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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도시에서의 교육

미래 스마트 도시는 지능화되고 연결되며, 모든 공간에서 생성하는 데이터는 유
용한 자원으로 관리되고 분석될 것이다. 도시에서 만들어 지는 데이터는 분산된 
구조로 수집 분석될 것이며, 데이터 저장은 지능형 분석을 통해 재 가공되고, 시민
의 생활이 최적화되는 방향으로 활용될 것이다.

아이들의 창의성과 유연성은 유아 시절부터 새로운 놀이 도구와 돌봄 환경의 변
화, 문제에 대한 호기심의 표현과 아이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극대화를 통해 더욱 
신장될 것이다. 기존 자연 물체를 통한 놀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능형 스마트 기
기는 아이들의 놀이 방식과 이해 수준을 더 향상시킨다. 

가정에서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
며 관심 있는 정보에 대해 대답하고, 학습 과정과 수준에 따른 새로운 학습을 유
도할 것이다.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의 전문가와 협의하거나 같은 관심
을 갖는 아이들과 연결되어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활용된다. 
더 이상 집은 가족만의 공간이 아니라 도시의 누구라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오픈
된 학습 공간이 된다.

학교 역시 새로운 커리큘럼과 학제, 인공지능 튜터를 통한 적응형, 개인화 학습
을 위한 공간이 되며, 교사는 아이들이 관심 갖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코치 또
는 퍼실리테이터가 된다. 학교의 모든 공간 역시 아이들의 학습 상태나 태도를 확
인하는 공간이 되며, 누구도 뒤떨어짐이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직접적인 상호 관계는 계속 중요한 사회적 요소로 인정받을 것이며, 아이들의 사
회성은 동급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다른 계층의 아이들과도 자연스럽게 
만나고 대화하며,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이 이루어진다.

도시는 모든 공간이 교육 자원을 저장하는 곳이 되며, 기존의 지식을 위한 공간
은 학습뿐만 아니라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진화한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뿐만 아니라, 도시 곳곳의 건물과 장소에서 언제나 궁금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새로운 가상·증강 현실 기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경
험을 얻게 만들 것이다. 자율주행차 역시 내부 공간에서 아이들이 관심 있는 지역
이나 지점에 대해 효과적으로 설명할 것이고, 추가적인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해 
추후 집이나 학교에서 관련 문제를 풀어보게 할 것이다. 

더 이상 아이들은 단순 지식이나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
인 문제 해결에 도전할 것이며, 모든 과학과 기술은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
각적으로 제시되고, 역사와 문화는 가상현실을 통한 체험이 될 것이며, 개인과 그
룹의 관심 문제 해결은 다른 친구, 교사,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함께 협력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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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디지털 시대, 교육과 도시의 미래를 모색한다 

이명호 (여시재 솔루션디자이너, 기술경영학)
김홍열 (성공회대 겸임교수, 정보사회학)

목  차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디지털 시대 변화의 내용
 가. 수평적 네트워크 속성
 나.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장성
 다. 디지털 기술의 비물질성
3. 선행 연구 검토
 가. 도시와 교육의 변천

 나. 산업혁명과 근대 교육
 다. 지식정보화, 4차 산업혁명
 라.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한 전망
 마. 미래에 요구되는 새로운 역량
4. 연구범위와 방법 
5. 연구 결과의 의미들

요  약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 4차산업 혁명 시대로의 진입은 교육 방식에 있
어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교육의 역할은 더 이상 학교 만에 한정되
지 않고, 가정, 학교, 도시가 연계되는 모습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가 좋
은 생활습관과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적성의 발견과 학습능력의 향상까
지 교육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가정에서의 교육에서부터 학교에서 교육 방
식의 변화, 교사와 학부모간의 협력, 나아가 도시(공동체)가 협력하여 어떻게 교육
을 혁신하고 인재를 키울 것인가 등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결책을 요구하
고 있다. 

앞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역량은 무엇이고, 교육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이 직면한 문제를 가정, 학교, 도
시(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히 디지털 기술로 인해 스마트해지는 
미래의 공간(스마트 홈-스마트 스쿨-스마트 시티)에 기반한 교육 시스템(제도와 공
간)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미래 세대를 위한 유초등 교육의 모델을 가정-학교-
도시(공동체)라는 공간의 연계 측면에서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미래 교육은 기존 대도시의 대중 교육과 달리 디지털 도시에서의 네트워크 교육
으로 진행되며 도시, 가정, 학교가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배움의 장소가 특정
되지 않는 속성이 있다. 미래 교육과 관련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주요 속성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이어서 미래 교육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 검토 후 이 보고서에 수록된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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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 4차산업 혁명 시대로의 진입은 교육 방식에 있어
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교육의 역할은 더 이상 학교 만에 한정되지 않
고, 가정, 학교, 도시가 연계되는 모습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가 좋은 생활
습관과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적성의 발견과 학습능력의 향상까지 교육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가정에서의 교육에서부터 학교에서 교육 방식의 변화, 교사
와 학부모간의 협력, 나아가 도시(공동체)가 협력하여 어떻게 교육을 혁신하고 인재를 
키울 것인가 등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혁명이후 계속 지속된 대량생산 시스템의 산업사회가 조금씩 탈산업사회, 후기 
산업사회 또는 정보화 사회, 네트워크 사회, 디지털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
화는 일차적으로 기업과 기술 연구소 등을 통해 시작되고 유통된다. 이후 산업 전반
에 파급되면서 사회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
하게 된다. 

국가는 교육을 통해 어린 세대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교과과정을 포함한 교육시
스템 전반을 재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당위가 항상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는 것
은 아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고 교과 과정 설계자는 현재에 살고 있어 
둘 사이에 간극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좋은 방법은 이런 간극을 가능한 좁히는 것이
나 좁히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학제 
연구모임을 만들어 토론과 성찰의 과정을 가졌다. 우리는 ‘미래 도시에서의 교육 시스
템 혁신’ 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난 수개월간 미래 교육은 어떻게 구
성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고민해 왔다. 

앞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역량은 무엇이고, 교육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이 직면한 문제를 가정, 학교, 도시(공
동체)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히 디지털 기술로 인해 스마트해지는 미래의 
공간(스마트 홈-스마트 스쿨-스마트 시티)에 기반한 교육 시스템(제도와 공간)은 어떻
게 발전할 것인가? 미래 세대를 위한 유초등 교육의 모델을 가정-학교-도시(공동체)
라는 공간의 연계 측면에서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주제를 미래가 아닌 미래 도시로 선정한 이유는 우리의 문제의식을 명확히 하기 위
해서다. 주제를 미래로 설정했을 경우 구체적 맥락 없이 추상적인 논의로 끝날 가능
성이 많다. 논의가 집중되지 못하고 기술 결정론 시각에 매몰되어 미래를 당연한 하
나의 팩트로 인정하면 이후 논의의 결과들은 실질적 내용들을 갖기 힘들다. 미래 도
시는 미래와 달리 시간과 공간이 결합되어 미래에 대한 설계를 좀 더 분명하게 해줄 
수 있게 된다. 도시는 사회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시간들의 접속점이기도 하다. 도시에
서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으면 미래를 향해 열려있다. 도시는 상품과 서비스가 
교환되는 곳이며 미래 세대가 생활하고 교육을 받는 공간이기도 하다. 도시는 미래를 
향해 조금씩 진전하며 어린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자극을 준다. 우리 연구자들은 이 
자극의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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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모임은 정보사회학자, 교육 시스템 공학자, 스마트 도시 전문가와 스마트 홈에
서의 교육, 유아 교육, 초등 교육 미래학교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였고, 학제
를 넘나드는 토론과 발제를 통해 미래 도시의 변화 양상과 그 변화를 수용하거나 주
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조금씩 찾아내기 시작했다. 우리 논의 시작
은 미래 사회에 대한 기본적 인식에서 출발했다. 미래 사회에 관한 우리의 논의는 일
반적 분석의 틀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도시와 교육에 맞춰 재구성했다. 

2. 디지털 시대 변화의 내용 

디지털 시대에 대한 분석과 전망은 학자마다 기관마다 다르지만 도시와 교육과 관련
해 이전 세대와는 다른 세 가지 중요한 특성들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디지털 기
술의 수평적 네트워크 속성이다. 아날로그 기술의 계층적 속성과 달리 디지털 기술은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정보와 콘텐츠는 원래 생산자와 상관없이 
유통되기도 하고 임의의 참여자가 만든 콘텐츠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한다. 두 
번째는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장성이다. 처음에는 PC 에서 PC로만 연결되던 네트워크
가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로 확장됐고 점차 사물인터넷에서 만물인터넷으로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가 만든 가상공간은 계속 확장 중에 있으며 기존 물리적 공간 
개념에 익숙했던 인식 체계를 점차 전복시키고 있다. 세 번째는 디지털 기술의 비물
질성이다. 디지털 기술은 PC, 서버, 물리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운영되지만 실제로 
중요한 콘텐츠는 전자화된 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즉 텍스트나 이미지가 아니라 수없
이 분화되는 비트로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재구성이 가능하다. 이제 
이러한 기술적 속성들이 미래 도시 교육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수평적 네트워크 속성 

정보화시대 이전까지 모든 교육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전통적 위계질서 시스템을 전
제로 구축됐다. 대중 교육이 대표적 사례다. 한 사람의 교사를 중심으로 많은 학생들
이 모여 동일한 내용을 들어야 했다. 교육에 시청각 재료가 도입되었어도 상황의 변
화는 없었다. 라디오나 TV 등과 같은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도 
본질적으로는 대중 교육의 일부분이었다. 어린 학생들을 동일한 장소에 모이게 해서 
동일한 내용을 주입하는 것이 대량 생산 시스템에 적절한 교육방식이었다. 개인별 수
준에 따른 교육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았지만 대량 생산 시스템에 필요한 것은 
표준화에 따른 상품 생산이었다. 이런 대량생산 시스템은 다른 한편으로는 아날로그 
기술의 한계 때문이기도 했다. 기술은 대량 생산에 적합하도록 기획, 제작되었고 산업
사회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기반으로 발전되었다. 대량생산 시스템은 대중 사회와 
대중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지만 교육의 표준화와 획일화 등
의 부작용 역시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 개인별 수준에 따른 창의적 교육은 사실상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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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했고 교육 자원 역시 제한되어 있어 도시와 농촌간 교육 지원에 차이가 현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구조적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디지털 네트워크가 
발전하기 시작한 이후다. 

교육을 네트워크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정보화시대 이전까지의 교육은 상호 소통이 
불가능한 일방적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콘텐츠는 한 방향으로만 전달된다. 피드백은 
정보 전달자의 동의하에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당연히 교육은 주어진 내용을 
기계적으로 습득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에서 창의성 개발은 
불가능한 과제가 되고 창의성 관련 교육과 내용은 예술 분야로 너머가게 된다. 디지
털 네트워크는 우선 기술적으로 상호 소통이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해준다. 교육 시스
템 자체는 국가적, 사회적 제도라서 짧은 기간 안에 바뀔 가능성은 없지만 디지털 네
트워크는 교육 콘텐츠 소통의 기본 프레임을 변경시켜 궁극적으로 교육 제도의 전환
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네트워크에서는 정보 제공자와 정보 수신자가 분리
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콘텐츠 최초 제작자는 존재하겠지만 수많은 노드를 거치면서 
콘텐츠는 여러 가지 다른 콘텐츠로 변형되기도 하고 최초 콘텐츠와 전혀 다른 콘텐츠
로 바뀌기도 한다. 사람들은 콘텐츠의 원래 소스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이 순간 자
신에게 전달된 콘텐츠에 대해 흥미를 느낀다. 콘텐츠가 지식인지 또는 정보인지 또는 
하나의 오락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모든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이고 정보는 수평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디지털 네트워크는 사회적 요구가 비등점에 
이를 때 기존 교육의 프레임을 변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나.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장성

디지털 네트워크의 수평성보다 더 의미있는 속성은 확장성이라고 할 수 있다. 네트
워크의 확장성은 일단 물리적 네트워크에서 출발하지만 최종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 
연결된다. 그리고 자신만의 공간 즉, 가상공간을 만들어 낸다. 이 가상공간은 추상적 
관념 공간과는 다르다. 디지털 네트워크는 물리적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고 확산되
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네트워크의 확장을 
실제 체험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사람이 거주하고 노
동하는 모든 장소에서 빠르게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다. 속도가 계속 빨라지면서 텍스
트 위주의 정보에서 이미지, 동영상으로 확대되고 점차 3D 콘텐츠나 VR 콘텐츠까지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유통된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장성은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정보
화시대 이전까지의 교육 시스템의 특성이자 단점 중의 하나는 교육 특정 시공간에 종
속되었다는 점이다. 정해진 시간에 특정된 공간에서 교육이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대도시 위주로 교육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물리적 공간
에 대한 고려를 무시하고는 교육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다. 학생들이 많
이 모일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학교 건물이 있어야 하고 출퇴근을 위한 대중 교통 
수단이 필요하다. 교육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계급과 계층의 격차를 더 넓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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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이해되어 왔다. 교육이 특정 시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교육은 그 본래
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 디지털 네트워크는 특정 물리적 공간과 상관없이 
존재하고 확장된다. 네트워크의 흐름에 의해 공간이 확장되고 위치가 규정되기 때문
에 특정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장소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지만 장소의 의
미가 재해석된다.

다. 디지털 기술의 비물질성

위에서 언급된 디지털 기술의 두 가지 속성 수평성과 확장성이 기존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근거는 기존 교육이 수직적 문화에 근거하고 특정 시공간에 
종속되었기 때문이다. 수평성은 수직적 문화를 대체할 수 있고 확장성은 물리적 시공
간의 한계를 대체할 가능성이 생기면서 교육 시스템에 변화가 가능하게 된다. 정보 
제공자와 정보 수신자의 구별이 없어지고 교육 장소가 도처에 존재한다면 이제 남는 
것은 교육의 내용 즉 교육 콘텐츠의 형태만 남게 된다.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콘텐츠고 콘텐츠가 유통되지 않는 네크워크는 그 의미를 상실
하게 된다.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가 즉각적으로 유통된다면 디지털 네크워크를 통
한 교육의 혁신은 가능하게 된다. 

디지털 기술의 본질은 네트워크 이전에 모든 정보를 비트와 바이트로 코딩하는 기술
이라고 볼 수 있다. 정보가 아날로그 텍스트나 이미지 형태에서 벗어나 비트로 표현
되고 코딩과 디코딩을 거치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디스플레이 위에 표현될 수 있
게 되었다. 텍스트나 이미지 이전에 그것들을 구성하는 기본 시스템을 이해한다는 것
은 기존 학문, 교육 체계의 근본적 전복을 의미한다. 기존 교육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특정 제도나 과정을 먼저 이해하거나 상대적으로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동적이었다. 이미 구축된 프
레임 안에서는 창의적 솔루션 개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학문의 분절화 현상이 심
해지고 새로운 현상이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분과의 학문이 등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
다. 교육 콘텐츠가 특정한 형태를 벗어나게 되면 콘텐츠 형태에 구속되던 사고가 해
방되면서 콘텐츠의 형태에서 콘텐츠의 본질 즉, 현상보다는 본질에 대한 접근을 중요
시하게 만든다. 소프트웨어 교육이 최근 주목을 받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학생들이 특
정 과목에 구속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나름의 해
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형식보다는 우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3. 선행 연구 검토 

가. 도시와 교육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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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교육, 미래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개별적 주제이기도 하다. 이 중 
물리적 공간의 제도적 형태인 도시에 대해 일단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의 
변화 즉 스마트 도시의 등장이 논의의 출발점이 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영성
은 “스마트시티의 핵심 가치와 경쟁력 확보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스마트 도시를 기존 
유비쿼터스 시티와 구분하면서 스마트 도시가 도시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이 되기 위
해서는 기술 중심의 접근보다 사회적 가치 창출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스마트시티
가 가치를 창출하려면 감수성, 정확성, 속도가 중요하고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
려 깊게 배려하는 섬세한 감수성이라고 주장한다. 정확성과 속도 보다 배려하는 섬세
한 감수성이 앞 부분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감수성에 대한 배려가 스마트 도
시를 유비쿼터스 시티와 구별직는 주요 요소 중 하나다. 사회적 감수성의 구체 사례
로 이영성은 몇 가지 내용을 언급한다.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집단지
성의 폭넓은 활용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하
고, 그들의 건강문제 해결에 도움될 수 있도록 건강 도시를 위한 계획이 있어야 하며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자, 노약자, 여성, 다문화가정, 부하직원,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각계 각층의 모든 시민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배제되지 않도록 포용도시로의 지향 및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영성은 스마트 도시가 궁극적으로 하나의 사회
적 솔루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
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육과 관련해서 이영성의 주장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집
단지성에 대한 언급이다.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기 위해 집단지성을 활용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주장은 최종적으로 사회적 교육 도는 사회적 학습으로 연
결된다. 집단지성은 제도화된 시스템에서 얻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 성장, 변화, 확산되는 사회적 과정이다. 미래의 스마트 도시를 언급하면서 교육
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맥락이기도 하다. 

스마트 도시를 교육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유기웅·최은수 논문에서 
볼 수 있다. 교육을 도시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ng cities)
는 그 고민을 하는 도시들이 모여 논의를 하는 곳이다. 유기웅·최은수는 “교육도시의 
역할과 기능: 국제교육도시연합(IAEC)을 중심으로”이라는 논문에서 교육도시의 역할
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논문에 의하면 교육도시는 우선 평생교육 제공을 통
한 모든 도시 거주자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개발에 힘써야 하고 다음으로 디지털 
평등을 위한 사회적 포용, 세 번째로 도시 내 교육기관 비교육기관과의 협력, 끝으로 
도시 거주자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 자연 환경, 다른 교육도시 등과 활발한 협력 관계 
유지 등이 주요 역할이라고 했다. 교육도시가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는 도
시가 다양하고 많은 교육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특성에서 출발한다. 도시 자체
는 오랜 문명의 산물이고 도시 안에 교육 기관은 늘 존재해 온 상태에서 교육 도시 
개념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 도시는 늘 교육적 자원을 제공해왔기 때
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 자원은 기존 산업 사회 도는 그 이전 교육적 
자원과 차원을 달리한다. 기존 도시의 교육적 자원이 일방적, 일시적, 물질적으로 구
성되었다면 정보화 이후 교육적 자원들은 디지털 네트워크 기반의 가상공간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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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상시적, 비물질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이다. 교육도시는 기존 도시와 달리 
사회 구성원들, 기관과 기관, 도시와 도시가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이 교육적 자원으로 활용가능하게 된다. 

