나 틀 밖

에서 시작되었지만 후에 교육청의 설립인가를 취득하여 ‘학력인정을 받

고 있는 인가 대안학교’들이 있는 것이다.

먼저 ‘미인가 대안학교’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제도권의 영향을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들은 교육당국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기에 극

단적으로는 국가로부터 방치되어지는 관리 사각 지대의 학교들로 인식되

어 왔다. 동시에 이러한 미인가 대안학교들은 2000년대 들어서며 고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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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형 사설학원으로 변질되었다는 문제 인식과 함께 강력한 법적 제도

를 통해 학교 운영의 실태 점검의 필요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교육부는 2014년 4월「전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에 나섰으며

「고가 국제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도 하였

다. 가장 최근 이루어진 교육부의 미인가 대안학교 점검은「2017년 미인

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이었다. 이 점검을 통해 교육부는 2017년 당시

287개의 미인가 대안학교를 파악하였다. 그렇지만 이는 동년 한국대안교

육학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총 540곳의 미인가 대안학교의 수와는 큰 차

이를 보였기에 그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7)

본 연구자는 현재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가장 최근의 대안학

교 실태점검 자료인 「2014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 조사」를 분석

하였다. 당시에 교육부는 대한민국 내에 운영 중인 미인가 대안학교를

총 237개로 파악했고 그중 170개의 학교만이 교육부 조사에 응한 것으로

보고했다. 나머지 67개 시설(28.3%)은 교육부의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조사에 응한 170개 미인가 대안학교에서는 당시 총 6,762명

의 초·중·고등학생이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채 교육받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자료에서 확인한 학교 급별 학생 현황을 아래 [표Ⅱ-1]를 통

해 제시한다.

[표Ⅱ-1] 미인가 대안학교 학교 급별 학생 현황

구분 초 중 고 초·중 중·고 초·중·고 합계

학교급 11 8 14 15 77 45 170

(%) 6.5% 4.7% 8.2% 8.8% 45.3% 26.5% 100%

학생수 568 121 713 704 2,544 2,112 6,762

7) 국민일보(2017.10.25.) 대안학교 몇 곳인지 파악도 못하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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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1] 미인가 대안학교 학교 급별 학생 수 분포

교육부의 조사에 응한 170개 미인가 대안학교들의 설립 목적을 살펴보

면,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이 83개(48.8%)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대

안교육 32개(18.8%), 종교·선교 27개(15.9%), 다문화·탈북 17개(10%), 국

제교육 6개(3.5%) 순이었다. 다시 미인가 대안학교들을 학습자 규모로

살펴보면 20~49명이 62개(36.5%)로 가장 많았고 10~19명 44개(25.9%),

50~99명 21개(12.4%), 100명 이상 16개(9.4%), 6~9명 14개(8.2%), 5명 이

하 13개(7.6%)순이었다. 170개의 미인가 대안학교들은 대부분 58.2%(99

개) 임대였으며, 자가는 38.8%(66개), 자가와 임대 혼합형은 2.9%로 5개

학교였다. 이들의 시설등록 현황은 미등록 시설이 69개로 40.6%를 차지

하며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비영리법인 43개(25.3%), 비영리 민간단체

24개(14.1%), 사회복지시설 16개(9.4%), 평생교육 시설이 12개(7.1%), 학

원 6개(3.5%) 순이었다. 기타로 아동보호치료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 도 있었다. 미인가 대안학교들의 시설 설립 목적에

따른 분류를 [표Ⅱ-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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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2] 미인가 대안학교 시설 설립목적에 따른 분류

구분 초 중 고 초중 중고 초중고 합계 % 학생수 %

다문화 1 4 6 11 6.5 299 4.4

탈북 2 4 6 3.5 148 2.2

종교·선교 3 2 5 8 9 27 15.9 2,471 36.5

국제교육 1 1 1 1 1 1 6 3.5 319 4.7

미혼모 4 1 5 2.9 9 0.1

부적응학생 5 9 4 46 19 83 48.8 2,248 33.2

대안교육 7 1 2 5 12 5 32 18.8 1,268 18.8

합계 11 8 14 15 77 45 170 100% 6,762 100%

* 부적응학생: 학업중단학생/ 위기학생

대안교육: 인성/ 인문/ 특기·적성계발/ 전인교육/ 자아발견 등

미인가 대안학교는 이제 대안교육의 공통적인 이념을 지키며 전일제

수업을 추구하는 학교들과 종교적 이념을 추구하며 종교기관에서 설립한

학교, 그리고 교과보다 교과 외 노작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한 인성을 중

시하는 생활공동체 학교로 크게 나누어 볼 수도 있다(김혜리, 2017). 현

재 국내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소속된 상위 단체로는 ‘대안교육연대’8)와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9)을 찾아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단체들에 소속

되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에 교육당국과 대

안학교 관계자들 역시 정확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대안교육연대에서 제시한 2017년 기준 미인가 대안학교 현황을 살펴보

면 아래 [표Ⅱ-3]와 같다. 현황에 이어 현재 국내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필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우선과제(종합) 점검

결과를 아래 [그림Ⅱ-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인가 대안학

교들의 가장 큰 필요는 역시 재정적 지원임을 알 수 있다. 제도권 밖에

존재하는 미인가 대안학교들은 국가의 보조없이 학교 운영 재정을 오로

지 전액 해당 학교 학생들의 학비로 운영하기에 학부모의 부담이 높고

‘귀족학교’라는 사회적인 오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사회적 오명을 벗고 안정된 재정 아래 더욱 새롭고 자유로

8) 대안교육연대 www.psae.or.kr

9)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www.casa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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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시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테면, 2017년 9월에는 국회의원 11명이 미인가 대안학교들을

「대안학교 등록 법안」을 통해 대안학교 설립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정부의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발의

한 상황이기도 하다.10) 이는 대안학교가 제도화된 교육을 넘어 교육혁신

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주목 받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제화 움

직임으로 볼 수 있다.

[표Ⅱ-3]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

[그림Ⅱ–2] 비인가 대안학교 우선과제

10) 국민일보 (2017.09.01.) 미인가 기독대안학교 정부 지원 길 트인다

재적학생수 19명이하 20-29명 30-49명 50-69명 70-99명 100명이상

응답비율 9% 12% 28% 15% 15% 21%

재무상태 균형 적자 흑자 모름/무응답

응답비율 3.1% 59.34% 37.5% 1.0%

부채규모 없음 5억미만 10억미만 15억미만 20억미만 20억이상

응답비율 26% 45% 13% 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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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적 근거를 두고 제도권의 영향을 직접 받은 인가 대안학교들

을 살펴보면, 이들은 각각 1997년 「특성화학교법」에 근거를 둔 특성화

학교이거나 「초·중등 교육법」 제60조 3에 근거한 각종학교로서 설립된

대안학교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중학교를 살펴보면 세 가지 분류로 이루

어진다. 첫 번째,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76조에 근거한 인가 대

안학교로 이른바 ‘특성화중학교’가 있다. 이들은 국제교육 특성화중학교

(국제중), 예술교육 특성화중학교(예술중),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등으

로 다시 나뉜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대안학교’라 지칭하는 제도권 안

대안학교들로 「초·중등교육법」 제60조 3에 의한 ‘각종학교’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근

거한 ‘자율학교’가 있다. 고등학교를 살펴보면, 먼저「초·중등교육법 시행

령」 제91조에 근거한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다, 이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 흔히 ‘대안형 특성화 고

등학교’라고 부른다. 두 번째로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써 이를 ‘전문계

고등학교’라 부르고 이 학교들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근

거한다. 세 번째로는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역시 일반적으로 ‘대

안학교’라 지칭되는 학교로써 「초·중등교육법」 제60조 3에 의한 ‘각종

학교’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근거한 ‘자율학교’가 있다.

상대적으로 최근 개정된 대안학교 법령에 근거한 대안학교들은 설립과

운영이 「초·중등교육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7년 시행된 대통령령 각종학교(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는 좀 더 광범위한 법제화를 시도한 정부 정책 그리고 의안

활동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 법령과 시행령에 근

거가 된다. 각종학교로서 대안학교 법령 제정 이후에는 특성화 학교로

등록하는 대안학교보다 각종학교로 등록하여 인가를 받는 대안학교가 눈

에 띄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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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안학교 정책이 부여하는 미인가 대안학교와 인가 대안학교의

차이가 바로 대안학교의 ‘학력인정’ 여부이다. 엄밀히 말해 공교육이 아

닐지라도, 그만큼 제도권에 의해 학교라고 인정받는 대안학교를 졸업한

다면 그 학력을 인정받는 것이 정부 차원의 학교 정책에서 큰 의미를 가

진다는 뜻이다. 이는 아직까지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가 중요한 이

유이며 교육성과 분석에 모호성을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

다. 학력 인정은 곧 해당 교육기관이 제도권 학교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효과의 핵심은 학력인정이

고 다른 효과 또한 이로부터 파생된다.

2017년 4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현

황」을 통해 특성화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각종학교 인가를 받은 대

안학교들의 현황을 파악 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특성화 중학교는 총 14개 학교로 공립 4곳과 사립 10곳이

있었으며 아래 [표Ⅱ-4]과 같다.

[표Ⅱ-4] 특성화 중학교 현황

지역 학교명 설립주체 지정년도 소재지

광주 평동중학교 공립 '14 광주시

경기

두레자연중학교 사립 '03 화성시

이우중학교 사립 '03 성남시

헌산중학교 사립 '03 용인시

중앙기독중학교 사립 '06 수원시

한겨레중학교 사립 '06 안성시

강원
팔렬중학교 사립 '11 홍천군

가정중학교 공립 ‘17 춘천시

전북
전북동화중학교 공립 '09 정읍시

지평선중학교 사립 '02 김제시

전남

용정중학교 사립 '03 보성군

성지송학중학교 사립 '02 영광군

청람중학교 공립 '13 강진군

경남 남해상주중학교 사립 ‘15 남해군

특성화 중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1998년 시작된 것에 반해 2000년

대에 설립된 것을 알 수 있는데, 2002년 전북 지평선중학교를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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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7년에는 강원도 춘천의 가정중학교가 특성화 중학교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국 총 25개 학교로 공립 4곳과 사립 21

개 학교가 있었다. 98년 특성화 대안학교 법안에 따라 개교된 영산성지

고를 포함한 전국 여섯 개 특성화 고등학교의 개교와 함께 가장 최근인

2014년에 개교된 강원 현천고등학교를 아래 [표Ⅱ-5]에서 확인할 수 있

다.

[표Ⅱ-5]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현황

특성화 고등학교로 정부에 의해 지정된 대안학교를 제외하고 2007년

시행된 대통령령 각종학교(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따라 인가 대안학교로

등록된 대안학교 각종학교들의 현황은 전국 총 32개 학교로 공립 10곳과

사립 22곳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명과 설립구분, 설립연도 및 소재지

를 아래 [표Ⅱ-6]에 제시하였다. 끝으로, [그림Ⅱ-3]에는 김성기(2013)가

만들고 김종규(2014)가 재인용한 학력인정 여부에 따른 대안학교 유형이

그림으로 제시되어있다.

지역 학교명 설립
주체

지정
년도

소재지 지역 학교명 설립
주체

지정
년도

소재지

부산
지구촌고등학

교
사립 ’02 연제구 충남

한마음고등학교 사립 ’03 천안시

공동체비전고등

학교
사립 ’03 서천군

대구
달구벌고등학

교
사립 ’03 동구

전북

세인고등학교 사립 ’99 완주군

인천
산마을고등학

교
사립 ’00 강화군 푸른꿈고등학교 사립 ’99 무주군

광주 동명고등학교 사립 ’99 광산구 지평선고등학교 사립 ’09 김제시

경기

두레자연고등학

교
사립 ’99 화성시

전남

영산성지고등학

교
사립 ’98 영광군

경기대명고등학
교

공립 ’02 수원시 한빛고등학교 사립 ’98 담양군

이우고등학교 사립 ’03 성남시 한울고등학교 공립 ‘12 곡성군

한겨레고등학
교

사립 ’06 안성시 경북
경주화랑고등학

교
사립 ’98 경주시

강원

전인고등학교 사립 ’05 춘천시

경남

간디고등학교 사립 ’98 산청군

팔렬고등학교 사립 ’06 홍천군 원경고등학교 사립 ’98 합천군

현천고등학교 공립 ‘14 횡성군 지리산고등학교 사립 ’04 산청군

충북 양업고등학교 사립 ’98 청원군 태봉고등학교 공립 ’10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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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6] 대안학교(각종학교) 설립 현황

시도 학교명(과정) 설립
구분

설립
연도

소재지

서울

서울실용음악학교(고) 사립 ‘09 중구 신당동

여명학교(고) 사립 '10 중구 남산동

지구촌학교(초) 사립 ‘12 구로 오류동

다솜관광고등학교(고) 공립 ‘12 종로 숭인동

인천

인천청담학교(고) 사립 '11 연수 동춘동

인천해밀학교(중․고 통합) 공립 ‘12 남동 구월동

인천한누리학교(초·중·고 통합) 공립 ’13 남동 논현동

광주 월광기독학교(초) 사립 ‘14 서구 화정동

대전
그라시아스음악고등학교(고) 사립 ‘12 서구 도마동

그라시아스음악중학교(중) 사립 ‘17 서구 도마동

울산 두남중고등학교(중·고 통합) 공립 ‘17 울산 울주군

경기

TLBU글로벌학교(초·중통합) 사립 '08 경기 고양시

화요일아침예술학교(고) 사립 '11 경기 연천군

쉐마기독학교(초·중·고 통합) 사립 '11 경기 양주시

새나래학교(중·고 통합) 사립 '11 경기 용인시

경기새울학교(중) 공립 '13 경기 이천시

경기
광성드림학교(초·중 통합) 사립 ‘14 경기 고양시

하늘꿈학교(중·고 통합) 사립 ‘16 경기 성남시

충북

글로벌선진학교(중·고 통합) 사립 '11 충북 음성군

한국폴리텍다솜학교(고) 사립 ‘12 충북 제천시

다다예술학교(초·중 통합) 사립 ‘17 충북 청주시

은여울중학교(중) 공립 ‘17 충북 진천군

충남 여해학교(중) 공립 '13 충남 아산시

경북

한동글로벌학교(초·중·고 통합) 사립 '11 경북 포항시

글로벌선진학교문경(중·고통합) 사립 '13 경북 문경시

산자연학교(중) 사립 ‘14 경북 영천시

나무와학교(중) 사립 ‘14 경북 영천시

링컨학교(중·고통합) 사립 ‘17 경북 김천시

경남

꿈키움중학교(중) 공립 ‘14 경남 진주시

지리산중학교(중) 사립 ‘14 경남 하동군

고성음악고등학교(고) 공립 ‘17 경남 고성군

밀양영화고등학교(고) 공립 ‘17 경남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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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3] 학력인정 여부에 따른 대안학교의 유형

4. 인가여부에 따른 정부와 민간의 견해

이처럼 대안학교의 분류는 법적 근거로 인하여 크게 두 가지로 나뉜

다. 먼저 제도권 안 학교로 공인되어 학력을 인정받게 되는 학교이거나

아니면 제도권 밖의 학교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미인가 대안학교인 것

이다. 이는 학령인정에 따른 가장 보편적 분류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가 정책에 따른 대안학교의 인가 여부는 그 구분에 있어 첨예한 민관

의 상반된 견해를 수반한다.

대안학교가 제도권 안에 포섭되어 학력인정을 받게 되면 정부는 해당

학교에 대한 ‘교육의 책무성’을 가지게 되며 학교는 정부의 관리·감독에

귀속된다. 국가는 국가가 공인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들, 학력을 인

정받은 사람들에게 국가적으로 기대하고 보장하는 일정한 교육적 수준

및 결과를 바라는 것이다. 또한 일정한 교육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는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관여를 하게 되며 학교 운영에도 일정한 개

입을 하는 동시에 통제 및 관리 정책을 펼치게 된다. 이러한 관리는 그

에 따른 관리자의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부는 해당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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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에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한편, 2007년 교육당국에서 발표한

「각종학교 대안학교 시행령」에 따라 학력인정을 받은 인가 대안학교들

은 정부로부터 교육과정 관여를 받게 되었지만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

지 못한다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학력인정을 두고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 대한민국 대안학교 정책을 바라보는 정부와 민간

의 인식 차이를 확인한다.

1) 정부의 견해

먼저 대안학교 정책을 향한 정부의 견해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

육부의 입장을 살펴본다. 교육부는 대안학교의 인가를 추진 및 관리를

담당함으로써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

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안학교 학생들이 적정 수

준의 교육권을 보장받게 하고자 교육부는 대안학교 인가에 대한 기준을

「초·중등 대안학교」 법 60조 3항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교육부의 이름아래 인가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교육은 교육부가 제도적, 재정적 정책을 마련하고

시·도 차원의 교육청에서 직접 지역구 내의 학교들에게 정책을 시행·적

용하는 구조를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대안학교의 인가 역시 교육부가

마련한 인가 기준 틀에 맞추어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

는 ‘대안학교 설립 운영 위원회’가 심사를 맡게 된다.11)

교육청의 심사를 통과하여 교육부의 인가를 받게 되면, 공립일반학교

와 같이 국가의 재정적 관리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안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국고 지원액과 지방비 지원액이 있는데, 국고 지원

액은 주로 기숙사 설립비용 등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 교부

금으로 지원되고, 지방비 지원액은 주로 인건비, 운영비 등 재정 결함보

조금 형식으로 지원된다(김신일, 2007). 각 시·도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못한 대안학교이더라도 교육받을 권리에 의거하여 교육비나

11) 대안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6조



- 26 -

무상급식 등 재정적 지원을 제공받는 경우도 있다.

국가는 대안학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동시에 대안학교

교육수준 및 교육시설의 질을 확보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3년마다 시·도 교육청에 의해 인가기준을 충족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기 감사를 받게 되며, 수시로 학사 일정 및 교

육 프로그램 관련 공문과 감사를 받게 된다. 이러한 교육청의 대안학교

에 대한 감사는 대안학교의 자율성 문제와 밀접하게 닿아 있는데, 공교

육의 대안으로 설립된 학교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공교육에서는 대안학교

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교육부는 앞으로도 미

인가 대안학교에 대하여서도 관리·감독하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교육부

와 대안학교 사이의 긴장은 계속된다.

더 나아가, 학교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

관이 고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본 지침에 구속을 받아

야 한다.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르면 “대안학

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교과별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운영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수광, 2008). 기존 특성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국민공통기본교과에

따른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

어가 있었으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를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 시간 시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초·중·고 과정을

통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초·중등 교육법」을 살펴보면 대안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직

접적인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특성화학교에 준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대안적 교육을 자유롭게 실시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수광, 2008). 결국 세부적으로는 「특성화

학교법」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고등학교의 경우 국가수준의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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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편성·운영 지침을 보면 국민공통기본교과를 이수하는 과정에서 교과

별 수업 시간을 증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선택과목 136단위, 특별활동에

8단위로 구성된 선택중심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중학교

에 비해 교육과정 편성에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특성화 학교의

교육과정 지침을 아래 [표 Ⅱ-7]에 제시하였다.

[표Ⅱ-7]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 지침(이수광, 2008)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는 해당 지역의 교육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시·도 교육청 지정과목을 필수화하는데 단위 수는 약 30여 단위에 이른

다. 문제는 인가 대안학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위 수를 충족해야 하

다 보니 대안학교 차원에서 특성화 교과 편성 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해

지는 문제를 갖는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지침

(특성화고등학교)

시·도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지침

(특성화고등학교)

비고

국민공통기본교

과

56단위

(총 이수 단위

범위 내에서

교과목간

단위수 조정 가능

56단위

(반드시 이수)

「초·중등교육법 시행

령」 제43조(각종학교

법)

국민공통기본교과 ⟹
국어 및 사회(중학교

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

는 역사를 포함한다)

재량활동 12단위 12단위

특별활동 12단위 12단위

선택중

심

교육과

정

일반

선택

자율편성(136단위)

시도교육청 지정

교과목 이외 자율

편성

시도교육청지정과목필수

교육감승인받아기준단의

변경가능

심화

선택

특성

화

이수 단위 합계 216단위 216단위
교육감 승인받아

총 이수단위 증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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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외에 정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은 대안교육 센터나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설립 및 지정하여 관리하는데 큰 관심을 보여 왔는데, 이들

을 대안학교로 인정한다기보다는 일반학교 부적응(중도탈락) 학생들을

다시 공교육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일종의 임시적 거처로 인식한다는 점

에서 대안학교의 입장과는 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3월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개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위탁형 대안학교) 지

정 현황을 아래 [표Ⅱ-8]를 통해 제시한다.

[표Ⅱ-8] 2016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위탁형 대안학교) 지정 현황

*출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연번 학교급 학교명 학급수 정원 운영기관 소재지 특화프로그램 대상 비고

1

고

꿈타래학교 4 60 서울산업정보학교 관악구 프로젝트 학습 [공립]

2 SIT대안학교 1 20 동방선교회 은평구 컴퓨터, 회복프로그램

3 고드림학교 1 20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 중랑구 상담,바리스타,목공예

4 꿈더하기학교 1 20 꿈더하기지원센터 영등포구 바리스타, 상담 발달장애
고1~2학년 (신규)

5 꿈에학교 1 20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강남구 인성, 진로탐색, 캠프

6 도시속작은학교 1 20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서대문구 인턴십, 상담, 여행

7 동그라미학교 1 20 서울청소년수련관 중구 제과제빵, 바리스타

8 동부나우리학교 1 20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동대문구 심리상담, 치료공동체
시립동부
아동센터
입소학생

9 링컨학교 3 60 (사)국제청소년연합 중랑구 영어, 음악, 인성지도

10 비전학교 1 20 마포청소년문화의집 마포구 프로젝트, 진로직업

11 성지재능학교 2 40 성지중고등학교 강서구 실용음악, 직업체험,
컴퓨터자격증 고2~3학년

12 세움학교 1 20 (사)한빛청소년대안센터 송파구 바리스타, 제과제빵,
악기수업

13 숲속작은학교 1 20 (사)세계시민학교 마포구 무예, 바리스타

14 신도림미용학교 4 80 신도림미용고등학교 구로구 헤어,메이크업,네일

15 예인미용예술학교 2 40
(사)한국사회문화예술진흥

원
강서구 헤어,메이크업,네일

16 오름학교 2 40 손과발 서초구 뮤지컬, 음악미술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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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참빛기독학교 1 20 해성교회 강동구 미술치료, 악기, 바리스타

18 참좋은학교 1 20 (사)북부종합사회복지관 노원구 진로체험, 실용음악

19 청소년희망학교 2 40 (재)청소년희망재단 성북구 일본어, 체험활동

20 한국연예예술학교 2 40 ㈜한국연예예술학교 서초구 연기, 보컬, 뮤지컬

21

중∙

고

나래대안학교 2 30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애란원

서대문구 부모교육,
사진·영상교육

미혼모

22 나우학교 2 40 노원청소년지원센터 노원구 생활훈련, 진로체험

23 마음사랑학교 2 40 (사)키움과채움 동대문구 정서회복, 공동체
소아청소년
정신과,
기숙형

(신규)

24 성모마음행복학교 3 60 (사)성모마음 중랑구 예술치유, 마음공부 소아청소년
정신과진료

25 예룸예술학교 2 40 (사)DTS행복들고나 노원구 예술특화,
회복프로그램

경계성지능
청소년

26 치유학교샘 3 55 (사)미래와공감 도봉구 감정조절훈련,
심리치료

소아청소년
정신과,
기숙형

27

중

미래학교 2 40 한산중학교 강동구 상담, 진로프로젝트 [공립]

28 나란타학교 1 20 자양종합사회복지관 광진구 명상교육, 부모교육 중2~3학년

29 다애다문화학교 2 40 (사)한베문화교류센터 강남구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진로직업교육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학생

30 더하기학교 1 20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성동구 인성, 진로역량 강화

31 쌘뽈나우리학교 3 60 (재)쌘뽈수도원유지재단 동대문구 기숙형,
천연비누, 악기수업

시립동부
아동센터
입소학생

32 여명학교 1 20 (사)여명 중구 한국어,치유교과 탈북학생

33 통통학교 1 20 구로청소년문화의집 구로구 예술,진로,
회복프로그램

34 틔움터학교 2 40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중랑구 진로, 치유․인성교육

35
초∙

중
지구촌학교 2 40 (사)지구촌사랑나눔 구로구 인성교육, 언어교육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학생

36 초 두리하나국제학교 1 20 (사)두리하나 서초구 기숙형, 기초한글 탈북
학생

37
초중

고
사람사랑나눔학교 4 80 청소년과사람사랑 영등포구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학습
발달
장애

38 중∙

고

대전해맑음학교 2 40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대전시 예술, 회복프로그램 학교폭력
피해 타시도

39 꿈자람대안학교 2 40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무주군 치유,상담 및 진로탐색 인터넷 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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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의 견해

대안학교 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관(정부) 반대편에 민간의 견해가 있

다. 민간에게는 교육당국 즉 교육부가 제공하는 대안학교 인가 여부는

위태로운 양날의 검과 같다. 국고 지원액과 지방비 지원액은 개별 학교

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는 물론 학교 운영에 있어 더 많은 교육적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학교 운영 시 발생하는 인

건비 등에 대한 학부모에게 과중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

진다.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 대안학교들이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은 물론 ‘귀족 학교’라는 오명의 촉매가 되고 있다. 학

생의 학비로 100% 운영되는 기숙대안학교들은 당연히 일반학교에 비해

과다한 학비를 요구하는 ‘귀족 학교’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

한 시점에서 대안학교를 향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여부는 대안학교의 보

편화 및 이상을 실현하기에 매력적이며 중대한 요인임이 틀림없다. 또한

대안학교가 인가를 받게 되면 재정적 안정은 물론 대안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학력을 인정받게 됨으로써 졸업생들의 지속적인 학업 및 진로

진학에 있어서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가여부는 대안학교 교육수요자 학생들에게도 절실한 요인이다.

이토록 절실하고 중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와 민간의 입장

에서는 인가를 받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장 먼저,「교육법 시

행령」제91조에 명시된 특성화 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

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에 대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3조

중독

40

초중

고

인천한누리학교 3 60 인천한누리학교 인천시 기숙형,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정,
중도입국학생 타시도

41 하늘빛대안학교 6 120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용인시 상담․치료,공동체활동 정서행동
장애 타시도

계 41기관 80 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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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5조 규정에 의한 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대안학교 교사(校舍)의 기준 면적이나 체육장

등의 기준이 현재 다소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여전히 시·도

교육감이 학교 설립 인가권을 가짐으로써 인가를 원하는 대안학교에서는

교육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학교 시설 및 여건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규

정된다. 이는 많은 대안학교들의 여건 상 충분한 재원을 가진 재단이 아

니고서는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김성기, 2004). 만약 학교가 교육

부와 시·도 교육감이 요구하는 수준의 학교 시설 및 여건을 갖추어 인가

를 받게 되더라도 이는 또 다른 어려움을 맞게 된다. 그 어려움은 바로

인가를 받는 순간부터 따라야하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관리·감독과

국가 교육 정책 이행의 책무이다.

‘공교육의 대안’으로서 존립하는 대안학교 교육에 있어서 이는 매우 민

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교육부가 대안학교에게 보장하는 자율

적인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대안교육의 근본적인 본질과 정신이 공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 뿌리를 두고 뻗어 나왔기 때문에 다시 공교

육의 관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대안학교와 민간의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은 물론 심하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실제로

2014년 교육부가 추진한 「대안교육시설 법제화」는 이와 같은 민간의

인식을 확고히 하게 한 사건이었다. 교육부의 「대안교육시설 법제화」

에는 교육당국에 등록하는 대안학교들에게는 국가 지원금을 제공하고 미

등록 대안학교들은 폐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대안학교 관계자들과

민간의 큰 반발을 산 것이다.12) 결국 교육부의 2014「대안교육시설 법제

화」는 논란과 함께 무위로 돌아갔지만 이 사건을 통해 교육당국을 향한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단체 그리고 민간의 불신과 반감은 더 깊어졌다.

대안학교가 제도권 교육으로 포섭 되었을 때 겪게 될 수 있는 교육부 혹

은 시·도 교육청의 강압적 행정에 대한 우려가 2014 대안학교 법제화 시

도를 통해 실재하는 위협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대안

학교 교육 관계자들과 민간에게 대안학교 교육은 그들의 자율성과 다양

12) 오마이뉴스(2014.07.19.) 공교육 망친 교육부가 대안교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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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장을 위해서는 제도권 밖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대안학교

와 대안교육의 이념을 존중하면서도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당국의 학력

인정과 재정적 지원이 가져다주는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기독교학교 교육 연구소에서 실시한 ‘대안학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설문에 학부모와 교사 두 집

단 모두 1순위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뽑았고, 2순위로 학부모는 대

안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학력인정을 교사는 대안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각각 꼽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종민 외 2014). 또한 한국 교육개발

원에서 실시한 대안학교 학부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가 대안학교의 학

부모 31.2%는 수업료가 비싸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미인가 대안학교의

학부모의 경우 51.6%가 수업료가 비싸다고 응답해 실제적으로 인가 대

안학교와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체감하는 재정적 부담에 차이가 존재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이혜영 외 2009).

2014년 교육부는 「대안교육시설 법제화」시도와 함께 「2014년 미인

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조사 결과」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미인가 대안학교

들의 고액 학비 구조를 공식적으로 지적한 일이 있다. 교육부의 이러한

발표는 즉시 한국기독교대안교육연맹(기대연)의 반박으로 이어졌다. 기

대연은 ‘기독교 대안학교는 공교육과 상생하며 다문화가정, 탈북청소년,

학습부진 학생 등 공교육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을 감당해

왔다. 교육부의 대안학교 학비를 교육비가 아닌 고비용과 고가 등의 단

어를 사용하여 경제 상품 같은 인식을 주었다’고 밝히며 교육부의 편향

된 지적에 매우 유감을 표했다. 당시 교육부에서 지적한 대안학교의 연

평균 620만원 고비용 문제도 「2011년 진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

에 따르면 대한민국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초등학생 637만원, 중학

생 643만원, 고등학생 845만원이며 사교육비를 포함하면 경비가 추가로

늘어나는 점을 들어 기대연에서는 모든 경비를 포함한 대안학교의 620만

원 교육비가 정부와 대안학교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 교육을 하

고 있는지 교육 당국에 반대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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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행 연구

대안학교 관련 연구에 앞서 선행연구를 살펴보자. 먼저 1990년대에

대한민국에 대안학교가 등장한 이후 2000년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대안학교 관련 연구들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을 통해 수집

하고 분석해 보았다. 대안학교 관련 논문 분석은 2000년 이후 게재된 ‘학

위논문’과 ‘학술지’ 큰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연구를 수집하고 차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게재된 ‘대안학교’ 관련 학위

논문은 총 25,630건이었으며 학술지 논문은 7,316건으로 확인 하였다.

대안학교 관련 학위논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체 25,530편의 관련

논문 중 제목에 ‘대안학교’가 명시된 논문 389개를 집중분석하였다. 전체

389개 논문은 기타유형을 포함한 총 22가지의 유형으로 다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대안학교 교과관련 연구가 65편(16.7%), 기독교 대안학

교 연구 39편(10.0%), 특성화 대안학교 연구는 37편(9.5%), 대안학교 실

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32편(8.2%), 대안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

관련 연구는 32편(8.2%), 도시형 대안학교 연구 24편(6.2%), 다문화 및

북한 이탈 청소년 관련 대안학교 연구 21편(5.4%), 위탁형 대안학교 연

구 20편(5.1%), 대안학교 교육 만족도 연구 14편(3.6%), 대안학교학생 진

로 및 자립 연구 13편(3.4%), 대안학교 교육경험 관련 연구 9편(2.3%),

대안학교 사례연구 8편(2.1%), 대안학교 교육정책 및 제도화 연구 7편

(1.8%), 대안학교 교사 및 교장 관련 연구 7편(1.8%), 대안학교 기숙사

및 시설공간 연구 7편(1.8%), 대안학교 학부모 연구 5편(1.3%), 부적응

및 중도탈락생 관련 대안학교 연구 5편(1.3%), 대안학교 생태주의 및 환

경교육 관련 연구, 국제화 대안학교 연구 4편(1.0%), 대안학교 모형개발

연구 3편(0.8%), 대안학교 졸업생 연구 1편(0.3%), 그리고 기타 대안학교

관련 연구가 32편(8.2%)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대안학교 관련 학위논

문 선행연구 분류결과를 아래 [표Ⅱ-9]에 제시한다.

13) 국민일보(2014.07.02.) 교육부, 대안학교 고비용 지적 기독대안학교들 “사실

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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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9] 대안학교 관련 학위논문 389편 분류결과

대안학교 관련 연구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교과 관련 연구는 총

65편으로 이를 교과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미술이 16편(24.6%),

수학과 음악이 각각 8편(12.3%), 영어 7편(10.8%), 과학 6편(9.2%), 체육

5편(7.7%), 국어와 사회가 각각 3편(4.6%), 무용과 중국어가 각각 2편

(3.1%), 나머지 고전문학과 역사, 댄스, 컴퓨터, 가정 교과 논문이 각각 1

편(1.5%)인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국제화 대안학교 연구는 총 4편으로 남진석

(2009)의 “국제화 대안학교 문화에 관한 질적연구”, 최욱희(2013)의 “중

등 특성화 학교의 스페인어 수업 방안 연구: 국제화대안학교 GVCS를

중심으로”, 서담이(2017) “국제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 교육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그리고 이민지(2017) “생활하는 학생의 학교생활만

연구 주제 게재 논문 수

대안학교 교과 65(16.7%)

기독교 대안학교 39(10.0%)

특성화 대안학교 37(9.5%)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32(8.2%)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 32(8.2%)

도시형 대안학교 24(6.2%)

다문화 및 탈북청소년 21(5.4%)

위탁형 대안학교 20(5.1%)

교육 만족도 14(3.6%)

진로 및 자립 13(3.4%)*

교육경험 9(2.3%)

사례연구 8(2.1%)

교육정책 및 제도 7(1.8%)

교사 및 교장 7(1.8%)

기숙사 및 시설공간 7(1.8%)

학부모 연구 5(1.3%)

부적응 및 중도탈락생 5(1.3%)

국제화 대안학교 4(1.0%)

생태주의 및 환경교육 4(1.0%)

모형개발 3(0.8%)

졸업생 연구 1(0.3%)

기타 32(8.2%)

합계 3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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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연구: 경기도에 있는 비인가 국제형 대안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다. 그 중 국제화 대안학교에 큰 비중을 두는 연구는 남진석과 서담이

의 논문이 전부였다. 또한 대안학교 졸업생 관련 학위논문 연구는 장인

진(2010)의 “대안학교 졸업생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시

위탁형 대안학교 고등 통합과정 졸업생을 중심으로”가 유일했다.

두 번째로, 대안학교 관련 학술지 논문은 전체 7,316편이었으며 논문

제목에 ‘대안학교’가 명시된 논문이 104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4개

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표Ⅱ-10] 참조). 학술지 논문

의 구분 역시 학위논문과 동일한 21가지 분류로 설정하였다.

결국 전체 104개 학술지 논문 역시 국제화 대안학교 논문을 제외하고

총 21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대안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 관련 연구는 13편(12.5%), 기독교 대안학교 연구 12편

(11.5%), 대안학교 기타 연구는 12편(11.5%), 특성화 대안학교 연구가 9

편(8.7%), 다문화 및 북한 이탈 청소년 관련 대안학교 연구 9편(8.7%),

대안학교 교과관련 연구가 7편(6.8%), 대안학교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와 부적응 및 중도탈락생 관련 연구가 각각 5편(4.8%), 대안학교학

생 진로 및 자립 연구와 대안학교 교사 및 교장 관련 연구가 각각 4편

(3.8%), 대안학교 모형개발 연구, 대안학교 교육경험 관련 연구, 대안학

교 교육정책 및 제도화 연구, 그리고 도시형 대안학교 연구들이 모두 각

각 3편(2.9%), 대안학교 학부모 연구, 위탁형 대안학교 연구, 대안학교

생태주의 및 환경교육 관련 연구, 교육만족도, 시설공간 연구들은 모두

각각 2편(1.9%), 대안학교 졸업생 연구와 사례 연구는 각각 1편(1.0%)으

로 나타났다.

특별히 ‘대안학교’가 제목에 명시된 학술지 논문 104편에는 본 연구자

가 다루고자 하는 국제화 대안학교 관련 연구가 한 편도 없었다. 대안학

교 졸업생 관련 논문은 김영화(2010)의 “대안학교 졸업생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 편과 기독교 대안학교 연구로 분류된 함영주

(2015)의 “기독교 대안학교 졸업생들의 교육성과에 대한 질적연구-딜레

마 내러티브 분석을 중심으로” 단 2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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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0] 대안학교 관련 학술지 논문 104편 분류결과

제 2 절 국제화 대안학교

1. 정의 및 기원

국제화 대안학교(Internationalized Alternative School)란 대안학교의

설립이념과 운영방향에 충실하면서도 그 교육내용에 있어서 지식기반사

회로 급격하게 이동하는 국제화 추세에 걸맞은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교육으로서, 언어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과 글로벌 문화 이해

연구 주제 게재 논문 수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 13(12.5%)

기독교 대안학교 12(11.5%)

특성화 대안학교 9(8.7%)

다문화 및 탈북청소년 9(8.7%)

대안학교 교과 7(6.8%)*

부적응 및 중도탈락생 5(4.8%)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5(4.8%)

진로 및 자립 4(3.8%)

교사 및 교장 4(3.8%)

모형개발 3(2.9%)

교육경험 3(2.9%)

교육정책 및 제도 3(2.9%)

도시형 대안학교 3(2.9%)

학부모 연구 2(1.9%)

위탁형 대안학교 2(1.9%)

생태주의 및 환경교육 2(1.9%)

교육만족도 2(1.9%)

시설공간 2(1.9%)

사례 연구 1(1.0%)

졸업생 연구 1(1.0%)

기타 12(11.5%)

합계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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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강화하는 교육, 지구촌 평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교육 기관

이라고 볼 수 있다(남진석, 2009).

대한민국에 등장한 국제화 대안학교의 기원은 2000년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세계적 교육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한 대한민국 정부의

조기유학 허용조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조기유학 전면 허용조치는

대한민국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조기유학 열풍이라는 큰 반향

을 일으켰다. 또한 이러한 조기유학의 열풍은 학생들의 출국뿐 아니라

매년 약 1만 명 이상 2007년부터는 2만 명 이상의 귀국학생들을 발생시

켰다(교육부, 2008). 더 나아가서 조기유학을 위한 막대한 비용 지출과

기러기 가정의 등장, 아이의 정체성 상실, 귀국 후 국내학교 부적응 등의

여러 사회 문제들이 유발되었다. 국제화 대안학교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시대적인 변화 앞에 혼란스런 국가와 사회의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며

시작되었다. 국제화 대안학교 정의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학생들을 조기

유학으로 출국시키지 않고도 국내에서 충분히 국제화 교육과 외국어 능

력 함양, 국내 특화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

고자 하는 교육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남진석은 국제화 대안학교의 문화에 대한 연구에서 특별히 국제화 대

안학교의 기원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등장의 맥락에서 찾고 있다. 이

러한 주장은 앨빈 토플러(2006)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시대에 따라 이동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산업화 이전 군

사력이 국력이었던 시대와 경제력이 국력이 된 산업화시대, 그리고 정보

화 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식과 정보의 수준이 국력이 된 것을 의미한다.

지식기반사회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지식이 갖는 가치가 창출하는 부가

가치가 가장 높은 사회를 뜻하며 이러한 지식 기반사회의 등장은 전통적

인 산업화 시대의 학교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온 것이다.

첫째로 학교는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충분히 배양하여 사회

각계각층에 공급하여야 한다. 둘째로 현대사회의 생태학적인 관심

은 지식의 넓은 바탕위에 질 높은 교육을 베풀 것을 학교에 요구

하고 있다. 셋째로 현대의 포스트 모던한 산업사회의 취업기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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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삶의 조건은 학교에 교육자체가 이에 상응한 질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대는 인류역사상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심각하게 경제적

가치 척도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어서 학습

한 결과로 획득하고 지배하게 되는 지식이 높은 경제적인 가치로

가능할 수 있는 것들만이 인기 있고 비싸게 팔리고 있다. 그 일환

으로 공교육에서의 영어교육의 시기가 점점 더 앞당겨 지고 있으

며 공사립을 막론하고 원어민 교사의 채용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오인탁외, 2006.16-19, 재인용 남진석, 2009).

이와 같이 시대적 변화 앞에 당시 대한민국 교육수요자들의 요구 또한

새롭고 다양하게 변화하며 대안학교 중에서도 새로운 개념의 국제화 대

안학교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지식기반사회 및 국제화 사회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수요는 비단 대안교육·학교뿐만 아닌 교육부를 중심으로 하

는 공교육에도 역시 새로운 시대를 위한 능동적 반응과 대처를 불러일으

킨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2006년 교육부는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종

합대책(2006-2011)」을 발표하여 21세기 국제화 지식정보화 시대 세계

공용어 영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서 수준별 수업, 영어교사 양

성, 선발, 연수체계 개선, 영어 원어민 교사 및 보조교사의 단계적 확대

배치,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활성화, 영어체험 기회 확대 등을 주장했다.

2009년에는「교육과학기술부가 기획한 영어교육질제고 및 격차해소 방

안」을 통하여 초등학교 영어수업시간 확대,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학

생용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시행, 초·중·고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집중연

수, 영어로 수업 가능한 초등교사 양성 교육과정 강화를 이야기하며 대

한민국의 글로벌 인재를 키운다는 것에 집중하였다. 최근 2011년에는

<영어교과 공통 교육과정 소개>에서 영어과 목표를 설명하면서 지구촌

세계에 따른 국가 간의 교류와 밀접한 연결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지

식 정보화 사회를 위한 지식 생산과 전달 능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영어가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언어로써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

고 있다.



- 39 -

국제화 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 목표와 과정, 그리고 환경이라는 수요

에 대안학교가 능동적이고 빠르게 대처하여 등장한 결과가 바로 대한민

국의 국제화 대안학교인 것이다. 최근에는 국제화대안학교를 표방하는

미인가 학교들의 무분별한 설립에 따라 교육부는 「고가 국제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등 특별점검」에 나서는 등 관리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미인가 대안학교들의 현황 파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자는 국제화 대안학교에서도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과 그 현황이

비교적 뚜렷하게 파악되고 있는 기독교계열의 대안학교 및 2014년 정부

의 검토를 받은 대안학교들을 중심으로 하여 2017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제화 대안학교의 현황들을 아래 [표Ⅱ-11]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해

당 표를 통해 국제화 대안학교들의 명단과 홈페이지 주소, 인가여부, 설

립연도 및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에는 기숙형학교가 아닌 통학형

학교와 도시형 학교도 포함되어 있으나 국제화 교육을 추구하는 대안학

교라는 공통된 모습에 착안하여 함께 현황에 제시하였다.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중에 본 연구자는 2014년 교육당국의 「미인가 대안학교 특별

점검」으로 고발 및 시정명령을 받은 국제화 대안학교들이 현재까지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음은 물론 양적이고 동시에 질적인 성장까지 이루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미인가 대안학교 자료수집을 위해 교육부의 자료 및 대안학교연맹 그

리고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의 자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설되거나 폐교된 미인가 대안학교의 확인에는 여러 난관이 있었다. 특

별히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미인가 대안학교들 중 상당수 학

교들이 학교연혁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서 조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국제화 대안학교 현황파악을 수행하면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교육당

국과 대안학교 사이의 간극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이는 2014년 교육

부의 「미인가 대안학교 특별점검」에서 법적 시정 조치를 받은 학교들

이 교육부의 조치를 충실히 따르지 않은 것은 물론 교육부 역시 지속적

인 관리를 포기한 모습이었다.

남진석의 2009년 국제화 대안학교 연구에 따르면 2009년 6월 당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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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였던 국제화 대안학교는 2017년 11월 현재 55개에 달아는 것으로 파

악되었고 국제화 대안학교들의 과반에는 기독교대안학교들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점은 향후 국제화 대안학교와 기독교대안학교

가 가지는 관계와 의미를 도출하는 연구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함영주(2015)에 따르면 국제화 대안학교의 과반을 이루는

기독교대안학교들이 최근 대내외적인 위기극복을 통하여 큰 성장을 이루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폐교되는 기독교대안학교의 증가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급성장하는 기독교대안학교의 숫자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는 점이었다. 또 박상진(2015)의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대안학교는 2011

년에는 16개 2014년에는 38개가 폐교되었지만 2005년 59개였던 기독교

대안학교의 총 숫자는 2001년 121개, 2014년 169개로 늘어난 것으로 집

계되었다. 이는 기독교대안학교가 갖는 태생적 정체성과 국제화라는 시

대적 교육수요가 새로운 학교형태로써 기독교대안학교의 등장은 물론 괄

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다. 앞으로 국제화 대안학교의 총체적 현황파

악과 모범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 또한 필요할 것이다.

[표 Ⅱ-11] 국제화 대안학교의 현황

학교명 홈페이지 설립연도 지역

강남국제학교(GIS) igish.kr 2012 서울

광성드림학교 ksdream.net 2006 경기

그레이스아카데미 grace.sc.kr 2004 인천

글로벌리더스기독학교 glcs.co.kr 2008 경기

글로벌선진학교(GVCS음성) gvcs-es.org 2003 충북

글로벌선진학교(GVCS문경) gvcs-mg.org 2011 경북

꿈의학교 dreamschool.or.kr 2002 충남

경기글로벌스쿨 ggs.or.kr 2009 경기

기독사관학교 hcs.kr 2007 광주

나드림 미션 국제학교 nadrim.org 2006 부산

드림국제학교 dreamin.or.kr 2005 부산

등대글로벌스쿨 lcs.or.kr 2010 경기

별무리학교 bmrschool.net 2012 충남

베세토국제학교 besetoschool.net 2013 경기

벨국제아카데미 bellschool.or.kr 2006 충남

부산로고스국제크리스천스쿨 blics.org 2013 부산

빅하트크리스찬스쿨 bhcs.co.kr 2005 경기

삼광국제기독학교 sicschool.org 2006 경기

새로남기독학교 srnschool.org 2013 대전

샘물중고등학교 smca.or.kr 2009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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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닮글로벌중고등학교 2018년 3월 개교 예정

국제화대안학교의 정체성은 김선옥(2003)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안교

육백서(2007)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기숙형(전교생 기숙사 생활), 전원형

(대도시에서 떨어진 곳 위치), 비인가형(학력인증이 안됨), 통합형(초·중·

고), 국제화(영어로 진행하는 수업환경)라는 특성을 지닌 대안학교로 규

정되고 있다(남진석, 2009). [표Ⅱ-11]에서 파악한 총 55개의 국제화 대

안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각종학교로 인가받은 국제화 대안학교 총 4곳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 sicacademy.org 2011 서울

세품국제크리스천스쿨 sics.or.kr 2013 광주

스프라웃(CSIS) 국제학교 withcsis.com 2006 경기

시내산중고등학교 sinaesanschool.kr 2012 충남

시냇가에 심은 학교 esisim.kr 2009 전북

안성베일러국제학교 valor.co.kr 2017 경기

언약글로벌기독학교 cgcs.or.kr 2016* 경기

예닮글로벌중고등학교 yga.or.kr 2018* 강원

예일크리스천국제학교 cleanweb,kr 2009 경기

예뜨랑아카데미 yettrang.org 2005 전남

요한기독학교 yohanschool.com 2008 서울

용인글로벌기독학교 ygcs.co.kr 2009 경기

유콘국제학교 euconkorea.org 2009 경기

월광기독학교 wkd.or.kr 2014 전남

웨일즈아카데미 kwics.kr 2008 경기

자유학교 ptdaekwang.or.kr 2016 경기

정원국제학교 gics.or.kr 2008 경기

제자크리스찬스쿨 jjcs.or.kr 2008 경기

조은국제학교 joeunis.org 2012 경기

지우국제학교 jcis.or.kr 2006 충남

킹스기독국제학교 kingsicschool.co.kr
2016*

031.915.0591
경기

태화기독국제학교 thcis.com 2007 경기

트리니티아카데미국제학교 tais.kr 2016 경기

하누리 국제학교 ihnuri.net 2005 부산

한강국제크리스천학교 hics.kr
2016*

031.991.0397
경기

한국국제크리스천학교 kicschool.org 2004 인천

한국기독국제학교 isancs.com 2005 경기

한동글로벌학교 his.sc.kr 2011 경북

헤이븐기독학교 haven.or.kr 2008 경기

힘스기독국제학교 thehimschool.org 2014 전남

BIS캐나다 biscanada.net 2008 서울

ICS국제학교 ics.or.kr 2014 서울

SDC(세광)인터네셔날스쿨 sdcschool.kr 1995 서울

TLBU글로벌학교 gs.tlbu.ac.kr 2008 경기

WCA wcacanada.com 2012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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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인가받은 각종학교들은 아래 [표 Ⅱ-12]에서 다

시 확인할 수 있다.

[표 Ⅱ-12] 인가받은 국제화 대안학교 현황

*예닮글로벌중고등학교: 2015년 인가 허가, 2018년 3월 개교 예정

제 3 장 연구 방법 및 설계

제 1 절 연구 대상

1. A학교 소개

본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A학교는 2003년 기독교 가치관

아래 영어로 수업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로 문을 열었다. 2017년 현재는

이후 교육부의 인가를 취득하여 대안학교(각종학교)로써 그 분류가 명시

되어 있는 학교이다. 또한 A학교는 2011년 기독교 계열 국제화 대안학

교로써 역시 대안학교(각종학교)로 교육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두 번째

캠퍼스를 국내에 운영 중에 있으며, 2015년에는 미국에 제 3 캠퍼스를

설립하여 꾸준히 운영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A학교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 및 국제화 대안학교 중에서도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학교임을 확인할 수 있다.

A학교 설립 배경은 교육의 다양성 충족, 조기 유학생과 귀국 유학생

지역 학교명
설립

구분

설립

연도
소재지

충북 글로벌선진학교음성캠퍼스(중·고 통합) 사립 2003 음성군

경북 글로벌선진학교문경캠퍼스(중·고 통합) 사립 2011 문경시

경기 TLBU글로벌학교(중·고 통합) 사립 2008 고양시

경북 한동글로벌학교(초·중·고 통합) 사립 2011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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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소외계층을 위한 대안교육,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 바탕의 절대평

가교육이라는 네 가지 배경에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A학교 설립배경

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았다.