한국적 상황에서 미래 교육 특히 대학교육에서 교양교육을 분석한 조헌국의 “4차 산
업혁명에 따른 대학교육의 변화와 교양교육의 과제” 논문에서는 미래 도시를 탈도시
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조헌국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도시 중심의 집중화된 산업 
활동에서 탈 도시화의 분산된 삶의 형태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언급된 도시는 역사적으로 자본과 노동력에 의해 형성된 도시고 산업혁명 이후, 경공
업·중공업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형성된 대도시다. 사람
들이 보다 나은 일자리를 위해 모이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런 도시를 벗어나는 방법
으로서의 탈도시에 대해 조헌국은 두 가지를 언급한다. 하나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도심지를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물리적 탈도시다. 조헌국은, 오늘날 대도시는 자
신이 가진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보, 데이터 등을 통해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나,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기술(가상물리시스템: Cyber Physical System)이 성숙하고 장
거리 이동수단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삶의 질을 위해 더 이상 도심지에 살 이유가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대도시의 대한 문제의식만큼
은 동의할 수 있다. 탈도시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물리적 대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
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서 탈도시다. 즉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들이 연결되면서 대도
시와 중소도시의 구별이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탈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 교육과 관련
하여 탈도시 개념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분산형 시스템의 정착은 새로운 학습 환경을 불러오게 된다. 
ICT의 발달을 통해 화상 채팅과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발달하게 되면 여러 지역에 흩어진 
다양한 학습자와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하며 학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직접 캠퍼스에 와서 
수업을 듣는 전통적인 수업 방법이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조헌국 P. 66) 

대도시에 있는 특정 물리적 장소인 캠퍼스에 와서 수업을 듣는 전통적인 수업 방법
이 사라지게 되면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대도시는 존재하겠지만 개념적 대도시의 의미
는 축소되거나 없어지게 된다. 과학 기술의 발달이 대도시 문제 특히 교육 관련해서 
대도시로 몰려드는 현상을 개선할 수 있게 되면서 물리적 캠퍼스가 아닌 네트워크 캠
퍼스를 통해 최종적으로 온·오프간 경계가 허물어지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런 
탈경계는 기존의 전공이나 학문 분 야 간 장벽의 붕괴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고 인문
학과 과학기술, 교과와 비교과, 현실과 사이버 세계, 교양과 전공의 경계, 교수자와 
학습자의 경계 역시 모호해지게 만든다. 

도시, 교육, 미래에 대한 최근 논문들의 주요 관심사는 도시의 자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교육 
분야는 그 공적 담론을 유지하는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산업혁명과 근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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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교육은 일반적으로 그 시대 사회가 요구하는 산업과 직업의 수요에 조응한다고 
할 수 있다. 근대적인 공교육, 보통의무교육은 산업혁명 이후 공장 노동자에 대한 수
요 증가에 맞추어 탄생하였다. 산업혁명으로 공장노동이 확대되고, 노동자에게 요구되
는 문자해독, 연산 등 지적능력이 커지면서, 앞으로 공장에서 일할 일반 국민, 어린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지적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공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산업화와 근대적 국가 형성에 뒤쳐졌던 독일 프로이센의 계몽군주들은 부국강
병의 수단으로 공교육 제도를 수립하였다. 1713년 프로이센의 황제인 프리드리히 빌
헬름1세는 보통교육에 관한 교육령을 공포하여 프로이센 내에서의 초등학교 취학을 
의무화한다. 이후 1763년 프리드리히 2세가 공포한 '일반지방학사통칙'은 독일의 대
표적 초등교육 시행령인 동시에 세계 최초의 초등 교육령으로 5~14세 아동들에게 취
학을 의무화했다. 

이는 농업사회의 도제식 교육에서 산업사회의 보편적 의무교육으로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왔다(표 1). 농업사회의 도제식 교육은 부모의 책임하에 사회적 재생산을 
목표로 실용적인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이었다면, 산업사회의 보편적 의무교육은 국가
의 책임하에 대량생산을 목표로 학문적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
다(Collins & Halverson, 2009). 

근대적인 시민의 양성과 동시에, 작업 지시를 받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집단적인 규율을 강조하는 교실은 학생들이 졸업 후 일할 공장과 국가의 기본 룰을 
익히는 곳이었다. 

<표 1>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구분 1세대:도제식 교육 2세대:보편적/의무교육 3세대:평생학습

책임의 주체 부모 국가 개인과 부모

목표 사회적 재생산 대량 생산 개인의 선택 존중

교육의 내용 실용적 기술 학문적 지식
배우는 방법을 배우기

(Learning how to learn)

페다고지 도제식 주입식 상호작용(interaction)

출처: Collins & Halverson(2009) 

공장 노동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이 초중등 교육이었다면, 대학(고등) 교육은 
관리자와 엔지니어, 연구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대학은 중
세시대에도 있었으나, 당시의 대학은 귀족이나 사제, 상층 부르주아지를 대상으로 주
로 신학 및 라틴어를 교육하는 기관이었다. 근대적인 산업사회를 위한 대학의 탄생은 
미국의 모릴 토지 허여 법(Morrill Land-Grant Colleges Act)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세의 대학이 통치, 지배 계급을 위한 교육기관이었다면, 근대 미국의 주립대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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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그 당시 산업이 요구하는 인력,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862년과 1890년에 통과된 2개의 법으로 구성된 모릴법은 연방정부가 각 주의 공립
대학 설립을 위한 목적으로 주 정부에 무상 토지를 불하한 법으로, 독일의 기술대학
(Technische Hochschulen)을 모델로 하여 각 주에 ‘농공대학’(schools of 
agriculture and engineering)이 설립되었다. 농공대학은 그 당시 주력 산업인 농업
을 발전시키고, 미국이 서양에 비해 뒤쳐진 미래 산업인 공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미국은 또한 중세 대학의 전형적인 교육 방식인 강독을 강의 형식과 세미나로 바꾼 
독일 대학의 교육 방식도 도입한다. 농공대학은 산업화되는 미국에 엔지니어를 공급
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미국이 급속
히 산업사회로 진입하는데 기여하였다. 미국의 연구 중심 대학원들은 미국이 첨단 산
업을 발전시키고, 세계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된다.

산업혁명과의 관련 속에서 근대적인 교육제도의 탄생을 살펴보았듯이, 보통교육은 
일반적인 국민과 공장 노동자 양성을 목적으로 제도화되었고, 대학교육은 엔지니어와 
관리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대적인 교육제
도를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당시 선진국이 아닌 뒤떨어졌던 독일과 미국에서 먼저 일
어났고, 두 나라 모두 급속히 산업화에 성공하였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향후 필요한 분야의 우수한 인력 양성은 뒤떨어진 현재의 역량(국력, 산업 경쟁력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1> 기술혁명과 사회패러다임의 변화

출처: 김성태(2011), 스마트사회를 향한 대한민국 미래전략, 2011, 법문사 

다. 지식정보화, 4차 산업혁명과 인재역량의 변화

1980년대부터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사회,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이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교육이 사회의 변화된 요구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
기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기술적 혁신이 나타나는 주기가 극단적으로 빨라졌으며, 
기술의 파급속도도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 1876년 벨(Bell)이 발명한 유선 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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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급률이 10%에서 90%로 도달하는데 걸린 기간이 73년이었으나, 1990년대에 상
용화된 인터넷이 확산되는데 걸린 시간은 20년에 불과했고, 휴대전화가 대중화되는 
기간이 14년이라는 점은 기술발전의 속도와 더불어 기술의 파급력이 급진적으로 빠
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 또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다시 ICT 산업으
로 주력 산업이 바뀌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업무 역량에 대한 정의도 변했는데, 과거
의 역사와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는 “유산의 결과물”인 교육은 여전히 산업시대 방식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량생산과 분업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시대에는 단순반복적인 육체노동, 매뉴얼 학
습을 통한 인지적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지식정보화사회로 들어서
면서 대부분의 일이 반복되지 않고, 협업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머네인
(Murnane) 보고서(2010)에 의하면, 기업의 주된 활동 변화를 추적 연구한 결과 
1960년대만 하더라도 기업 활동의 주축을 이루는 매뉴얼 기반의 반복 업무(Routine 
Manual, Routine Cognitive)는 급속도로 축소되고, 1980년대를 기점으로 비반복적
인 업무(Non-routine Interactive, Non-routine Analytic), 즉, 상호작용, 협력을 
요하는 분석적 업무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2). 즉, 틀에 박힌 육
체노동 관련 기술, 인지적 기술을 요구하는 업무는 감소하고 있으며, 틀에 얽매이지 
않는 분석적 기술과 대인관계 기술을 요구하는 업무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이 
변하고 있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전 세계 기업들이 필요한 역량을 갖춘 노동력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6.6). 노동시장, 나아가 사회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를 분석하여, 여럿이 상호협력하여 창의적으로 문제
를 해결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경제 활동에서 반복적-비반복적 업무의 변화(1960-2000)

출처: Murnane 보고서(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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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환점을 맞이
하고 있다. 18세기 중반 증기기관의 등장으로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은 ‘기계 혁명’의 
시대로 가내수공업 중심의 생산체제가 공장생산체제로 변화되었다. 19~20세기에 걸친 
제2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동력의 등장으로 효율적인 대량생산체제가 가능해졌고, 가
전, 자동차 등이 대중화된 ‘에너지 혁명’의 시대였다.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는 3
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인한 지식정보산업의 
성장 및 정보화․자동화 체제가 구축되었다. 디지털혁명이라고도 불리는 3차 산업혁명
은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진화 중에 있다.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를 기반 
기술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사람, 사물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인공지
능으로 자동화․최적화되는 가상물리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3).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물리학, 디지털, 바이오 
등 과학기술의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이 융합하고, 분야 간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이전의 어떤 혁명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
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크라우스 슈밥 회장은 2016년 
1월 개최된 제46차 다보스포럼에서 4차 혁명을 일컬어 “지금까지 이보다 더 큰 기회
도, 더 큰 위험도 존재했던 적이 없다”며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 사회, 문화, 인류 환경을 재편할지에 관한 포괄적이고 전 지구적인 관점 공유
가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림 3> 세계경제포럼의 산업혁명 진화 4단계

출처: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라.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한 전망

디지털혁명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인공지능과 
로봇에 기반한 자동화의 발달로 인간이 하던 많은 일이 기계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
이다. 반복적인 일뿐만 아니라 비반복적인 일 또한 사람을 닮은 인공지능이 점점 더 
잘 처리해 나가고 있다. 사라지고 있는 단순·반복적인 사무행정직이나 저숙련
(Low-Skills) 업무는 물론이고, 그동안 자동화가 어려웠던 재무관리자, 의사, 고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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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등 고숙련 전문직 업무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WEF가 발표한 ‘미래(2015~2020)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앞으로 
5년 내에 기존 일자리 710만개가 없어지고, 새롭게 210만개가 만들어 져서 순 감소 
일자리가 500만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응답한 경영진들이 고용하
고 있는 인력이 1,300만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38%의 인력이 실직자가 될 수 있다
고 보았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의 65%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직
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옥스퍼드 대학(Oxford University)의 Martin School은 유럽 노동시장이 ‘글로벌화’
와 ‘기술적 혁신’으로 인해 커다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S/W 
및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단순 업무에서부터 복잡한 업무까지 자
동화되고, 자율주행기술 및 3D 프린팅 기술 등의 등장으로 일자리 지형이 크게 변화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텔레마케터, 도서관 사서, 회계사 및 택시기사 
등 현재 직업의 47%가 20년 이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도출하였다
(Oxford Univ., 2015). 

호주 노동시장의 미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CEDA는 호주는 노동시장의 
39.6%(약 5만 명의 노동인력)가 수십 년 내 컴퓨터에 의해 대체 될 것이고, 그 중 
18.4%는 업무에서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CEDA, 
2015). Boston Consulting Group은 독일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화 기계 등으로 
인해 생산부문 120,000개(부문 내 4%), 품질관리부문 20,000개(부문 내 8%) 및 유지
부문 10,000개(부문 내 7%)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생산계획부문의 반복형 인지업무
(Routine cognitive work)도 20,000개 이상 사라질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2025년 
이후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Boston Consulting Group, 2015).

Mckinsey는 인공지능, 첨단로봇 등 물리적․지적 업무의 자동화로 인해 대부분 업무
의 특정 부분이 자동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구체적으로는 저숙련 및 
저임금 노동인력이 수행하는 단순 업무와 더불어 재무관리자, 의사, 고위간부 등 고
숙련 고임금 직업의 상당수도 자동화되어, 인간이 하는 업무의 45%가 자동화될 것으
로 전망하였다(Mckinsey, 2016).

역사적으로 산업화의 진전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산업 및 기술 분
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하고, 자동화로 처리할 수 없는 역량, 고숙련 인력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인력 수요가 증가하
고, 새로운 산업과 직군들이 생길 것이다. GE는 미래에 생산성을 높일 기술로 제시
되고 있는 클라우드, 자동화 기술, 예측 분석 및 선행제어를 위한 스마트 시스템 등
의 기술과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로 제시되고 있는 기계 센서와 커뮤
니케이션 기술, 3D 프린팅 기술 등의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산업계
에서는 인공지능, 3D 프린팅, 빅데이터 및 산업로봇 등 분야에서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중 65%는 신생직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GE, 2016). 

Boston Consulting Group 또한 독일 제조업 분야 내 노동력의 수요는 대부분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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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S/W 개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노동자를 대상으로 나타날 것이고, 특히 IT 
및 데이터 통합 분야의 일자리 수는 110,000개(약 96%)가 증가하고, 인공지능과 로
봇 배치의 일반화로 인해 로봇 코디네이터 등 관련 분야 일자리가 40,000개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Boston Consulting Group, 2015).

결국 4차 산업혁명은 기술 및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산업․비즈니스 모델을 창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직업 및 산업구조의 변화는 
또한 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마. 미래에 요구되는 새로운 역량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산업 측면의 변화와 일자리 지형의 변화는 여기에서 멈
추지 않고 고용 인력의 “직무역량(Skills & Abilities)*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WEF 보고서에 따르면 제4차 산업혁명은 고용인력의 직무역량 안정성(Skills 
Stability)에도 영향을 미치고, 산업분야가 요구하는 주요 능력 및 역량에도 변화가 
생겨 ‘복합문제 해결능력(Complex Problem Solving Skills)’ 및 ‘인지능력’ 등에 대
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WEF, 2016).

그 외 다수의 전망 보고서에서도 ‘컴퓨터/IT’ 및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분야의 지식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함을 강
조하고 있다(Oxford Univ., 2016). 특히 미국 제조업계에서는 2018년까지 전체 일자
리의 63%가 STEM 분야의 교육 이수를 요구하고, 첨단제조분야의 15% 이상이 
STEM 관련 고급학위(석사 이상)를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GE, 2016). 

또한 미래사회의 고용 인력은 새로운 역할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더불
어 지속적인 학제간 학습(Interdisciplinary Learning)이 필요하고, 다양한 하드스킬
(Hard Skills)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러 보고서들은 언급하고 있다. 로봇이나 
기계를 다루는 전문적인 직업 노하우를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할 수 있는 역량과 
더불어 다양한 지식의 활용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스킬(Soft Skills)이 미래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Boston Consulting Group, 2015).

<표 2> 직무역량에 대한 설명

용   어 설   명

직무역량 안정성
(Skills Stability)

기술발전 및 산업변화에 따른 고용 인력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변화 
정도 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역량의 유통기한의 변화 정도를 의미

하드스킬
(Hard Skills)

기술적 능력 및 실력 또는 전문지식을 의미

소프트스킬
(Soft Skills)

변화에 대한 유연성 및 다양한 기술의 활용능력 또는 조직 내 커뮤
니케이션, 협상, 팀워크, 리더쉽 등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능력을 의
미

출처: 김진하(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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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역량과 더불어 자동화 또는 인공지능 등 기술 및 기계의 발전으로 노동력이 대
체되더라도 창의성 및 혁신성 등과 같은 인간만의 주요 능력 및 영역은 자동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Mckinsey는 미국 내 800개 직업을 대상으로 업무활동의 자
동화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800개 중 5% 만이 자동화 기술로 대체되고 2,000개 업
무 활동 중 45%만이 자동화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인간이 수행하는 업무 중 
창의력을 요구하는 업무(전체 업무의 4%)와 감정을 인지하는 업무(전체업무의 29%)
는 자동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Mckinsey, 2015)

종합해 보면, 첫째 정형적, 반복적 업무일수록 대체 가능성이 높고, 창의성이나 판
단력 등 인간 고유 역량이 중요할수록 대체보다는 보완, 협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
다. 둘째 이미 정형적, 반복적 업무의 상당 부분은 자동화되기 시작하였다. 셋째, 정
형성․반복성은 약하나 창의성․판단력도 필요치 않은 어중간한 직무의 대체위협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엄미정 외, 2015). 

4. 연구 범위와 방법 

연구진들은 ‘미래 도시에서의 교육 시스템 혁신’ 이라는 주제로 미래 교육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앞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역
량은 무엇이고, 교육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
리 교육이 직면한 문제를 가정, 학교, 도시(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
히 디지털 기술로 인해 스마트해지는 미래의 공간(스마트 홈-스마트 스쿨-스마트 시
티)에 기반한 교육 시스템(제도와 공간)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미래 세대를 위한 
유초등 교육의 모델을 가정-학교-도시(공동체)라는 공간의 연계 측면에서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이와 같은 목적 하에서 연구진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연구를 집중하였다. 

질문 1. 미래에 요구되는 교육의 변화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 21세기 교육의 주요 목적과 얻고자 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 신기술에 의하여 교육 방식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질문 2. 교육 공간으로서 가정(스마트 홈)의 역할은 무엇인가?
- 가정에서 교육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 타인에 대한 배려, 협력, 협동 등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 교육의 공간으로서 스마트 홈이 갖춰야 할 기능은 무엇이겠는가?

질문 3. 학교 교육(스마트 스쿨)은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가는 학습 모형과 교육 방식은 무엇인가?
- 교육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도구는 무엇인가?
- 학교는 계속 존재할 것인가? 학교에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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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교육 공간으로서 스마트 시티의 모델은 무엇인가
– 교육에 있어서 도시(공동체)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 스마트 시티가 미래 교육을 위해 갖춰야 할 기능은 무엇인가?

도시, 교육, 미래라는 분리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주제들을 한 권의 
보고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자별로 나누어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 우선 서론격인 
이 글에서는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디지털 테크노로지의 교육과 관련한 사회적 
속성을 언급하고 미래 도시와 관련해서는 기존 연구 중에서 최신 연구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본 연구의 내용적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
다. 

서론 : 1장. 디지털 시대, 교육과 도시의 미래를 모색한다 
본론 1 : 교육 공간으로서의 도시의 역사와 스마트 도시의 등장

2장. 교육과 도시의 역사
3장. 교육 공간으로서의 도시와 새로운 교육 모형
4장.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스마트 도시 

본론 2 : 미래 교육의 주요 철학과 세대별 교육 방향 
5장. 미래 교육의 기본 방향과 원리, 핵심역량 
6장. 미래 가정교육과 유아교육의 변화 방향 
7장. 스마트 홈과 교육의 미래 
8장. 미래 유아교육의 변화: 테크놀로지와 놀이 
9장. 협력적 창의성을 키우는 유소년 교육 커리큘럼의 방향 
10장. 진화하는 학교 모델과 미래 학교의 방향 

결론 : 교육과 도시의 새로운 모델 모색
11장. 교육과 도시의 새로운 모델 모색 

우선 본론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론 1에서는 “교육 공간으로서의 도시의 역사와 
스마트 도시의 등장”을 다루었다. 2장에서는 우선 교육과 도시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
하기로 했다. 도시는 물리적 공간인 동시에 역사적, 사회적 공간이고 또 미래의 공간
이라는 속성 때문에 도시를 언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우선 도시 그 자체에 
대한 기본적 글을 배치하기로 했다. 교육과 도시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해 왔다. 도시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없으면 스마트 도시로 표현되는 
미래 도시에서의 교육을 이해하기 힘들다. 제도로서의 교육은 도시에서 시작됐다. 고
대 문명권의 주요 도시들은 대부분 자체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유지시켜 왔다. 그러
나 교육 시스템은 문명마다 달리 나타났고 교육의 성격에 따라 도시와 국가는 다른 
결과를 맞게 된다. 중세 도시에서의 교육은 폐쇄적이었고 근대 산업 시대 이후 본격
적 대중 교육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근대 대중 교육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교육
의 기회를 부여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획일화, 집단화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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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디지털 기술이 만든 가상공간에서 교육은 다시 한 번 질적 변화를 겪게 된
다. 이제 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제
공해준다. 도시에 대한 역사적 이해는 도시에 대한 사회적, 구조적 이해와 연결되면서 
스마트 도시를 거쳐 최종적으로 미래 도시로 연결될 수 있다. 