첫째, 획일화된 공교육에 다양성을 제시하고 인식적 교육에만 치중하

는 교육에서 탈피하여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감성적, 운동적 교육 영역

의 필요성을 깨닫고 선택적 다양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둘째, 교육의 선택적 다양성 중에서도 특별히 90년대 후반 급증하는

미국 유학생과 그들이 연간 4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는 국가적

손실과 조기 유학생이 중도 탈락하여 귀국하였을 경우 적절한 교육을 받

을 수 없는 국내환경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셋째, 사회경제적 신분의 격차로 발생하는 소외계층에게도 교육의 평

등권을 제공하고 더욱이 글로벌 교육의 혜택을 제공하여 세계적인 비전

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넷째, 건강한 기숙사 생활을 통하여 감시, 감독하지 않아도 자율적이고

이타적인 학습 공동체교육을 제공한다(A 학교 홈페이지).

[그림Ⅲ-1] A학교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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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 A 학교 교육특징 [1캠퍼스]

교육특징 세부사항

1.교과 교실제 및

집중 이수제

(Intensive Credit

Program)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실 전문화

-영어, 수학, 태권도, Global Language, AP과목 등 연간

이수제를 제외한 교과 학기 집중 이수제 수업

2.중학교 기초기반

교육(Strong

Educational

Foundations)과

고등학교 진로별

선택 교육

-국어, 영어, 수학, Global Language 기초실력 배양 강화

-과학, 사회 탐구영역 기초기반 개념 이해

-독서인증제 (인문학적 기본소양 강화, 모든 교과 필독서,

추천도서 활용)

3.뿌리 깊은

영성교육(Insightful

Spiritual Training)

-주일예배, 생활관 방별 기도회, 새벽기도회, 소그룹 제자훈련,

금요기도회, 학생헌신예배, 성경과목수업, 특별 영성집회,

영어예배, 학년별 수련회

4.관계능력

향상교육(Interperso

nal Relationship

Skills)

-CPE Movement

-기숙사 생활

-학교가족제도(School Family)

-전문상담 & 또래상담

-캠퍼스 대항 정기 체육대회

-School Community Participation

5.수월성

교육(Excellence

Education)

-Honors & AP Class

-학습부진 보충교육(Make-up Class)

-Peer Tuturing

-독립적인 ELA프로그램 운영

6.민족정체성

교육(Cultivating

National Identity)

-전교생 태권도 교육 강화(2-3단 의무)

-근대사 집중교육

-통일 교육

-근현대사 주요 사적지 현장 체험학습

-아시아와 지구촌을 위한 우리 민족의 사명감 교육

7.글로벌

교육(Global

Education)

-글로벌 국제학교간의 포럼 주최 및 참가

-외국 자매학교간의 교류 활동

-국제자원봉사활동

-다양한 행사 영어통역 봉사

-주요과목 영어수월성 교육

Global Language 선택 수업: 중국어, 스페인어, 독일어

8.창의성 함양 및

체험교육(Creative

and Experienced

-연구조사 발표식 수업

-토론/프로젝트 위주의 수업

-지역사회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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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자가 국내의 여러 국제화 대안학교 중에서 A학교 및 A학교 졸

업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이유에 있다.

1) 학교 인가 여부

첫 번째로, 앞서 국내 대안학교들의 법적 근거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

이 현 대한민국의 대안학교들은 제도권의 안과 밖이라는 기준점을 통해

인가 대안학교와 미인가 대안학교, 혹은 위탁형 대안학교로 구분 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자는 연구학교 선정에 있어서 위탁형 대안학

교를 제외한 미인가 대안학교와 인가받은 대안학교를 연구학교로 고려하

였다. 이는 설립초기에는 미인가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지나 인가를 취

득한 A학교가 이 둘을 모두 포괄하는 학교임을 알 수 있었고 본 연구를

위한 최종 연구학교로 선정하였다. 연구학교 선정에 있어서 연구자가 고

Education) -과목별, 학년별 현장 체험학습

9.특기적성

행복교육(Extracurri

cular Activities)

-1인 1악기 교육

-봄/가을 축제

-중학교 스포츠 클럽활동

-전국 순회 청소년 예술제

-다양한 동아리 활동(1인 1동아리)

-자연친화 교육(생활관 층별 텃밭 가꾸기)

10.미래를 준비하는

교육(College &

Career Guidance

Counseling)

-진로, 진학 캠프

-맞춤식 진로, 진학지도 및 상담

-10~12학년 전문 진로 진학 상담교사제

-특기적성검사 및 성격검사

-개인의 소질, 능력, 상황에 맞는 진로 진학지도

-경제적 배경과 미래 비전을 고려한 맞춤식 진학지도(국내,

아시아, 미국, 유럽 등)

11.장학제도(Scholar

ship and Financial

Aids)

-주님의 인재를 키우는 학교만들기 10만 구좌

모금운동(비전트리)

-목회자, 선교사 자녀의 특별 장학 지원

-경제적, 사회적 약자 장학 지원

-다양한 장학지원 개발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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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세 가지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일반 학교 수업과 병행 운영되는 위탁형 대안학교는 기존 공교

육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미인가 대안학교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 및 영향력 밖에 학교가 존

재하기 때문에 연구를 위한 접근과 분석이 힘든 것은 물론 일반화에 어

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 셋째로 인가 대안학교는 단위 학교별 그

비전과 교육방침이 크게 다르고, 교육당국의 대안학교 정책 적용이 단위

학교별 그 비전과 교육방침에 따라 또 다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교

육당국의 대안학교 정책 적용이 단위학교별로 상이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제각기 다른 설립배경과 목적, 그리고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들 중에서도 제도권 안과 밖에서 모두 운영된 경험을 가지

고 공교육과 차별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A학교를 선정하게 되었다.

대안학교 졸업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그들의 경험적 평가를 통해 공교

육과 차별된 대안학교 교육을 분석하기 위해서 A학교와 A학교 졸업생

들은 매우 훌륭한 이점을 가진 연구학교이며 연구 참여자였다.

A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3개의 캠퍼스들의 인가여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캠퍼스는 2003년 설립 당시 미인가 대안학교이자 제도

권 밖 대안학교로 시작되었다가 이후 8년 뒤인 2011년에 정부의「각종학

교 대안학교 법」기준을 통과하여 인가를 취득한 제도권 안의 대안학교

가 되었다. 각종학교 기준으로는 1캠퍼스가 위치한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초·중등 대안학교 법 60조 3항」에 의한 각종학교 정식인가였으며, 현

재는 인가 대안학교로 등록되어 약 403명의 학생들과 87명의 교사들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다.

A학교 2캠퍼스는 2011년 개교되었는데, 1캠퍼스와 달리 설립 당시부

터 「각종학교 대안학교 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이는 학교 설립

단계에서부터 인가 대안학교 지정을 목표로 하였으며 해당 교육청으로부

터 인가를 받아 개교하게 된 경우다. 1캠퍼스와 1캠퍼스 양교 모두 상위

동일한 기독교재단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기독교대안학교이자 중·고등

기숙대안학교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국제화 대안학교로 특성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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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형의 대안학교이다. A학교 제 2캠퍼스의 공식인가 여부는

2012년 11월로 2캠퍼스가 위치한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역시 「초·중등

대안학교 법 60조 3항」에 의해 각종학교 대안학교로 정식인가를 받았

다. 현재는 370여명의 학생들과 66명의 교사들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2015년 개교한 A학교의 제 3캠퍼스는 기존 A학교의 1, 2캠퍼스와 역

시 동일한 재단아래 동일한 교육목표 및 비전으로 설립되고 운영되어지

는 학교지만 미국에서 운영 중이라는 차별점이 있다. 따라서 3캠퍼스는

A학교의 세 번째 캠퍼스이자 국제화 대안학교이면서도 국내 제도권의

범주와는 거리가 있다. 3캠퍼스는 국제기독교학교협회(ACSI) 회원학교로

써 차별된 학교 인증 및 코드를 획득하여 운영되고 있다. 2015년 8월에

정식 개교하였으며, 2017년 현재는 50여명의 학생들과 30여명의 교직원

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학교 운영 실적과 사회적 영향력

A학교 졸업생 선정의 두 번째 이유에는 먼저 A학교의 운영실적에 있

다. 현재 국내 인가 및 미인가 대안학교를 모두 통틀어 A학교가 보여주

고 있는 성장은 가장 주목할 만하다. 캠퍼스도 없던 강원도 산골에서 시

작한 미인가 대안학교가 10여년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

가 대안학교로 자리 잡았다는 점은 국내 국제화 대안학교들을 선도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안학교의 유형으로써 선도적인 선구자 역할과 롤모델

(Role Model)의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A학교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이 A학교를 연구학교로 선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기독교가치관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운영 중인 A학교는 현재 대한민국 대안학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 진다. 특별히 최근 국내에서 급격히 성장한 국제화

대안학교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과반 이상의 학교가 A학교와 같은 기독

교라는 종교적 배경의 미션스쿨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A학교가

새로운 대안학교의 성공적 케이스로 인정받았으며, 현재 국내 국제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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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교 설립 열풍의 시초가 되었다고 보여 진다.

국제화 대안학교로써 A학교가 가지는 교육목표는 “새로운 교육을 제

공하여 미래통일한국을 이끌어갈 민족지도자를 교육시키고, 더 나아가

전 세계 100억을 상대할 수 있는 글로벌인재 양성”이라고 표기하고 있

다. 실제로 2017년 현재 1,000명이 넘는 동문들을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홍콩,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세계 유수대학에 진학하여 학교가 이루고자 하는 교육 목표를

상당부분 실현하는 동시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별히 2017년에

는 A학교 졸업생들이 국내 명문대학 진학은 물론 전체 졸업생의 40%가

아이비리그 대학을 포함한 미국 50위권 명문대학 입학 및 약 70억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수여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및 매스컴 기사를 통해 공식

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A학교가 국내에 일고 있는 대안학교 ‘국제화’ 바

람의 선도 주자이자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학교라고 판단되었다. 더 나

아가 A학교는 이제 대한민국 대안교육계는 물론 공교육에도 새로운 학

교 모델이자 획기적인 성공 모델로써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반학교와

차별된 교육성과를 졸업생들의 교육경험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

은 일반학교에도 의미 있는 제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상호 신뢰(Rapport) 여부

연구학교로써 A학교를 선택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상호 신뢰의 여부

에 있다. 본 연구는 특별히 심층 질적 연구로써 국제화 대안학교 졸업생

들을 연구자가 직접 찾아가 한 명씩 대면함은 물론 심층면담을 통해 심

층적인 질적 연구를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연구자와 연구 참

여자간의 관계와 상호신뢰를 중요히 했다. 이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관계가 서먹하거나 어색할 경우 연구 참여자가 스스로 면담에서 이

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Hyman et al,

1954, Seidman, 2006 재인용, 박혜준 외 2009 공역). 심층 면담을 수행하

기 전에 양질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마치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간



- 49 -

접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이를 정도로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흔쾌히 진솔하게 들려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야하기 때문이다

(Seidman, 2006, 전영국, 2017 재인용). 충분한 라포(Rapport)가 형성되었

을 때, 연구 참여자들이 날 것 그대로의 생생한 이야기를 연구자에게 나

누는 것은 물론 깊은 이해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연구 참여자의

인식을 연구자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 따

라 본 연구자는 국내 국제화 대안학교 A학교를 연구학교로 그리고 A학

교 졸업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자가 가지는 국제화 대안학교 A학교와의 특별한 라포는 크게

세 가지이다. 가장 먼저, 연구자 본인이 A학교의 2003년 1회 입학생이자

2006년 1회 졸업생으로써 A학교의 교육을 직접 체험하였음은 물론 그

시작과 현재에 대한 깊은 사전 지식을 가지고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다

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본 연구자는 국제화 대안학교 A학교에서 2년간

진로진학지도 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이는 학교의 최근 현황과 비

전을 잘 알고 있으며 재학생들은 물론 교사들과의 사전 라포 가지고 있

다는 점이다. 마지막 세 번째, A학교의 총동문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1,000여명의 동문들과 꾸준한 라포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매년 열

리는 A학교 동문대회 및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A학교

동문들과 접촉하고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긴밀한

라포를 보유한 점이다.

2. 연구 참여자 소개

앞서 말한 것처럼, 국제화 대안학교 연구를 위해 A학교를 연구학교로

A학교의 졸업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A학교에서 받은 교육경험

에 대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는 동시에 국제화 대

안학교라는 새로운 학교 유형의 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

기 위해 A학교 졸업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국내 대안학교 연구가 정책이나 현황 또는 학교 시스템에 관한 연구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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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이루었기에, 반대로 질적이고 심층적인 대안학교 연구와 대안학교

교사, 행정가, 그리고 학생의 입장과 생각을 깊이 들여다보는 연구는 부

족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화 대안학교 졸업생들이 졸업 후 국제화 대안

학교에서 받았던 교육경험들을 돌아보고 평가해 볼 수 있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 지금까지와는 차별된 연구 성과 및 제언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A학교 졸업생들을 본 연구의 대상자이자 참여자로 선정한 이후에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 참여자 모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지난 2004년 동창이라는 인맥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인을 만들어간다는

목적으로 개설되어 전 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소셜 네트워크 F웹사이트

를 연구 참여자 모집에 적극 활용하였다. 2016년 기준 15억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SNS 웹사이트에는 A학교 또한 2011년부터 운영하

고 있는 동문 그룹 페이지가 존재했고, 2017년 7월 기준 1,000여명의 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본 연구자는 A학교 1회 동문이자 교사로서 그룹

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고 있었기에 300명 이상의 A학교 동문들과

개별 메시지, 전화, 글을 게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유·확보하고 있었

다.

SNS를 통한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 이후에는 A학교 동문들

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연구에 대한 소개는 반드시 모집 공고

에 긍정적인 참여의사 반응을 보이는 졸업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

다. 이후에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동문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연구 참여

자용 동의서를 전달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본 연구자는 A학교의

2006년 1회 졸업생부터 2017년 12회 졸업생까지 총 12명의 졸업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확보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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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 연구 참여자 인적사항(가명)

구분 이름 성별 나이 졸업학교 직업

1기 강수철 남 31 제 1 캠퍼스 종교인

2기 권태준 남 30 제 1 캠퍼스 회사원

3기 이수진 여 29 제 1 캠퍼스 자영업

4기 김동욱 남 28 제 1 캠퍼스 회사원

5기 이원상 남 27 제 1 캠퍼스 프리랜서

6기 양희영 여 26 제 1 캠퍼스 회사원

7기 박인애 여 25 제 1 캠퍼스 대학생

8기 김성현 남 24 제 1 캠퍼스 대학생

9기 박경태 남 23 제 1 캠퍼스 군복무

10기 오명철 남 22 제 2 캠퍼스 대학생

11기 강지성 남 21 제 2 캠퍼스 대학생

12기 장한나 여 20 제 2 캠퍼스 대학생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명 모두 국내 국제화 대안학교 A학교의 졸업생으로 연령은 1기 졸업생

31세부터 12기 졸업생 20세까지이다. 이들은 A학교를 갓 졸업하고 성인

이 된 새내기 대학생부터 사회에 나가 이미 상당한 직장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인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남성의 비율이 66%로 대등한 비

율의 혼성 연구 참여자 확보를 이루었으며, 기혼자는 한 명이었다. A학

교가 국내에 두 곳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기에, 졸업학교를 표기하였다.

가장 최근 A학교를 졸업한 11기와 12기는 A학교 제 2캠퍼스 졸업생이

었고 나머지 10명은 모두 A학교 1캠퍼스 졸업생으로 구성되었다. 표에

는 나와 있지 않지만, 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 12명 중 7명은 해외 대

학에 진학하여 졸업 및 현재 진학 중이었으며, 나머지 5명은 국내 대학

에 진학하여 역시 졸업 및 재학 중이었다.

제 2 절 자료 수집 및 분석

1.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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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2달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주된 자료수집방법으로는 12명의 연구 참여자와 개

별면담이었다. 면담 전 사전에 연구자가 제작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연

구 참여자들에게 제공하였으며, 면담 시에도 역시 같은 질문지를 바탕으

로 연구 참여자들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후에는 면담 자료를 직

접 연구 텍스트로 작성하였다. 자료수집 과정 설명에 앞서 연구의 객관

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자가 실시한 연구 참여자의 모집방법

을 더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위에 밝힌 것처럼, 연구 참여자 모집은 2004년 개설된 세계적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 졌다. A학교 역시 해당 사이트에 2011년

부터 개설 및 운영하고 있는 A학교 동문 그룹 페이지가 있었다. 2017년

7월을 기준으로 A학교 동문 그룹 페이지에는 약 1,000여명의 회원이 활

동하고 있었다. 본 연구자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연구 승

인을 받은 즉시 A학교 동문 그룹 페이지 및 웹사이트에 공지 글을 게재

하였다. 이를 통해 동문들의 연구 참여의사 반응을 확인하고 긍정적 답

변을 보이는 졸업생들만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용 동의서와 안내서를

전달하였다. 이후에는 개별 메시지 전송 및 전화 연락을 취하여 연구 참

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및 확보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해준 A학교 동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

를 진행하였다.

1) 본 연구의 목적과 자료 수집을 위한 면담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심층면담을 위한 정확한 날짜를 협의하였다. 면담장소는 사전 합의 된

카페의 스터디 룸을 대실하여 진행 하였고 장소 및 음료 주문 관련 비용

은 연구자가 제공하였다.

2) 면담은 개별 연구 참여자마다 1회 60~120분의 시간을 소요하였다.

모든 면담은 시작과 동시에 녹음을 실시하였다.

3) 면담 시작 전 연구 참여자의 연구 참여 의사를 재확인하였으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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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서에 서명을 받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4) 질적 연구방법의 반구조화된 연구 질문을 사전 프린트하여 연구 참

여자에게 한 부를 제공하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5) 면담은 연구 참여자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과 후, 그리고 졸업 후라

는 개방코딩을 축으로 중요 키워드별 축 코딩, 최종적으로 새로운 주제

및 범주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선택코딩에 따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에 있어서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과의

사전 라포가 지나친 라포 형성 관계로 이어져 ‘우리’의 관계로 왜곡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신경을 기울였다. 연구 외에 따로 만남이나 연락을 가

지지 않았으며 면담을 위한 질의에서는 연구문제를 문항 그대로 읽어주

는 등의 노력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뢰성 있는

면담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을 통한 자료를 분석하고 면담에 관

한 보고서(논문)을 쓸 때, 연구 참여자에게 완성된 보고서를 공유하였다.

이는 Lincoln과 Guba(1985)가 말한 ‘연구 참여자의 검토과정

(member-checking)’의 과정을 통해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그리고 확

실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본 연구를 검

토하는 권리를 제공하여 분석방향이나 기술에 있어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가 면담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

닌 면담의 내용을 함께 분석하고 결과를 기술하는 과정에도 함께 참여해

야 한다는 Griffin(1989)의 의견에 본 연구자가 전적인 동의와 신뢰를 갖

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자료 수집 과정은 심층 면담에 앞서 사전에 연구

의 목적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정확하고 명확하

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였기에 가능했다. 또한 수집된 연구 자료 및 면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연구 참여자의 의도나 본질이 변형되거나

왜곡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남다른 정성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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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본 연구에는 연구 자료의 심층적 분석을 위해 연구자 본인이 직접 총

12명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녹취록을 전사하였다. 녹취록 전사본은 각각

의 연구 참여자별로 25장에서 30장 분량의 자료로 도출되었다. 이어지는

자료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자는 무엇보다 수집된 전사 자료 텍스트를

반복하여 읽고 숙지하는 과정에 집중하였다. 자료의 행간들을 세세히 읽

고 파악하는 과정이 본 연구 자료 분석 과정의 토대이자 기반이 되었기

에 상당한 시간과 정성을 텍스트의 이해에 할애하였다. 이 후에는 Miles

와 Huberman, Creswell, 그리고 Dey의 분석절차 검토에 따라 개발한 포

괄적 분석절차(이동성, 김영천, 2014)를 활용하였다. 이는 질적 연구에서

질적 자료 분석이 연구자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고 분석절차에 있어 소통

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Milese &Huberman, 2009)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자가 선택하고 시도한 분석 방법이었다. 질적 연구 자료 분석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명료한 분석절차 논의를 위해 개발된 포괄적 분

석절차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본 연구의 자료 분석 절차에 객관성을 높

이고자 노력하였다.

Miles와 Huberman은 3단계 연구 자료 분석절차를 설정하였다. 첫 번

째 단계인 자료 감환(Reduction)에서는 연구 자료 수집에서 활용된 노트

나 전사본에서 나타난 키워드를 선택하여 단순화하고 요약하여 변형하는

과정을 가진다. 그 후엔 자료 전시(Display) 단계로 결론 도출을 위해 조

직화되고 압축된 정보의 조합을 시행한다. 조합을 위해서는 자료에 대한

이해와 연구자로서의 연구 방향 설정과 함께 텍스트, 매트릭스, 그래프,

차트, 네트워크 등을 소개한다. 마지막 3단계 결론도출 및 확인 단계에서

는 연구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의미를 정하는 단계로 결과에 대한 규칙,

패턴, 설명, 인과적 흐름에 주목한다.

Creswell은 질적 연구 자료의 분석을 위해 동시적이고 상호작용적으로

구성되는 나선형 분석 단계를 제시한다. 이는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

그리고 텍스트 작성의 과정이 연결되고 동시적으로 진행되며 연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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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Insight, Intuition, Impression) 에 의존 한다는 것이다.

Dey는 질적 연구 자료 분석을 위한 실용적 접근으로써 5단계의 분석

절차를 제시한다. 이는 ‘자료-현상기술-현상분류-생산된 개념 서로 연결

-이야기’로 구성된다.

이동성과 김영찬은 위의 세 가지 분석 절차를 종합하여 포괄적 분석절

차[표Ⅲ-3]를 구안하였다. 6단계의 분석절차는 표면적으로 선형적이고

순차적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순환적이고 반복적

이며 연역과 귀납의 논리를 오가며 자료를 정제하는 개연적 삼단논법에

기초한다(이동천 & 김영찬, 2014).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음은 물

론 6단계 포괄적 분석 절차[표Ⅲ-3]에 따른 3차 코딩을 충실히 이행하였

다. 절차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객관적인 기술에

따른 연구 결과 도출에 집중하였는데, 연구의 시작에서부터 연구 텍스트

완료까지 12명의 A학교 졸업생 연구 참여자들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진

행될 수 있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표Ⅲ-3] 포괄적 분석절차

단계 관계 세부적 분석절차 및 내용

1단계 ↓ 반복적인 자료 읽기/질적 자료 정리(관리)하기

2단계 ↕ 분석적 메모 쓰기(연구자의 통찰과 반영성)

3단계 ↕ 1차 코딩(코딩을 통한 코드와 범주의 초기 생성)

4단계 ↕
2차 코딩

(추가적 코딩을 통한 새로운 코드와 범주의 관계 파악)

5단계 ↕ 3차 코딩(최종적 코딩을 통한 범주들의 통합 및 주제 발견)

6단계 ↑
연구결과 재현

(시각적 모형, 이론제시, 명제제시, 표, 그림, 내러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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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의 결과

연구의 결과, 국제화 대안학교 졸업생들은 각자 국제화 대안학교 교육

에 대한 본인들만의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자료들은 연구자가 상정한 연구 문제

에 따라 입학 이전의 삶과 진학동기, 교육경험에 인식, 그리고 일반학교

와 차별된 교육성과로 구분된 절을 구축하고 정리하였다.

제 1 절에서는 국제화 대안학교 졸업생들의 A학교 입학 이전의 삶에

대한 이야기와 A학교 입학을 결정하게 된 진학 동기에 대해 살펴본다.

제 2 절에서는 국제화 대안학교 졸업생들이 이야기 하는 A학교에서의

교육경험을 어떤 의미로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제 3 절에서는 국제화 대안학교 졸업생이 A학교에서의 경험을 일반학

교와 비교하여 차별된 교육성과는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

다.

제 1 절 입학 이전의 삶과 진학 동기

이 절에서는 국제화 대안학교 졸업생들의 교육 경험과 교육성과 분석

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 개개인의 배경과 삶에 대한 파악을 통해 심층 연

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일반학교가 아닌 대안학교를 선

택한 학생들의 배경은 어떠하며 대안학교 진학을 통해 얻고자 기대한 것

은 무엇인지 밝혀보았다.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A학교 졸업생들이 이야기하는 A학교 입학 이전 자신들의 삶과 구

체적인 A학교 진학 동기를 확인하고 자세히 분석할 수 있었다.

1. 입학 이전의 삶



- 57 -

본 연구에 참여한 A학교 졸업생들의 입학 이전의 삶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의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A학교 졸업생들이 어

린 시절에 ‘사교육을 많이 받았던 경험’, ‘외국 조기유학 경험’, 그리고

‘국내 학교 부적응 경험’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가. 과도한 사교육 경험

먼저 국제화 대안학교인 A학교 진학을 선택한 연구 참여자들의 입학

이전 삶을 분석한 결과, 가장 먼저 과도한 사교육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A학교 진학 이전의 삶에 대해 자연

스럽게 이야기 하며 동일하게 학원에 대한 스트레스를 언급하고 있었다.

“제가 학원을 엄청 다녔어요. 별거 다했던 거 같아요. 과외도 하고

영어학원도 가고 수학학원도 가고 무슨 집중력 향상학원이랑 속독학원

도 가고 피아노 다니고. 그래서 어렸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거

같아요. 맨날 학교 끝나면 학원가기 싫은데 가라고 계속 하나하나 초

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다른 생각은 아예 할 수 없

을 정도로 다녔어요.” (2기, 권태준)

“부모님이 사교육 학원을 운영하시니까 일단 거기서 영어, 수학, 국

어 다 공부했고 피아노 학원, 발레, 수영, 재즈댄스, 그리고 구연동화까

지 다녔어요.” (7기, 박인애)

“무엇보다 그때 당시에는 A학교를 가면 학원을 안 다닐 수 있겠구

나 생각했어요.” (웃음) (9기, 박경태)

특별히 권태준과 박인애 그리고 박경태의 면담을 보면 A학교 졸업생

들이 A학교 진학 전 과도한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린나이에도 불구하고

큰 고통과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었음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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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어머니가 교육열이 높으셨어. 개척교회 목사님 가정이라서

재정도 많이 어려웠는데 불구하고 많이 뭘 시켰던 거 같다. 학원도 많

이 보내고... (생략) 뭐 미술학원도 보낸 적 있고 피아노학원, 그리고

과외도 몇 개 했고 또 영어 종합학원 이런 거를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어.” (1기, 강수철)

A학교 1회 졸업생인 강수철 역시 본인이 힘든 가정의 재정적 여건에

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많은 학원을 다녀본 경험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

다. 이는 미인가로 시작한 A학교의 1회 입학생들도 높은 사교육 열풍이

불었던 사회전반의 분위기를 경험한 학생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1회 입학생 학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교육적 요구 수준과 열의가 높았다

는 것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나. 외국 조기유학 경험

두 번째로 A학교 졸업생들의 A학교 입학 이전의 삶을 분석한 결과,

총 12명의 연구 참여자중 4명은 이미 초등학교 시절 외국 유학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2000년 국제화 추세와 함께 대한

민국에 뜨겁게 불었던 미국유학 열풍에 부응하고자 시행된 정부의 「조

기 유학 전면 허용」조치에 따른 영향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수의

A학교 졸업생들이 A학교 진학 이전에 이미 해외 유학과 국제화라는 새

로운 변화 앞에 긍정적이고 능동적이었으며 현재의 A학교 재학생들도

여전히 졸업생들과 같은 목적으로 진학하였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었다.

“A학교 입학은 부모님의 권유도 있었지만 제 선택이 컸죠. 초등학교

6학년 때 뉴질랜드로 3개월간 어학연수를 다녀왔어요. 그때 마음껏 뛰

어놀면서 자유롭게 공부하는 그 교육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좋은 기억이 남아 있다가 부모님이 A학교를 소개하면서 보여주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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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팸플릿을 봤는데, 자유롭게 공부하는 커리큘럼, 다양한 예체능 활

동, 해외대학진학 혜택이라는 문구를 보고 제가 먼저 좋다고 가겠다고

했어요.” (2기, 권태준)

“중학교 1학년이 될 때 미국에 갔었어요. 고모부가 계셨거든요. 고모

부집에 있다가 다른 곳에서 홈스테이도 한번 했어요. 1년 후에 한국으

로 돌아왔어요.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5기, 이원상)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 오빠(친오빠)가 6학년일 때, 중국 기숙학

교에 유학을 간 적이 있어요. 한국인이 거의 없고 중국인들을 위한 사

립학교였어요. 친척이 그곳에 살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6개월 만에 돌

아왔어요. (웃음) 왜냐면 그때 사스(괴질병)가 돌았거든요. (웃음) 나중

에 알고 보니 제가 있던 곳은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 아니었지만 부모

님께서 너무 놀라셔서 저희를 바로 다시 데리고 온 거죠. 집에 돌아오

고 나서는 저도 중국에 돌아가기 싫다고 엄청 울었대요.” (6기, 양희

영)

“초등학교 때 필리핀이랑 뉴질랜드로 총 두 번 어학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어요. 제가 누나가 두 명 있는데, 부모님께서는 제가 누나들

처럼 일반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교육 받기를 원치 않으셨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00일보에 ‘영어로 수업하는 기독교 국제학교 A학

교’라고 쓰여 있던 기사를 부모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어요. 저도 가고

싶다고 생각해 서 오케이 했어요.” (8기, 김성현)

이처럼 12명의 연구 참여자 중에서 특별히 권태준과 이원상, 양희영,

김성현이 A학교 입학 전 이미 미국, 뉴질랜드, 필리핀, 중국으로의 해외

유학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들은 A학교 입학 이전

에 경험한 해외유학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먼저 권태준

과 김성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A학교 이전의 유학경험을 이야기 하면

서 더 나아가 이러한 경험이 자신의 A학교 진학 계기에도 상당 부분 영

향을 주었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원상과 양희영은 A학교 진학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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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해외 유학 기간 동안 타지에서의 생활과 학업에 있어서 적응이

힘들었으며 다시 귀국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 국내 학교 부적응 경험

마지막으로 12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A학교

진학 이전의 삶에는 국내 학교 부적응 경험이 있었다. 부적응의 이유와

그 정도는 연구 참여자 별로 각각 상이하였다. 특별히 이들이 국내 학교

부적응 경험을 이야기 위해 사용한 표현 방법에는 흥미로운 차이가 있었

다. 크게 정리하면 1) 학교에서 사고를 쳤다 2) 학교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했다 3)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 세 가지 수준으로 분

류 할 수 있다.

“그 당시에 내가 학교에서 사고도 많이 치고 중학교 때 안 좋은 생

활을 했고 부모님도 다 아셔서 인문계 고등학교만 가라 다른 건 바라

지 않을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인문계까지는 갈 수 있게 했는데

하필 뺑뺑이 결과가 불교학교가 걸린 거야. 불교 사립 진원고라고 사

실 우리 형이 나온 학교인데 형이 그 학교 나오고 나서 여러 면에서

사람이 좀 부정적이게 변했거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신앙적이고 영

적인 이유에서 절대 보내지 않으려고 하신게 있었지.” (1기, 강수철)

강수철의 경우 A학교 입학 이전에 일반 중학교에서 교육받고 졸업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일반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았으

며 졸업도 하였지만 역시 국내 학교에 부적응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학교에서 또래들로부터의 소외나 왕따 경험이 아닌 교사와의 관계 더

나아가 공교육의 학교 시스템에 부적응하였고 이로 인한 일탈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강수철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 부적응 경험을 떨쳐내고 새롭게 학교와 학

업에 적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강수철은 부모와

함께 A학교 진학을 알아보고 함께 준비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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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제가 중1 때 미국에 다녀와서 한국의 일반학교에도 적응을 못

했어요. 뭔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었죠. 당시 제가 살던 동네가 유

학 다녀 온 친구도 별로 없어서 미국 다녀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봤어요. 그래서 따돌림을 당했죠.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신문에서 A학

교를 보고 제게 권유하셨어요. 저도 국내에 있고 또 영어로 공부하는

국제학교라니까 좋은 학교인가보다 궁금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딱

가겠다고 확답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어머니 의지가 강해서 가게 된

거죠.” (5기, 이원상)

이원상의 경우는 국내 일반학교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1학년

시절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떠났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그는

이 기간 동안 미국의 학교 시스템과 홈스테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귀국하였다고 했다. 귀국 후에 이원상은 국내 일반학교에서 다시 수학하

였지만 재적응에 실패함은 물론 또래들에게 따돌림을 경험하였다. 결과

적으로 A학교 입학 전에 미국과 한국에서 두 번의 학교 시스템 부적응

을 경험한 사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려서 부터 입시학원 원장 딸이니까 자연스럽게 학원에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 아버지의 기대가 크셨어요.

외고에 보내는 코스를 타서 명문대에 보내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죠. 그

런데 제가 중학생이 되고 지쳐버린 거죠. 내가 세운 목표가 아니니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특별히 중학

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오해 하나로 친구들에

게 소외를 당했어요. 성적도 무너지고 인간관계도 무너졌죠. 어머니가

그런 저를 지켜보시다가 친한 친구 분 딸이 A학교에 다닌다는 이야기

를 들으셨어요. 어느 날 학교 브로슈어를 가지고 집에 오셨어요. 아버

지가 크게 반대를 하셨죠. 제가 외고에 진학하기를 원하셨고 그게 성

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신기한건 어머니

말로는 어떤 이유에서 아버지랑 저랑 둘만 아버지 사무실에 들어가 오

래 이야기를 나누고서는 갑자기 A학교에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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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 (7기, 박인애)

박인애의 경우에는 A학교 진학 이전에 국내 일반 학교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이었다. 그렇지만 드러나지 않는 지나친 학업 스

트레스와 그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 그리고 또래와의 충돌·갈등의 문제

를 심각하게 경험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화 대안학교 졸업생들은 A학교 입학 이전에 과도한 사

교육 경험과 외국 조기유학 경험 그리고 국내 학교 부적응의 경험까지

이미 다양한 본인들만의 공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A학교 진학 결정을 하게 된 과정에서는 부모의 강력한 권유에 따른 일

방적 입학이 2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명 모두 부모의 권유가 있었지

만 본인의 확신을 통해 A학교 입학을 결정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진학 동기

앞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A학교 진학 이전의 삶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그들이 일반학교와 차별된 국제화 대안학교 A학교로의 진학을

결정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진학 동기 또한 크게 세 가

지의 공통된 요소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영어로 진행되는 수

업’, 두 번째로는 ‘자유로운 교과 외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 영

성 교육’에 대한 기대에 따른 동기를 가지고 A학교에 진학하였다는 것

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가. 영어 집중 교육

“부모님의 영향력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다니고 있던 일반

중학교에서 굉장히 성적이 좋았거든요. 또 그 당시에 대안학교는 사람

들이 문제아들이 가는 곳이라고 이야기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

서 친척들이 많이 반대 했어요. 저는 부모님이 추천 하니까 ‘어떤 부모

가 자기 자식에게 나쁜 학교를 보내려고 하겠어?’라고 생각했던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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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순종적이었죠...(생략) 제가 워낙 어려서부터 영어를 무척이나 좋

아했어요. 그래서 A학교에 대해 알아볼 때 영어로 수업을 한다는 점

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기독교 학교이고 영어로 수업을 한다. 부모님

도 제 영어교육에 관심이 많으셨고 저도 좋아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5년 넘게 한 번도 빠진 날 없이 학원에 다닌 기억이 나요.” (3기, 이수

진)

이수진과의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이수진이 A학교 입학 이전에 일반

학교에서 성적이 전교에서 상위권이었던 학업 우수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교육에서 중도탈락하거나 학업을 중단 학생들이 대안학

교로 진학한다는 인식을 상쇄시키는 요인이다. 흥미로운 점은 A학교 진

학을 희망하던 이수진 역시 당시에 사회에 팽배하게 퍼져있던 ‘대안학교

는 문제 학생들을 위한 수용공간’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인지하고 있었지

만 영어수업과 국제화 교육이라는 A학교의 커리큘럼이 이러한 우려마저

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이수진은 부모님과

의 충분한 상의를 통하여 대안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집중교육을 받

을 수 있는 A학교로의 진학을 함께 선택하였다.

“저는 A학교에 진학하는데 부모님의 권유도 있었지만 제가 가겠다

고 확실한 의사표현을 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초중고학생 대상으

로 주입식 교육을 하는 입시학원을 운영하셨는데, 외동아들인 제가 공

부하기를 너무 싫어했던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부모님이 제게 공

부를 강요하시지 않으셔서 중학교 때 전교 꼴등도 했어요. (웃음) 그

런데 유일하게 제가 영어를 좋아했거든요. 어느 날 부모님이 A학교를

알려주시면서 영어로 공부하는 학교이고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면 너는

커서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영어공부에 대한 기대에 A학

교에 진학했고 또 만족하면서 다녔어요.” (4기, 김동욱)

김동욱의 경우 역시 영어공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A학교를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개인의 개성을 살려주고자 한 부모의 교육 철학이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김동욱은 영어를 좋아하고 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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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했지만 다른 과목을 따라가지 못해 일반학교에서 전교 꼴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다. 일반학교에서는 학업 열등생일 수밖에 없는 현

실이었던 것이다. 당시 입시학원 원장이었던 김동욱의 부모는 김동욱을

영어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A학교로의 진학을 권유했고 김동욱 역시 본

인이 좋아하는 영어를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에 A학교 진학을

흔쾌히 동의한 것이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일반학교에서 열등생이었

던 김동욱은 A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우수한 성적으로 A학교를 졸업함

은 물론 미국유수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이어나갔으며 현재는 국내 대

학의 행정가이자 동시에 독보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명

문대학의 석사과정을 병행하고 있었다. 이는 A학교가 보여주는 일반학

교와 차별된 교육성과라고도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례일 것이다.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반장도 매년하고 6학년 때는 전교 부회장도

했어요. 수학경시대회에서 상도 여러 번 탔고요.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

가니까 내신관리를 시작하잖아요. 중학교 가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과

목만 열중 했거든요. 영어와 일본어를 좋아해서 이 두개는 매번 100점

이었는데 다른 과목은 흥미가 없어서 공부를 안했어요. 평균이 막 떨

어졌죠. 부모님은 공부에 대한 푸시(압박)를 전혀 주시지 않았어요. 심

지어 중학교 때 한 번도 성적표 가지고 오란 말도 안하셨어요. (침묵)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랑 과외 선생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겁도 주셨

어요. 희영아, 너 그러면 대학 못 간다면서요. (웃음) 그러다가 어머니

가 평소 다니던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시던 분을 통해 그분 아들이 A

학교를 졸업했고 A학교는 수업을 영어로 한다는 것을 듣고 제게 권유

하신 거죠. 저도 꼭 가고 싶다고 했어요.” (6기, 양희영)

양희영의 경우에도 김동욱과 마찬가지로 중학교에 입학 후 영어과목을

제외한 다른 과목에 관심을 가지지 못해 결과로 학업 열등생은 물론 더

나아가 문제 학생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중학교

입학 이전에는 전교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수학경시대회에서도 수상하며 학업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으나

중학교 진학 이후에 획일화된 일반학교의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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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스트레스를 경험했던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결국 양희영의 경우에

도 A학교의 영어 집중 교육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 A학교에 진학

하게 된 동기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자유로운 교과 외 활동

A학교 졸업생들은 영어에 대한 기대 이외에 두 번째로 자유로운 교과

외 교육활동을 진학동기로 이야기 하고 있었다. 이는 A학교 졸업생들이

중등교육기관으로 진학을 앞두고 학교선정을 위해 고민할 때 교과 외 활

동이 진학동기로써 의미 있는 비중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교

과 외 활동이 차지하는 진학동기 비중은 일반학교에 진학하여 국내 대학

으로의 입시만을 맹목적으로 준비하고 경쟁하는 모습과 상반되는 것이기

도 하다. 더 나아가 이제는 입시를 위한 진학이 아닌 학생 본인의 행복

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과 외 활동을 고려한 진학 모습이 일반학교와

차별되는 변화된 학교상의 사례를 A학교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

다. 특별히 A학교의 교과 외 활동이 일반학교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A학교가

제공하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들은 A학교 졸업생들의 중대한 진학동기가

되었음은 물론 졸업 이후에도 계속되는 학생들의 삶과 진로에 있어서도

매우 유의미한 교육 경험과 성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는 A학

교에서 경험한 자유로운 교과 외 활동 특별히 스포츠 활동이 학생들을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하고 학교생활에 재미를 느끼고 이를 발판

으로 새로운 진로와 진학 사례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현재 대한민국 교육

계가 국가 정책을 통해 힘쓰고 있는 자율학기와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A학교는 이미 그 교육의 결과이자 성과의 사례가 본 연구와

같이 졸업생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단 자유로운 거였죠. 처음에 A학교 팸플릿을 봤는데 아침 9시

부터 5시 수업 그 후로는 무조건 자유 시간 보장 그리고 한 달에 두

번 외출외박 가능, 자유로운 커리큘럼의 기숙학교 그리고 다양한 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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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활동과 동아리 활동이라고 홍보를 하니까 뭐랄까 ‘아 자유로운 학

교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2기, 권태준)

권태준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면 그는 A학교 진학 이전 이미 뉴질랜드

조기 유학을 통해 자유로운 교육 시스템을 경험했다. 따라서 그는 귀국

후에 대한민국 일반학교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교육과정에 대한 걱정과

불안 속에 A학교 진학을 고려하게 된 것이었다. 진학을 결정하게 된 동

기로는 국내 일반학교와 차별된 A학교의 다양한 교과 외 활동들이 있었

다. 특별히 뉴질랜드 조기 유학에서 경험했던 자유로운 교과 외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을 A학교에서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 한다.

“영어로 수업 하는 것도 컸지만요. 미국학교처럼 고등학생들도 막

축구, 농구, 발리볼같이 다양한 운동을 하는 사진을 봤어요. 제가 어려

서부터 가족들이랑 야구경기 축구경기 보러 주말마다 다니고 오빠랑

공차러도 다녔거든요. 워낙 운동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A학

교를 권유하시고 A학교 웹사이트를 혼자 엄청 열심히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홈페이지에 막 고등학교 언니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사진

들을 본거죠.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서 가기로 결정했어요.” (6기, 양

희영)

양희영의 경우 운동에 대한 어린 시절의 좋은 추억들이 A학교 진학을

고민하던 중에 비중 있는 동기로써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A학

교에서 경험한 스포츠 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이 스스로 진학하고 싶은 학교를 고민하고 홈페이지를 확인하며 게

재된 비전과 교육철학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고 특별히 교과 외 스포

츠 활동들에 대한 현황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결

과적으로 양희영이 영어 집중 교육과 함께 A학교 진학을 결정하는 중요

한 동기로 작용한 것이다.

“무엇보다 그때 당시에는 A학교를 가면 학원을 안 다닐 수 있겠구

나 생각했어요. (웃음) 또 ‘엄마 아빠가 같이 안계시니까 학교 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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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를 하루 종일 마음껏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저는 지

금도 축구를 정말 사랑하는 축구인 이거든요.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전

공하면서 관련된 꿈을 키우고 있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A학교 팸

플릿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항상 학생들이 운동하는 사진을 볼 수

있었어요. 그걸 보고 A학교가 너무 가고 싶었어요.” (9기, 박경태)

박경태는 앞서 다른 연구 참여자들이 밝힌 것처럼 A학교 진학 이전에

과도한 사교육을 경험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교육 경험이 박경태에게는

특별히 축구라는 스포츠 활동에 대한 욕구를 불만족 시키는 문제를 가지

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축구라는 교과 외 활

동이 단순히 취미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스포츠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

닌 인생 전반을 결정지을 수 있는 진로와 진학의 중대한 요소로써의 의

미를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학교 진학을 통해 박경태는 억

압이나 제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이 사랑하는 축구에 충분한 애정

과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고 그 후에는 본인의 꿈을 스스로 가지게 되었

으며 이를 현실로 이루기 위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학업에 최선을 다하

였던 일련의 성장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기독사립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실내 체육관이 정말 잘되어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내내 농구에 빠져있었어요. 아버지

는 교수님이셨지만 공부에 대해서 정말 푸쉬(압박)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수업 끝나면 농구하고 밥 먹고 농구하고 살았어요. 일

반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초등학교에서 누리던

삶이 일반학교에 진학하면서 사라졌죠. 일단 일반학교에는 실내 체육

관이 없었고 운동장에 흙밭 코트만 있었거든요. 또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학교 끝나고 학원에 다녀야했어요. (침묵) 아!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다른 애들이 그냥 그러려니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중학교

에 가니까, 친구들이 여자가 농구를 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

요... (생략) 그러다가 부모님께서 교회 목사님 아들이 A학교를 다닌다

는 것을 알게 되었죠. A학교에 관해서 부모님과 알아보는데, 여자도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학교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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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먼저 부모님께 가고 싶다고 확실히 이야기 드렸어요.”

(12기, 장한나)

어려서부터 기독교재단의 학교에서 교육받으며 성장한 장한나는 일반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 부적응의 경험을 겪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생활에 부적응 하면서 받게 된 스트레스를 당시 장한나는 특별히 농

구라는 교과 외 활동으로 해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한나의 모

습은 또 한 번 또래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과 소외로 이어져 장한나를

더 힘들게 하였음을 들을 수 있다. 계속된 어려움 속에서 장한나는 부모

님의 권유로 A학교를 알게 되었다. A학교에 대해 알게 되면서 특별히

이 학교가 성별에 관계없이 스포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춘 학교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장한나를 A학교 진학으로

이끈 가장 커다란 동기가 되었다.

다. 영성 교육

국제화 대안학교 A학교는 기독교대안학교로써 그 설립과 운영 그리

고 교육 목표에 있어서 기독교가 갖는 그 종교적 의미는 지대하다. 이는

자연스럽게 A학교 설립에서부터 예배와 성경공부 그리고 교제를 통한

깊은 기독교 영성교육이라는 A학교만의 특별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더 나아가 A학교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진학 동기 및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님께서 진짜 좋은 크리스천 사립학교라고 소개하셨어. 기숙학

교이고 무엇보다 여기 가면 진짜 변화되고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

고 이야기 하셨지... (생략) 크리스천 사립학교가면 다 신실하고 공부

도 잘하는 모범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라고 생각했어. 사실 내가 중학

교 때 놀던 부류의 학생이었으니까 내심 나도 마음속으로 변화 되고

싶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 또 부모님이 얼마나 좋으시면 이렇

게 기대에 차셔서 나한테 권유하실까 생각하고 결국 입학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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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1기, 강수철)

강수철은 A학교 진학 전에 부모를 통해 A학교를 소개 받았는데 무엇

보다 A학교가 정말 좋은 기독교 사립학교라고 들었으며 진학을 선택하

는데 큰 동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좋은 기독교

학교는 일반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했던 자신을 변화시켜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줄 학교라고 스스로 기대하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었

다. 대안학교는 문제아들이 간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지만 반면 기독교

사립 대안학교가 갖는 이미지는 기독교 배경을 가진 모범생들이 진학한

다는 흥미로운 사회적 인식이 2000년대 초 우리 사회에 새롭게 자리 잡

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실 저는 잘 모르겠다 싶었는데, 부모님이 A학교가 기독교 학교여

서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죠. A학교 입학 전에 부모님께서 여러 대안

학교들을 직접 방문하고 상담도 받으셨었어요. A학교를 방문해서는

당시에 도서관 사서하셨던 분이랑 대화를 오래 나누고 오셨더라고요.

그 분이 원래 선교나가시는 목회자이신데 당시에 A학교에 근무하고

계셨던 거죠. 그분하고 상담하고 오셔서는 저를 입학시기로 확신하신

거죠. 저는 기독교가 종교적으로 정답인지 아닌지는 다른 문제라고 생

각하는데요. 일단 부모님께서 기독교인이니까 A학교가 기독교에서 중

요시하는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라고 생각하셨던 거 같아

요.” (5기, 이원상)

이어지는 이원상의 면담을 통해서도 A학교의 종교적 배경이 학부모들

의 영성교육에 대한 기대로부터 비롯된 진학 동기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이원상은 A학교를 먼저 알게 되고 부모와 직

접 학교에 찾아가 학교 관계들과 상담을 하고 영성교육을 기반으로 학생

들을 가르치는 학교인지 직접 확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일

반학교와 달리 A학교가 기독교적 철학을 기반으로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학교라는 인식을 제공하였으며 실제로 학생들을 종교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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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성장하게 하는 교육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A학교가 일

반학교와 차별되는 교육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님께 좀 억울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를 기독사립학교를 나와

서 정말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랐거든요? 정말 주님 안에서 (웃음) 그

런데 초등학교 졸업식 날 저녁에 갑자기 저보고 다음주에 3주짜리 영

어캠프를 가게 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졸업식 한 그날 저녁에.. (웃

음) 알고 보니 그게 바로 A학교 프리캠프(신입생 적응 캠프)였던 거예

요. ‘이 학교 다녀볼래?’가 아니라 그냥 말없이 떨궈놓고 가셨어요. 무

엇보다 기독교학교라서 보내시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사교육

받는 걸 싫어하셨고요. 기독교 재단의 학교들을 찾다가 00국제학교와

기독00학교랑 비교하시다가 A학교를 선택하신 거였죠.” (9기, 박경태)

박경태의 경우에도 장한나와 마찬가지로 A학교 진학 전에 기독교계열

의 사립초등학교에서 성장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종교적

배경의 교육 경험을 박경태는 물론 박경태의 부모가 매우 만족하였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중학교 진학을 앞둔 당시 A학교가 기

독교 재단의 국제학교라는 점이 박경태의 부모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했

을 것이다. 이는 초등학교 갓 졸업 한 박경태를 곧바로 A학교 신입생

적응 캠프에 보낼 수 있었던 결정적 동기가 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저희 집은 5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어머니께서 장남인 저를 일반

중학교보다 크리스천 스쿨에 보내고 싶다고 여러 번 말씀 하셨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00대학교에서 하는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이수하셨는데요. 거기서 친한 동기 두 분이 모두 목회자시고 자녀들을

모두 A학교에서 교육시켰다고 알게 되셨고 제게 추천하게 되신 거죠.

저도 사실 당시에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이 엄청난 이슈여가지고 일반 중

학교 진학을 앞두고 많이 걱정하고 있었던 참에 좋아한 거죠. 부모님이

목회자는 아니지만 두 분 모두 교회에 사시다 시피 했어요. 가정에서도

항상 온 가족이 예배 드렸고요.” (10기, 오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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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명철이 종교적인 배경이 강한 기독교 집안에

서 태어나고 자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명철의 부모는 어려서

부터 기독교재단 학교 진학에 대해 오명철에게 이미 언급을 했음은 물론

오명철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확인했다. 또한 당시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오명철과

그의 부모는 A학교가 영성교육을 기본으로 교육하는 학교폭력 없는 안

전한 학교라는 것에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입학을 결정하였다.