3장에서는 교육 공간으로서의 도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가 미래형 
교육 공간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용과 형식면에서 살펴보았다. 정보화 시대
에 도시라는 지역사회에는 충분한 지적 능력과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양질의 
인적 자원이 넘쳐흐르고 IT는 이러한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교육 활동에 동원하고 
조직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들의 사회 자본을 교육 영역으로 연결
시킨다면 도시의 미래 교육은 기존 교사 자원을 넘어 한결 풍부한 교육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미래 도시에서는 기술이 사회 자본을 효율적으로 연결시켜 교
육의 내용과 질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 

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스마트 도시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교육플랫폼으로서 스마트 도시의 가능성 및 그 활용전략을 살펴봤다. 도시는 그 사회
의 많은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일종의 거대한 네트워크 구조를 지닌다는 점에서 현대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끄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기능해왔지만 역사상 유
례없는 환경문제, 교통문제, 에너지 부족문제 등 복잡한 사회현안들을 근본적으로 해
결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플랫폼으로서의 도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ICT를 
접목한 도시, 즉 스마트 도시(smart city)가 그 대안으로 부각되었고 지속가능한 발전
을 가능케 하는 미래 도시의 대안 모델로 스마트 도시가 주목받고 있다. 이 스마트 
도시가 삶의 질을 중요한 기준의 하나인 교육서비스 측면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
여줄 수 있는가. 필자는 ‘데이터 허브(data hub)’로서의 스마트 도시가 교육적 플랫
폼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들, 예컨대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 제고를 위한 
도시 데이터(urban data)의 교육적 활용 사례로 부각된 영국의 스마트 도시 프로젝
트 Milton-Keynes 모델 등의 다양한 논의 및 사례들을 검토한다. 검토를 통해 스마
트 도시를 통해 상상 가능한 교육혁신의 다양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오늘날 
교육플랫폼으로서의 스마트 도시의 가능성 및 우리나라 (중소)도시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론 2에서는 미래 교육의 주요 철학과 세대별 교육 방향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제
시하기로 했다. 우선 5장 “미래 교육의 기본 방향과 원리, 핵심역량”에서는 우선 ‘인
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사랑’, ‘자율성’, ‘책임’, ‘협력성’, ‘창의성’ 등 시공을 초
월한 ‘교육’의 핵심 원리 다섯 가지를 설명한다. 이 다섯 가지를 통합하면 협력적 창
의성이 가능해 지고 미래 교육의 철학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미래 교육의 핵심 
역량은 8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디지털 문해력, 문제 해결 능력, 기획, 계획 능
력, 창의성과 유연성, 협동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법의 학습 능력, 스트레스 저항
력 등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미래 교육에 필요 핵심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6장부터는 세분하여 각 영역별 미래 교육에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방
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6장 “미래 가정교육과 유아교육의 방향”에서는 미래사회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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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핵심역량인 ‘협력적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 유아기 때부터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
을 강조하고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그리고 가정과 유아교육기관 간의 연계를 통
해서 더 나아가 소도시 중심의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핵심역량 배양을 위한 역할에 대
해 설명한다. 미래사회에서는 재능, 개성, 창의력 및 인지 발달 등을 위해 놀이가 강
조될 것이며, 컴퓨터, 3D 프린터와 같은 첨단 기술이 사용되지만 활용의 범위는 학습 
보조기구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유아기에 로봇과 첨단 디
지털 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장기적 측면에서 유아의 집중력, 사고력과 충동조절 능
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유아기에는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 속에서 상호
작용을 통해 다양한 자극을 제공해야 하고 가정과 교육기관, 지역사회가 공동체적 삶
에 가치를 두고 아동교육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7장 “스마트 홈과 교육의 미래”에서는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과 실
감형 디스플레이,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센서 네트워크, 가정용 로봇, 초고속 인터넷 
등이 거주 공간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며, 업무 방식이나 학습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
라고 예측하고 결국 미래의 가정은 단지 거주를 위한 곳이 아닌 업무와 일상을 겸하
고,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된다고 예측한다. 필자는 가정 교육에 
필요한 주요 스마트 기술을 소개하고 세부적으로 스마트 홈 환경 하에서 창의성을 개
발시키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8장 “미래 유아교육의 변화: 테크놀로지와 놀이”에서는 미래 유치원에서의 유아 교
육의 방향성에 대한 주요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술 시대에도 유아가 놀이를 통해 인
지, 사회, 정서발달을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지만, 유아의 놀이가 이루어지는 놀이환
경과 놀이감(교구)은 변한다. 소프트웨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4D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이 교육에 결합되고 있으며, 특히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은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콘텐츠 활용교육에서 벗어나 흥미와 몰입을 최대화할 수 있고, 
유아의 구체적 경험을 제공하는 점에서 적용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장난감은 유아가 
놀이하는 과정에서 성장과 발달을 돕는 도구이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기술
이 융합된 스마트토이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언어발달, 인지발달을 촉
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구체적 이해를 이해 유아를 위한 기술의 교육적 활
용 사례를 언급한다. AR기술을 적용한 모래놀이 상자, 12면체 교실, 인터렉티브 화이
트보드와 유아용 키보드,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토이 등은 현재 일부 사용 
중이며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9장 “협력적 창의성을 키우는 유소년 교육 커리큘럼의 방향”에서는 미래 유소년 교
육 방향을 제시한다. 현재 초등교육 커리큘럼과 과천 무지개교육마을의 무지개학교 
커리큘럼의 분석을 통해 초등교육의 문제점은 공교육 커리큘럼이 문제가 있거나 잘못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적중심의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사회 시스템과 이에 적응이 
된 학부모들의 무지와 과욕으로 인해 만들어진 복합적인 문제라고 규정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창의성을 키우는 초등교육이 필요하며 커리큘럼 방향의 근
본적 수정이 필요하며 다음 다섯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기본적이고 개인적인 지식의 
습득은 가정에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교과목 중심
이 아니라 연극, 여행, 농사, 환경, 제작 등 프로젝트기반의 학습(PBL) 커리큘럼이 적



- 18 -

용될 것이다. 셋째, 공연 만들기, 영화 만들기 등 창의체험활동이 강화될 것이다. 넷
째,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식 교육이 개별적으로 적용되고 또한 전체 교육
을 통하여 협력적 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다섯째,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10장 “진화하는 학교 모델과 미래 학교의 방향”에서는 OECD 산하의 교육혁신연구
소인 CERI에서 발표한 미래의 학교 교육 체제에 대한 6가지 시나리오(견고한 관료제
적 학교 시스템, 시장 모델의 확장, 핵심 사회 센터로서의 학교, 중점 학습조직으로서
의 학교,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회, 학교붕괴와 교사 이탈)에 대한 각각의 사례를 설
명하고 미래 학교의 변화 방향에 대해 필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5. 연구 결과의 의미들 

서론과 결론을 포함 총 11장에 걸쳐 필자들은 미래, 도시, 교육이라는 주제어를 갖
고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래 교육을 설계하고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과 정책을 
제시했다.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나오면서 일부 학자들이 그 잠재력을 예견하고 분석
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말하기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미래 교육의 전망 역시 같은 맥락이다. 교육은 현실적으로 국가 제도 속에서 
존재하고 운영된다. 이미 견고하게 굳어져 있고 사회 제도의 대부분이 현 교육 시스
템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기존 교육 시스템이 미래에 요구되는 역량을 키우는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의 등장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은 국가의 틀이 아닌 도시의 틀에서 재구성될 가능
성이 높다고 본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들의 연구와 노력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지속
적 문제제기 자체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미래 교육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제공하고 사
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도시의 발전과 변화는 시민의 생활과 소통, 그리고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인
재를 위한 교육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 20-30년 뒤 경쟁력 있는 미래도시를 스마트 
도시로 설정하는 경우 그 핵심은 데이터 허브 역할에 있다. 이는 도시의 학습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도시는 모든 교육 자원의 저장소가 되며, 미래 기술은 언제 어디서나 전문가나 도시 
안의 배경과 능력이 다른 아이들과 관심 있는 문제를 협력해 풀어나가도록 할 것이
다.  

이 연구에서 우리가 도출하고자 첫 번째 주제는 어떤 특징을 갖는 인재를 미래 사회
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가 하는 점이다. 연구팀이 합의한 것은 ‘협력적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고, 이를 기반으로 가정과 학교, 도시의 주요 공간이 어떤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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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것인가를 파악했다.

그러나 교육 자체가 갖고 있는 기본 기능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기본 덕목과 품성은 지속적으로 고양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창의성과 협력적 사고
가 키워져야 한다. 동시에 놀이가 창의적 사고에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된다는 점을 다
시 확인했다.

가정은 스마트 기기와 자동화, 소셜 로봇과 같은 새로운 존재가 도입되면서 아이들
의 학습과정과 문제 해결 능력이 진화될 것이다. 미래 도시에도 학교는 사회적 공간
으로 역할이 계속 존재할 것이며, 새로운 학습 방식과 운영 형태, 그리고 협력적 창
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커리큘럼 등이 새롭게 도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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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육과 도시의 역사

김홍열 (성공회대 겸임교수, 정보사회학)

요  약

교육과 도시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해 왔다. 도시
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없으면 스마트 도시로 표현되는 미래 도시에서의 교육을 
이해하기 힘들다. 제도로서의 교육은 도시에서 시작됐다. 고대 문명권의 주요 도시
들은 대부분 자체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유지시켜 왔다. 그러나 교육 시스템은 문
명마다 달리 나타났고 교육의 성격에 따라 도시와 국가는 다른 결과를 맞게 된다. 
중세 도시에서의 교육은 폐쇄적이었고 근대 산업 시대 이후 본격적 대중 교육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근대 대중 교육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
여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획일화, 집단화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가 없었다. 이
런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했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교육이 특정 물리적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만든 가상공간에서 교육은 다시 한 번 질적 변화를 겪게 된다. 정보
화 시대의 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물리적 제약 없이 많은 사람들을 동일한 공간에 모아놓고 교육을 할 
수 있게 되면 전통적 의미의 도시 교육 관계가 재구성된다. 교육은 특정 도시 안
에서 진행된다는 생각에서 장소에 상관없이 항상 교육 과정이 개설되고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최초로 교육이 장소를 초월해서 존재하게 된다. 이제 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미래 
교육은 최종적으로 노동과 여가, 생산과 소비가 동일 공간에서 이루어자는 직주일
체의 스마트 도시로 연결되면서 대도시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고 재구
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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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교육과 도시의 관계 
 

교육과 도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교육은 후세대에게 자신들
의 지적 재산을 전달하는 일종의 정신적 행위이고 도시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
하며 교역과 행정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을 말한다. 개념적 차원에서 보면 교육과 
도시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 의미의 교육은 특정 공간을 초월해서 
전승, 전달된다. 한 가정 안에서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물려주는 가계의 역사, 
살아가는 지혜, 생활하는 방법 등도 교육에 해당된다. 씨족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후세에 대한 지적 자산의 전달과 농촌 공동체 내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집단 경험의 
전달 등도 교육에 해당된다. 호모 사피엔스는 그 이전 세대에게 물려받은 지적 자산
과 동시대에서 획득한 사회적, 문화적 가치들을 후손 세대에 전달하면서 문화와 문명
을 발전시켜왔다. 수만 년 전부터 시작된 호모 사피엔스의 이러한 사회적 습성은 다
른 현생 인류와 비교할 때 탁월한 생존 능력이 되어 인간 고유의 사회적 시스템을 만
들어 냈다. 호모 사피엔스가 존재하는 대부분의 공간에서 보편적으로 진행된 일련의 
교육 과정의 도움으로 인류는 오늘날 문명의 기초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문명의 기초를 만드는 과정까지는 전달 위주의 기존 교육 방식이 중요한 부
분을 차지했지만 문명의 본격적인 출발은 기억과 구술에 의한 전달 방식으로는 충족
될 수가 없다. 문명은 시스템과 제도가 전제되어야 하며 시스템과 제도는 문자와 교
육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문명은 도시에서 출발하고 국가에서 완성된다. 추상적 기호
에서 출발한 일련의 상징들이 조금씩 내적 규칙을 갖고 하나로 특정 문자로 정립되면
서 사람들은 합리적 계약과 그에 기초한 약속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다. 약속 공동체
인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문자는 정교해지고 사회적 계약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 구성원들에게는 문자에 기초한 사회적 약속을 습득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그리고 도시가 커질수록 지적 자산과 사회적 가치를 후세대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더 정교해지고 제도화된다. 

교육을 개념적 차원에서 분류하면 하나는 문화로서의 교육. 다른 하나는 제도로서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인간 의식 속에 내재된 보편적 경험을 후세대에게 언
어나 행위로 전달하는 일련의 방식을 총칭하는 표현이고 후자는 문자나 제도를 통해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표현한다. 둘은 때로는 분리되고 때로는 혼합되어 후
세대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되어 왔지만 문명이 고도화되면서 제도로서의 교육이 문
화로서의 교육에 우위에 서게 되었고 특히 도시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 
뚜렷하게 되었다. 문명은 도시와 함께 시작되었고 도시의 발달이 교육 발달에 필요조
건이 되었다. 도시가 변하면 교육 역시 변하게 된다. 도시의 내용이 변하면 교육의 
내용 또한 변한다. 도시는 역사적 산물이고 사회관계의 구성물이기 때문에 시대마다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교육 역시 도시의 변화에 조응하여 변하게 된다. 이 글에
서는 제도로서의 교육이 도시의 성립, 발전과 어떻게 연관되었고 관계를 맺어 왔으며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서술한 다음 최종적으로 미래 도시에서는 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전개될지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서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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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대 이전 도시와 교육 

교육적 관점에서 근대 이전 존재했던 도시 형태를 분석하면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고대 문명 속에서 수도 역할을 수행했던 대도시 형태의 고대 
도시가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 문명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도시들의 연합된 
형태다. 역사적 의미와 도시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고대 문명 속 대도시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현재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사상과 문화는 
그리스 도시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더 많다. 여기서는 도시와 교육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두 사례를 분석해 본다. 

가. 고대 문명의 도시와 제도로서의 교육

고대 이집트 나일강 유역, 중동 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인도 인더스 강 유역, 중국 황
하 유역은 풍부한 수자원과 천혜의 토양으로 대규모 경작이 가능한 곳이었다. 고대 
주요 도시는 이 유역에서 탄생했다. 이 고대 도시들의 주요 특징은 동일 문명권 안에
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일종의 자기 완결적 구조에 있다. 하나의 큰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여러 도시가 수직적으로 연결된 형태였고 다른 문명권과 교류는 있었지만 교류 
자체가 목적이 될 필요는 없었다. 대부분 세습 왕권제의 형태로 유지되는 도시에서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국가〮도시의 영속성을 보존하는 데 있다. 권력은 일부 소수 가
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했고 일부가 농업을 제외한 
1차 산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생산력의 대부분은 농민에게서 나왔고 이
들은 토지에 귀속된 체제 안정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 특별한 제도적 교육 없이 국가〮
도시의 물적 기반으로 존재했다. 

계급적 위계질서가 분명한 고대 국가는 상설 관료 시스템이 필요했고 시스템 유지를 
위해 수직적 문화에 충실한 신하를 선발했다. 교육은 왕조의 필요한 공무원을 뽑기 
위한 시스템으로 유지됐다. 교육의 대상은 일부 선택받은 사람들 중심이었으며 혈통, 
지역적으로 할당, 계승되어왔다. 문명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교육의 내용은 주로 법
률과 왕조사, 궁정 예절, 신하로서의 도리 그리고 관료가 지녀야 할 소양 등이다. 고
대 이집트와 중국의 문자는 상형문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체계적 교육 과정 구축에 
어려움을 컸지만 다른 문명권 역시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문서 작성과 도서 
편집 때문에 교육 과정 자체가 일반화되기 힘든 면이 많았다. 교육은 소수의 대상자
들 중심으로만 이루어졌고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개방되지 않은 폐쇄적 구조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이런 구조가 교육의 결과물인 학문의 수준을 낮게 만들지는 않았다. 예를 들
어 고대 이집트의 학문적 성과는 당대 최고였고 지중해 건너 그리스 철학의 시발점으
로 작용한 측면도 강하다. 수학, 천문학, 물리학, 자연과학 등을 수학하러 인근 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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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서 이집트로 유학을 올 정도로 이집트의 학문 수준은 높았다. 그러나 이집트 교
육은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집중됐고 도시가 자기 완결적 구조라는 특성 때
문에 외부와 교류가 없어 배타성이 강했다. 배타성이 강하면 국가의 힘이 강할 때는 
체제가 유지되지만 국가의 힘이 약해질 때는 유연성의 부족으로 쉽게 붕괴될 가능성
이 크다. 특히 이집트의 경우처럼 서로 다른 종족들과의 투쟁이 일상화된 지역에서 
유연성의 부족은 장기적 생존과 직결되는 측면이 강하다. 

나. 그리스 도시 문화와 민주적 교육의 시작 

지금 우리는 고대 그리스 도시 문화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있고 그리
스 도시 문화가 갖고 있는 역사적, 철학적, 인문학적 가치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
리고 있지만 고대 이집트 왕조가 번창하던 시대에 그리스 도시들은 이집트에 비해 작
은 해상 세력에 지나지 않았다. 지중해를 사이에 둔 두 문화권은 경제 규모와 인구, 
군사력 등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집트는 고대 문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대규
모 왕조 국가가 형성된 나라였고 기하학, 수학, 천문학은 당대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다. 반면 그리스 문화는 분산된 도서 형태로 인해 경제 규모가 작을 수
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모여 살기 위해서는 대규모 농업 단지가 필요한데 그리스 지
역에는 그런 자연적 조건이 주워지지 않았다. 그리스 문화권 내 대부분의 도시는 경
제적 자립 구조를 갖지 못했고 다른 지역, 다른 도시와의 유통과 교역을 통해 생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특정 왕조가 통치하는 지배 시스템은 그리스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리스 사람들 역시 부분적으로는 혈연, 지연 중심의 부족 의식이 
있었지만 도시를 중심으로 국가를 형성하려는 다른 문명권과 달리 도시 간 연대를 맺
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시스템을 선호했다. 이런 네트워크형 도시 국가 체제는 
당시 다른 문명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특징이다. 

이러한 경제적 물리적 환경이 고대 그리스 고유의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냈다. 계급
적 위계질서가 분명한 고대 국가가 시스템 유지를 위해 수직적 문화에 충실한 신하를 
선발한 것처럼 그리스 도시들은 대화와 소통에 중심을 두고 민주 시민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시민의 자격이 있는 민주 사회는 아
니었지만 이집트와 같은 타 문명권과 비교하면 그리스 도시들은 충분히 민주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시의 주요한 결정 사항들은 전체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결정됐으며 사회의 주요 지도자들은 민주적이거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선출되었다. 
그리스 교육의 특징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지도자가 되거나 주요한 정치적, 사회적 역
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소통과 설득이 중요하게 된다. 교육은 철학적으로
는 상대주의적 관점을 취하게 되고 개념적으로는 유물론적 사고에서 출발한다. 학문
으로서의 철학의 시작이 그리스의 탈레스의 유물론에서 시작된 연유가 여기에 있다. 

교육 과정이 시민 모두에게 개방되면서 아카데미가 도시마다 지역마다 설립되고 학
생들을 가르치는 전문 강사들이 출현하게 된다.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체육과 음악, 쓰기 읽기 계산하기 등이 주요 과목으로 채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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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인 과정에서는 일반 교양교육으로 문법, 변증법, 수사학, 수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 등을 배우게 된다. 이런 정규 교육 과정 외에도 일종의 개인 교사라고 할 수 있
는 소피스트들에 의한 교육도 유행하게 된다.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교실이라고 
할 수 있다. 폴리스에서 벌어지는 전체 토론 역시 교육의 연장이다. 그리스의 이런 
교육 환경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효율적이고 작동됐고 결과적으로 성공했
다. 국가 자체가 하나의 완결된 시스템으로 구성된 고대 이집트의 경우 외부 충격에 
쉽게 동요될 수밖에 없지만 항상 외부와 소통하면서 이질적 문화와 사상에 융통적이
었던 도시 중심의 그리스의 교육 시스템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
하고 있다. 

3. 근대 이후 도시와 교육 

그리스 교육 시스템은 로마로 이어져 팍스 로마나의 정신적, 물질적 기초를 제공했
지만 기독교의 공인화 이후 유럽은 천년 가까운 중세 봉건제로 돌입하면서 그리스 로
마가 보여주었던 도시와 교육의 발랄한 모습은 사라지게 된다. 대부분의 중세 도시들
은 기독교 기반의 폐쇄적 공동체로 운영되었고 교육 역시 후대의 성직자들을 위한 수
도원 중심의 교육기관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교과 내용도 신학과 음악 등 
종교적 색채가 강한 학문으로 구성되면서 학문의 객관성과 다양성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AD 7세기에 등장한 이슬람교가 다른 문화에 대해 개방적 자세를 보
이면서 그리스 로마의 학문적 성과를 수용하게 된다.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중세 봉건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근대 산업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근대적 도시와 근대적 교육 시스템이 등장하게 된다. 

가. 근대적 도시와 교육의 주요 계기들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를 구분하는 시점은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두 개의 큰 모멘
텀 즉, 과학기술적으로 산업혁명, 사상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것에는 대부분 동
의한다. 두 사건은 상호 작용하면서 근대의 문을 활짝 열었고 도시와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 글에서는 두 사건 중 산업혁명에 포커스를 맞춰 중세 유럽의 폐쇄
적인 도시와 교육이 어떻게 부흥됐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인류가 본격적으로 과학기
술을 개발하고 실생활에 광범위하게 응용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다. 기술 자
체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과학과 기술이 결합되어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삶의 환
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산업혁명이 인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여러 
가지 기술적 발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의 인위적 사용이었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대변되는 에너지의 인위적 사용 덕분에 인간은 처음으로 자연이 만든 시공
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낮과 밤, 계절의 흐름 속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농업의 비중이 대폭 축소되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인공적으로 만들게 되면서 과학
기술은 모든 실생활에 적용 가능하게 되었다. 에너지의 인위적 사용과 과학기술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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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는 세가지 측면에서 도시와 교육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추동시켰다. 

첫째는 신흥 산업 도시의 탄생이다. 농업 위주의 중세 봉건 도시는 궁정 중심의 행
정 중심지였다. 도시의 전체 인구도 얼마 되지 않았고 도시는 최소한의 행정적 역할
만 수용했다.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었고 사람들은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전쟁 등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땅을 떠날 특별한 
경제적 이유가 없었다. 증기기관의 발명되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고 주요 에너지원
인 석탄 생산지 인근에 산업도시가 생기기 시작했다. 영주들은 자신의 토지에서 나오
는 농업생산물보다 양을 사육해서 얻은 양모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알고 농민을 땅에
서 추방하기 시작했고 땅에서 쫓겨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업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
했다. 오늘날 자생적 근대화를 겪는 대부분 선진국의 주요 도시들은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 공장이 있던 지역에서 출발했거나 또는 원부자재 공급 기지, 유통과 무역을 
위한 기지에서 시작된 도시들이다. 

둘째는 농업의 축소와 제조업의 발흥으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게 된다. 농촌에서 
태어나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던 사람들에게는 제도로서의 교육이 필요 없었다. 정
규 과정이 있는 교육 기관은 소수의 공직자나 성직자 양성을 위해서만 활용되었고 대
부분 사람들에게는 닫혀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자 자체를 해독할 수가 없었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 인클로저(Enclosure)운동1) 등으로 도시에 있는 공장으
로 몰려든 사람들은 이제 최소한의 문자 해독 능력이 필요하게 된다. 산업혁명 초기
에는 단순 반복되는 기계적 작업이었지만 점차 기계가 고도화되면서 최소 읽고 쓰고 
계산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된다. 공장 운영에 필요한 사람은 경험 있는 사람이 아니
라 합리적으로 원료의 투입과 결과물의 내용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다. 공장에서는 
점차 문자 해독이 가능한 사람들을 선발하게 되었고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더 많은 임금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고 교육받은 사람이 필요함에 따라 국가와 기업은 체계
적 교육 과정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국가는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중
교육을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로 설정하게 되고 교육받을 권리를 기본 인권의 하나로 
상정한다. 교육받지 못하면 공장에 취직할 수가 없다는 면에서 교육은 생존권의 일부
가 된다. 국가는 기업에서 받은 세금으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
은 공장에 취직해서 임금을 받게 된다.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은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프레임을 완성한다.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교과 내용과 과정 역
시 고도화된다. 기본적 읽기 쓰기를 배우는 기초과정에서부터 기업 경영을 배우는 전
문 과정까지 체계화되고 교과 과정도 학문의 모든 범위가 포함된다. 현대 대중 교육
의 기본 프레임은 이 시대에 대부분 완성됐다. 

나. 근대적 교육의 의의와 한계 

1) 인클로저 운동이란 산업혁명 때 영국에서 판매용 곡물 혹은 양을 키우기 위해 지주들이 경작지를 몰
수하고, 농지에 울타리를 쳐 농사를 지었던 농민들은 공장들이 많이 세워진 도시로 내몰리게 되고 도
시의 하층 노동자로 일하게 된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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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을 권리가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된 근대 교육 시스템의 도입으로 산업자
본주의는 전성기에 들어서게 된다. 교육받은 노동자는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
어 시장 경제의 주요 참여자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등 모든 분
야에서 자기 발언을 하게 된다. 근대의 산물인 국가는 교육받은 개인의 자기 주체성 
확인 과정에서 성립한다. 주권재민의 기본 원칙이 확립되고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유
지와 향상에 투자하고 교육은 그중 가장 주요한 요소 중 하나로 등장한다. 국가와 기
업은 이제 교육 없이는 존재할 수 없게 되고 국가는 교육의 주체로서 모든 교육 과정
에 간섭하게 된다. 교육이 국가의 주요 공무가 되면서 문화로서의 교육은 극히 일부 
영역에서만 폐쇄적으로 존재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제도로서의 교육이 지배적이 된
다. 기존에 중요시되었던 경험적 판단과 종교적 가르침은 교육 과정에서 배제되고 모
든 교육의 내용은 이성에 기초한 합리주의, 자연과학적 탐구, 객관적 논술 등으로 구
성된다. 이런 교과 과정은 근대적 개인을 탄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획일적
이고 주입식의 대중 교육이 가져온 피해도 적지 않았다. 특히 대도시 위주의 교육 환
경은 사람들을 계속 대도시로 몰려들게 하면서 환경, 자원 배분, 농촌 공동체의 붕괴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근대 교육의 의의와 한계를 도시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
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언급되어야 할 내용은 근대 교육이 가져온 탈계급적 성격이다. 토지와 혈연
에 구속되었던 신분제 사회에서 벗어날 길이 사실상 없던 상태에서 개인들은 교육을 
통해 하나의 인간으로서 자기주장을 하게 되고 시민으로서 사회와 국가의 주체가 된
다. 공동체적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판단하에 자유롭게 결정한다. 시민사회
는 자유로운 개인들이 모여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귀족 계급에 저항하면
서 발생했고 확장됐다. 시민 사회의 구성원들은 교육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를 
만들었고 교육은 이제 시민사회를 유지하는 물적 기반이 되었다. 민주주의는 시민사
회의 정치적 이념이 잘 구현된 형태다.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국가 권력의 주체는 시
민에게서 나오고 이를 부정하는 사람이나 행위는 반국가적, 반민주주의적 사범이 된
다. 교육은 민주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 시스템으로 작동되며 왕정으로 
회귀하지 않는 한 근대의 모든 국가는 시민교육의 틀에서 출발한다. 

둘째 근대 교육의 의의는 국가와 기업의 합리적 인재 충원 시스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탄생한 근대 국가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 하나는 보통 선거권
에 기초한 주권재민의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 국가다. 주권재민의 국가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종복으로서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 사회가 복잡해지
고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화되면서 국가 서비스 범위는 확대되고 전문화된다. 일
반 행정, 복지, 치안, 환경에서 국방, 사법, 외교 등 전문적인 분야까지 지속적으로 전
문 인력의 수급이 필요하게 된다. 지속적으로 인력을 배출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국가 
운영 체제는 바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질서 위에서 성립한 국가는 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국가 내부에 구비해야 한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
한 입법과 사법은 물론이고 기업에 필요한 인재, 경제 운영 관련 전문 인력 역시 배
출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교육의 최종 목적은 개인의 생존을 위한 준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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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해되면서 교육 과정 역시 직업에 맞춰 재구성된다. 

위에 언급한 근대 교육의 두 가지 의의에도 불구하고 근대 교육은 대도시에 친화적
인 대중교육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가장 큰 문제점
은 개인별 학업성취도 정도나 적성, 개인의 희망 등이 고려되지 못하고 같은 공간에
서 집단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피해다. 국가가 교육을 관리하게 되면서 국가는 
개인별 성취도보다는 국가 운영의 편의성을 중요시하게 된다. 한정된 재원으로 전국
민을 상대로 교육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소그룹별 교육을 실시하기가 
쉽지 않다. 나이에 따라 학급을 나누고 그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
이다. 국가는 표준화된 교과 과정을 통해 전 국민에 동일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효과가 있지만 개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획일화된 내용을 강제적으로 주입받
는다. 두 번째 문제는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근대 교육의 시작은 산업단지 
도시에서 시작된 것처럼 도시 중심 특히 대도시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유로 도시와 농
촌 사이에 갭이 크다. 또 도시 간 갭도 크다. 대도시와 중소 도시간 교육의 질이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두 가지 한계는 자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기술의 문제
이기도 하다. 국가는 제한된 예산으로 공교육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 교육 
시스템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술적 제약을 극복하기도 힘들었다. 그 제약의 
일부가 해결된 것은 정보화시대에 들어와서다. 

4. 정보화 시대 도시와 교육 

근대 교육 제도는 그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집단 교육에 의한 피해가 존재했었다. 
교육이 보편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육은 오히려 또 다른 계급 사회를 만들 
수도 있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고 상급 학교의 수준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기도 한다. 자본주의 국가일수록 교육을 수혜자 원칙에 따
라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많아서 교육이 오히려 사회 통합에 퇴행적 역할을 수
행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사회 여론이 비등하면서 교육의 민주화 등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본적 해결이라고 보기 힘들다. 또 도시의 
집중화가 가져온 문제 또한 중요하다. 농촌은 공동화되어 가고 도시는 비대화되면서 
도농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했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교육이 특정 물리적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도시의 재구성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고대 이전 그리스 도시에서의 교육과 근대 산업 도시에서
의 교육은 분명한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근대 산업 도시의 경우 국가가 계획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지만 고대 그리스의 경우 개별 폴리스 안에서 자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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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었다는 점이다. 교육은 의무나 권리가 아니었고 일종의 시민으로서 소양 교육
이었다. 교육 이수에 따른 사회적 차이도 달랐다. 고대 그리스의 경우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보다는 시민으로서의 덕목이었지만 산업도시의 경우 교육은 직업과 소득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둘 다 도시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공간이 필요했고 능력 있는 교육자가 필요하
기 때문에 교육은 도시와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
작한 것은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만든 인터넷의 등장 이후다. 기술의 발전이 사회 구
조 변화에 직접적이고 적극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의미 있는 변
화의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그 기술적 속성으로 인
해 기존 도시를 유지한 채로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다. 가상공간에 의한 가상 
도시 개념이 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가져온 첫 번째 의미 있는 변화는 네트워크의 확장과 가상공간
의 등장이다. 물론 네트워크 자체는 산업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매스미
디어로 대표되는 TV, 라디오, 통신 등은 산업과 가정 모두에게 필요한 미디어였다. 
그러나 매스미디어는 정보 생산자와 정보 수신자가 분명하게 분리되는 시스템을 전제
로 한다. 정보 전달자는 방송국과 같은 거대한 미디어 그룹이 독점하고 있고 정보 수
신자는 수동적으로 정보를 수용하게 된다. 둘 사이에 상호작용은 없으며 정보는 항상 
일방적으로 흐른다. 이러한 이유는 네트워크의 물리적 속성에 기인한다. 네트워크는 
복잡한 기술적 요인 등에 의해 구축하기도 힘들고 소요되는 경비도 크기 때문에 국가
나 대기업 중심으로 구축 운영된다. 일단 구축되면 국가 안보 등의 문제로 국가나 국
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 귀속된다. 해외 네트워크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동
의나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가져온 인터넷의 등장은 이런 
기존의 네트워크 방식을 전복시키고 새롭게 등장했다. 인터넷에서는 기존 아날로그 
네트워크와 달리 정보 생산자와 정보 수신자 사이에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든 
정보를 생산해서 네트워크에 올려놓을 수 있고 네트워크에 있는 정보는 모두에게 전
달된다. 정보는 도처에 존재하며 정보 생산자와 수신자의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
어지게 된다. 인터넷 규칙에 글로벌한 표준이 만들어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일상적으
로 사용하게 되면서 네트워크의 국경 개념 역시 희석되었다. 모든 정보가 네트워크 
위에 존재하고 사람들이 항상 네트워크와 연결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
지만 실제 존재하는 가상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가상공간이 생기면서 기존 아날로그 
시스템들은 변화를 겪게 된다. 

두 번째는 디지털 도시의 등장이다. 도시와 교육의 관계에서 도시는 물리적 공간이
라는 속성상 변화 불가한 상태를 전제하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 구체적으로 서울, 부산과 같은 특정 도시 안에 있는 교육 시스템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 교육 과정은 물리적 환경에 적합하도록 구성하고 사람들은 그 
물리적 환경 속에서 교육받는다. 디지털 도시는 이런 물리적 도시의 개념을 가상공간
으로 확장시킨다. 디지털 도시는 도시라는 전통적 의미에 국한될 필요 없이 가상공간
의 한 버전으로서 설명된다. 집단 교육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대도시
가 필요하지만 가상공간의 디지털 도시는 물리적 위치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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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공간에 모을 수 있다. 물리적 제약 없이 많은 사람들을 동일한 공간에 모아놓고 
교육을 할 수 있게 되면 전통적 의미의 도시 교육 관계가 재구성된다. 교육은 특정 
도시 안에서 진행된다는 생각에서 장소에 상관없이 항상 교육 과정이 개설되고 참여
할 수 있게 되면서 최초로 교육이 장소를 초월해서 존재하게 된다. 

나. 물리적 대중교육에서 가상공간의 교육으로 

가상공간과 스마트 도시의 등장은 교육의 변화를 위한 물질적, 사회적 조건으로 작
용한다. 근대 도시의 등장이 근대 교육의 기반이 된 것처럼 가상 도시의 등장은 근대 
교육을 그 내부로부터 변화시킨다. 위에서 서술한 내용을 잠시 재언급하면 근대 교육
은 계급 종속적 봉건 시스템에서 개인을 해방시켜 주권재민의 원칙을 확립했지만 대
중 교육이라는 속성상 교육 방식과 내용의 집단적 훈육 시스템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
었다. 이제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물리적 공간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다. 교육은 이제 공간을 떠나게 된다. 문화로서의 교육에서 제도로서의 교육
으로 바뀐 교육은 이제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의 교육으로 바뀌게 된다. 디지
털 네트워크 환경의 교육은 기존 교육 시스템과 다른 두 가지 본질적 속성이 있다. 

하나는 교육과정의 탈형식화이다. 여전히 학교와 정규 교육 과정은 존재하지만 점차 
그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MOOC2)는 그 한 사례다. 네트워크 성능이 좋아지고 하
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좋아지면서 고화질의 동영상 강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 접속을 해도 서버가 중단되지 않는다. 좋은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들
이 몰리면서 좋은 강의가 많이 올라온다. 일부 기업에서는 MOOC에서 개설된 과목들
을 수강하면 정식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급진적으로 미래 교육을 예측하는 사람들
은 미래에는 무학교(No School), 무학년(No Grade), 무교사(No teacher), 무학위
(No Degree), 무학비(No Tuition)의 5무 시대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주장이 현재
로서는 과격하게 들리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다. 미래 교육이 이 주장대
로 실현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기존 교육 시스템에 의미있는 균열을 일으켜 규격화
된 교과과정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크다. 이미 MOOC 를 통해 5무 중에서 무학교, 
무학년, 무학위, 무학비 등 4무의 가능성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콘텐츠에 의한 교육이다. 기존 교육이 텍스트에 의한 교육이었다
면 새로운 교육은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에 의해 만들어진다. 문자 위주로 구성된 텍
스트는 인간의 능력 중에서 이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로 이어졌다. 언어와 문자는 사
회가 고도화되면서 추상적이고 관념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소위 지식인과 일반 대중
의 언어가 다르고 계층마다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도 다르다. 예를 들어 법률에 관련
된 단어와 문장들은 일반인들이 해독하기 어렵다. 문장 자체를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 
문장이 의미하는 내용까지 파악하기는 더 힘들다. 의학 용어나 자연 과학의 대부분의 
용어들도 마찬가지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없으면 그 분야에 대해 이해하기가 힘

2) 온라인 공개수업(Massive Open Online Course, MOOC)은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상호
참여적, 거대규모의 교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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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다. 교과 과정의 교재들이 대부분 문자로 만들어져 있고 문자로 된 교과서 이외는 
다른 솔루션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텍스트나 
이미지 동영상 상관없이 모두 디지털 코딩과 디코딩의 과정을 거쳐 송수신되기 때문
에 문자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 네트워크의 성능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달
하면서 이제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나 동영상에 의한 콘텐츠가 더 일상적으로 사용된
다. 이런 추세는 계속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나 동영상은 문자가 갖고 있는 
규정된 사고의 틀을 벗어나게 해준다. 디지털 콘텐츠는 인간의 이성 외에 감성, 공감 
능력, 환경과 교류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확장시켜 준다. 교육과정의 탈형식화와 더불
어 디지털 콘텐츠의 활용은 기존 도시 중심의 체계화된 교과 과정을 내부로부터 붕괴
시키고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고양시키는 가능성으로 작용한다. 