“목회자 가정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일반학교에서 적응을 잘했어

요. 중학교 때는 전교 5등에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고등학교에 진

학하게 되면 입시를 위한 학업경쟁 때문에 주일에도 야자를 하고 신앙

과 신념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하셨어요. 아버지로써 또 목

사로써 원치 않는다고 하셨어요. 고등학교 교육도 받으면서 신앙을 지

킬 수 있는 학교를 찾기 시작하셨죠. 또 제가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었기 때문에 플러스 영어실력 향상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학교를 찾

다가 아버지가 신문을 통해 A학교를 알게 되신 거죠. A학교 신문기사

및 홈페이지 관련 스크랩 자료들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도 스

스로 한번 찾아보라고 하셨고요. A학교 홈페이지를 서치(Search)하다가

그 당시에 아직도 생각나는 것이 C.P.E.(Clean Pure Excellent) 로고가

떠 있었어요. 뭔가 A학교에서 추구하는 비전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일

반학교를 보면 제가 대학을 지원할 때 국내대학들 홈페이지를 보며 기

분이 좋지 못했는데요. 모든 게 다 굉장히 형식적이지 직접적으로 그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적 비전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A학교는 너

무나 깔끔하고 또렷하게 우리학교는 기독교 교육 가치관을 따르고

Clean Pure Excellent한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한다고 말하고 있

던 거죠. 영성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생활과 학업까지 책임지겠다고 적

힌 것에 무척 끌렸어요. 제가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말씀드렸어요.” (11

기, 강지성)

12명의 연구 참여자 가운데 1기 강수철과 함께 11기 강지성 역시 목회

자 부모의 자녀로써 매우 종교적인 배경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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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강수철의 경우 일반중학교에서 사고를 치는 흔히 문제아

부류의 학생이었기에 A학교를 통한 변화를 기대하며 입학하였다면 강지

성의 경우는 일반중학교에서 전교 5등에 들었던 모범생이었으며 A학교

진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입시를 위한 획일화된 공교육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었다. 더욱이 강지성과 그의 부모는 학업과

종교적인 신념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학교라는 점과 영어 집중 교육에

대한 기대 그리고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A학교로

진학을 결정하였다. 물론 강수철과 강지성 사이에는 10년이란 무시할 수

없는 차이(gap)가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강지성은 면담 중에 A학

교가 가지는 교육철학과 가치관을 A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에 알 수 있었다고 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강지성은 A학교 입학 결정

을 두고 A학교의 홈페이지에서 발견한 학교의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특

정 교육프로그램까지 확인하였다는 점은 변화된 시대 앞에 학생들이 얼

마나 학교 진학을 앞두고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는 국제화 대안학교에 입학을 고려하는 요

즘 학생들에게 해당 학교의 온라인 접근성과 편의성이 이제는 중요한 진

학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 양희영과 이수진, 장한

나와 박인애의 경우에도 부모의 A학교 진학 권유를 받고 스스로 A학교

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찰하고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첫인상을 가지게 되

었던 것을 알 수 있다. A학교 졸업생들은 국제화를 위한 영어 집중 교

육과 자유롭고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은 이미 A학교를 일반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성을 제시하고 있었지만 영성교육이라는 A학교의 근본적인

이념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진학동기로 작용했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었다. 총 12명의 연구 참여자는 모두 면담 과정에서 본인

과 본인의 가정에서 기독교적 가치가 갖는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A학교의 기반에 자리하고 있는 영성교육이 이들의

전반적인 인생에도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A학교의 영성교육에서는 A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CPE활동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두드러졌기에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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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이는 학생들이 Clean하고 Pure하며 Excellent

한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로 양성되기를 바라는 A학교의 비전과 철학이

자 학생 운동이다. 학생들이 입시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건전

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삶의 전반에 진지한 접근과 통찰을 제시하고

있는 문구이자 프로그램인 것이다. 면담을 통해 A학교 졸업생들 역시

얼마나 이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A학교의 1, 2 캠퍼스 양교 모두 개교부터 지금까지

매 학기 초에 CPE(깨끗한 학교, 순결한 학교, 실력 있는 학교)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깨끗한 학교 운동(Clean School)은 환경 청결, 언행 청결,

신체 청결로써 학생들은 스스로 환경 청결을 위해 학교 시설을 청소하고

언행 청결을 위해 욕설 없는 학교, 칭찬/격려하는 학교, 폭력 없는 학교,

왕따 없는 학교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며 신체 청결을 위해 개인위생,

깨끗한 옷차림, 검소한 옷차림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순결한 학교 운동

(Pure School)으로는 푸른 꿈 갖기 운동, 맑은 영혼/순결한 심령 갖기 운

동, 건강한 웃음 갖기 운동이 있다. 푸른 꿈을 갖기 위해 이타적인 그리

스도인의 삶과 꿈을 토대로 구체적인 자기 인생/생활 계획서를 세우고

개인 책상에 부착한다. 맑은 영혼/순결한 심령 갖기 운동으로는 회개운

동, 좋은 생각운동, 음란/폭력물 퇴치 운동으로 캠페인 실시와 특별 예

배, 자기 선서를 시행한다. 건강한 웃음 갖기 운동으로는 선후배와 교사

들이 배려하며 생활하는 교육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실력 있는 학교운동

(Excellent School)에는 기초학력 다지기, 자기주도 학습 습관 갖기 운동,

학부모 및 명사 직업 특강이 있었다. 기초학력 다지기 운동을 통하여 학

생들은 영어, 외국어, 수학, 과학 및 중요과목 이외에도 독서 시간에 대

한 중요성을 교육받는다. 자기주도 학습 습관 갖기 운동으로는 집중력

훈련과 목표 지향적 학습법을 교육 받으며 학부모 및 명사 초청특강을

통해 전문분야의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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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교육 의미

이 절에서는 A학교 졸업생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A학교 교육 경험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A학교에서 받은 교육경험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첫 번째, 나의 꿈을 찾아가는 자아성

찰의 시간. 두 번째, 자기주도 학습법 습득과 자기주체성 함양의 시간.

세 번째, 평생을 함께하는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그것이었다.

1. 나의 꿈을 찾아가는 자아성찰의 시간

가장 먼저 A학교 졸업생들은 A학교에서의 교육 경험을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자아성찰의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국제화 대안학교인

A학교가 대안학교로써 학생의 개성과 다양성을 실현한다는 대안학교의

기본 이념에 정확히 부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저는 A학교 졸업 후에 우리학교가 정말 괜찮다고 느낀 게 대학에

진학하고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부모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였어요. 부모님이랑 청소년기 자식이 너무 붙어있으면 꼭

싸우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가 애들이 가장 예민할 때니까요. 그때

는 부모가 자식을 통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말을 잘 듣는

애들도 있겠지만, 부모가 애들 보기 싫은 거 억지로 막는다고 애들이

뭐 ‘알겠습니다’하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침묵) 자기가 스스로 해보

고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스스로 판단하면서 조금씩 변하는 건

데, 부모가 너무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아닌 것 같

아요. A학교는 아이들이 또래들과 24시간 같이 지내면서 다양한 활동,

선교여행, 교환학생까지 다녀오니까요. 또 아무래도 기독교 학교니까 거

기에 대한 정신적 안정을 찾는 도움도 있는 것 같아요. 신앙심이 그 나

이 때 청소년기에 자아를 형성할 때 좋은 것 같아요.” (2기, 권태준)

권태준은 학생이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떨어지는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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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요성을 진지하게 주장했다. 스스로 경험하고 판단하며 경험을 통해

이루게 되는 변화가 진정한 변화이며, 이는 절대 부모가 해줄 수 없는

학생 자신이 스스로 성찰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또한

학생의 자아성찰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기독교학교로써 A학교가 학생들

에게 제공하는 영성 교육의 긍정적인 영향을 언급하고 있었다. 권태준은

기독교교육을 통한 신앙심 배양이 자아를 형성하는 청소년 시기의 학생

들에게 정신적인 안정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일반학교에서는 형식적인 공부만 했었으니까요. 꿈이 뭐냐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이런 직업이 있다고 배워도 그냥 ‘아, 그러구나’ 지

식으로써 듣기만 한 거죠. 꿈에 대한 생각이 없다가 A학교를 다니면서

확고한 꿈이 생겼어요. 저는 웃긴 게 A학교에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쉬면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웃음) 누구를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내가 하면 되는 건데 자기

만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빨리빨리 정신없이 남들 따라하다가 펼쳐보

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자신이 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성장하는 청소년기들이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학업

에 대한 강박에만 휩싸여 버리는 거죠.

저는 대학가서 깨달은 것이 청소년들은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때

는 부모와 떨어지는 게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스스로 내가

내 아이에 대한 애정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해요. 물론 아

이가 떼어놓기에 너무 미숙한지도 확인도 해야 하구요. 그런데 어차피

가정이라는 형태 자체가 아이들을 평생 끼고 살 수 없고 언젠가는 독립

시켜야 한다면 부모의 종속아래에 계속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

가 스스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부모와 자녀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아요. 부모와 같이 있어도 학원에 맡겨버리고 방치하는 가정

도 분명 있잖아요. (침묵)

A학교는 분명 좋은 학교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하게 해

주는 학교니까요. 한국 교육이 문제다 사교육이 문제다 그러잖아요. 그

런데 보세요. A학교는 지들이 다 알아서 대학가고 살길 찾아서 성장하

잖아요.” (5기, 이원상)

A학교를 5회로 졸업했던 이원상은 A학교에서의 교육 경험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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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꿈을 찾는 시간이었다고 이야기 했다. 흥미로운 점은, A학교가

일반학교와 차별되는 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을 제공해서 꿈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원상은 오히려 A학교는 일반학교

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자유로움과 평안이 A학교가 학생들을 스스로 자

신을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강점이라고 이야기한다. 더 놀라

웠던 점은 권태준에 이어 이원상 역시 청소년 시절 아이가 부모와 떨어

져 스스로 성장하게 되는 A학교의 교육 경험이 학생 스스로 자신을 돌

아보며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A학교의 여러 졸업생들은 면담에서 A학교가 사교육

을 제공하지 않는 기숙학교라는 점을 이야기하며 학생들은 그 안에서 스

스로 살길을 찾아 공부하고 진취적으로 학업을 이루어 나간다고 표현하

고 있었다.

“교육 쪽으로 가야지하는 마음을 스스로 하게 된 이유는 제가 A학교

에서 큰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 이예요. 일반학교 학생들도 우

리와 같은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다면 한국 교육이 더 좋아지지 않

을까 생각했어요. 입시에 갇힌 그들의 현실이 안타까웠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수학원에서 같이 1년 동안 방을 쓴 친구들이 일반학교 이

야기를 하면 항상 억울하다는 말을 했던 거예요. (침묵)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평생 수능과 내신관리를 하며 입시를 위

한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학교에서 너희가 가고 싶

은 과를 정해와라고 하는 거죠. 희망학교와 학과지망을 써내라고 하는

데 이건 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도 모르니까 학생들이 자기

점수에 맞춰서 그냥 학교를 정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순위가 높

은 대학 순으로 먼저 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붙으면 잘된 건데 붙어

도 문제인 거죠. (웃음) 결국 성적에 맞추어서 입학한 대학이고 학과니

까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A학교 학생들처럼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을 충분히 가진다면?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자율적으로 하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했다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A학교를 졸업한 것에 감사했고 이러한 교육을 꿈꾸며 사범대 영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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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웃음)” (7기, 박인애)

A학교 7회 졸업생 박인애 역시 A학교에서는 학생이 자아를 성찰하고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또한 충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통해 사유의 힘을 기를 수 있었던 것이

A학교에서 받은 큰 혜택이며 감사하게 생각하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반

면 박인애가 A학교에서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유에는 일

반학교 교육을 경험한 친구들과의 교류에서 있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입시를 유일한 목표로 공부하고 모든 시간을 쏟아 부어야 했던 대한민국

의 교육 현실을 억울하다고 표현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고등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과 다양성 그리고 꿈을 고려한 대학 진학을 할 수

없는 현실을 이야기 했다. 정말 원하는 인생을 위해 진솔한 열정과 기대

를 가지고 학교와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순전히 점수에 의해 본인

이 갈 수 있는 최상위권의 대학 진학으로 인생이 결정된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박인애는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본인만의 생

각과 성찰을 통해 현재 A학교에서 받은 교육을 공교육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사범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다고 했

다.

“사범대에 입학한 후에 교육에 관한 수업들을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토론을 통해 교육에 대한 자기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요.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교육철학과 가치관이 잘 정립되어 있구나’라

고 느끼게 되었어요. 일반학교에 진학해서 성적에 급급했다면 지금 나

의 가치관이 정립이 되는 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죠.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웃음) A학교는 절대 평가였으니

까 국내대학에 진학하고 상대평가를 경험했는데, 누구는 소수점 차이로

A를 받고 누군가는 B+를 받게 된다는 것이 뭔가 안타깝더라고요. 특별

히 우리는 사범대인데도 불구하고 1학년 친구들을 보면 아직도 입시에

서 못 벗어난 느낌이었어요. 물론 상대평가니까 그런 건데 아직도 학점

을 잘 받기 위한 경쟁이 심하더라고요. 대학에 와서는 지적인 것을 채

워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여전히 달달 외우는 주입식 수업들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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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어요.” (11기, 강지성)

박인애와 같이 A학교 교육을 통해 공교육의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고

문제의식을 갖은 것은 강지성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었다. 강지성은 국

내 사범대에 진학한 후에 일반학교를 졸업한 친구들과의 교류 속에서 자

신이 경험한 A학교의 교육이 지금의 잘 정립된 자아를 형성해 주었다고

확신했고 감사했다고 이야기 했다. 또한 일반학교에서 청소년기를 보내

는 학생들은 A학교에 비해 스스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꿈을 확인하

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서로 끊임없는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평가 제도와 주입

식 교육의 문제점은 학생들의 행복과도 밀접한 연결이 되어있다고 지적

하기도 하였다. 이는 강지성이 A학교 교육 경험을 돌아보며 스스로 교

육이 갖는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A학교에서는 공부와 성적에 구애 받지 않는 다는 거예요. 일반학교

에서는 선생님이나 부모님, 그리고 모든 주변 환경을 통해서 공부와 성

적에만 모든 신경이 쏠리는데, A학교에서는 전혀 부담이나 강요가 없

어요. 학생이 스스로 공부해야겠다고 느끼지 않는 한은... (웃음) 일반학

교에서 전교 꼴등하던 제가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 A학교에

서 느낀 가장 큰 메리트(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래요.” (4기, 김동욱)

A학교를 4회로 졸업한 김동욱은 강지성의 의문과 문제제기에 이어 공

부와 성적에 구애받지 않는 A학교의 차별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했

다. 이는 A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에 대한 필요와 욕구를 찾을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A학교를 통해 공부의 필요성을 스스

로 깨닫고 발견했던 자신의 모습이 A학교 교육 경험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이자 추억으로 자리 잡았다고 이야기한다.

“꿈을 사색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꿈을 꿔요. (침묵) 요즘 대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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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대입 병이란 것이 있잖아요. 대학 왔는데 다들 꿈이 없는 거. 사

교육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대치동 이런데 정말 미친 거 같아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 어려서부터 학원 엄청 다닌 애들이 있었거든

요. 중학교 때 전국 50등 안에 들고 했는데, 너무 공부만 해가지고 고등

학교 가서 그게 터진 거예요. 안타깝죠.

저는 A학교를 다니면서 놀면서 정체성 정립을 했어요. 교육자가 되

고 싶어요. 현재 한국 교육과 A학교의 교육은 너무 다른 것 같은데요.

국내 일반학교에서 인서울(in-seoul) 대학 가려고 하면 반에서 3등은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A학교)는 신나게 뛰어놀았잖아요. (웃음)

아! 그리고 우리는 대학을 보고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전

공과 학과를 보고 대학을 준비했잖아요. 대학에 와서 생각해보니 A학

교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에게 자유를 통한 열린 사고를 제공해준다

는 것 같았어요.” (12기, 장한나)

위에 장한나와의 면담을 통해 다른 연구 참여자들이 이야기한 A학교

에서의 교육 경험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A학교가 학생들이 스스로 놀면서 자기정체성을 형성하고

또 정립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학생이 꿈을 갖기 위해서

는 충분한 사색과 본인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었다. 또한 장한나 역시 강지성과 이원상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으로써

대한민국의 일반학교에서는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가 학생들을 억압하여

사고를 닫히게 하고 있다며 진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장한나 역시 사범대에서 공부중인 박인애와 강지성과 같이 교육

자를 꿈꾸며 현재 대학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다.

2. 자기주도 학습법 습득과 자기주체성 함양의 시간

A학교 졸업생들이 인식하는 A학교의 교육경험의 두 번째 의미로는

자기주도 학습법 습득과 자기주체성 함양의 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다룬 나의 꿈을 찾아가는 자아성찰의 시간과 같은 맥락에 있

는 것 같지만, 더 나아가 자아성찰의 시간 뒤에 실제로 꿈을 찾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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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학교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을 통

해 스스로 꿈을 찾아가는 자아성찰 이루고 본인만의 개성과 삶의 비전을

발견하면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법 습득과 창의적

이고 전인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기주체성 함양 이라는 것이다.

“A학교는 기숙학교니까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해야 했

던 것 같아요. 생활 습관부터 혼자서 스스로 하는 것이 적응이 되는 거

죠. 이게 미국 대학에 가서도 숙소를 알아보거나 방 정리하고 요리하는

거 별거 아니지만 일반학교 다닌 친구들과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특별

히 A학교에서는 정리정돈을 엄청 시키잖아요. 대학 때 자취하는 친구

들 집에 가보면 진짜 난장판인 애들이 많아요. 독립해서 생활할 때 그

런 기본적인 것이 다르구나 라고 느꼈어요.” (2기, 권태준)

앞서 부모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성장하는 것이 청소년기의 학생

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한 권태준은 A학교가 기

숙학교로써 갖는 선(善)기능에 대해도 이야기 한다. 이는 오랜 기숙학교

에서의 생활습관이 자기가 주체적으로 정리정돈은 물론 독립심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성장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러한 A학교의 선기능은 기숙학교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반학교의

학생들과 졸업 후에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저희 가족이랑 친척들은 저를 성공케이스로 여기세요. 저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웃음) 일단은 무엇보다 A학교를 나와서 ‘자립심

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자립심과 독립심이

요. 제가 부모님 곁에서 일반학교를 다녔다면 스스로 뭔가를 도전하고

이루어 내는 힘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촌동생 둘도 A학교에 보냈어요. 일반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적응을 잘하던 모범생들이었거든요. 제가 고민 상담을 해주다가

너희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면 나는 A학교를 강력히

추천한다고 했죠.

저는 A학교에서 스스로 변화를 경험했으니까요. A학교는 워낙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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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스스로 숙제하고 공부하고 자기 생활도 이끌어 가야 하잖아요. 학생

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 관리 연습을 중학교

때부터 할 수 있었던 것이 딱 주어지니까요. 대학에 가서도 어떻게 보

면 자기 생활을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A학교라 하면

자유분방함이고 그 가운데 내 스스로 관리를 해야 했던 점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대학을 진학해서도 힘들거나 혹은 외롭거나 향

수병에 걸린 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4기,

김동욱)

A학교 진학 전에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일반학교 재학 당시 전교

꼴등을 경험했다는 김동욱은 A학교의 교육 경험이 스스로 시간을 관리

하며 공부하는 습관을 선물해 주었다고 이야기 한다. 특별히 그는 이러

한 변화를 무엇이든 스스로 혼자 해낼 수 있다는 자립심과 독립심에서

시작되었다고 표현하며 부모 곁에서 일반학교에 재학했다면 얻지 못했을

교육 경험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김동욱은 일반학교에서 우수한 학

업성적을 유지하며 재학 중인 본인의 사촌들이 A학교 진학을 고민하여

상담을 요청했을 때, 자기주도 학습법과 자기주체성을 키울 수 있었던

본인의 경험을 반추하여 강력히 추천하였다는 점도 이야기 해주었다. 결

국 김동욱의 추천으로 A학교로 진학한 사촌동생들은 직접 A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가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과 자기추제성 함양이라는 장점에

만족하여 기쁘게 재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마디로 생존력! (눈을 크게 뜨고 강조) 제

가 A학교 들어갈 때 스스로에 대한 애정이 정말 결핍되어 있었는데요.

중학교 올라가서 미국에서 혼자 살았잖아요. 홈스테이를 해도 남의 집

이니까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남들과 어울리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A학교 들어가서 내가 남과

달라도 괜찮구나. 그래도 어울릴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구나 깨달았죠.

힘들어도 꿋꿋이 참아내면 나한테 희망이 따라온다고 해야 하나? 스스

로 극복하는 법을 깨달으면서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5기, 이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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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상은 A학교의 교육 경험에 대해 ‘생존력’으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이는 A학교를 통해 창의적이고 전인적으로 살아가는 힘을 이원상이 함

양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타인의 시선이나 기준에 개의치 않고

본인만의 개성을 지키며 인생을 영위하는 자기주체성을 확립한 것이다.

“일단 저는 한국 사람이 없는 곳으로 대학을 혼자 갔어요. A학교에서

의 교육 경험이 대학에 가서 무엇이든 독립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에 가서 적응하는 시간이 개인마다 다르

잖아요? 그런데 저는 확실히 A학교에서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적응

하는 것을 경험해서 오히려 즐겼던 것 같아요. 부딪히는 즐거움이랄까

요.” (6기, 양희영)

양희영은 A학교에서 경험한 교육이 A학교 졸업 후 본인이 새로운 환

경에 도전하고 적응해야 할 때 의연하게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을 발휘하

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는 A학교의 교육 경험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독립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힘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었다. 더 나아가 양희영은 A학교에서 함양한 자기주도적 학습과 자기주

체성이라는 성과를 다른 표현으로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에 가서 제가 A학교를 통해 리더십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요. 1학년으로 입학하고 어떤 학교 팀 과제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리드

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학생회에서 집행부장을 맡게 되었어요. (웃

음) 그 후엔 선배들의 눈에 들어 2학년 때부터 회장으로 2년간 활동했

어요. 저희 친언니가 정말 신기해하는 것이 제가 A학교를 가기 전에

일반학교를 다닐 때는 소심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했다고요. 물론 일

반학교에서도 반장을 했었는데요. 뭔가 ‘으쌰으쌰’하는 카리스마가 없었

다고 해요. A학교 가서 그런 면이 성장한 것 같다고.. (웃음) 저뿐만 아

니고 A학교 졸업생들을 보면 뭔가 자기만의 것을 발견해서 진득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중간하게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딱

찾아서 하는 느낌, 주체적인 것 같아요.” (7기, 박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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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애는 A학교에서의 교육 경험이 무엇보다 소심했던 자신을 리더십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켰다고 인식했다. 이는 박인애가 스스로 가족들로

부터 듣게 된 본인의 변화에 대한 놀라움과 인정으로부터 기인하고 있었

다. 또한 박인애는 이러한 교육 경험의 결과가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A학교에서 교육받은 모든 졸업생들에게도 동일하다고 했다. 자기

자신만의 비전을 발견하고 본인이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A

학교 교육을 통해 함양 되었다고 이야기 했다.

“A학교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제 모습이 아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워

낙 초등학교 때부터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이기는 했는데, 일반학교에

진학했으면 학업으로 인해 억압 되서 자기 주도적인 활동들을 마음껏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생각

이 들어서요.” (8기, 김성현)

김성현은 A학교의 교육경험을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

었던 시간이라고 기억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생들의 자기주체적인 태

도를 길러주는 A학교의 특별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A학교는 재학생

들이 자유롭고 스스로 학습하고 주도적으로 생활을 개척해 나가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가 A학교 들어갈 때 정말 영어를 하나도 못했어요. 영어로 수업을

한다고 한들 제가 관심이 없으니까 습득이 안 된 거죠. 맨날 축구만 하

고 밤에 개구리 잡고 낮에 도롱뇽이랑 반딧불 잡으러 다녔어요. (웃음)

그러다가 학교에서 미국으로 1년 동안 교환학생을 보냈는데, 그때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굉장히 외향적인데 영어가 안 되니까 소극적이게

되는 거예요. ‘아, 영어를 공부해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웃음) 그리

고 그때 저를 좋아해주는 미국인 여자 친구가 있었어요. 저보고 프롬

(학교 댄스파티)을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그 친구

가 다른 친구랑 간 거예요. 그 당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영어공부를 스

스로 찾아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어요. (웃음)” (9기, 박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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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는 본인이 A학교에서 경험한 자기주도적인 학습역량 함양의 시

간이 A학교에서 제공받은 미국 교환학생의 경험에서 찾고 있었다. 당시

에 사춘기를 겪고 있었던 본인이 어떻게 스스로 학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습득하게 되었는지 이야기 해 주었다. 또한 A학

교에 진학하면서 생전 처음 개구리, 도롱뇽, 반딧불을 실제로 접하며 마

음껏 뛰어놀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통해 A학교가 전원형 기숙환경을 통

해 학생들에게 대안학교의 생태 주의적 요소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자기

주체성 함양의 기본 요소도 제공하고 있음도 파악할 수 있었다.

“A학교를 가서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기던 부모님의 헌신을 깨달았

어요.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거 같아요. A학교에 가서 스스로 화장실

청소도 하고 변기를 직접 닦아보고 방충망도 사감 선생님께 요청해서

직접 갈아봤어요.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서 침구를 개고 점호를 받고 이

런 것들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부모님이 해주던 편안한 일상에서 벗어

나 독립심을 키워간 것 같아요. 자립심이나 독립심이 절대 어떤 큰 사

건으로 확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은 부분들에서 하나하

나 깨달으면서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중고등학교 때 배우면 너

무 좋은데 일반학교를 다니면 대학에나 가면 깨달을까 말까인 거죠.”