5. 결론: 미래 도시와 교육의 변화

호모 사피엔스의 경쟁력은 집단교육에서 출발했다. 문명이 본격화되면서 도시는 교
육과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고 교육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전문인력을 충당해왔다. 교
육과 도시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해 왔다. 제도로서의 
교육은 도시에서 시작됐다. 고대 문명권의 주요 도시들은 대부분 자체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유지시켜 왔다. 그러나 교육 시스템은 문명마다 달리 나타났고 교육의 성격에 
따라 도시와 국가는 다른 결과를 맞게 된다. 중세 도시에서의 교육은 폐쇄적이었고 
근대 산업 시대 이후 본격적 대중 교육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근대 대중 교육은 모
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획일화, 집단화
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가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
기 시작했다. 

산업사회가 되면서 대중교육이 보편화되었지만 여전히 주입식 기반의 국가주의적 성
향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런 흐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전문가에서 집단지성으
로, 학문에서 빅데이터로 지식인에서 인공지능으로 변하고 있다. MOOC 와 같은 네
트워크 기반의 교육 과정이 생기면서 이제 대도시 중심의 교육 시스템에서 직주일체 
기반의 스마트 도시로 교육의 중심이 이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과 여가, 생산과 
소비가 동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간 즉, 직주일체의 스마트 도시에서는 공장 노동
자나 산업사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이 점차 그 중요성을 상실하게 된
다. 특정 디지털 도시에 최적화된 전문적 기술이나 관련 교육 중심으로 교육 시스템
이 재구성되면서 도시와 교육의 기존 패러다임에 변화가 시작된다.  

정보화 시대는 대량생산 시스템의 산업 사회와 달리 일과 주거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재택근무는 그 한 사례다. 사람들은 네트워
크를 통해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다. 일과 직업이 특정 장소에서 
벗어나 개인이 선택하는 장소로 오게 되고 교육 역시 특정 공간을 벗어나게 되면서 
일과 교육은 장소에 상관없이 항상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남게 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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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간과 스마트 도시의 등장으로 시작된 교육의 변화가 이제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도시와 교육을 분리시켜 생각하지 못했다. 교육은 당연히 도시 
안에서 도시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 도시가 클수록 교육의 효과 역
시 커진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이런 믿음은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서 
반박하기가 쉽지 않았고 반박할 논거도 허약하기만 했다. 따라서 교육은 늘 대중 교
육이었고 개인의 창의성 함양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다. 이런 오랜 문제에 균열이 
생긴 곳은 역설적으로 도시라는 공간이다. 도시 안에서 인터넷 네트워크가 발달하면
서 사람들은 도시를 벗어나서 호흡할 수 있게 되었고 교육 역시 탈도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인터넷 네트워크는 도시를 디지털 도시로 변화시켰고 그 변화의 과정은 지금
도 계속 진행 중이다. 변화의 최종 목적지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적어도 현재와 같은 
대도시 중심의 대중 교육 시스템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교육이 특정 물리적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테
크놀로지가 만든 가상공간에서 교육은 다시 한 번 질적 변화를 겪게 된다. 정보화 시
대의 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물리적 제약 없이 많은 사람들을 동일한 공간에 모아놓고 교육을 할 수 있게 
되면 전통적 의미의 도시 교육 관계가 재구성된다. 교육은 특정 도시 안에서 진행된
다는 생각에서 장소에 상관없이 항상 교육 과정이 개설되고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최초로 교육이 장소를 초월해서 존재하게 된다. 이제 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미래 교육은 최종적으로 
노동과 여가, 생산과 소비가 동일 공간에서 이루어자는 직주일체의 스마트 도시로 연
결되면서 대도시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고 재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 33 -

참고문헌

김병용 (2016). 독일 중세 도시민 교육의 전개과정과 사회변화. 역사교육논집, Vol.58 No. 
2016

김승남·안건혁 (2011). 재택근무와 주거입지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국토계획, 46(7), 
37-55.

김성곤 (2003). "서양건축사", 기문당, 2003
김유정 (2014). 근대 유럽 지식네트워크의 중심 제네바 대학 : 칼뱅의 시대, 종교개혁과 

대학의 설립 배경을 중심으로. EU연구, Vol.- No.38, 2014
김종윤·오은하·김희동 (2017). 초등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 실태 조사 연구 國語敎學

硏究, Vol.52 No.2, 2017
김태완 (2011). 도시화, 지역화, 국제화 시대의 교육분야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와 과제.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 Vol.2011 No.3, 2011
남기봉 (1999). 근대 도시발전과 학교 위치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 주거지 초등학교의 교

육 환경을 중심으로. 環境敎育, Vol.12 No.2, 1999
남영우 (2011). "고대도시 장안성의 입지적 의미와 도시구조", 2011
라도삼 (2010). 소프트 파워 강화를 위한 서울시 추진전략. 정책리포트, Vol.- No.73,  

2010
빌헬름 딜타이, 손승남 역 (2009).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교육. 지만지. 2009
송향숙·박태원 (2012). 교육기능에 따른 도시 공간의 변화. 도시연구, Vol.- No.8, 2012
오인탁 (1994). 고대 그리스의 교육사상. 종로서적. 1994
유기웅·최은수·전주성·김용한 (2017). 교육도시의 역할과 기능 : 국제교육도시연합(IAEC)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 HRD연구, Vol.13 No.1, 2017
이석우(2013). 서아시아 고대도시 발달 특성에 관한 연구 : 메소포타미아지역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2013
이선필(2016). 고대 그리스의 윤리교육과 상담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Vol.42 No.-, 2016
최종규·고상민·지용구·김훈태 (2011). U-city 환경에서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가치사슬융

합에 대한 연구. 한국전자거래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Vol.2011 No.4, 2011
홍용진 (2016). 19세기 파리 역사문화공간 생산의 과정과 의미.. 도시연구, Vol.- No.15, 

2016



- 34 -

Ⅲ. 교육 공간으로서의 도시와 새로운 교육 모형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목  차

1. 새로운 교육 모델들의 등장
2. 연구 전략 및 방향
3. 선행 사례 검토
 가.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사례 
 나. 지역사회 휴먼 네트워크 활용  사례

 다. 지역사회 인프라 및 휴먼 네트워크 
    연계 활용 사례
 라. 분석 및 함의
4. 교육형 스마트 도시 구축 전략
 가.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전략
 나. 지역사회 휴먼 네트워크 활용 전략 
5. 소결

요 약

IT가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 변화의 흐름은 교육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대식 학교 교육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IT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실험들이 펼쳐지
고 있다. 미래의 교육은 학교 울타리 경계를 넘어 지역사회와 결합할 때 보다 다
양하고 효과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첨단 IT와 결합된 미래 교육에서 
스마트 도시의 제반 인프라는 유용한 교육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구체적
으로 스마트 도시의 인프라가 학교 교실의 확장된 공간으로 활용되는 푸시(push) 
전략, 스마트 도시의 인프라가 학교 교실 안으로 들어오는 풀(pull) 전략, 스마트 
도시의 인프라가 별도의 학습 공간으로 활용되는 독립 전략으로 나뉜다. 

한편 스마트 도시를 생활공간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휴먼 네
트워크 역시 IT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미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의 현장 전문가들이 지도 교사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는 방식, 지역사회의 일반 주민들이 학교 밖 스마트 교육의 조력자로 
조직되는 방식, 지역사회 구성원이 온라인 개방형 교육 플랫폼을 통해 직접 교사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의 사회 자본을 교육 영역으
로 연결시킨다면 도시의 미래 교육은 기존 교사 자원을 넘어 한결 풍부한 교육 인
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미래 도시에서는 기술이 사회 자본을 효율적으로 
연결시켜 교육의 내용과 질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 스마트 도시의 첨단 인프라와 
지역 주민들의 네트워크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미래 교육의 모형을 다각도로 구성
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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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교육 모델들의 등장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교육과 지역
사회 사이에 밀접한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의 모든 
교육은 지역사회와 분리된 채 학교라는 제도화된 교육 기관의 울타리 안에서 고립적, 
폐쇄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는 학교 교육이 갖는 숨겨진 기능, 즉 미래의 예비 노동
자들에게 공장에서 요구하는 제반 규율을 선행 학습시킨다는 목적과 무관하지 않다 
근대식 학교는 공장의 형태를 그대로 교육 현장에 이식시킨 방식으로 구성되고 운영
되어 왔다. 정해진 출근 시간까지 정해진 작업장에 집합해 상부로부터 하달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장 노동자의 모습과 정해진 등교 시간까지 정해진 교실에 집합해 일률적
으로 정해진 교육 과정에 따라 수업을 받는 학생의 모습은 그리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 원리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감시와 처벌에서 설명했듯이 
개인에 대한 통제를 통해 규율을 내면화시키는 근대 감옥의 운영 원리와 맞닿아 있다
(민경배, 2016).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분리는 근대식 학교 교육의 숨겨진 기능을 수
행하기 위한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였다.

하지만 수직적이고 중앙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작동되던 
굴뚝 공장식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의 효용성은 디지털 혁명이 이끌어 낸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급격히 퇴조하기 시작했다. 사회는 예전에 비해 한층 다원화되었고 그만
큼 사람들의 욕구와 취향도 보다 더 다양해졌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했다.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에서는 규모의 경제 대신 
‘속도의 경제’가 강조된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잘 적응하는 데에는 무
엇보다도 속도가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직적이고 중앙집중적인 원리
에 입각한 경직된 조직은 속도의 경제에 불리하다. 유연성을 가진 조직만이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변화에 신속하고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연성은 
수평적이고 분산적인 조직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조직의 핵심적인 운영원리가 수평
적이고 분산적이며 유연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면 그에 따라 조직이 필요로 하
는 인간형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제 개성이 넘치고, 창의적이며, 융합적 능력을 갖
춘 새로운 인간형이 주목받게 된다. 따라서 집단화, 규격화, 획일화된 인간형이라는 
근대식 공장의 예비 노동자를 염두에 둔 규율의 내면화는 더 이상 학교교육에서 필요
하지 않은 기능이 되어 버렸다.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사회 변동은 교육의 목표와 학교의 기능에도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칸 아카데미(Khan Academy)의 설립자 살만 칸
(Salman Khan)은 비슷한 연령의 학생들을 교실에 모아 놓고 정해진 시간 동안 학습
시키는 교육이란 18세기에 만들어진 낡은 유물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학교 건물을 지어 놓고 방학 기간 몇 달씩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
는 것도 아이들이 부모의 밭일을 도와야 했던 농업 시대의 유산일 뿐 현대 사회에서
는 비효율적인 낭비라고 말한다(살만 칸, 2013). 앞으로 동시적 집합 교육에 최적화된 
‘장소’로서의 전통적 학교의 의미는 점점 약화될 것이며, 대신 IT와 교육이 접목된 비
동시적 원격 교육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IT는 교육을 교실 울타리 안에서 



- 36 -

수행되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넘어 교실 울타리 밖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기술적 변화를 감안할 때, 학교가 여전히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공
간으로 남아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울타리 쳐진 ‘장소로서
의 학교’는 점차 ‘공간으로서의 학교’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다. ‘공간으로서의 학교’
란 지역사회와 가정 등 생활공간 그리고 미디어 공간까지 모두 확장된 학교로서 교육
의 터전이 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이 강화되어 가는 추세 
속에서 볼 때 미래의 교육은 일차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밀접하게 연계되는 방향
으로 재구성되어야 마땅하다. 즉 마을이 곧 학교이며, 나아가 도시가 곧 학교인 새로
운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모색이 요구된다.

교육과 IT를 접목시킨 새로운 실험들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등장해 있다. 이
는 학교 교육 현장에 IT를 도입하는 모델 그리고 IT를 통해 학교 밖 온라인 공간에 
새로운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모델로 크게 나뉜다. 교과서와 칠판 대신 아이패드로 
학습하는 ‘스티브잡스 스쿨(Steve Jobs school)’이 전자의 대표적인 예라면, ‘무크
(MOOC)‘와 ‘칸 아카데미’는 후자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두 가지 모델을 
융합한 형태의 교육도 있는데, 학습자들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강의를 듣고 
오프라인 강의실에 모여 토론과 과제를 수행하는 플립 러닝(Flip Learning)을 적극적
으로 도입한 ‘미네르바 스쿨(Minerva School)’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IT를 매개로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 모델은 아직 전형적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저명한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의 저서 3차 산업혁명
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아이디어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산업혁명
의 진행 단계를 에너지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결합 방식이라는 독특한 분석틀을 통
해 설명하고 있다. 즉 “에너지 체제가 문명의 성격을 결정하며,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
케이션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이용해 전보다 복잡한 문명을 체계화하고 관리하는 매개
체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제러미 리프킨, 2011). 증기 및 석탄 에너지와 인쇄 매체의 
결합이 1차 산업혁명을 낳았으며, 전기 및 석유 에너지와 전화 및 전파 매체의 결합
으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1차와 2차 산업혁명을 이끈 에너지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로 모두 
재생 불가능한 탄소에너지이며, 둘째로 특정 장소에서만 생산되는 ‘엘리트 에너지’라
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에너지들은 체계적인 생산 및 유통 관리를 위해 중앙집권
형 하향식 지휘 통제를 필요로 한다. 각 산업혁명 단계에 등장한 인쇄 매체나 전화 
및 전파 매체 같은 당대의 커뮤니케이션 기술들도 중앙집권형 하향식 지휘 통제 방식
을 기반으로 작동되는 것이었다. 나아가 사회의 제반 영역들도 모두 중앙집권형 하향
식 지휘 통제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구조화되었으며, 교육도 예외는 아니었다. 반면 제
러미 리프킨이 정의에 따르면 3차 산업혁명은 태양력, 풍력, 수력, 조력, 바이모매스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분산형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결합을 통
해 구현된다. 즉 앞선 산업혁명과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에너지원과 
커뮤니케이션의 결합이 나타나는 것이다. 3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에너지원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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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나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대한 배타적 소유 대신 지구 생태계 전반
에 대한 협력적 관리가 중시된다. 그리고 협력적 관리는 분산형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회 제반 영
역들의 작동 원리도 중앙집권형 하향식 지휘 통제가 아닌 분산적이고 협력적인 방식
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제러미 리프킨은 미래 교육의 제1 사명은 ‘생물권 의식’을 갖추고 행
동하는 세대를 양성하는 것이라 규정한다. 생물권 의식이란 지구상의 모든 다른 종을 
공동 생물권 안에서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대가족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은 다름 아닌 ‘공감’ 능력이다. 제러미 
리프킨에 따르면 인류 문명의 진화 과정은 공감 범위의 확장 과정과 맥을 같이 한다. 
인류는 원시공동체 집단 내 혈연관계를 거쳐 산업 시대에는 민족국가 내 국민적 정체
성으로까지 공감 범위를 확장시켜 왔다.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르러서는 공감
의 범위가 지구 생물권으로까지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교육
의 목표도 지혜가 있는 사람인 ‘호모 사피엔스’의 양성에서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인 
‘호모 엠파티쿠스(Homo Empathicus)’의 양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리고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차원에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 제안은 가상공간의 글로벌 학습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학
생들과의 협력적 학습 모델이다. 온라인을 통해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된 학습 공동체 
안에서 상이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수평적 관계로 협업적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서 공감 능력을 키워나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 논의와 직결되는 두 번째 제안이 바
로 학교를 둘러싼 지역사회를 공감적 학습 환경으로 확장시키는 모델이다. 제러미 리
프킨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분리하던 전통적인 장벽을 걷어내고 지역사회가 곧 공식
적·비공식적 교육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학습의 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는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된 새로운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장소로 지역 내 비영
리 기관과 공원 등 도심의 생태 공간을 주목하고 있다. 교육 과정에 지역 내 비영리 
기관에서의 봉사 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접
하며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노동 시장이 점차 축소되는 미
래에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닌 시민 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보람된 일
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한편 도심 내 생태 공간을 활용한 학습 활
동은 지구 생물권과의 공감 의식을 키우는데 더 없이 좋은 여건을 제공해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기계화된 노동이 중심이 된 삶에서 해방되어 다른 인간들과의 공감적 
접촉을 유지하면서 즐기는 ‘심오한 놀이’로서의 삶을 내면화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
다.

2. 연구 전략 및 방향

지역사회와 연계된 새로운 교육 모델에 대한 제러미 리프킨의 제안은 본 연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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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여러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특히 생물권 의식 차원에서의 공감 능력 향상이
란 미래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선별하
여 교육에 활용하는 세부 방안까지 제시하는 논리의 흐름이 매우 돋보인다. 하지만 
그의 주장을 그대로 본 연구에 적용시키기에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무리가 있다. 첫
째는 생물권 의식 차원에서의 공감 능력 향상이라는 교육의 목표이다. 이는 위에서 
상술했다시피 재생 가능 에너지와 분산형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결합을 통한 3차 산업
혁명이라는 제러미 리프킨의 거시적 분석틀 속에서 파생된 교육 목표이다. 물론 미래 
교육에서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목표임에는 분명하나 본 연구가 그의 3차 산업혁명론 
틀 안에 얽매일 필요는 굳이 없다. 뿐만 아니라 지식의 의미 및 지식 습득 방식에 거
대한 변화가 예견되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공감 능력 이외에도 또 다른 새로운 능력의 
함양이 교육에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의력, 협동 능력 등 보다 다양한 교육
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을 통해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
안을 모색할 것이다. 

둘째, 제러미 리프킨이 제안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모델에서는 IT의 활용 방안
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놀랍게도 그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학생들과의 협
력적 학습을 위해서는 IT를 활용한 글로벌 학습 환경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면
서도, 정작 지역사회와 연계한 새로운 교육 모델을 논할 때는 철저하게 아날로그식 
접근에 머물러 있다. 물론 교육에서 ‘가상적 접속’보다는 ‘물리적 접촉’이 가급적 우선
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현대 도시에서 물리적 접촉에만 
의존한 아날로그식 교육 모델은 분명 제약이 많다. 제러미 리프킨의 제안이 지역 내 
비영리 기관과 도심 생태 공간의 활용에만 국한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IT를 활용한 가상적 접속을 통해서라면 보다 폭넓은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교육에 활
용할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교육 모델의 구상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첨단 IT를 기
반으로 구성되는 스마트 도시 환경에서는 제러미 리프킨의 제안을 넘어선 한층 다각
적인 교육 모델의 구현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스마트 도시는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기반 시설들이 IT와 접목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즉 보다 스마트화
된 교실과 학교 밖 제반 인프라를 연결한 교육의 확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전시장, 스포츠센터 등 폭넓은 지역사회 자원들을 IT와 
결합시켜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셋째, 제러미 리프킨의 새로운 교육 모델은 지역사회의 공간적 자원 활용에만 초점
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또 다른 중요한 자원은 
휴먼 네트워크, 즉 인적 자원이다. 미래 교육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머무를 수 없
다면 미래 교육의 담당자 역시 학교 교사로만 국한시킬 이유는 없다. 이미 사회 전반
적으로 교육 수준이 충분히 높아졌으며, 도시 기반의 지역사회에는 충분한 지적 능력
과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양질의 인적 자원이 넘쳐흐른다. 게다가 이들은 각
종 소모임과 온라인 동호회 통해 지속적이고 빈번한 교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IT
는 이러한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교육 활동에 동원하고 조직할 수 있는 유용한 수
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도시의 지역 주민들은 IT를 통해 언제든지 연결되고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들의 사회 자본을 교육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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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결시킨다면 스마트 도시의 미래 교육은 기존 교사 자원을 넘어 한결 풍부한 
교육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T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휴먼 네트워크를 교육과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3. 선행 사례 검토

가.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사례

(1) 신촌대학교
신촌대학교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는 대안 교육기관이다. 신촌 

지역 곳곳에 산재한 카페, 문화센터, 세미나룸, 도서관, 전시관, 공연장, 스튜디오, 게
스트하우스, 교회 등 각종 오프라인 공간에서 학과별로 소모임 형태의 강의, 토론, 실
습 수업이 진행된다. 수업 안내 및 학교 운영과 관련한 제반 공지사항은 네이버에 개
설된 카페3)와 페이스북 페이지4)를 통해 게시되며, 학생 모집 및 수강 신청은 구글 
문서를 활용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학과를 창설해 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학과별로 
책정된 수강료를 지급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까짓 창업학
과’, ‘연애학과’, ‘예능정치학과’, ‘예뻐져볼과’, ‘心봉사학과’, ‘똘아이드라마학과’, ‘몸
플학과’, ‘가라오케 현대사학과’, ‘통(通)하는 스피치학과’ 등 재미있고 기발한 명칭의 
학과들이 수시로 개설되고 있다. 수업은 정규 학기와 계절 학기로 나뉘어 운영되며, 
주1회 3시간 수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정규 대학처럼 입학설명회와 입학식, 축제, 
졸업 발표회, 졸업 여행 등 다채로운 행사도 열린다. 신촌대학교는 한 마디로 신촌이
라는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형성된 온-오프 융합 네트워크형 교육 기관이라 할 수 있
다. 특히 지역사회에 이미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공간적 인프라를 적절히 활용하여 
낮은 비용으로 높은 교육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역 문화 발전에도 기여한다. 거리
에 세워진 학교라는 신촌대학교 모델은 현재 ‘이태원대학교’와 ‘노량진대학교’ 등 다
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나. 지역사회 휴먼 네트워크 활용 사례

(1) 마더 센터(Mother Center)
마더 센터는 1980년대 초 독일에서 시작된 풀뿌리 지역 운동 기반의 공동육아 및 

교육 모델이다. 당시 독일은 저출산과 고령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영유아 
보육시설 부족 등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대한 대
처 방안으로 지역 단위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자들을 조
직하면서 지역사회 기반의 대안적 공동육아 및 교육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이후 마더

3) http://cafe.naver.com/sinchonuniversity
4) http://www.facebook.com/Sinchon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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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전 세계 25개국에 걸쳐 1,000여 곳 이상 설치되어, 각 나라마다 지역의 상황 
및 수요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동육아 및 교육 프로그램 뿐 아니
라 이주민 가구, 소수민족 가구, 저소득층 가구, 노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가족 지
원 프로그램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국내에도 서울의 마포구와 관악구 그리고 춘천과 
대전 등에 지역 단위의 마더센터가 설립되었다. 마더센터의 핵심 운영 철학은 자조
(self-help)와 역량강화(empowerment)이다. 이들은 ‘누구나 능력을 갖고 있다’는 생
각으로 참여자 각자가 자신의 장점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한다.

(2) 공동육아 커뮤니티
영유아·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공동육아 커뮤니티들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제도권 보육 기관의 획일적 교육 프로
그램에서 벗어나 생태체험, 가족캠프, 독서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과 놀
이 그리고 보육이 결합된 새로운 육아 모델을 개척해 가고 있다. 공동육아 커뮤니티
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제안 및 참여가 이뤄지며, 부모들이 품앗이 방
식으로 아이들의 지도 및 관리 역할을 맡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동육아 커뮤니티
가 가장 활성화된 지역은 서울시이다. 이는 첫째로 아파트 단위로 지역사회가 구성되
어 있어 공동육아 커뮤니티의 구성과 운영이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둘째로 서울시에
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적 지원 및 컨설팅 
제공 등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그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 지역사회 인프라 및 휴먼 네트워크 연계 활용 사례

(1) Hive Learning Network5)

Hive Learning Network6)는 모질라 재단(Mozilla Foundation)의 지원으로 설립된 
교육 기관이다. 지역사회 내의 기관(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학교, 비영리기구 등)과 
전문가(교사, 디자이너, 기술자, 사서 등)들이 학생들의 실습 활동을 돕는데 목표를 두
고 있다. 학생들은 Hive Learning Network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 기관에서 전
문가들의 지도를 통해 실습 기반의 다양한 참여 수업을 경험한다. 또 학생들은 온라
인 커뮤니티를 형성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도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교육 내용은 디지털 기술 및 웹 활용 능력 그리고 디
지털 시민 의식 등 IT와 직결된 커리큘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시카고, 뉴욕, 피츠버그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지역 단위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
되고 있다.

5) www.kyliepeppler.com/Docs/2015_Peppler_Hive-WhitePaper_OnRampsLaneChanges.pdf
6) http://hivelearningnetwork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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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서울시 공동육아 지역 커뮤니티 현황

출처: “함께 키워요 행복이 와글와글”, <동아일보>, 2013. 9. 6 

라. 분석 및 함의

이 장에서는 스마트 도시의 미래 교육에 필요한 요건들을 탐색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한 대안적 교육 모델의 선행 사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네트워크로 운
영되는 공동육아의 모범적인 선행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먼저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사례와 관련하여 소개된 ‘신촌대학교’와 그 확장판이라 할 수 있는 ‘이태원대학교’ 및 
‘노량진대학교’는 해당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특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신촌, 이태원, 노량진이란 지역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교육 수요층이라 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항시적으로 즐겨 찾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교육적 수요가 언제나 넘쳐흐르며,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친숙한 공간이기 때문에 수월한 교육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유형의 
기반 시설들이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딱딱한 강의실이 아니
라 카페, 공연장, 전시관, 공원 등 각종 문화 시설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각 공간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의 조직이 가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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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역사회 휴먼 네트워크 활용과 관련하여 소개한 몇 개의 사례들에서는 누가, 
어떤 필요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
펴봤다시피 이미 국내외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참여에 기초한 많은 공동육아 커뮤니티
들이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처음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자조적(self-help) 육아 
목적에 의해 커뮤니티 활용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자녀의 성장과 함께 점차 생태체험, 
마을탐방, 가족캠프, 독서활동, 방과후 교육 등 대안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활동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었다. 나아가 자녀 교육 뿐 아니라 부모 교육이나 시민 
교육 등 부모들 스스로가 교육 수요자가 되는 등 지역 기반 교육 공동체로 성장해 가
는 수순을 밟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조직과 프로그램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수단
으로 인터넷 게시판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상의 선행 사례들은 충분한 교육 
수요와 다양한 지역 인프라가 갖춰지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온라인 네트워크를 인적 
자원으로 삼아 교실 울타리를 벗어나 지역사회와 결합된 새로운 미래 교육의 실험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4. 교육형 스마트 도시 구축 전략

가.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전략

윈스턴 처칠은 영국의 국회의사당을 가리키며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는 건물을 만
들고, 건물은 우리를 만든다.” 건축물의 공간 구조가 그 건축물의 성격은 물론이요 사
람들의 행동과 업무 방식까지 규정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비좁게 마주 보고 앉아 
상정된 안건을 두고 의원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영국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모
습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광경이다. 특히 맨 앞줄 바닥에 깔려있는 레드 
라인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이 선을 넘지 말라는 의미로 의회 초창기 몸싸움과 칼부
림까지 난무했던 의원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금지시키는 오랜 전통으로 남아 있다.

<그림 1> 영국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공간 구조

출처: Googl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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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날의 건축물들은 공간 구조나 내부 집기 뿐 아니라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통신 시스템과 함께 구성된다. 물리적 공간과 별도로 온라인 네트워크가 형성하는 
가상의 공간이 만들어지며, 사물인터넷(IoT) 환경을 통해 시설물과 내부 집기가 네트
워크로 연결된다. 나아가 물리적 시설과 가상의 공간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혼합현
실(Mixed Reality)’이라는 제3의 새로운 공간을 형성한다. 공간은 물리적 거리라는 규
정에서 벗어나 나를 중심으로 무한 압축되며, 물리적 경계라는 규정에서 벗어나 나로
부터 무한 확장된다. 마뉴엘 카스텔의 표현에 따르면 ‘장소의 공간(space of place)’
보다 ‘흐름의 공간(space of flow)’이 압도하는 새로운 공간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마뉴엘 카스텔, 2000). 

새롭게 등장한 공간 개념은 오랜 시간 ‘장소의 공간’에 부여되어 왔던 사회적 의미
의 재해석을 요구한다. 가령 흐름의 공간으로서의 국회의사당은 더 이상 의원들만의 
폐쇄된 공간이 아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현장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위증 증거가 인터넷 주식갤러리 이용자들의 제보를 통해 실시
간으로 밝혀진 사실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회의사당이 의원들만의 ‘장소의 
공간’에서 네티즌들과의 실시간 소통이 구현되는 ‘흐름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순간이
다. 이런 변화된 상황에 대해 『비트의 도시』 저자인 윌리엄 미첼은 앞서 언급한 처칠
의 “우리는 건물을 만들고, 건물은 우리를 만든다.”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네트워크는 우리를 만든다”라고(윌리엄 
미첼, 1999). 

스마트 도시는 건축물 단위의 공간을 넘어 도시 전체가 ‘흐름의 공간’으로 재구성됨
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마트 도시에서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 등 제반 인프라 역시 전
통적으로 의미 부여되어 왔던 ‘장소의 공간’으로서의 성격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사회
적 의미로 재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관심 주제인 미래 교육과 관련해서도 마찬가
지이다. 즉 스마트 도시의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 스튜디오, 스포츠 
센터 등 다양한 인프라들은 학교 울타리 밖의 새롭고 진화된 미래 교육 공간으로 활
용될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 도시의 건설 과정에서 이러한 건축물과 시설물들이 고
유의 사용 목적 이외에 미래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이 마땅하다.

스마트 도시의 인프라가 미래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는 방식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
될 수 있다. 첫째, 스마트 도시의 인프라가 학교 교실의 확장된 공간으로 활용되는 
푸시(push) 전략이다. 예를 들면 미술관이 학교 교실과 흐름의 공간으로 연결된 경우
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작업한 그림이나 사진들을 스캐닝
하여 디지털 파일로 미술관으로 전송하면 이 그림들은 미술관에 설치된 스크린 월
(screen wall)에 게시된다. 학생들은 미술관을 방문하여 자신의 작품이 전시된 모습
을 볼 수 있고, 미술관에 소속된 전문 큐레이터의 지도하에 터치 & 드래그(touch & 
drag) 과정을 거쳐 자신들의 작품을 큐레이팅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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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수업이 지역 내 음악 스튜디오나 녹음실과 연결되면 보다 생생하고 흥미로운 
교육이 가능하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연주한 음원 파일을 스튜디오로 전송하면 스튜
디오의 데이터베이스에는 학생들이 다양한 악기로 연주한 음원들의 아카이브가 구축
된다. 학생들은 스튜디오를 방문하여 음악 프로듀서의 지도하에 자신들이 연주한 음
원들의 믹싱 작업을 거쳐 한편의 멋진 연주곡을 완성할 수 있다. 또는 프로페셔널 음
악가들이 연주한 곡에 자신의 음원을 믹싱하여 새로운 연주곡으로 재탄생시킬 수도 
있다. 교실이 스마트 도시의 인프라와 연결되어 외부로 확장되면 이렇게 한 차원 높
은 체험 학습 모형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림 2> 스크린 월을 통한 큐레이팅

출처: Google Image

둘째, 스마트 도시의 인프라가 학교 교실 안으로 압축되어 들어오는 풀(pull) 전략이
다. 예를 들면 지역의 공연장에서 지금 공연되고 있는 연극의 무대 장치를 3D 스캐닝
하여 학교 강당이나 교실에 홀로그램으로 재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생
들은 공연장과 똑같은 무대를 배경삼아 자신들만의 멋진 연극 공연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문 연주자의 피아노 공연을 홀로그램으로 학교 음악실에 전송하면 건반 
위를 날렵하게 움직이는 피아니스트의 손놀림을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고, 모션 캡처
로 구현된 연주자의 손가락 움직임을 따라 배우거나 보다 실력이 향상되면 홀로그램 
연주자와 협주도 가능해진다. 

<그림 3> 홀로그램과 모션 캡처를 활용한 피아노 연습

출처: Teomirn  
 
셋째, 스마트 도시의 인프라가 별도의 학습 공간으로 활용되는 독립 전략이다. 미래

의 스마트 교육을 설계할 때 가장 흔히 제시되는 방식으로 박물관, 과학관,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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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가상의 체험 학습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가상현실(VR) 
헤드셋을 착용하고 화성이나 심해 등 인간이 갈 수 없는 공간을 체험하는 과학 수업,  
역사 속 유적지 안으로 들어가 보는 역사 수업, 소설이나 기행문 속 배경지의 이동 
경로를 따라 움직이며 작가의 경험과 생각을 느껴보는 국어 수업 등 과목별로 특화된 
매력적인 수업 모형의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증강현실(AR) 기술을 통해 숲 속에서 
공룡을 관찰하거나 홀로렌즈로 구현된 3차원 인체 해부도를 살펴보는 것 등 간접 경
험을 통한 다양한 학습 모형의 구현도 얼마든지 가능한 방식이다. 첨단 IT 기술을 활
용한 학습은 이러한 간접 경험 이외에도 다양한 부가적 교육 효과들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전문 잡지인 <하이퍼그리드 비즈니스 
Hypergrid Business>는 첨단 IT 기술이 가져올 교육의 미래상을 다음과 같이 전망
하고 있다.

· 가상 교실에서의 협력은 학습자의 사회적인 결속을 증진한다.
·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들이 가상현실에서는 가능하다.
· 가상 게임 기반의 경험은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증진한다.
· 가상현실은 보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알려준다.
· 가상 플랫폼과 헤드셋들은 기존 교육의 경계를 깨고, 창의적 학습의 새로운 도구
  가 될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재인용)

<그림 4> VR, AR, 홀로그램을 활용한 가상 체험 학습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나. 지역사회 휴먼 네트워크 활용 전략

스마트 도시의 미래 교육에서 지역사회 인프라와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축을 차지하
는 것은 바로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 즉 휴먼 네트워크이다. 미래 교육의 공간이 학
교 밖 지역사회 인프라로 확장된다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역할도 학교 밖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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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다양한 인적 자원으로 확대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도시들
은 이미 상당 수준의 고등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사회 각 영역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
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나누고 있다. 특히 앞서 제3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외를 막론하고 육아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 단위의 
커뮤니티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휴먼 네트워크를 육
아를 넘어 교육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참여의 범위를 늘려나간다면 미래 교육
은 보다 풍부한 교사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커뮤니티 기반 교육은 크
게 다음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 지역사회를 통한 교육 – 지역사회의 인적, 문화적, 환경적, 역사적 자원과 인프
 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육
· 지역사회에 관한 교육 – 지역사회의 고유한 환경적, 문화적, 역사적 특수성을 
 학습하여 그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공유하는 교육
·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 지역사회가 가진 환경적 기반을 근거로 한 진로 교육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서용선 외, 2016 재
 구성)

『비트에서 인간으로』의 저자인 존 실리 브라운과 폴 두기드는 지역 커뮤니티들이 해
당 지역의 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두 가지 이점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학
생들이 해당 지역의 커뮤니티에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다
른 하나는 커뮤니티 내의 사람들이 학교의 자원을 활용하여 평생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존 실리 브라운 & 폴 두기드, 2001). 즉 교육을 매개로 한 학교와 지
역 커뮤니티의 결합은 상호 긍정적 효과를 거두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스마트 도시에서 지역사회의 휴먼 네트워크가 미래 교육에 참여하는 방식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앞서 제시한 지역사회 인프라와 관련된 현장 전문가들
이 지도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미술관의 큐레이터, 음악 스튜디오의 
프로듀서, 공연장의 피아니스트, 박물관의 학예사, 도서관 사서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는 자신의 일터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모델이라 하겠다. 현장 
전문가들은 이동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의 낭비 없이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학생
들의 교육을 도우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의 일반 주민들이 학교 밖 스마트 교육의 학습 도우미 겸 기획자로 
조직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의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 학생들이 VR, AR, 홀로그램, 3D 프린터, 드론, 로봇 등 첨단 스마트 기기를 교
육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지도 능력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기 때
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능력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학교 교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구체
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



- 47 -

다. 해외에는 이러한 선행 사례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우드랜드 
파크(Wood Land Park)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 내 학교들이 공동으로 주민 대상 온
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의 방향과 세부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책무성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부모, 지역 주민, 교직원, 학생들이 함께 교육 관련 
제반 논의 사항들을 점검하고 의논하며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국제미래학회 & 교육
학술정보원, 2017).

셋째, 지역사회 구성원이 무크(MOOCs)와 같은 온라인 개방형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
여 자신의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직접 가르치는 방식이다. 이미 해외에는 누구나 
손쉽게 자신만의 온라인 강좌를 개설해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개방형 교육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아마추어들의 지식 공유 플랫폼 ‘스킬셰어(Skillshare)7)’는 그중 가장 대표
적인 사례이다. 스킬셰어의 창립자인 마이클 칸자나프라콘(Michael 
Karnjanaprakorn)은 처음에 “포커를 잘 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보자”는 아주 엉뚱한 생각으로 이 사이트를 열었다고 한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만의 
콘텐츠로 강좌를 개설할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 수강할 수 있는 교육 플랫
폼으로 발전시켰다. 스킬셰어에는 요리 레시피와 같은 일상생활 속의 작은 정보에서
부터 디자인, 글쓰기, 마케팅 등 고급 지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강좌들이 수시로 진
행되고 있다(민경배, 2016). 지역사회 주민들은 이러한 교육 플랫폼을 통하여 학생들
의 교과 과정 지도 및 기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제시한 첨단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을 배우고 이를 통해 다시 학생들의 스마트 교육에 참여할 수
도 있다. 대표적인 무크 사이트인 ‘에드엑스(edX)’나 ‘무들(Moodle)’과 같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들은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오픈 소스로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오픈 소스
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개방형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교사이자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스마트 도시의 스마트한 시
민다운 모습이라 하겠다.