(11기, 강지성)

강지성은 김동욱의 이야기와 공통되게 A학교에서의 교육 경험을 자립

심과 독립심 함양의 시간으로 이야기 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기숙사

생활을 통한 생활습관 개선이 있었다. 이러한 기숙사 생활을 통한 교육

경험은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는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그것들을 깨달으

면서 결국에는 자기주도와 자기주체성 함양이라는 큰 변화를 이루었다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학생이 아닌 인간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도 말했다.

“일반학교 다닐 때는 모르는 게 있으면 학원에 가서 물어봤는데요. A

학교는 사교육이 없으니까, 모르는 것을 해결하려면 방과 후에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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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아가야 했던 거예요. (웃음) 내가 직접 선생님을 찾아가고 질문을

하고 답을 찾는 이런 과정에서 이미 자기주도적으로 변한 거죠. 또 재

미있는 것이 방과 후에 굳이 시간을 내서 선생님을 찾아가지 않으려면

수업 시간 때 모르는 것이 나오면 바로바로 질문하는 버릇을 가지게 된

거죠. 저 뿐만 아니라 A학교 모든 애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

학교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그림인거예요. 수업시간에 궁금하면 바로 물

어보는 모습. 제가 국내대학에 가서 보니까 학생들이 절대 질문 안하거

든요. 괜히 질문하다가 자기가 덜 떨어진 애라는 인상을 줄까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리 유태인 교육을 이야기하고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수업시간에 한국 대학생들은 질문 절대 안 해요. 웃긴 거는

수업 끝나고 개인적으로 조용히 물어보거나 학원을 또 가는 거죠. 대학

생들이 말을 진짜 안 해요. (약간 목소리가 높아짐) 교수님 강의하시면

다들 핸드폰만하고 있어요.” (12기, 장한나)

장한나는 본인이 경험한 A학교 교육이 자기주도적 학습법 습득과 함

께 학업에 진지하게 임하는 태도를 함양해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사교육이 없는 A학교 교육이 갖는 일반학교와 차별된 성과이며, A

학교 졸업생으로써 스스로 성찰해본 A학교 교육경험의 의미이기도 하

다. 더 나아가 A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해서 경험하고 있는 국내 대

학교 재학생들의 수동적인 수업 태도와 질문이 결여된 수업 분위기에 심

각한 문제를 제기 하고 있었다.

3. 평생의 친구를 만난 시간

마지막으로 국제화 대안학교 A학교 졸업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A학

교 교육 경험의 의미는 평생의 친구를 만난 시간이었다. 이는 앞서 이야

기한 자아성찰의 시간, 자기주도성 함양의 시간과 함께 평생을 함께 하

는 소중한 친구를 만난 시간이었다. 자아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확인하고

꿈을 찾으면, 자기주도성 함양을 통해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함양하고, 그와 더불어 자신의 꿈과 삶 그리고 거짓 없는 본연의

모습을 A학교 친구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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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생친구를 A학교에서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정말

값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이 ‘학교에서 뭘 배웠냐’를 이야기 하지

만 저는 친구예요. A학교가 채워준 것이 정말 귀한 만남이었고 인생친

구를 선물해 준 거예요. A학교를 안 갔다면 절대 못 만났을 친구를 만

나서 많은 시간을 나누고 이제는 평생친구가 되었죠.

저는 어디를 가든지 A학교를 소개하게 되면 A학교에서 만난 언니와

오빠들 선배, 후배, 친구들과의 돈독한 인간관계를 엄청 자랑해요. 저는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친구이고 대화 몇 번으로 만

들 수 없는 친구죠. A학교에서 부대끼고 동거동락 하면서 생긴 유니크

(UNIQUE)한 본딩(BOND)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학교였어도 친

한 친구가 생길 수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에 신앙이 없기 때문에 A학

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 안에서 만났기에 더 돈독해졌다고 생각해

요. 일반학교에서도 교회 다니는 친구를 만날 수 있지만 사회에서 만난

기독교인 친구여도 신앙적인 것을 나눈다는 게 정말 어색하거든요. 그

런데 A학교 친구들은 그런 걸 모두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뭐 요즘 기도생활이 어떻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다 다 꺼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좋아요. 나눌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지 않다는 거죠. 부모님과 떨어져 친구들이 서로 엄

마가 되고 언니가 되고 또 동생이 되기도 하고 물론 다른 남자 후배들

도 똑같아요.” (3기, 이수진)

이수진은 A학교 교육 경험이 가져다 준 가장 큰 의미와 가치를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에서 찾고 있었다. 더욱이 그녀는 A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을 평생을 함께할 ‘인생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여기서 친구는

같은 나이의 동급생만이 아닌 선배와 후배들을 아우르는 표현이었다. 중

학교1학년부터 고등학교3학년까지의 다양한 연령은 물론 다양한 지방,

가정환경의 학생들이 A학교에서 처음 만나 같은 방에 배치되어 동거동

락하며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얻게 된 학창시절의 추억과 경험들이 이

수진이 정의하는 친구의 폭을 굉장히 깊고 넓게 형성해주었다라고 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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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이수진은 그러한 A학교에서 만난 인생친구들

과의 관계가 일반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A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깊

은 영성교육을 통한 신앙이라는 공통분모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이

야기 하고 있다.

“제 동생(일반 초중고 졸업)은 친구에 대한 기준이 저와 명백히 다르

더라고요. 제 기준에서 친구라고 하면 정말 형제 같이 모든 고민을 나

눌 수 있고, 동거동락 하면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함께 성장한 친구인

데 제 동생은 그냥 학교를 같이 다니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 시절에 함

께한 친구.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정말 친구라고 부를 수 있

는 애들이 주위에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A학교에서 친구들과 항상

같이 축구하고 또 같이 샤워도 하고 (웃음) 라면 하나 있으면 진짜 한

봉지가 있더라도 방안에 네 명이서 나눠먹고.. (침묵) 이렇게 말하면 웃

길 수도 있는데 그때 전우애를 느꼈어요. 벌도 같이 받고 힘들어도 즐

거워도 항상 같이 한 거예요. 또 단체생활하면 트러블이 없을 수가 없

잖아요. 그렇지만 그 트러블을 극복하면서 더 우정이 단단해 진 것 같

아요. 저 이번 주말에도 친구들 9명 모아서 여행 다녀왔어요. 시골에 가

서 축구하고 고기 구워 먹었어요. (웃음)” (9기, 박경태)

박경태는 면담을 통해 일반학교를 졸업한 친동생과 친구에 대한 개념

에 대해 이야기하던 도중 발견한 차별점을 이야기해주었다. 동생이 가지

고 있는 친구에 대한 개념과 의미가 자신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이

야기 하며 그 이유가 A학교 교육을 받은 자신과 일반학교를 졸업한 동

생의 차별된 교육 경험에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박경태는

이수진과 같이 A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을 추억하며 ‘동거동락’이라는 표

현을 사용했으며 또 ‘전우애’를 느꼈다고도 표현했다. A학교 졸업 후에도

A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 여전히 돈독하고 밀접한 ‘가족’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학교에서 좋았던 점을 생각하면 친구 같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고

등학교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잖아요.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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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에서 진짜!(강조) 진짜 친구를 얻었다고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기대면 받아주고 또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친구들

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지금도 A학교 친구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있어요.” (10기, 오명철)

마지막으로 A학교 10회 졸업생 오명철 역시 A학교의 교육 경험에서

친구를 이야기 하고 있었다. 그는 ‘진짜 친구’라고 표현했는데,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진짜 친구’를 정의하고 있었다. 또한 A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관계 속 그 기반에 종교적으로 공통된 신앙이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A학교 졸업 후에도

오명철은 함께 학교생활을 했던 A학교 친구들과 국경을 넘어 온라인을

통해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제 3 절 교육 성과

3절에서는 국제화 대안학교 A학교 졸업생들이 인식하는 일반학교와

차별된 A학교의 교육성과는 무엇인가라는 연구 문제에 대한 그들의 인

식과 평가를 분석하였다. 전체 12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A학교의 교육성

과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첫째, 즐겁고 자유로운 청소년

시절. 둘째, 교사와 친구들에게 존중받는 학교생활. 셋째, 성적으로 제한

되지 않는 삶의 폭. 넷째, 기독교 영성교육을 통한 변화의 경험이다.

1. 즐겁고 자유로운 청소년 시절

가장 먼저 A학교 졸업생들이 면담을 통해 가장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인식하는 A학교의 교육성과는 바로 즐겁고 자유로운 학교생활과 청소년

시절이었다. 즐겁고 자유로운 청소년 시절이 그 문장만을 보았을 때 처

음 드는 느낌은 표면적이고 상투적이지만 A학교 졸업생들인 연구 참여

자들의 면담에 귀를 기울이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즐거움’과 ‘자유’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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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대 표면적이거나 상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먼저

A학교 졸업생들은 A학교의 교육성과를 학교 운영이나 입시결과를 통해

드러나는 성공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즐거운 생활

과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성취한 청소년 시절에서 A학교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었다.

“즐거웠던 추억은 기숙사 생활하면서 친구들과의 추억과 미국으로 1

년 교환 학생 갔을 때 기억이 많이 나. 먼저 기숙사에서는 12학년(고3)

동안 남학생 기숙사 전체를 관할하는 RD(Resident Director) 일을 맡아

서 수행하면서 근로 장학금도 받고 전에 해볼 수 없었던 리더십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미국에서는 풋볼이 정말 기억에 남는데, 어린

나이에 미국 친구들을 직접 만나 친해지면서 미국문화 그리고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체험한 거지. 10학년(고등학교 1학년)때 터치다운을 성

공했을 때의 그 짜릿함과 성취감이 아직도 여전해. 처음이자 마지막 터

치다운이었는데,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코치들이 ‘GOOD JOB!’ 칭찬해

주고 얘기 해본 적도 없는 미국인 여학생들이 멋있었다고 해주는데 참

즐거운 추억이지.” (1기, 강수철)

강수철은 A학교의 교육성과를 기숙사에서 경험한 단체생활과 미국 교

환학생 제도라고 이야기 한다. A학교 재학시절 기숙사 근로장학생의 일

환인 기숙사장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취한 리더십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또한 A학교에서 경험한 미국 교환학생 경험을 통해 좋아하는

스포츠활동을 마음껏 누리며 즐겁고 짜릿한 성취감을 만끽했다고 회상했

다. 무엇보다 A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한 교육 중에서도 즐겁고 자유로

운 학창시절을 제공하는 것이 A학교의 가장 큰 교육 성과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저는 A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이 진짜 원 없이 운동만 해

본 거예요. 학교 끝나면 맨날 스포츠(운동)했어요. 학교가 한 4시쯤 끝

나면 매일매일. 제가 축구도 했었고 트랙(육상)하고 가을에는 농구팀하

고 야구는 트랙이랑 시즌이 겹쳐서 잠깐 했어요. 미국에 가서는 트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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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state(주)대회에 나가서 400M랑 200M 그리고 트리플(삼단) 점프 대

표로 나갔어요. 400M 1등 삼단 점프는 5등 했어요. (웃음) 12학년 5월

에는 기독사립학교들이 전국단위로 모여서 모든 종목을 겨루는 내셔널

(NATIONAL)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수학경시대회, 글쓰기, 육상, 드

럼 솔로, 또 생전 안 해 볼 것 같은 마임도 나갔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

는 건 대회 마지막에 전체 학생 중 한명을 뽑아서 엠브이피(MVP)를

주는데 미국 애들도 많은데 제가 MVP가 된 거예요. 트로피가 아직도

집에 있어요. 일반학교 같으면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을 인생 추억이죠.”

(2기, 권태준)

A학교 2회 졸업생인 권태준 역시 A학교 진학 이전에 어려서부터 과

도한 사교육과 함께 우울하고 억눌린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그 속에는 본인이 열망했던 축구가 있었다. 결국 권태준은 A학교

진학을 통해 마음껏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을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A학교의 교육 경험이 권

태준에게는 즐겁고 자유로웠던 청소년 시절을 제공한 가장 큰 교육 성과

로 기억되고 있었다. 권태준 역시 강수철과 마찬가지로 A학교 재학시절

출전한 다양한 스포츠 시합과 대회를 회상했는데, 당시 스스로 이루었던

성취들을 즐겁게 회상하며 A학교에 감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저는 원래 자기 주도적이지도 않고 사교성도 없는 아이였어요. 거기

다가 특별한 장점이나 장기도 없는 아이였죠. 그런데 A학교에 들어옴

으로써 많은 영향력을 발휘해보는 경험을 하며 성장했다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가 인생에서 사교적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A학교 주

니어(11학년, 고2)와 시니어(12학년, 고3)때예요. 막 입학했을 때는 제가

많이 약해보이고 공부도 못하지 거기다 특기도 없으니까 괴롭히는 친구

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제가 잘하는 걸 찾게 되고

여러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런 것(괴롭힘)들이 없어졌어요. 주니

어 때는 사물놀이, 사진촬영, 영상편집, 태권도, 마칭밴드(Marching

Band)에서 색소폰(saxphone)을 연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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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12학년이 되었는데, 학생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교 동아리들

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관리하는 일을 해줄 수 있냐면서 스카

웃이 된 거죠. 저는 학생회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이 들어가는 곳

으로 생각했고 나는 그런 거랑은 원래 거리가 먼 친구라고 스스로 생각

했었거든요. (웃음) 학생회 활동을 하니까 교무주임 선생님이 제게 더

관심을 갖으면서 성적관련 상담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결과적으로 성적도 오르고 정말 입학할 때와 완전히 달

라진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 추억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5

기, 이원상)

이원상 역시 자신이 A학교에서의 경험한 교육의 가장 큰 성과는 즐겁

고 자유로운 학창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본인의 A학교에서 성취한 놀라운 변화를 들려주었다. A학교 입학

전 전혀 자기 주도적이지 못함은 물론 사교적이지도 못한 성격으로 일반

학교 교육에서 부적응을 경험했었던 이원상이었다. 그런데 A학교로 진

학한 후에 자유롭고 즐거운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스스로 느

끼기에도 놀랍게 변화한 시기를 겪었다. 이원상은 A학교에서의 학창시

절을 사교적으로 ‘인생의 정점’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 학생회 임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리더십도 키울 수

있었던 경험들을 즐겁게 추억하고 있었다.

“여자 축구팀에 들어가서 다 같이 축구화랑 저지(유니폼) 맞춰 입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서울에 도시에서만 살다가 바깥에

그렇게 공기 좋은 시골에 사니까 너무 그냥 재미있는 거예요. 맨날 운

동하고 (웃음) 전혀 지겹지 않았어요. 축구부를 하면서 여자들끼리 운

동하고 놀고 함께한 추억이 너무 좋아요. 저 축구 에이스였어요. 생각해

보면 일반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A학교처럼 여학생들이 축구를 한다는

거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또 A학교에서는 졸업하기 전에 1년 교환학

생 기회가 있잖아요. 저는 미국의 중부 시골 정말 작은 타운으로 다녀

왔는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한 것이 정말 좋았어요. 시골이라서 빵도 안

사먹고 다 만들어 먹었고요. 집에 말이 8마리가 있어서 농장 가꾸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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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대학도 교환

학생 갔던 그 주(state)로 진학하게 되었고요.” (6기, 양희영)

양희영 역시 A학교에의 명확한 교육 성과로 즐거운 청소년 시절을 상

기하고 있었다. 도시에서 벗어나 전원기숙학교로 운영되는 A학교에서의

학창시절은 자유롭게 본인의 꿈을 키울 수 있었던 시절이었으며 친구들

과 함께 학업뿐만 아니라 운동 및 다양한 교과 외 활동에 마음껏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다고 했다. 기숙사 환경에서 경험한 즐거운 추억들과 함

께 미국교환학생 시절도 양희영은 언급하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국내를

넘어서 더 넓은 세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행복한 청소년기의 추억

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A학교에서 좋았던 점은 ‘자유함’이예요. 특별히 A학교에 들어가서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1년 동안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요. 진짜 주

말마다 너무 자유로웠어요. 내가 시간을 알아서 활용하고 관리했고요.

또 A학교에서 경험한 동아리 활동들이 제게 큰 영향이 된 것 같아요.

동아리 및 프로젝트(project) 수업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 일반학교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이미 A학교에서는 10년 전에 하고 있었던 거죠. 너

무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팀 프로젝트하고 다양한 동아리와 봉사

활동하고...(생략)

팀 프로젝트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국어시간에 영화를 제작한 거

예요. 다른 반 친구들이 프로젝트로 영화 시나리오들을 써서 저희 반에

주면 저희는 그중에서 영화로 제작하고 싶은 것을 조별로 선정해요. 그

래서 그 시나리오를 토대로 각색도 하고 촬영, 편집을 다 7명의 조원들

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반별로 하면 한 네 조에서 다섯 조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영화제를 열었어요. 그래서 채플실(Chapel, 강당)에서 전교

생에게 팝콘과 음료를 펀드레이징(fundraising)으로 팔고 다 같이 영화

를 시청하는 거죠.

또 한글사랑 프로젝트도 기억나요. 한글을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든지 제작 해보는 것이었어요. 저희 조는 순우리말 가온누리 문양으로

디자인하고 만든 통일대교라는 모형을 제작했어요. 전교에서 1등을 수

상했는데 너무 뜻깊었어요. 지금도 저희 수상작과 영화를 음성캠퍼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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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웃음) 이러한 추억이 가능 했던 것은 무엇보

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 주

었다는 거예요.” (7기, 박인애)

박인애 역시 A학교에서의 교육성과에서 ‘자유함’을 언급하며 즐겁고

자유로웠던 A학교에서 경험한 교육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었다. 특별히

미국교환학생 시절의 새로운 경험들과 A학교에서 제공한 다양한 교과별

팀 프로젝트들이 지금 본인이 느끼는 즐겁고 자유로운 학창시절을 가능

하게 한 소중한 추억이자 A학교에서의 큰 교육 성과로 평가하고 있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소에는 잘 모르고 있다가 일반학교 나온 친구들과 고등학교 생활

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 나눌 때 공통분모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추억이라고 해봤자 그냥 야자(야간자율학습)한

거, 야자 도망친 거, 학원 다닌 것. 이런 거 밖에 없는데 저 같은 경우

에는 정말 다양하고 즐거운 추억이 많으니까요. 특별히 저는 동아리 활

동에 관한 특별한 추억이 많아요. 신문부, 토론부, 방송부를 했고요. 졸

업앨범 만드는 이어북(Year Book) 제작팀으로도 활동했어요. 학생회에

서는 부회장으로 활동했는데 펄페스티발(Fall Festival, 가을축제)때 하

나부터 끝까지 학생들이 주도해서 계획하고 실행했어요. 학교 운동장에

워터 슬라이드 설치해서 하루 종일 전교생이 거기서 놀고 크레이지 아

케이드(Crazy Arcade, 온라인 게임) 대회 같은 것도 열고 버블(bubble)

축구도 하고 역대 스케일이 가장 큰 축제였어요. 또 국어 수업에서 한

프로젝트가 기억이 남는데 드라마 패러디 프로젝트였어요. 영상 촬영부

터 광고에 홍보까지 직접하고 저희 영상에는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가지

고 반응이 제일 좋았어요. 결국 1등 최우수상 받고요. 그런 기회가 있었

기 때문에 지금 PD를 꿈꾸게 된 것 같아요.” (8기, 김성현)

김성현이 추억하는 A학교의 교육성과 역시 학생의 즐겁고 자유로운

청소년 시절이었는데 그 중심에는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김성현은 본인이 경험한 동아리 활동을 인상 깊게 기억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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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더욱이 그러한 청소년 시절의 즐거운 경험의 성과를 통해 현

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꿈을 소망하게 되었다고 했다.

“학교에서 축구부로 정말 열심히 활동했어요. 미국 교환 학생 기간에

는 주 대회에 VARSITY(대표)로 선발 되서 나가기도 했고요. 400명이

넘는 관중 앞에서 경기를 하는 그 느낌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잠시

침묵) 저희 학교가 STATE CHAMPION 결승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때

그 경기에 관객이 1000명이 넘게 왔어요. 그때 입었던 유니폼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9기, 박경태)

박경태 역시 A학교의 가장 큰 교육성과가 학업이나 교과에 대한 추억

이 아닌 즐거운 청소년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특별히 미국 교환학

생 시절 경험했던 축구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고 흥미진진하게 이

야기 해주었는데, 권태준과 강수철 그리고 박경태까지 청소년 시절에 학

생들이 스포츠 활동에 갖는 의미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졌을 때 그들은 그 추억을 평생 간직하고 큰 의미를 부여하

여 A학교의 가장 큰 교육 성과로 평가하고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국제 단기 봉사를 경험한 거예요. A학교에서

는 방학 때마다 해외에 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말레

이시아에 가서는 초등학생들 영어 가르치면서 여름 성경학교도 열어주

고 그때 다양한 경험이 제가 가진 교육에 대한 비전에 불을 당겨준 것

같아요. 나도 학생인데 내가 무언가를 가르쳐주면 틀린 것을 바로 고치

고 변화하는 모습에서 행복하고 보람을 느꼈어요. 미국으로 봉사를 가

서는 반대로 배우는 즐거움을 얻었어요. 합창단 공연도 하고 대학탐방

을 하면서 영어만 사용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가르치는 즐거움, 미국에

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배우는 즐거움을 경험했어요. (생략)

대학에 가서도 A학교에서 생활 하던 것처럼 했더니 바로 과대로 선

출되었어요. (웃음) 일단 과별로 무슨 장기자랑을 새내기들이 준비했는

데 애들이 아무런 아이디어를 뭐랄까 당당하게 의사표현을 안하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막 내고 분위기를 이끌어 갔더니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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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어요.” (11기, 강지성)

강지성은 A학교에서 참가한 해외 봉사활동을 통해 자유롭고 즐거운

청소년 시절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지난 추억들을 회상했다. 그리고 이

와 같은 경험들이 A학교 이후에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며 이는 A학교의 가장 큰 교육 성과라고 강조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A학교를 다녀서 여유롭게 고등학교 생활을 한 편 같아요.

일반학교 다닌 친구들과 비교하면 저는 수업 끝나면 뛰어 놀고 농구하

고 고등학교 3학년들이 그러고 있었던 거죠. (웃음) 일반학교에서는 있

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또 대학을 다 간 것도 신기

한 일이죠. 또 대학에 입학해서 일반학교 졸업한 친구들과 함께 수업

듣는데 전혀 문제없이 공부하는 게 웃긴 거 같아요. (웃음) 그렇게 생

각해보면 한국 교육이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다 답이 나오는 거 아

닐까요.” (12기, 장한나)

장한나는 A학교에서 만끽했던 자유와 즐거운 활동이 일반학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본인의 청소년 시절은 일반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에 비해 굉장히 자유롭고 즐거웠다는 것이다. 장한나가 A

학교 재학 당시 이러한 A학교의 자유로운 교육에 대해 가족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A학교 학생들의 학업능력에 대한 의심, 걱정, 우려를 많

이 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신은 A학교 졸업생들의 우수대학

진학, 대학에 입학하여 일반학교를 졸업한 학생들과의 경쟁에서도 훌륭

한 학업 수준, 대학 졸업 후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자연스

럽게 불식되었다.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학교 교육은 일반학교 재학생들

의 학창시절을 억압되고 불행한 기억들로 남게 했다. 장한나 역시 본인

의 대학 생활을 통해서, A학교 졸업생들이 일반학교 졸업생들과 대학에

서 함께 수학하고 경쟁하는 것에서 전혀 문제가 없음은 물론 오히려 리

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에 현재 대한민국 공교육이 시행하고 있는 과도한

학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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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와 친구들에게 존중받는 학교생활

즐겁고 자유로운 청소년 시절에 이어서 A학교 졸업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A학교의 커다란 교육성과는 바로 교사와 친구들에게 존중받는 학

교생활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존중은 체벌이란 명분 아래 행해지는 폭행

과 폭언을 넘어서서 사람과 사람의 소통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일반학교에서 많이 맞았지. 그것도 비인격적으로 많이 맞았지. 떠들

었다고 맞고 숙제 안했다고 맞고 그때는 체벌이 허용될 때니까. 그런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학생들 뺨을 때리고 말이야. 머리 길다고 자르

라고 하면 되는 것을 가위로 전교생 앞에서 잘라 버리잖아. 그런 공교

육에 대한 상처가 많다 보니까 나는 당시에 A학교가 제대로 안 갖추어

져 있었다고 해도 공교육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 (1기, 강수철)

강수철은 A학교 진학 이전 일반학교 재학 당시 교사에게 받았던 비인

격적인 처벌을 회상하며 A학교가 갖는 일반학교와 차별된 큰 교육성과

를 이야기했다. 이는 학생이 졸업 이후에 학교를 떠나 본인의 모교를 어

떻게 기억하고 평가하는지 밀접한 관계가 있다. A학교 졸업생으로써 강

수철이 갖는 모교의 교육을 향한 애정과 믿음을 엿볼 수 있었다.

“기숙사 관장님이 이영옥 전도사님이셨는데 아마 그때 50중반 이셨

지? 내 꿈을 찾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이야. 학교에 다닐 때 항상

나에 대한 애정이 크다는 게 느껴졌는데, 아직도 잊히지 않는 게 내가

졸업할 때 즈음에 나를 따로 부르셔서 너는 찬양인도에 은사가 있다고

그냥 용기나 칭찬해주려는 게 아니라는 걸 구별할 수 있잖아? 그 분은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너는 은사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개발

을 하면서 남을 섬기는 일을 하면 좋겠다고 그 말이 정말 나한테는 인

생의 터닝 포인트의 계기가 된 거지.

또 잊을 수 없는 게 졸업할 때 기도를 해주시는데 우리 찬양팀 했던

학생들을 끌어안고 우시는 거야. 그때 해주신 말씀이 ‘너희를 위해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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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눈물이 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참 크게 쓰실 거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졸업을 하고 대학에 가고 군대에 가서도 끊임없이 기억나면서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어.” (1기, 강수철)

강수철이 말하는 A학교의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는 그가 일반학교에서

는 경험할 수 없었던 교사로부터 받은 존중과 사랑에 있었다. 이는 A학

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과 교사의 친밀한 관계가 바탕이 되는

존중받는 학교생활의 추억이다. 당시 자신을 사랑으로 가르쳤던 교사의

조언이 A학교 졸업 후에도 강수철이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에

도 크게 작용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1회 졸업생 강수철이 은사로 생각

하는 A학교 교사가 정년을 넘긴 지금까지 교육현장을 지키며 후배에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학생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교육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상당히 고무적인 모습이다.

“A학교 들어가서 초반에 사고를 쳤었죠. (웃음) 저 그때 담배피우다

가 걸렸어요. 사감 선생님이 눈치를 딱 채신 거죠. 말이 사감인데 형 같

았어요. 군대 전역해서 바로 사감으로 오셨던 거니까. 그런데 분명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눈치를 챘는데 문제를 확 만들기보다 나중에 따로

불러서 일대일로 앉혀놓고 자기 학창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기도 옛날에 담배도 피고 사고 많이 쳤는데 부질없는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 해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좋았어요. 강압적인 거보다 그

렇게 하니까 오히려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분이 사감의 위치

인데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줬는데 내가 사고를 또 쳐서 실망시키거나 피

해를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식의 학생 스스로 변화하도

록 책임감을 주고 신뢰해주는 것에 감동해서 변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요. 나쁜 것을 고쳐도 학생이 자기 스스로 뿌듯해야 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강압으로 잠시 멈춰둔 거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내

인생이 아니라 부모님 인생이니까.” (2기, 권태준)

권태준은 A학교 입학 후 초기에 교내에서 담배를 피다가 교사에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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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된 이야기를 시작으로 일반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교사의 대처에

대해 회상했다. 그리고 그것이 강압적이거나 권위적인 훈육이 아닌 존중

을 바탕으로 하는 일반학교와 차별된 A학교만의 세심한 훈육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훈육과 교육이 가능했던 것은 A학교 교사와 학

생들이 형성하고 있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 권태준은 A학교에서는 교사

와 학생이 서로를 존중하고 단순한 사제지간을 넘어서는 가족과 같이 친

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혜린 샘이 우리 스쿨패밀리(School Family)14) 엄마였어요. 공부를

떠나서 선생님과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하게 된 거죠. 그때 선생님께서

본인의 살아온 이야기와 신앙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우

리를 얼마나 사랑하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섬기러 왔다는 이야기 해주시는데 어린 나이었지만 선생님의

진심이 느껴져서 감동이 되었어요.” (3기, 이수진)

이수진 역시 A학교의 교육성과를 이야기 하면서 A학교의 교사로부터

받은 존중과 사랑을 추억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스쿨패밀리라는 A학

교만의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에 있었다. A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자 일반학교에서 볼 수 없는 차별된 프로그램인 스쿨패밀리제도는 A학

교 졸업생들에게 지대한 영향 주었으며 A학교 교육을 평가함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었다. 스쿨패밀리 제도는 학교 교직원

들과 학생들이 학교 안 가족이 되는 제도로써 학교에 입학하는 7학년(14

세)부터 졸업하게 되는 12학년(19세)까지 동일한 가족에 속해 성장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학생들은 스쿨패밀리 패런츠(parents)라고 불리는 부모

역할의 교직원들을 실제로 ‘엄마’와 ‘아빠’로 부르고 있었고 교직원과 학

14) A학교의 학교가족제도로 A학교 전교생은 한 명 혹은 두 명의 학교부모

(School Parent) 교사들 아래 5-6명의 학생으로 결연되는 학교가족(school

family)에 소속되어 있다. 이러한 학교가족 공동체는 A학교 학생들이 처음

입학하는 중학교 1학년부터 학교를 떠나게 되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간

변함없이 동일한 학교가족구성원으로 지속된다.



- 99 -

생 모두에게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아닌 새로운 공동체 안에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A학교의

스쿨패밀리제도야 말로 일반학교와 확연히 차별되는 대안학교로서의 A

학교의 교육 경험이자 교육적 성과였다.

A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스쿨패밀리제도가 어떻게 A학교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존중받는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있

다는 느낌을 받는지 아래 대목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이수진

은 스쿨패밀리 담당교사가 자신의 학생들에게 본인의 솔직한 삶을 나누

는 모습에서 진심을 느꼈고 이후에는 교사와 제자가 아닌 사람 대 사람

으로 정말 가족 같은 관계를 형성했고 교사로부터 깊은 사랑과 존중을

받았다고 했다.

“선생님들을 부모님처럼 의지했던 것이 생각나요. 우리학교(A학교)

특성상 홈룸 선생님이란 것이 있고 또 스쿨패밀리가 있잖아요. 힘든 일

을 다 상담할 수 있는 부모님 같은 선생님들이 계셨던 거죠. 고민도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주려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는 A학교 환경이 시골

에 있었던 것이 오히려 좋았어요. 어떤 친구들은 답답해 죽으려고 했지

만 저는 좋았어요. 밖에서는 솔직히 통학하다보면 학교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끈끈하지도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상종도 안하는 경우가 있는

데, 우리는 학생들이 선생님이랑 진학은 물론 진로와 취업 더 나아가

인생을 두고 상담을 하잖아요.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항상 열려 있어

서 언제든 찾아뵐 수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수업도 학교 끝나고 어렵다

고 도와달라고 하면 선생님이 남아서 더 도와주시고 더 각별한 사이가

될 수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대체적으로 공부는 내가 하고 싶을 때 스

스로 하는 거고 그보다는 먼저 인성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4기, 김동욱)

김동욱은 A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를 ‘부모’로 직접 표현하고 있었다.

또한 이수진과 같이 스쿨패밀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또한 언제든지 찾

아가고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교사들에게로부터 존중받는 학교생활

이라는 A학교의 교육성과를 확인해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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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잊지 못하는 선생님은 당시 교장선생님이셨던 존(John) 선생

님이세요. 대학교 원서를 쓰면서 추천서를 부탁드렸는데. 사무실로 부르

셔서 찾아 뵀었어요. 갑자기 ‘My son, 앉아봐라 너 왜 대학에 가려고

하니’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한 거 아니냐고 먹고 살려면

당연히 대학 가야하는 거니까 가는 거다’라고 했더니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가는 거지 대학을 가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대학 진학 전에 대학에 가서 뭘 공부하고 싶어

하는지 스스로 정립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런 게 A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요?” (4기, 김동욱)

특별히 기억에 남는 A학교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김동욱

은 A학교 재학 당시 교장으로 근무했던 미국인 스승을 추억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많은 걱정과 염려로 힘들어하던 자신에게 스승은 굳이 대

학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 번도 진지하고 진솔하게 자신에게

대학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교사를 만나 보지 못

했기에 처음엔 충격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내 그런 교사의 진심과

본인을 존중해주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고 많이 깨달았다고 이야기했다.

더 나아가 이런 조언은 절대 일반학교에서 받을 수도 찾아 볼 수도 없는

A학교만의 차별된 점이라고 주장했다.

“제가 사진관련 일을 꿈꾸게 된 것도 학교의 기회제공과 담당 선생님

의 지도가 컸어요. A학교 자체가 일반학교에 비해 제공해주는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입생 모집을 할 때 홍보를 학교에서

행정실 직원이나 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학생이 적극적으로 개입

해서 같이 하잖아요. A학교 들어와서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랑 친해졌

는데, 이 분이 학교에서 학교축제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팜플렛이

나 책자에 넣는 일을 맡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불러서 소니 알

파 카메라를 하나 맡기면서 사진을 좀 찍어볼 수 있겠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진을 찍어 갔는데 사진 배운 적이 있냐고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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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찍는 데 소질이 있다고 한번 배워보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학교 책자나 홍보물 제작부터 편집까지 자연스럽게 사진 촬영과 홍보

업무를 은연중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지금 제 직업이 되었죠.”

(5기, 이원상)

이원상은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결국은 A학교에서 교사와의 진

실된 소통과 격려에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었다. 학생에게 다양

한 인생의 경험을 제공하고 또 학업만이 아닌 정말 학생 개인의 소질과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격려하고 도전하는 A학교 교사들의 모

습과 교육에서 이원상은 변화될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일반학교와 차별

화된 A학교의 가장 큰 교육 성과라고 평가했다.

“제가 A학교에 들어가서도 초반에 공부를 못했어요. (웃음) 선생님들

이 못 가르쳐서가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런데 A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24시간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공

부하는지를 직접 볼 수 있었던 거죠. A학교에서는 공부를 못한다고 학

원에 가지 못하니까,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고 아니면 그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친구한테 도움을 받게 되요.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선생님들인데, A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교사 기숙사에도 살고 또

외부 사시는 분들도 밤까지 근무를 하시니까 우리가 언제든 찾아갈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젊은 선생님들이 퇴근 후에도 학생들을 위

해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헌신하신 거죠.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그래도 부족하면 밤에

공부 잘하는 친구 방에 찾아가는 거죠. 그럼 또 A학교는 잘하는 애들

이 공부를 가르쳐줘요. 같이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정도 깊

어졌고요.” (5기, 이원상)

또한 이원상은 학업에 전혀 흥미가 없던 자신이 어떻게 학업에 열심

히 임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고 있다. A학교의 선생님들로부터 시작된

헌신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서로 돕는 분위기와 관계를 조성하게 했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A학교 학생들이 교사뿐만 아니라 학우 간에도 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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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친밀감을 느껴 정서적 안정감과 함께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이다.

“저는 A학교에서 선생님들과 관계가 참 좋았어요. 학교가 끝나면 친

구들은 다 기숙사 가서 자거나 밖에서 뛰어 노는데 저는 수업 끝나고

선생님들 따라다니고 교실 찾아가서 놀았어요. 선생님들도 학생을 성적

이나 등급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꿈이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한 분을 콕 짚을 수는 없고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나

는데요. (침묵) 제가 사실 10학년 때 스튜어디스가 너무 하고 싶은 거

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상담을 했는데요. 그때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

이 ‘현경아 너 너무 잘 어울린다. 넌 분명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한

번 더 큰 꿈도 있는지 생각해봐 왜냐면 너 A학교 졸업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 해주셨어요. 기분도 좋고 제 꿈을 더 크게 디벨

롭(develop) 시켰죠.” (6기, 양희영)

양희영 역시 A학교에서의 교육을 돌아보며 선생님들과의 돈독했던 사

제관계에 대해 자세히 상기했다. A학교 교사들이 학생들과의 상담에 있

어서 학생들을 성적과 등수로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

개인의 개성과 특징을 파악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학생들 개인의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주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과 지

도는 학생들에게 일반학교와는 전혀 차별된 A학교만의 특별한 교육성과

를 만들어내는 매우 특별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맞아요! (손뼉을 치며) 친구들이랑 경쟁하지 않는 것이 정말 다른

점이죠. 그룹 스터디가 가능하다는 것. A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친

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자습실에서 모여서 그

친구한테 물어보고 또 기숙사 방에서도 물어보고 그러면 또 그 친구는

정말 잘 알려줘요. 일반중학교 다닐 때 한번 반 친구에게 모르는 것 물

어봤다가 너 왜 베끼려고 하냐고 해서 싸운 적이 있었어요. 일반학교에

서는 그런 사소한 것에도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더욱이 다른

친구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는 친구는 정말 드물죠.” (6기, 양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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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양희영은 일반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A학교의 또래문

화와 그룹스터디 및 피어 투터링(peer tutoring) 문화를 들려주었다. 학

생들이 서로를 경쟁자라고 생각하기보다 함께 도와야 하는 대상 그리고

함께 잘돼야 하는 가족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공부뿐만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도 서로 도우며 존중하는 분위기가 학생들 사이에 문화로 존재한

다고 이야기 했다.

“일반중학교를 다닐 때도 물론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셨지만, 제 중학

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을 그렇게 저주 하셨어요. 특히 공부

못하는 친구들에게 막 너네 그렇게 하면 감옥 간다고 하셨어요. (웃음)

반대로 성적 좋은 학생들을 편애 하셨는데 저는 반 회장이여서 저를 좋

아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티를 안냈지만 속으로 너무 싫었어요.

A학교 와서는 선생님들이 정말 피로 연결된 엄마는 아니지만 자식같이

학생들을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셨어요. 또 뭔가 자율적인 결정권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뭐든지 너희가 한 번 생각해봐 너희가 주도해서 결

정하고 실행해봐 라는 식이었어요.” (7기, 박인애)

A학교를 7회로 졸업한 박인애는 다시 한 번 일반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A학교의 차별된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설명했다. 앞서 김동

욱이 말한 것과 같이 박인애는 교사를 직접 ‘엄마’라고 표현하며 친부모

님께 받는 사랑을 교사로부터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또한 A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업과 생활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일까지 학생들

스스로 함께 생각을 나누고 토론을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고 독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시니어(12학년, 고3)때 전교생 앞에서 간증을 했어요. 그때 저희 집

이 힘들었던 스토리를 다 이야기 했는데 당시 교목이셨던 이명구 목사

님께서 저희 집 사정을 다 아셨는데 기도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저를

특별히 더 아껴주셨어요. 아직까지도 자주 전화통화해요. 너무 고마운

분이예요. 그리고 스쿨패런츠(스쿨패밀리)요. 저는 황경욱 선생님 패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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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였는데 정말 학생들을 자식같이 대해주셨어요. A학교를 졸업하고도

학교에 찾아가면 아들 왔냐고 식사도 대접해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런 끈

끈한 사제관계는 일반학교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 아닐까요?” (10

기, 오명철)

오명철은 A학교 재학 시절 힘들었던 집안사정을 당시 학교 교목이었

던 교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으며 이를 통해 큰 용기와 지도를 받았다

고 이야기 했다. 학생이 본인의 마음 속 깊은 이야기를 스스로 자진하여

학교 교사에게 전부 내어놓고 지도받았다는 모습에서 일반학교와 차별된

A학교의 교육 성과를 엿볼 수 있다. A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오명철은

본인을 지도해 주었던 그 교사와 가깝게 지내는 것은 물론 A학교 행사

에 매년 참석하고 A학교에도 자주 방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과적으로 앞서 말한 많은 연구 참여자와 같이 오명철 역시 A학교 교사

와 학생과의 관계를 가족으로 설명했다. 교사들이 학생을 본인들의 ‘자

식’처럼 아끼고 존중한다고 표현했다. 이는 일반학교에서는 찾아보기 A

학교의 차별된 사제관계의 모습이었다.

“저는 제 스스로 굉장히 학교(A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일반

학교 다닌 친구들과 대학에 와서 이야기하면 특목고 다닌 친구들 보다

제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있었고 영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더 좋았더라

고요. 학교에 대한 만족하는 걸 봐도 저 만큼 학교에 만족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없고요. 우리학교가 00외고다 00자사고다 좋은

학교라고 하는 친구는 있는데 학교에 대한 정말 자부심과 애정이 있는

친구는 없었어요. 또 제 대학 친구들이 그나마 사범대이다 보니까 학교

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진 친구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학교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나는 선생님이 되면 절대 이런 선생님

은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해요. 그런데 저는 A학교를 다니

면서 막 이 선생님처럼은 절대 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싫었던 선생님

이 없었거든요.” (11기, 강지성)

강지성은 A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한 대학에서 일반학교를 졸업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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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각자 경험한 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다

고 한다. 특별히 자신들을 가르쳤던 교사들의 교육 철학과 방법에 대해

깊이 토론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강지성의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 후 교

직을 꿈꾸는 사범대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경험한 대한민국의

중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강했다. 심지어 미래에 교사가

되어도 그들 같은 교사는 되지 말아야겠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강

지성은 이를 보며 A학교 교육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다고 한다.

“홈룸 조회 끝나면 학생들의 고민을 다 들어주고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선생님들이 학생들 한명 한명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

어요. 정말 부모님 같았어요. 스쿨패밀리제도도 있었지만요. 홈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정말 교실이지만 한반 한반이 작은 집 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항상 수업을 위해 밤새 공부하시고 수업을 준비하

시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자는 그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인풋

과 탐구를 통해 준비되는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11기, 강지성)

이어지는 면담을 통해 A학교 교사들은 학업이나 학교생활을 넘어서

영적인 부분에서 상담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기도제

목’을 통해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격려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앞서 다른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했던 스쿨패밀리를 강지성 역시 강조하

고 있었으며 이를 비롯해 홈룸(home-room) 담임교사로 부터 받은 사랑

과 존중을 A학교 교육의 차별된 성과로 인정하고 있었다.

“제가 일반학교 남중을 다녔는데요. 전교 10등 안에 드는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여성적인 스타일이 대부분 이였어요. 노트필기나 자기관리

가 웬만한 여학생들보다 훨씬 깨끗하게 잘되어있고요. 그런데 서로 막

안보여주고 안 알려주고 경쟁이 심했어요. 중학교 때 한번 전학을 갔어

요. 저는 전에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보고 왔는데 전학 간 학교는 아직

안 봤더라고요. 교육청이 다르니까 교육수준도 좀 다르고 진도가 다르

니까 성적이 처음에 좀 떨어졌어요. 일반학교에서는 성적으로 학생을

판단하니까 초반에 적응이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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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다 같이 도우면서 함께 성적을

올리잖아요. 선생님들도 그런 모습을 응원해주고요. 저는 고학년이 되고

A학교에서 후배들에게 투터링(tutoring)을 엄청 많이 해주었어요. 제가

수학을 좋아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수학을 좀 잘했거든요. 수학이랑 과

학 투터(Tutor)를 정말 많이 해줬어요. 아 또 A학교는 바이블(Bible) 수

업이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배웠기 때문에 성경 투터

(Tutor)도 열심히 해주었죠. 그렇게 친구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면서

뭐랄까 가르치는 것의 재미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대학도 사범대로 진

학하게 된 것 같아요.” (11기, 강지성)

교사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존중이 A학교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학생들

간에도 퍼져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히 강지성은 이렇게 교

사들로부터 시작된 사랑과 존중의 모습들은 자연스레 학생들이 상호존중

을 바탕으로 부족한 학업을 서로 돕고 격려하여 함께 성장하는 tutoring

제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반면 A학교 전학 이전에 있었던 일반학교에서

는 학생들이 서로 견제하며 심하게 경쟁했던 모습들을 회상하며 스스로

일반학교와 차별된 A학교의 긍정적인 교육성과를 평가하고 있었다.

3. 학업성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삶의 폭

일반학교와 차별된 A학교의 세 번째 교육성과로 연구 참여자들은 삶

의 다양성과 폭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학업 성적으로 제한되는 학과 선

택, 대학진학, 그리고 꿈의 크기가 A학교 교육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한다. 꿈꾸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고 도전하면 성취할 수 있다는

경험을 A학교생활을 통해 졸업생들은 체득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저는 잘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나 꿈이 일반중학교

다닐 때보다 더 꿈이 커졌죠. A학교 오기 전에는 그냥 좋은 회사 아무

데나 취직해서 삼성 이런데도 안 바랐던 거 같아요. 워낙 다들 치열하

니까 그냥 막연하게 뒤처지지 말자 정도였죠. 지금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다른 동료들과 제가 다른 점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봤다는 거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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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경험들을 통해 확실히 의식이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일반학교를

나왔으면 갈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잖아요.

진로진학의 폭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죠. 한국 학교 다녔으면 무조

건 인서울, 스카이(S.K.Y.)가 목표였을 테니까요. 내 꿈이 성적으로 제

한되는 거죠. A학교에서는 세계를 무대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실제로

또 대학을 가니까요.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폭이 다양해지고 일반학교

나왔으면 지금 다른 일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2기, 권태준)

권태준은 A학교에서의 교육 경험들을 돌아보았을 때 만족스러운가하

는 질문에 위와 같이 매우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더 나아가 A학교의 가

장 큰 성과를 일반학교와 확연히 차별되는 졸업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진학의 폭이라고 이야기 했다. 꿈이 성적으로 제한되는 일반학교의

현실과 비교해서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무대로 꿈꾸고 준비할 수 있다는

A학교의 교육은 큰 만족과 성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한국은 1등 뽑고 쭉 줄 세우잖아요. (침묵) A학교는 미국식 교육 커

리큘럼이다 보니까 1등 뽑고 끝이죠. 차라리 그룹을 만들어서 A그룹 B

그룹 만들기는 해도 1등부터 주르륵 꼴찌를 딱 내지는 않잖아요. 그리

고 미국에서는 꼴찌한테도 넌 잘할 수 있어. 넌 포텐셜(potential)이 있

어 이러잖아요(웃음) 그런데 한국 일반학교에서는 어때요. 얘? 얘 그냥

꼴찌야. (침묵) 예를 들어 누가 ‘쟤 몇 등이야?’ 물어보면 A학교에서는

‘얘는 포텐셜이 있는 친구야’이러죠. 꼴찌가 아니라. 그 말 한마디가 정

말 다른 거죠.” (2기, 권태준)

A학교와 일반학교 교육의 차별된 점들을 이야기 할수록 강지성은 스

스로 대한민국 공교육에 대한 본인의 객관적인 의견이 상당히 정리 되어

있었음 알 수 있다. 강지성이 강조한 A학교의 강점은 바로 ‘꼴찌가 없는

학교’라는 것이었다. 그는 성적과 등급으로 학생들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점을 공교육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과오이자 사회적 문제로 지적하고 있었

다. 그런 점에서 A학교는 전혀 다른 교육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학생들의

잠재력을 격력하고 기대하는 A학교 교육의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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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학생들끼리 서로 공부를 돕는다는

거예요. 저는 일반학교 다닐 때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반드시 1등해서

다른 애들보다 학점 올리고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

어요. 그런데 A학교에 들어오고 나서는 누구를 쓸어버리고 이기고 그

런 마음이 든 적이 없어요. 그냥 내 일 내가 잘하자 이런 느낌이고 누

가 나보다 잘하면 그 친구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한 결과니까 그런 수

긍을 했죠. 또 예를 들면 우리 반에서 A라는 학생이 수학을 잘하고 B

는 못하면 자연스럽게 A가 B를 따로 만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것이 A한테도 도움이 되고 B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얘를 이겨 먹어야지라는 마음이

사라지고 남을 이기려는 공부가 아니라 나를 이기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침묵)

대한민국 일반학교에서는 1등부터 몇 등까지 딱 줄 세워서 특별한 혜

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당연히 그 상위권 그룹에 속하고 싶

은 거죠. 학교 내에서 이미 경쟁을 통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연결고리처럼. 그래서 저는 A학교의 절대평가 정책을 높게 사요. 1등,

2등, 3등이 없었던 것 같고 성적으로 서로를 평가하지 않아요. ‘얘는 이

런 건 또 이렇게 잘해 보여줄 수 있고 쟤는 저걸 잘하는 친구야’ 그러

면 다들 맞아맞아 인정하는 분위기.” (3기, 이수진)

권태준을 비롯한 여러 연구 참여자들이 지적했던 대한민국 공교육의

1등부터 꼴찌를 줄 세우는 교육 현장을 이수진 역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적은 A학교가 설립 당시부터 고집하고 있는 ‘절대평가’

제도가 A학교 졸업생들로부터 A학교가 일반학교와 차별되는 교육적 특

성이자 교육 성과로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단 다르죠. A학교는 한국대학 뿐 아니라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하

니까. 학생들이 이미 ‘아 한국만이 아니라 어디든 갈 수 있는 거구나.’