5. 결론

본 연구는 스마트 도시라는 첨단 도시 환경에서 구현 가능한 새로운 교육 모형들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갖춰져야 할 제반 여건들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스마트 도시에서의 미래 교육은 먼저 IT와 결합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도시 내 제반 
인프라들이 학교 교육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 도시의 인프
라 전체가 미래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스마
트 도시에서 구현 가능한 미래 교육의 학습 모형은 첫째, 스마트 도시의 인프라가 학
교 교실의 확장된 공간으로 활용되는 푸시(push) 전략, 둘째, 스마트 도시의 인프라
가 학교 교실 안으로 들어오는 풀(pull) 전략, 셋째, 스마트 도시의 인프라가 별도의 

7) www.skillsh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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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공간으로 활용되는 독립 전략 등을 통해 모색해 볼 수 있다.

한편 스마트 도시에서 생활하거나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휴먼 네트워크도 미래 교
육을 위한 중요한 교육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IT를 통해 언제든지 연결되고 소통
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지역 주민들은 첫째, 지역사회의 현장 전문가들이 
지도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 둘째, 지역사회의 일반 주민들이 학교 밖 스
마트 교육의 조력자로 조직되는 방식, 셋째, 지역사회 구성원이 온라인 개방형 교육 
플랫폼을 통해 직접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 등을 통해 스마트 도시의 교육 
자원으로 동원 가능하다.

미래 교육은 더 이상 학교 울타리 안에서의 학습 활동이라는 근대적 패러다임에만 
머무를 수 없다. 시공간의 물리적 장벽을 벗어나 경계를 초월하여 자유롭고 유연하게 
연결되고 조직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만이 미래 교육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활로이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대부
분의 스마트 도시 구성 계획안에는 교육의 미래에 대한 기획이 결여되어 있다. 하지
만 미래 도시의 주인은 미래 세대이며, 미래 세대에게 제공되어야 할 당면한 지원들 
중에는 미래 교육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스
마트 도시에서의 미래 교육은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오랜 아
프리카 속담에 담긴 의미가 IT와 결합하여 새롭게 진화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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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스마트 도시

이원태(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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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오는 말: 스마트 도시와 교육을 연계
   하기 위한 향후 정책과제

요 약
본고의 목적은 교육공간으로서의 스마트 도시 모델이 교육의 미래상을 정립하는

데 주는 함의를 규명하는 것으로, 특히 교육 플랫폼으로서 스마트 도시의 가능성 
및 그 활용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플랫폼으로서의 (근대)도시가 사회 구성원들의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면서 산업화, 근대화를 이끌었지만, 도시화로 인해 겪게 되
는 역사상 유례없는 환경문제, 교통문제, 에너지 부족문제 등 복잡한 사회현안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그래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ICT를 접목한 도시, 즉 스마트 도시(smart city)가 그 대안으로 
부각되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의 집합체로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미래 도시의 대안 모델로 스마트 도시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스마트 도시가 삶의 질을 중요한 기준의 하나인 교육서비스 측면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기 위해 ‘데이
터 허브(data hub)’로서의 스마트 도시가 교육적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
들, 특히 영국의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 Milton-Keynes 모델 등의 다양한 사례 및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스마트 도시는 가정과 학교를 벗어나 지역사회 및 마을 공
동체와 연계된 현장 중심의 스마트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학생과 시민들에게 사회
문제의 협력적 해결 등 공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교육을 가능케 할 것이다. 또한 
기업과 연계된 직업체험의 학습공간은 학생들의 기업가적 도전정신 함양 및 미래 
일자리를 위한 전망 학습도 가능케 할 것이다. 물론, 스마트 도시와 교육을 연계한 
논의와 사례가 미흡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본고는 스마트 도시를 통해 상
상 가능한 교육혁신의 다양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스마트 도
시의 가능성 및 우리나라 (중소)도시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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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오랜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수반된 도시문제를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의 집합체로서 도시의 지속가능
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미래 도시의 대안 모델로 ‘스마트 도시(smart city)’가 주목받
고 있다. 스마트 도시는 제4차 산업 혁명으로 불리는 미래 지능사회의 축소판으로도 
불리면서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슈밥도 그의 저서 “4차 산업혁명”에서 인간과 사
물, 사물과 사물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물리적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사물인터넷
의 기술이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미래의 도시를 스마트 도시라고 보았다. 그에 의하
면 스마트 도시는 교통, 환경, 수자원, 에너지, 거버넌스 등 도시 인프라를 지능형(AI) 
기술 등과 연계해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속가능
한 도시를 말한다(슈밥, 2016). 그런 점에서 스마트 도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 
산업 수요를 창출하는 데이터 및 혁신적 아이디어가 집적되는 플랫폼으로서 부각되는 
것이다.

딜로이트에 의하면 스마트 도시는 교통, 안전, 에너지, 주택과 빌딩, 건강, 교육, 금
융, 여행과 레저, 유통, 제조와 건설, 그리고 정부와 행정 등 사회 전영역에 걸쳐 등
장하고 있는 스마트 솔루션들의 총합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스마트 
도시는 물리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결집되는 
지점으로, 그리고 시민참여를 통한 협치는 물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및 삶의 질 향
상을 가져오는 미래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Deloitte, 2015).8) 

따라서 도시의 각종 데이터들이 축적된 스마트 도시는 플랫폼 개방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 및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교육이라는 사회현안에 대해서도 스마트 도시
의 가능성과 의미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 도시는 사실상 사회적 구성
원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데이터 플랫폼 그 자체이
기 때문이다. 교육은 도시의 사회 구성원들이 시민으로서 성장 발전하는데 핵심적 사
회적 기능이고, 스마트 도시는 교육에 필요한 방대한 자원을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물론 스마트 도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인 교육서비스 
측면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인지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스마트 
도시가 미래산업의 새로운 수요,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스마트 도시의 교육적 맥락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스마트 도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교육 공간
으로 의미부여 가능할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교육의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곁들이

8) 심지어 미래 인류발전의 기본단위가 점차 국가 중심에서 도시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스마트 도시가 미래 정보사회의 중심적 단위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예컨대 코린 파이프
(Corin Faife)라는 IT저널리스트는 ‘도시국가의 부활(The Rebirth of the City-State)’이라는 글에서 
도시국가가 민족국가에 이은 주된 정치체제가 될 것이라면서, 재생에너지 등에 의해 자급경제가 가능
해지고 자동화로 인해 여가가 많아진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증대하는 가운데 민족국가의 약화와 더불
어 도시 정부가 크게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한다(Faif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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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스마트 도시의 교육적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본고의 목
적은 교육공간으로서의 스마트 도시 모델이 교육의 미래상을 정립하는데 우리나라 도
시에 주는 함의를 규명하는 것으로, 특히 교육 플랫폼으로서 스마트 도시의 가능성 
및 그 활용전략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라 하겠다.  

2. 스마트 도시의 개념과 교육적 의미 

가. 플랫폼으로서의 근대 도시의 기능과 한계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이며 도시

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은 환경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다. UN 인구 기금에 따르면 2008
년에 전 세계 인구의 50%가 넘는 33억명이 도시 지역에 살고 있었으며 2050년까지 
7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부분의 자원들은 전 세계 도시에서 소비되
면서 경제적 중요성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는 우리 인간 삶의 터전 그 자체라고도 말할 수 있을다.

이처럼 도시는 그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일종의 거대한 네트워크 구조를 
지닌다는 점에서 현대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끄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기
능한다. 문제는 플랫폼으로서의 도시가 사회 구성원들의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면서 
산업화, 근대화를 이끌었고 또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기여해왔지만, 도
시화로 인해 겪게 되는 역사상 유례없는 환경문제, 교통문제, 에너지 부족문제 등 복
잡한 사회현안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예컨대, 도시는 
전 세계 에너지의 60% 내지 80%를 소비하고 있으며 온실가스배출의 주요 원인을 차
지하고 있다.

더구나 인구 천만 이상인 메가 시티(mega city)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도시화의 문제
는 더욱 더 심화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가 제
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ICT를 접목한 도시, 즉 스마트 도시(smart city)가 그 대안으
로 부각된다. 즉 스마트 도시가 기존 도시문제를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고 더 나아가 스마트 도시의 혁신적 가치가 삶의 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여기서 스마트 도시는 도시가 당면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신
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도시이며 그 결과로 시민의 일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속가능
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 도시는 구조, 기능, 서비스 등 여러 측면에서 기존 도시와의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 스마트 도시는 기존의 ‘2차원 도시’를 ‘3차원 도시’로 고도화한 것
이고, 위계적이고 경직된 ‘기계로서의 도시’와는 달리 하위 시스템들의 자율성이 보장
되는 ‘플랫폼으로서의 도시’이며, 기존 도시 중심의 서비스에서 시민중심의 서비스로 
발전한다는 차별성도 있다는 것이다.  

<표1> 일반도시와 스마트 도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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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황종성(2016)

나. 스마트 도시의 개념과 구성요소

스마트 도시는 효율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어디에 중점을 두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
양한 개념화와 정의가 뒤따른다. 예컨대, ICT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의 기능을 강조할 수도 있고, 환경개선 등 사회문제해결 및 지속가능성
에 무게를 두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 도시는 도시기능의 효율성을 극
대화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함과 경제적, 시간적 혜택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측
면도 있고, 이른바 스마트 도시 플랫폼을 통해 각종 도시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
하여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 주
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스마트 도시는 기존 도시에 ICT기반의 스마트 
플랫폼을 적용한 도시를 말한다. 여기서 스마트 플랫폼은 센서,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
기술을 통해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적절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
하는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 도시가 ICT를 활용한 도시로 좁게 정의되기도 하지만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블록체인 등과 같이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주목받는 신기술까지 포함하는 도
시의 기본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플랫폼으로서의 

일반도시 스마트 도시

도시
구조

<2차원 도시>
-도시구조가 경직되어 변경, 추가 어려움
-자원활용이 평면적
(배타적, 독점적이어서 낭비 발생)

<3차원 도시>
-도시구조가 플랫폼화, 레고화되어 신
규기능과 서비스 유연하게 추가 가능
-자원활용이 입체적
(공유와 지능기술로 활용 극대화)

<분절적 도시>
-도시가 도메인으로 잘게 구분
-도메인 사이에 데이터, 기능 공유 어려
움

<유기적 도시>
-도시 전체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
-수직적, 수평적으로 단절없는 그리드

도시
운용

<기계적 도시>
-투입과 산출이 기계적으로 연결
-문제해결 위해 투입 증가
(예: 주차장 증가 -> 주차난 해결)

<창의적 도시>
-지식과 아이디어 활용하여 문제해결
-창의성과 신기술로 문제해결
(예: 정보.자원 공유-> 주차난 해결)

<통제 도시>
-소수가 도시 운용
-컨트롤 타워를 통해 질서 유지
-시민들은 도시에 대한 정보 배제

<자기조직화 도시>
-시민이 도시운용에 적극 참여
-시민과 지능사물이 스스로 질서 창출
-도시운영에 대한 정보 자세히 공유

서비스

<도시 중심 서비스>
-시민이 도시 운영체계에 적응
-서비스보다 도시 기능유지 중요

<시민중심 서비스>
-시민의 필요에 맞춤형 서비스
-도시 서비스 수준이 도시 경쟁력 결정

<프로세스 기반 서비스>
-시민이 요구해야 서비스 개시
-사전에 정의된 대로 서비스 제공

<데이터 기반 서비스>
-도시가 실시간 상황과 시민요구 인지
-도시가 하나의 어시스턴트로 기능(시
민에게 필요한 지식과 데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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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시는 ICT 외에 공간정보,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혁신조직으로서의 거버넌
스라는 구성요소를 필요로 한다. 즉 사물인터넷 등과 같은 ICT 인프라, GPS 등과 같
은 공간정보, 수많은 데이터의 수집, 분석, 공유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지속
적 혁신을 추구하는 전담조직으로서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시가 하나의 
운영체계가 되어 데이터를 공유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도록 하는 도시, 즉 플랫폼
으로서의 도시가 곧 스마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9) 

<표 2> 스마트 도시의 현재와 미래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따라서 과거의 도시가 주로 물리적인 방식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한다면, 스마트 도
시는 위의 4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스마트 플랫폼을 통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교
통체증, 전력난 발생시 도로확충이나 발전소 건설을 통한 물리적인 방식의 문제 해결
을 지향했지만, 스마트 도시는 스마트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수집, 분석하여 한정된 
도시자원의 최적화 분배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스
마트 도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거버넌스도 과거의 일방향적 성격과 달리, 양방향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바, 기존의 전통적 도시에 비해 더 분권화되고 유연한 것이 특
징적이라 하겠다.

9) 따라서 몇몇 도시 서비스가 지능정보화 되었더라도 도시 구조 자체가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면 스마트 도시라고 부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황종성,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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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전통적 도시와 스마트 도시의 거버넌스 차이 비교

출처: 해외 스마트 도시 열풍과 시사점,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12 

다. 스마트 도시의 교육적 차원
 
스마트 도시의 4가지 구성요소들 중 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은 여타 기술과의 

연계하거나 융합 가능한 교육서비스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스마트 도시가 보유한 
데이터는 교육적으로 활용, 전달, 제공될 수 있는 학습 및 교육 자원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스마트 도시는 교육을 위한 데이터 허브 또는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점은 교육적인 맥락에서 스마트 도시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기존
의 디지털 교육, 스마트 교육 등이 ICT를 활용한 교육시스템이지만, 주로 소프트웨어 
교육에 국한되고 물리적, 공간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는데, 스마
트 도시의 교육적 잠재력은 그 이상으로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른바 ‘스마트교육’이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SNS 등 스마트 관련 ICT
기술을 교육서비스에 도입해 개인화된 창의적 학습체계를 구축하는 등 개인의 소질이
나 수준에 맞는 학습이 가능한 미래인재 양성시스템으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수업 중심, 제도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자기주도 학습, 협력학습, 소셜
러닝 등과 같이 학교 공간을 벗어난 다양한 학습활동, 특히 도시환경과의 교감이나 
연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과 교육활동까지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기존 스마트교육의 한계를 스마트 도시라는 새로운 교육 환경의 등장 
및 이의 교육적 활용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물론 스마트 
도시가 일부 기업과 지방정부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로 국한되어 추진되다 보니 교육 
등 공공적 서비스와 연계된 정책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스마트 도시
의 무한한 잠재력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교육 측면에서도 큰 기대를 갖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스마트 도시와 같이 도시 환경 자체를 뒤바꾸는 새로운 기술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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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즉 스마트 도시는 
기존의 교수학습에 연계해서 활용하는 단순한 외부 학습도구(3rd Party Tools)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교수학습의 중요한 기반이자 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시
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3.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스마트 도시,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렇다면 스마트 도시가 교육과 같은 전통적인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플랫폼으로서
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스마트 도시는 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의 중
요한 열쇠로 각광 받고 있지만, 스마트 도시의 개념 및 관련 정책에는 교육 등의 공
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 도시 주체로서의 시민참여 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생략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가 기술중심, 인프라중심, 정
부-기업 주도였기 때문에 도시의 궁극적 주인으로서의 시민들이 스마트 도시의 구성
과정에 참여하는 보다 시민친화적인 공적인 가치와 기능을 포함시키기 어려웠다는 것
이다. 

따라서, 스마트 도시를 도시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경제가치를 창출하
는 프로젝트로만 간주하는 관점을 넘어 교육, 환경 등과 같은 사회적,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플랫폼으로 보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스마트 도시는 스마트 시민
(smart citizen)을 필요로 하고 스마트 시민의 형성을 위해서는 스마트 도시가 공교
육의 인프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Bordal, 2016). 단순히 장소를 제공하는 것만
으로는 충분하지는 않고 스마트 도시를 구성하는 과정에 참여할 때만이 시민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10)

달리 말하면, 스마트 도시가 일종의 개방적 디지털 인프라(open digital 
infrastructure)이므로 누구나 교육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보격차, 디지털격차를 극복하
는데 스마트 도시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는 스마트 도시가 누구에게
나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포용적 사회를 위한 플랫폼이
라는 의미를 제기한다. 연령, 종교, 교육수준, 인종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스
마트 도시가 제공하는 신기술의 혜택을 받아야 하고 도시가 제공하는 따뜻함과 편안
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 도시는 개인화된 맞춤형 학습활
동의 기반이 되는 교육 콘텐츠 및 학습정보 레퍼지토리로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10)
blogs.dxc.technology/2016/10/27/smart-cities-need-smart-citizens-and-that-starts-with-ed
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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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마트 도시의 교육적 활용 사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스마트 도시가 교통, 환경, 에너지, 안전, 건강 등 다양한 사
회현안의 종합적 해결 기능 차원에서 언급되는 것 외에는 스마트 도시를 교육의 관점
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연구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최근 들어 스마트 도
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스마트 시민’의 역량을 강조하는 논의를 통해 스마트 도시
를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는 하다. 예컨대, 교육적 관점
에서 스마트 도시를 논의한 바 있는 Huang, Zhuang and Yang(2017)에 의하면, 스
마트 도시에서의 교육은 여타의 기술적, 사회적 인프라 및 제도적 조건과의 밀접한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가운데 학교, 가정, 지역공동체, 직장 등에서의 학습 환경이 
변화를 겪게 되며 그러한 맥락에서 시민들의 학습 및 혁신역량도 규정된다는 점에 주
목한다.  

<그림2> 교육적 관점에서 본 스마트 도시의 두가지 차원

출처: Huang, Zhuang and Yang(2017)

영국 도시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밀튼 케인즈(Milton 
Keynes) 시는 방대한 양의 도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최첨단 허브를 만들어 전체 
스마트 도시 생태계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이른바 MK: Smart Data Hub를 
구축한 것으로 유명하다. 교육은 MK 스마트 도시 데이터 허브의 중요한 요소로서 도
시에서 수집, 관리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일선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활용해 장차 
스마트 도시를 책임성을 갖고 관리할 스마트 시민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크게 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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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MK 스마트 도시 데이터 허브의 개념도

출처: http://www.mksmart.org

특히 밀튼-케인즈 시의 초중등학교에서는 지난 2015년 9월 6주간 학습코스로 개설
된 MOOC를 통해 스마트 도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스마트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하고 있다. 여기에는 디자인, 
시스템 사고, 리빙랩, 오픈 데이터, 크라우드 소싱 기반의 협업방법론, 창업 및 사업
화 지원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데이터 윤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교육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5~18세의 학생들이 에너지, 교통, 위성데이터 등 다양
한 도시데이터 셋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능력을 강조함으로써 도시데이터
를 지역혁신의 자원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밀튼-케인즈 스마트 도시의 교육적 활용이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이른바 ‘도시데이터학교(Urban Data School)’의 운영에 있다. ‘도시데이터학교’는 도
시현안과 관련된 도시 데이터셋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역량, 즉 데이터 리터러시
(data literacy)를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 전
문가들은 인간과 데이터가 상호작용하는 ‘스마트 도시 교육(smart city education)’
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기도 한다(Wolff, Kortuem and Cavero, 2015). 2006년 이래 
영국 교육부가 추진해온 ‘지속가능한 학교전략(sustainable school strategy)’의 성공
적인 사례로도 평가받는다. 또한, 영국의 사회혁신 비영리기관 ‘네스타(NESTA)’도 
MK 스마트의 ‘도시데이터학교’를 ‘Analytic Britain’이라는 영국의 데이터 기반 경제
시대를 이끌어가는 데이터 분석역량 개발의 중요한 사회혁신 사례로 평가하기도 했다
(Nesta, 2015). 궁극적으로는 학생들로 하여금 도시혁신을 위한 프로젝트 기획 및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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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 스마트 시민으로서의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두
고 있는 셈이다.