인식하고 있는 거죠. 한국대학만을 목표로 하면 점수에 맞추어서 대학

을 정하고 전공을 하고 입학하게 되면 이제 그 학과에서 이런 걸 배웠

으니까 이런 직업을 찾자 이런 상황인거죠. 대학교에서 많은 것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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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는 거예요. 학점만 주지 다양한 경험은 주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미술을 한다고 해도 다 입시를 위한 입시형 미술이지 창작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언성을 높이죠. ‘야 지금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지금은

이런 거 해야 돼’라고 억압하고 자신의 다양한 진로에 대해 생각도 해

보지 못하는 거죠. 한정된 바운데리(boundary) 안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합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면접 봐야하는지 경쟁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5기, 이원상)

이원상은 A학교에서 실시하는 국제화 교육과 진로진학지도는 A학교

학생들이 진로진학에서 이루고자 하는 선택의 폭이 일반학교와 비교해

폭 넓다는 점을 A학교의 차별된 교육성과로 이야기 하고 있었다. 특별

히 자신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과 삶을 예로 들며 A학교의 학생들

의 행복과 꿈을 응원하는 진로진학에 자부심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입시형 미술학원들을 예로 들며 학생들에게 주입식으로 교육

하여 대학진학을 이루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꼬집었다. 대한민국의 인

재들이 청소년 시절부터 창의성을 잃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

르겠다며 대한민국 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저는 지금도 A학교를 졸업한 것에 자부심이 있어요. 뭔가 이런 길도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다른 길로

걸어왔다는 것. 교육적으로 A학교가 일반학교와 가장 다른 점은 학교

에서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학교는 막 정직, 성

실, 그리고 결국 성적이잖아요. (웃음) 사실 정직, 성실도 과장한 거고

등급, 내신이겠죠. 우리학교를 빛나게 해줄 스타를 만들어야 하는 거잖

아요. 학원이랑 학교랑 똑같은 거죠. 학원은 그걸 상업적으로 대 놓고

하는 거고 학교는 그거를 물밑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A학교는 완전

다른 소리를 하잖아요. 꿈, 비전, 글로벌 인재 막.. (침묵) 대학진학을 넘

어서서 학생의 인생을 두고 하는 교육인거예요. 큰 그림으로 봐주는 것

이 제일 다르고 좋았던 것 같아요.” (6기, 양희영)

양희영은 A학교 졸업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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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가장 큰 이유는 A학교 진학을 통해 다양한 삶의 길을 얻게 되었

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한다. A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등급이 매겨진 상품

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큰 꿈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

중한 존재로 가르친다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양희영은 A학교가 가진

차별된 설립 목적과 진정성 있는 비전이 A학교가 일반학교들과 차별되

는 가장 큰 교육성과라고 평가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했어요. 특별히 해외선교

를 많이 다녀올 수 있었어요. 지금 대학에 와서도 동문TA(Teaching

Assistant)로써 A학교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선교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요. 이번 여름에도 인도선교와 피지 선교도 A학교 동문들과 다녀오게

되었고 또 방학동안 열린 A학교 영어캠프에 선생님으로 참가해 A학교

재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도왔고요. 돌아오는 겨울방학에는 A학교

몽골 선교여행에도 함께 할 예정이에요.” (10기, 오명철)

오명철은 A학교에서 경험한 다양한 활동들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었

다. 이러한 경험들은 A학교가 학생들을 성적으로 재단하고 학업만을 강

요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을 통해 본인 정말 이루고 싶은

꿈과 살아가고 싶은 삶을 깨달을 수 있게 했다고 이야기 했다. 오명철은

A학교에서 경험한 선교활동들을 통해 선교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한다.

“제 꿈은 지금 사범대에서 영어교육전공을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이 되는

건데요. 선생님을 평생 직업으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

거든요. 이번여름에 A학교에서 방학동안 영어캠프를 열어서 교사로 참가했었는

데요. 함께한 외국 봉사자들을 만나서 참 부러웠어요. 그들은 다 본 직업이 있

는데 방학을 맞아 한국에 와서 교사로 섬기고 있더라고요. 봉사에 참여한 한국

교사들은 거의 교원 쪽의 길을 밟았거나 밟고 있는 사람들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사라는 직업을 내 인생에서 첫 번째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직업을

또 가져서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어요. 많은 세계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고 싶

어요.” (11기, 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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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성은 사범대 학생으로 미래에 교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방

학마다 열리는 A학교의 다양한 캠프에도 교사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강지성은 A학교 졸업 이후에도 꾸준히 A학교를 방문하

고 교사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해했다.

또한 국제화 교육을 추구하는 A학교에서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교사들

이 일하고 있는데 이들과 나누는 교류를 통해서도 폭 넓은 삶의 모습도

배울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4. 영성교육을 통한 변화

마지막 A학교의 차별된 교육성과로 기독교 영성교육을 확인할 수 있

다. A학교 교육을 자세히 살펴보면 영성교육이 A학교에서 갖는 중대한

비중과 가치를 알 수 있다. 12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별 조금씩의 차

이가 있었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A학교에서 경험한 영성교육을 A학교가

일반학교와 차별되는 교육성과의 핵심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별히 강

수철과 김동욱, 이원상, 오명철, 강지성은 그러한 이유에 대해 본인들이

직접 겪은 경험담을 들려주며 어떻게 A학교에서의 영성교육이 자신들의

삶을 변화 시켰는지 이야기 했다. 신앙이라는 개인의 민감하고 조심스러

운 부분을 솔직하게 나누어준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본 연구자는 더

욱 신중을 기하며 분석하였다.

“나 같은 경우는 A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터닝포인트(Turning

Poing)가 된 일이 A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나 거였어. 내 인생의 가장 큰

터닝포인트지. A학교에 들어와서 예배에 나가고 찬양 팀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그 전까지 없던 꿈이 생겼거든. 그 전에는 아예 대학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나 같은 청소년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고 변화 시키

는 목회자를 꿈꾸게 된 거지.” (1기, 강수철)

가장 먼저 강수철은 A학교 입학 전 일반학교에서의 교육을 방황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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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회상하고 있었다. 반면 A학교에서의 교육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

째 바꾼 가장 큰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했다. 그 터닝 포인트에는 A학

교의 영성교육으로 비롯된 개인의 신앙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성인이 된 강수철은 A학교 진

학 이전에 자신이 겪은 모습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A학교를 통해 변

화되길 바라며 A학교 교목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A학교가 차별화된 부분을 생각해보면, 다른 거는 다른 동문들이 많

이 얘기했을 것 같으니까 나는 영성부분을 강조하고 싶어. 영적인 신앙

심이 있으면 대학에 가고 인생에서 여러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

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 같아. 그건 일반학교에서는 배울 수도 가르칠

수도 없는 강점이 아닐까. 내 케이스(case)를 보면 그랬던 거 같아 지

성, 인성, 영성이 있으면 그 중에 영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

같은 경우는 꿈도 없었고 목표도 없었잖아. 아무것도 없었던 내가 신앙

심이 생기고 정확한 목표와 꿈이 생기니까 삶의 목적과 이유가 생긴 거

지. 목적이 없는 학생이 대학에 가면 굉장히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잖

아? 대학가서 망가지는 애들을 많이 봤어. A학교를 통한 신앙 교육이

인성으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지성교육이 따라 오는 것 같아.” (1기,

강수철)

강수철과의 면담을 조금 더 살펴보면 A학교에서는 일반학교와 차별되

는 영성부분에 큰 역할의 할애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수철 역시 자

신의 사례를 예로 들며 대안학교가 추구하는 전인교육에 있어서 A학교

영성교육이 가지는 교육성과의 긍정적인 결과를 강조했다.

“A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신앙심을 통해서 회복하

는 경험을 했어요. 부모님도 A학교에서 그렇게 변해가는 제 모습을 좋

아하셨고요. 제가 스스로 큐티(Quite Time 말씀묵상)를 하고 새벽기도

를 나가면서 신앙심이 커졌어요. 모든 사사건건 여러가지 삶의 문제들

앞에서 신앙으로 극복하려 노력하는 제 모습이 A학교를 통해 얻게 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4기,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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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은 A학교에서의 교육경험이 신앙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현재 자

신을 만들었고 한다. 그리고 가족들 역시 신앙적으로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고 격려하였다고 이야기 한다. 더 나아가 김동욱은

신앙으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 A학교 교육을

통해 얻게 된 가장 큰 성과라고 직접 평가한다.

“A학교가 기독교 학교잖아요.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이 커

요. 사람들이 만든 모든 단체가 사람들이 서로 의존하고 커뮤니티를 통

한 상생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단체 속에서 또

사람에 지쳐서 서로 상처를 주고 심하게는 트라우마(Trauma)도 생기잖

아요? 그런데 종교는 사람들 간의 인간적인 의존 외에 뭐라고 해야 하

지 (침묵) 이상향이 껴서 사람에 의지 하지 않을 수 있고 혼자서도 바

로 설 수 있는 올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의 개념 자체를 확고히 배웠어

요. A학교에서 받은 주입식 종교 교육을 통해서요. (웃음)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우울증이 없어졌거든요. 이야

기하다보니까 제가 A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것 같네요. 저는 사실 부정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5기, 이원상)

이원상은 A학교가 국제화 대안학교라는 점보다 기독교학교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일반학교와 차별되는 강점을

연구자에게 주장하고 있었다. 반면 A학교 영성교육이 주입식이었다는

표현도 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다. 결론으로는 A학교의 영성교육을 통

해 본인의 우울증도 치료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저는 채플린(교목실) 키드였어요. 항상 교목실에 가서 목사님들 커피

타드리고 과자 얻어먹고요. (웃음) 목사님들과 많이 대화를 나누면서

사이가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새벽

예배가 자율이었지만 그때는 어떤 힘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새벽기도를 나가니까 아침을 먹게 되고 학교생활도 규

칙적으로 변하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교목실이 큰 힘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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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양희영)

양희영은 A학교에는 비공식적인 채플린키드라고 불리는 교목실에서

상주하다시피 하는 학생들이 기수마다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러

한 사실을 긍정적으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

목실에 의지했던 학교생활이 본인의 청소년 시절에 큰 힘이 되었다고 표

현했다.

“제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똑똑하지는 못해

도 뭐든 열심히 했어요. A학교에 입학하고 프리캠프 때에 전교생 중에

가장 빨리 일어나서 항상 새벽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러다보니

사감 선생님을 대신해서 기상 음악을 틀고 학생들을 깨우는 일을 맡게

되었고요. 프리캠프 끝날 때, 학업, 영성, 태도 등 전체적인 것을 따져서

상을 주었는데 제가 받게 되었어요. 새로운 환경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성실하면 상을 받는 구나’ 너무 기분

이 좋은 경험을 한 거죠. A학교에 입학하고 집안사정이 너무 안 좋아

졌었어요. 정말 학교를 못 다닐 뻔 했거든요. 외박 나가면 집 상태가 엉

망이었어요. 집에 막 빨간 딱지가 붙여져 있었고요. 휴학신청서까지 몇

번을 썼는데 매번 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채워주셨다고 했

어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에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였어요. 학교에서는 더 열심히 생활하니 매년 반장을 하

게 되고 찬양 팀과 예배 팀의 리더가 되었어요. A학교에서 공부하며 6

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신앙을 키울 수 있었어요. 리더십 경

험을 하게 되었고요. 대학에 와서도 대학 찬양팀 리더와 4개 대학 연합

기독교 동아리 회장을 하고 있어요.” (10기, 오명철)

오명철은 A학교 재학 시절 겪었던 개인적인 아픔을 이야기 해주었다.

청소년 시절에 겪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A학교의 신앙교육이

자신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 이야기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현재

도 신앙생활을 충실히 지켜가며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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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A학교가 기독교 학교다보니까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새벽예

배부터 시작해서 목요채플, 금요찬양집회, 주일예배를 했어요. 예배를

통해 많은 것을 접하고 배운 게 많아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12기,

장한나)

“저는 참 좋았던 것이 금요채플 시간에 예배가 끝나면 기도회를 하던

기억이에요. 채플(예배당) 뒤쪽 등불이 켜지면 동기들이 모여 앉아서

서로 삶을 나누는 모임을 가졌어요.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

도해 주었어요. 친구만이 아니라 선후배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요.

일반학교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신앙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꼈어요.

저는 A학교 다니는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를 나갔는데

요. 새벽기도를 가니까 일찍 일어나게 되고 일찍 일어나니까 몸이 깨어

서 아침밥을 먹게 되고 방에 돌아와서는 여유 있게 씻고 침구류를 정리

하니까 지각을 절대 안하고 이게 뭐랄까 A학교에 맞춤 완벽한 삶의 패

턴을 스스로 완성시켰어요. (웃음) 아침에 교실에 미리 와서 자습을 하

게 되었고요. 친구들은 밤늦게 놀아도 저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과제 끝내면 바로 잤어요. 신앙생활을 통해 기숙사 생활에 최적화된 삶

을 살 수밖에 없던 것이 제 인생을 변화시켰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요.” (11기, 강지성)

장한나와 강지성은 A학교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예배 및 종교활

동을 연구자에게 이야기 해주었다. 그중에서도 금요일마다 드리는 예배

시간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강압적이나 억지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

닌 자발적인 예배 참여자들이 진행하는 예배라고 하였으며 예배 후에는

또래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를 해주며 격려

했다고 추억했다. 또한 A학교에서 경험한 예배가 있는 삶이 자신의 학

업과 학교생활을 위한 완벽한 패턴을 만들어 주었다고 했다. 더 나아가

A학교에서 발견한 본인에게 최적화된 생활 패턴(Pattern)을 지금까지 이

어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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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본 연구는 국제화 대안학교 교육의 의미와 성과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국제화 대안학교 졸업생들의

입학 이전의 삶은 어떠했으며, 무엇이 그들을 국제화 대안학교로 이끌었

는가? 둘째, 국제화 대안학교 졸업생들은 국제화 대안학교 교육 경험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 셋째, 국제화 대안학교 졸업생들이 인식하는

일반학교와 차별된 국제화 대안학교의 교육성과는 무엇인가? 라는 연구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제화 대안학교 교육의 직접적인 수혜자이자 경

험자인 졸업생들에 관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졸업생들의 생생한 목

소리를 통해 국제화 대안학교 교육 의미와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

다. 국내 국제화 대안학교 유형을 선도하고 있는 A학교의 2006년 1회부

터 2017년 12회 졸업생까지 총 12명의 연구 참여자를 확보하여 2017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8주간의 기간 동안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

탕으로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 A학교에 대한 깊

은 이해와 분석을 위해 추가적인 자료들도 수집하여 제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3번의 코딩 그리고 6단계의 질적 연구 자료 분석 및 문

헌 연구를 토대로 하는 포괄적 분석절차에 따라 수행하였다. 또한 연구

텍스트 입력의 중간과 마무리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텍스트를 공

유하여 본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연구의 결과, 먼저 총 12명의 국제화 대안학교 A학교 졸업생들은 국제

화 대안학교에서 받은 교육경험을 일반학교와는 차별된 교육 경험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적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화 대안학교 A학교 졸업생들은 입학 전 과도한 사교육,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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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조기유학, 일반학교 부적응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진학동기로는 영

어 집중 교육, 자유로운 교과 외 교육, 그리고 영성 교육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A학교에 입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국제화 대안학교 A학교 졸업생들은 국제화 대안학교의 교육경

험에 대하여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하였다. 가장 먼저 꿈을 찾는 자아성

찰의 시간, 두 번째는 학업과 삶에서 자기주도 학습법 습득과 자기주체

성 함양의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생을 함께하는 친구를 만난 시

간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었다.

셋째, 국제화 대안학교 A학교 졸업생 12명은 A학교의 교육을 통한

일반학교와 차별된 A학교의 교육성과 역시 네 가지의 핵심 맥락으로 자

세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첫 째, 자유롭고 즐거웠던 청소년 시절. 두 번

째, 교사와 친구에게 존중받는 학교생활. 세 번째, 성적으로 제한되지 않

는 삶의 폭.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영성교육을 통한 변화였다.

제 2 절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국제화 대안학교 졸업생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한 질

적 자료를 연구 자료로 삼아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평가하는

국제화 대안학교의 교육 경험과 그 경험들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는 데

에 목적을 둔다.

연구 결과에 앞서 연구학교였던 A학교가 대한민국의 제도권 안과 밖

을 모두 경험하였으며 현재는 인가받은 각종학교 대안학교로써 제도권

안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의 대

안교육 정책의 핵심으로 학력 인정 효과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다. A학

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 3항」에 근거하여,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

교로 인가를 받았다. 인가 이후 A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에게는 중학교 졸업, 혹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해당 단위학교의 학력인정은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재정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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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른 변수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학력이 인정되는 사

실만으로도 학생들은 더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학력인증은 A학

교 졸업생들이 A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교육과정을 신뢰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적으로 공인받은 교육이라는 의

미의 인가 여부는 개별학교 및 교사는 물론 교육수요자들에게 정부의 학

력 인정 정책이 굉장히 강력한 독립적 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다.

국제화 대안학교 졸업생들은 국제화 대안학교의 입학 이전에 ‘과도한

사교육’, ‘해외 조기유학’, ‘국내 학교 부적응 경험’을 자기고 있었으며 국

제화 대안학교에서 ‘영어 집중교육’, ‘자유로운 교과 외 교육’, 그리고 ‘영

성교육’을 기대하며 진학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제화 대안학교 졸

업생들은 A학교 받은 교육 경험을 ‘꿈을 찾는 자아성찰의 시간’, ‘자기주

도 학습법 습득과 자기주체성 함양의 시간’, 그리고 ‘평생을 함께하는 친

구를 만난 시간’이라는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

참여한 A학교 졸업생 12명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화 대안학교 교육의 성

과를 ‘자유롭고 즐거웠던 청소년 시절’, ‘교사와 친구에게 존중받는 학교

생활’, ‘성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삶의 폭’, ‘영성교육을 통한 변화’라는 네

가지 맥락으로 이야기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학교 졸업생들이 A학교에서 직접 받은 교육경험을 스스로 성찰하고

분석하면서 일반학교와 차별된 A학교 교육을 살펴보면 주로 A학교가

교과 외에 제공한 다양한 활동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별히 연

구 참여자들 모두가 언급했던 A학교의 CPE(Clean, Pure, Excellent)

Movement운동과 School Family 학교 가족 결연, 그리고 다양한 예배와

기도회가 A학교 졸업생들에게 매우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경험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가 A학교 졸업생들의 교육경험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자 한 국제화 대안학교 교육 경험의 의미와 성과를 아래와 같은 다섯 가

지 결과로 간략히 설명해보았다.

첫째, 대한민국의 대안학교는 더 이상 중도탈락 혹은 학업중단 학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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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된 학교가 아닌 자유롭고 새로운 교육을 추구하는 학업우수 학생들

은 물론 조기 유학을 경험한 학생들이 선택하는 학교라는 점을 확인했

다. 이는 대한민국의 교육 수요자들의 변화된 교육 수요를 확인한 것에

서 의미가 있다.

둘째, 국제화 대안학교 졸업생들은 국제화 대안학교의 교육 경험이 기

존 대안학교 설립 이념에 부응하는 자아성찰의 시간과 자기주체성 함양

의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기존 학교에서 간과되고 있는 또래 사

회에서의 안정감과 유대, 신뢰를 통한 우정에 큰 의미를 국제화 대안학

교 교육경험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국제화 대안학교의 자유롭고 다양한 교과 외 활동들이 졸업생

스스로 큰 의미를 두고 있는 학교의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국제화 대안학교 졸업생들은 해외 대학 진학의 기회를 통하여

학업경쟁의 불안에서 벗어나 자아형성을 통한 다양한 진로와 진학을 이

루고 있다는 긍정적인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섯째, 국내 국제화 대안학교들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기독교 계열의

학교들이 실시하고 있는 영성교육이 청소년기에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변

화의 동인으로 작용한다고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연구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자가 대안교육 및 대안

학교 연구에 제언하고자 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10년간 괄목할 성장을 이루고 있는 국제화 대안학교 관련

연구는 지속되어야 하며 이제는 그들의 차별된 교육성과 및 중점이 되는

교육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그러한 교육의 수혜자와 수요

자들이 가지게 되는 국제화 대안학교에 대한 이상과 실제의 괴리를 좁히

는 연구가 향후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정책 입안자들과 일반학교 교육자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이미 시도되고 있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

대안 학교들을 소개하고 제시하여 교육계의 인식 재고를 마련하는 단초

를 제공하여야하겠다. 학생 개인의 행복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안학교

교육은 공교육에도 유의미한 적용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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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한민국 대안학교들이 사회의 잘못된 오해와 편견 속에 교육

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명확하고 신속한 대안학교 현황파악과 열

린 소통 그리고 정책적 지원을 이룰 수 있는 제도화 방안 연구가 필요하

다. 대안학교 관련 심층연구를 통해 대안학교 현황파악이 가능 할 것이

다. 이해와 소통을 기반으로 나아가 대안학교가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

재정적 정책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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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학교 1캠퍼스 중학교 교육과정 단위 편성표 (2016년도)

*1단위는 76분 수업을 의미

*중학교는 하루 4교시의 수업

*영어/수학/태권도/독서/Global Language 수업은 학년제, 나머지 수업들은 학기집중이수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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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 1캠퍼스 고등학교 교육과정 단위 편성표 (201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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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위는 76분 수업을 의미

*중학교는 하루 5교시의 수업

*영어/수학/태권도/독서/Global Language 수업은 학년제, 나머지 수업들은 학기집중이수제로 운영

A학교 1캠퍼스 창의적 체험활동 현황

창의적 체험활동 명칭

1. 자율활동

학생회

청소년예술제

글로벌청소년포럼

필드트립

체육대회

페스티벌

CPE

패밀리캠프/데이

2. 동아리활동

1) Academic: IBE, THUS, Jiayou, Infinity, MSG,

Molecule, RUDA, WII. 전문 기자단, Psychics, BMW,

IVYS, Do you speak English

2) Social Service: Woodpeckers, Low, Greenteen

Society, Mercy, 옥타곤 서포터즈, 컴패션, LUIN, ADD,

PNK, VOLO, M&M

3) Art & Hobby: AND, MAC, AOM, A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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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2AM, R&E, 홈브루브, 마무토, APD, Chameleon,

PNYX, Coloring, 실타래, Real Mensa, 스크래치

나이트뷰

4) Sports: 겨루기, 품새, Flag Football, TT,

중등품새

3. 봉사활동

토요영어학교

지역교회봉사

국제자원봉사

4. 진로활동

진로캠프

진학캠프

해외대학탐방

우수대학초청설명회

컬리지페어

CPE 진로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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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Qualitative Research of

Internationalized Alternative School

Alumni’s Educational Experience:

Focusing on the A school

Daeyong Kang

College of Educati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eaning and

performance of internationalized alternative school education. To

accomplish this goal, this study conducted a qualitative study on

graduates who are direct beneficiaries and experience of

internationalized alternative school education. Through the vivid voice

of the graduates, I analyzed in depth the significance and performance

of the internationalization alternative school educ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graduates

of the internationalization alternative school evaluated the education

experience received from the internationalization alternative school as

the education experience different from the general school.

First, the graduates of internationalization alternative schools

had excessive private tutoring, foreign students studying abroa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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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school maladjustment experiences before enrollment, and they

were admitted to A school with the expectation of English intensive

education, free extracurricular education, and spiritual education.

Second, the graduates of the school in the internationalization

alternative school can be summarized in three characteristics about

the education experience of the alternative international school. Most

of all, the time of self - reflection to find the dream. Second, the

time to acquire the self - directed learning method and the time to

cultivate self - identity in academic life and life. Finally, the time to

meet the friend who lives together for the whole life.

Third, twelve graduates of international school A alternative

school were talking about the educational performance of A school

differentiated from general school through A school in detail in four

core contexts. First, the education with freedom and delight. Second,

the respected school life by teachers and friends. Third, the life

which never limited by score. And lastly, the change by spiritual

education.

keywords : Alternative School, Internationalized Alternative

School, Alumni, Qualitative Research

Student Number : 2014-2016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절 연구 문제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대안학교 
	1. 정의 및 기원
	2. 분류
	3. 법적 근거 및 현황
	4. 인가여부에 따른 정부와 민간의 견해
	5. 선행 연구

	제 2 절 국제화 대안학교
	1. 정의 및 기원


	제 3 장 연구 방법 및 설계
	제 1 절 연구 대상
	1. A 학교 소개
	2. 연구 참여자 소개

	제 2 절 자료 수집 및 분석
	1. 자료 수집
	2. 분석 방법


	제 4 장 연구의 결과
	제 1 절 입학 이전의 삶과 진학 동기
	1. 입학 이전의 삶
	가. 과도한 사교육 경험
	나. 외국 조기유학 경험
	다. 국내 학교 부적응 경험

	2. 진학 동기
	가. 영어 집중 교육
	나. 자유로운 교과 외 교육
	다. 영성 교육 


	제 2 절 교육 의미
	1. 나의 꿈을 찾아가는 자아성찰의 시간
	2. 자기주도 학습법 습득과 자기주체성 함양의 시간
	3. 평생의 친구를 만난 시간

	제 3 절 교육 성과
	1. 즐겁고 자유로운 청소년 시절
	2. 교사와 친구들에게 존중받는 학교생활
	3. 학업성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삶의 폭
	4. 영성교육을 통한 변화


	제 5 장 요약,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제 2 절 결론 및 제언



<startpage>12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 문제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6
 제 1 절 대안학교  6
  1. 정의 및 기원 6
  2. 분류 10
  3. 법적 근거 및 현황 15
  4. 인가여부에 따른 정부와 민간의 견해 24
  5. 선행 연구 33
 제 2 절 국제화 대안학교 36
  1. 정의 및 기원 36
제 3 장 연구 방법 및 설계 42
 제 1 절 연구 대상 42
  1. A 학교 소개 42
  2. 연구 참여자 소개 49
 제 2 절 자료 수집 및 분석 51
  1. 자료 수집 51
  2. 분석 방법 54
제 4 장 연구의 결과 56
 제 1 절 입학 이전의 삶과 진학 동기 56
  1. 입학 이전의 삶 56
   가. 과도한 사교육 경험 57
   나. 외국 조기유학 경험 58
   다. 국내 학교 부적응 경험 60
  2. 진학 동기 62
   가. 영어 집중 교육 62
   나. 자유로운 교과 외 교육 65
   다. 영성 교육  68
 제 2 절 교육 의미 74
  1. 나의 꿈을 찾아가는 자아성찰의 시간 74
  2. 자기주도 학습법 습득과 자기주체성 함양의 시간 79
  3. 평생의 친구를 만난 시간 85
 제 3 절 교육 성과 88
  1. 즐겁고 자유로운 청소년 시절 88
  2. 교사와 친구들에게 존중받는 학교생활 96
  3. 학업성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삶의 폭 106
  4. 영성교육을 통한 변화 111
제 5 장 요약, 결론 및 제언 116
 제 1 절 요약 116
 제 2 절 결론 및 제언 117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