<그림 4> MK 스마트 도시의 교육적 기능

출처: Clifton(2015)

이와 유사하게 스마트 도시에서 시민 주도적 교육을 추진한 사례로 미국의 ‘메이커 
시티(Maker-Cities)’를 언급할 수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상업화된 스마트 도시를 이
른바 ‘시민적 코더(civic coder)’, ‘시민해커(civic hacker)’, 또는 ‘시민실험실(civic 
laboratories) 등을 통해 ’메이커 시티‘로 전환시킨다는 혁신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Townsend, 2013). 이는 영국 글래스고 시의 ’퓨처시티 이니셔티브(Future City 
Inniative)‘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이 정책의 핵심은 스마트 도시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코딩교육에 시민적 가치를 더해 리터러시 활용 교육 뿐만 아니라 스마트 도시
의 미래를 책임을 질 시민교육으로도 발전시키고 있다(Open Glasgow, 2014).  

데이터 허브(data hub)로서의 스마트 도시의 교육적 의미를 설명한 윌리암슨
(Williamson, 2015)의 논의에 의하면, 스마트 도시가 학생 등 구성원들로 하여금 코
드화된 기술이나 디지털 데이터의 교육적 조직화에 익숙하도록 만들어 스스로 스마트 
도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과 리터러시를 키우는 조건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스마트 도시를 통한 시민형성이 이른바 ‘스마트학교(smart school)’을 통해 가능하며 
이같이 소프트웨어 매개적이고 데이터 추동적인 스마트 도시의 교육환경을 ‘컴퓨터화
된 도시생활양식(computational urbanism)’이라고 부른다. 즉 스마트 도시가 풍부하
게 제공하는 디지털 데이터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분석적으로 활용하고 이른바 코딩교
육을 통해 ‘컴퓨터 운영능력(computational operatives)’을 갖추게 함으로써 궁극적
으로는 스마트 도시의 거버넌스에 책임있게 참여하는 ‘스마트 시민’ 또는 ‘컴퓨터 능
력을 갖춘 시민(computational citizen)’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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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도시에서 학교 자체가 데이터 플랫폼의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나. 스마트 도시를 통한 교육혁신의 미래상

앞에서도 논의했듯이, 스마트 도시는 단순히 미래 기술과 산업의 복합체로서 안전하
고 편리한 생활공간으로서의 측면 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빅데이터와 기계학습 
기반의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가능케 하는 ‘데이터 허브’, 즉 교육 플랫폼으로서도 접
근할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하면, 스마트 도시가 ‘살아있는 디지털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하드웨어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콘텐츠 등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교육서비스 생태계를 형성하는 지능형 학습 및 교육 플랫폼으로서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림 5> 스마트 도시의 교육 플랫폼 상상 이미지

출처: 연구자 작성

 
따라서 스마트 도시를 구성하는 기술적, 사회적, 생태적 요소들이 모두 교육의 접점

이 될 수 있다, 가정과 학교 중심의 기존 교육공간에서 탈피해서 자동차, 버스, 도로, 
카페, 식당, 공원, 숲속, 강과 바다 등 도시환경 곳곳이 의미있는 교육공간으로 둔갑
하게 될 것이다. 학습 및 교육 데이터 접근을 용이하게 만드는 센서 네트워크와 데이
터 플랫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 도시의 곳곳에 편재해 있기 때문이
다. 더구나 가정과 학교를 벗어나 지역사회 및 마을 공동체와 연계된 현장 중심의 학
습 환경은 학생과 시민들에게 사회문제의 협력적 해결 등 공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교
육을 가능케 할 것이다. 또한 기업과 연계된 직업체험의 학습 공간은 학생들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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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 도전정신 함양뿐만 아니라 미래 일자리를 위한 전망 학습도 가능케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스마트 도시의 모든 공간이 아이들을 위한 실험실인 동시에 성인을 위
한 평생교육 장소가 될 것이다. 스마트 도시의 모든 곳이 스크린화되어 가상, 혼합, 
증강현실을 통해 다양한 교육 및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가운데 스마트 도시는 어떤 
틀에 고정된 교육시스템이라기 보다는 ‘일상의 배움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스마트 도시는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없는 이른바 
O2O 학습도시(learning city)’라고도 부를 수가 있을 것이다(이민화, 2017). 

4. 나오는 말: 스마트 도시와 교육을 연계하기 위한 향후 정책과제

스마트 도시가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지만, 스마트 도시 자체의 부작용이
나 역기능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이나 한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스마트 
도시가 여전히 상업적 성격의 대규모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교육이라는 공공적 서비스에 소홀할 수도 있고, 교육과 학습 데이터의 
공유 과정에서 도시의 구성원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당하는 새로운 전자감시 사회
의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다. 도시생활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지는 환경이 교육적 편
의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한 통치성이라는 위협에 쉽
게 노출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 도시의 모든 시설들이 지능화된 센서들의 
숙주로 전락할 경우 스마트 시민의 형성은 요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유기윤 외, 
2017). 

이러한 우려는 스마트 도시의 교육적 기능을 플랫폼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
야 할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기술중심의 스마트 도시, 인프라 중심의 스마트 도
시 접근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시민의 참여 및 시민중심의 거버넌스를 통해 
스마트 시민의 형성이 스마트 도시의 중요한 성공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경전, 2015). 그래서 영국 런던대 사회학과 제니퍼 가브리스(Jennifer Gabrys) 교
수는 기업과 국가에 의한 데이터 감시에 의해 시민성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 
도시를 ‘시민적 감각(citizen sensing)’에 의해 ‘연결된 지속가능한 도시(connected 
sustainable cities)’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Gabrys, 2014). 

어쩌면 스마트 도시의 교육적 의미가 가장 빛나는 부분은 수학, 컴퓨터공학 등 데이
터 활용능력을 익히는 것보다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적, 시민적 가치를 체득
하는 것, 즉 도시의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비판하면서 적절한 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이탈리아 피렌체대학의 정보과학자 마르텔리
(Cristina Martelli) 교수는 ‘스마트 시민성’을 새로운 미래교육상으로 간주하면서 스
마트 교육 과정에는 반드시 수학이나 IT 외에 비기술적인 교육내용으로서의 인문학
(humanities)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육 방법론적으로 논증하기도 했다
(Martelli, 2017). 따라서 스마트 도시의 역기능에 대한 적극적 대처는 도시 구성원들
로 하여금 합리적, 비판적 사고는 물론,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협력을 통한 시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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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적 목표가 될 수도 있다. 즉 스마트 도시는 새
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스마트 시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강정수, 2015). 

또한, 스마트 도시의 교육적 기능이 초중고 학생들의 인재양성 체계를 넘어 미래 일
자리 형성을 위한 기반으로서도 기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스마트 도시는 도
시의 구성원들에게 인공지능, 로봇, 증강현실, 3D프린팅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교
육적 활용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기존 직업의 전환을 위한 교육 훈련의 장으로서 뿐
만 아니라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테스트 베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로봇 코디네이터’와 같이 로봇에게만 맡길 수 없는 업무 및 활동의 지점을 포착해 
서비스하는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기회를 스마트 도시의 교육적 기능이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11) 즉 로봇이 인간에게는 매우 복잡하고 힘든 작업들을 대
체하겠지만 로봇을 활용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직업 영역을 찾아주는 것이야말로 스
마트 도시의 중요한 교육적 기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를 통한 교육시스템 혁신은 수많은 비영리 민간 단체 및 ICT 기
업들과의 협력 및 교육적 연계를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 도시 자체가 미래 ICT 생태계 형성 및 발전의 거점이라는 점에서, 코딩교육을 
포함해서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사회적 책임영역에 시민사회와 기업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컴퓨터 코딩교육정책에 미온적이었던 미국 트럼
프 행정부조차도 최근에서야 오바마의 컴퓨터교육 중시정책을 적극 수용하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12)

끝으로, 스마트 도시가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데 필요한 
정책과제는, 학교와 지역사회 공동체 간의 장벽을 낮추고 가정, 학교, 지역 간의 교육
적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학교 밖의 풍부한 인적, 정보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스
마트 도시의 교육적 플랫폼화를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스마트 도시 곳
곳에 있는 ‘자연공원의 학습공간화’를 추진한다거나, 기존 학교를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에 기반해 ‘학습공원(learning park)’화하여 체험중심의 학습,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을 주로 운영하는 미래형 학교모델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11) 예컨대, 국가 전체가 스마트 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로봇코디’ 등과 같은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혁신과 실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매일경제, 2017.10.15.)

12) 과거 미국 오바마 정부는 비영리 기관과 실리콘 밸리 IT 기업들로 하여금 각 도시와 주정부 지도자
들이 STEM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도록 추진했던 ‘Computer Science for All’이라는 정책을 추
진했고, 정책의 핵심인 40억달러 지원 관련 법안 통과는 실패한 바 있으나, 최근 트럼프 정부는 컴퓨
터 사이언스를 핵심으로 하는 STEM 교육과 관련해 매년 2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통령각서
(presidential memorandum)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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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미래교육의 기본방향과 원리, 핵심역량

최 재 정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학과 교수)

목 차

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가. 미래학, 미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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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역량 교육’의 핵심역량들
 가. 디지털 문해력
 나. 문제 해결 능력 
 다. 기획, 계획 능력
 라. 창의성과 유연성
 마. 협동 능력
 바. 의사소통 능력
 사. 학습법의 학습 능력 
 아. 스트레스 저항력
5. 정책적 제안

요 약
미래는 스마트 시대, 글로벌 시대, 도시화, 고령화, 전문화, 지식정보화 등 다양한 모

습으로 전망되지만, 기술 중심으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도 우려되고 있다. 미래를 살아
갈 세대들을 위한 ‘미래교육’, ‘미래역량 교육’의 기본 방향과 원리가 현실의 교육제도 
속에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적 전환이 요구된다. 앞으로 미래가  어떠한 모습
과 방향으로 전개되더라도 우리가 ‘인간’인 한 반드시 추구하고 지켜나가야 할 원칙, 
가치인 ‘윤리성’, ‘도덕성’은 여전히 그 가치와 중요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미래 교육
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사랑’, ‘자율성’, ‘책임’, ‘협력성’, ‘창의성’ 등 5 가
지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는 ‘협력적 창의성’의 원칙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창의성’을 배양하기 위한 미래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에 해
당되는 것으로서 ‘디지털 문해력’, ‘문제 해결 능력’, ‘기획, 계획 능력’, ‘창의성과 유연
성’, ‘협동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법의 학습 능력’, ‘스트레스 저항력’ 등 8가지 
‘핵심 역량’을 도출 하였다. 

‘미래 교육’의 5가지 기본 방향성과 ‘협력적 창의성’의 원리, 그리고 8가지 ‘미래 핵
심 역량’의 교육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전환이 요구된
다. 유초등, 중등 교육의 모든 단계를 통틀어 ‘지식’ 중심의 교육이 아닌 ‘역량
(competency)’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중핵교육과정(core curriculum)’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 문해 역량’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인성교육’과 
‘감성교육’의 차원이 강조된 ‘후마니타스(humanitas) 교육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교
사 주도의 설명식 강의법의 비율을 최소화하고 ‘문제해결 역량’, ‘기획, 계획 능력’, 
‘창의성과 유연성’, ‘협동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교수학
습방법 및 평가방법들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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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가 가깝게 2, 30년 후로 내다보고 있는 미래는 스마트 시대, 글로벌 시대, 도시
화, 고령화, 전문화, 지식정보화 등 다양한 모습으로 전망된다. AI, IoT, AR, VR, 빅
데이터, 3D 프린터, 자율주행자동차, 로봇, 드론 등 미래형 기술들이 이미 우리의 일
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우리의 삶을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양자컴퓨터, 나노
컴퓨터, 로봇 생산 기술, 리플렉트, 와이드5, 홀로그램 등 최첨단 하이테크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우리의 산업 및 경제 구조는 우리의 미래가 각종 기계에 대한 의존성이 
극대화된 상황으로 나아갈 것을 쉽사리 예상케 한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로 ‘정보’의 역할이 커지면서 정보가 과도한 수준에 이르러 ‘정보 피로, 불안, 과잉’에 
시달리는 수준이 되었으며, 수많은 새로운 지식들에 대한 접근 가능성으로 인하여 ‘전
지전능함’의 저주에 걸려 버리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진짜를 골라내고, 필요치 않은 
것들을 망각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글릭, 2017). 더 나아
가 SNS의 수평적 사회 네트워크가 급속히 발전되고 있어 앞으로 세계는 더욱 좁아지
고 지구촌화될 전망이며,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집단 지성’의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박영숙 외, 2017a).

이와 같은 상황에 접하여 우리는 마치 낮과 밤의 명암, 혹은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의 대립 쌍과도 같이 서로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두 가지 미래의 상, 즉 낙관적 미래 
혹은 비관적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을 예상하게 된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를 이끌어 갈 핵심 기술인 ‘AI’로 대변되는 하이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고도로 발달할 
것이라 가정했을 경우 전개될 수 있을 미래상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를 때 아래와 같
은 두 가지 방향의 미래가 가능할 것이다. 

유토피아로서의 낙관적 미래상은 AI 및 하이 테크놀로지가 고도로 발달하여 사회 전
반에 걸쳐 크게 영향력을 미치되 인류 전체의 평화와 행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기여
했을 경우의 사회이다. 이 경우 다가오게 될 우리의 미래로 다가 올 유토피아는 인간
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가 그 빛을 잃지 않아 인간의 기계에 대한 우위가 확실하게 보
장되고 있는 사회, 동시에 전통적인 직종들이 사라지는 대신 다양한 직종들이 끊임없
이 창출되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 개성의 다양성이 모두 만족스럽게 충족되는 
사회일 것이다. 이는 곧 근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인류가 부단히 꿈꿔 왔던 자유와 
평등 이념이 마침내 실현되는 순간인 것이다. 아마도 이와 같은 미래야말로 인간이라
면 누구나 최고의 이상향으로 상상할 법한 ‘신문명 공동체 사회’일 것이다. 그러나 이
와 정반대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긍정적인 유토피아로서의 미래상과 완전히 다
른 참혹한 디스토피아로서의 미래 또한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예상되는 디
스토피아로서의 미래에는 경제, 정치적인 차원에서 기술과 권력 모두를 장악한 지배
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럴 경우 빈부의 격차와 그로 인한 계급 간 갈등의 
골이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질 것이다. 바로 우리 모두가 가장 우려하는 
미래상으로서 ‘분열된 통제사회’가 초래될 것이다(이명호, 2017).

이처럼 서로 상반된 미래상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현 시대를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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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앞으로 도래할 미래로서 유토피아를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래
는 결코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각자, 혹은 고도의 조
직적인 노력을 통하여 위에 서술된 유토피아가 도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노
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
지 질문을 던져보게 된다. 첫째, 우리의 미래가 디스토피아가 아닌 유토피아로서의 낙
관적 미래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유토피아
적인 이상향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성장세대를 위하여 과연 어떠한 ‘미
래교육’, ‘미래역량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인가? 둘째, ‘미래교육’, ‘미래역량 교육’
의 기본 방향과 원리, 그리고 구체적으로 함양되어야 할 ‘미래 역량’으로서 구체적으
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셋째, 또한 그러한 ‘미래 역량 교육’이 현실의 교육제도 속
에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전환이 요구되는가?

이상과 같은 질문들에 대답을 하기 위하여 필자는 본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
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미래교육’의 기본 방향과 원리를 탐구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그 어떠한 모습과 방향으로 전개되더라도 우리가 ‘인간’인 한 반드시 추구
하고 지켜나가야 할 원칙, 가치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기본적인 원칙들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여 만들어나가야 할 삶의 형태는 대도시가 아닌 
‘마을’과 같은 소규모의 공동체일 것이다. 또한 소규모 공동체 속에서 개개인들의 자
연히 그 안에 소속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역량은 한 마디로 ‘협력
적 창의성’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고, 그 
기본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역량들을 도출해 본다. 둘째, 소규모 공동체 내에서 ‘협력
적 창의성’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미래의 인간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8개
의 역량, 즉 ‘디지털 문해력’, ‘문제 해결 능력’, ‘기획, 계획 능력’, ‘창의성과 유연성’, 
‘팀워크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법의 학습 능력’, 그리고 ‘스트레스 저항력’이 필
요할 것이다. 이 각각의 역량들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 역량들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
여 시행되는 모든 교육활동에서 과연 어떠한 구체적인 원리들이 필요한 지 탐구해 본
다. 셋째, 이상과 같은 ‘미래 교육’의 방향성과 기본 원칙, 그리고 ‘미래 핵심 역량’교
육이 실현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할지 제
언한다.

 

2. 선행연구

가. 미래학, 미래 전망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그 자체와 관련된 미래학 서적들이 국내, 외를 막론하고 최근 
몇 년간 쏟아져 나오고 있어, 그 양이 무척 방대하다. 이 문헌들은 크게 나누어 볼 
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되 과거 역사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나아가는 거대 관점으로 이론화, 체계화하
여 정리하고 있으며, 다가올 미래에 대한 새로운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세계적으로 큰 



- 68 -

관심을 불러일으킨 문헌들이다(김홍선, 2015; 박영숙, 2017a; 백신정, 2016; 세계경제
연구원편집부, 2017; 슈밥, 2016; 신재원; 2017; 피케티, 2014). 둘째, 미래를 예측하
되 특정 세부분야, 주제와 관련시켜 초점 있게 서술한 문헌들이다. 주로 독자들이 가
장 관심을 두는 주제로서 경제적, 정치적 전망, 직업세계의 전망 등과 관련된 문헌들
이다(닛케이 BP사, 2016; 럼지, 2016; 모스, 2013; 박영숙, 2017b; 엘스타인, 2017; 
이가근, 2016; 이인식, 2016; 이재홍, 2017; 이코노미스트, 2017; 조병학, 2017; 조영
태, 2016; 최윤식, 2016; 최재용, 2017; 카나, 2017; 한국경제TV 산업팀, 2016).

나. 미래역량, 미래 교육

발 빠르게 급변해 가는 미래를 맞이하여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건강한 삶, 성공
적인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과연 어떠한 준비를 시켜주어야 하는
가? 독일의 미래학자, 교육학자들은 최근 21세기 밀레니엄을 맞이한 이후 2017년 현
재까지 꾸준히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해 왔다. 이 때 미래, 미래지향적 기술인 디지
털화 경향에 즈음하여 성장세대로 하여금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유도하고
자 하는 의도로 집필된 저술들은 크게 볼 때 두 가지 주제로 구별된다. 첫째, 미래에 
대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조망한 후 그러한 관점에서 성장세대에게 요구되는 미래지향
적 역량들이 무엇인지 서술하고자 한 문헌들로 대부분 미래를 빠르게 다가오는 위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호르크스, Adams, Braun, Bromme, Crul, Daniels, 
Dauber, Dobson, Durczok, Edgar, Egger, Eichel, Focati, Gerster, 
Gronemeyer, Heyse, Hörmann, Hurrelmann, Kahl, Kegler, Klein, Klingholz, 
Leibovici-Mülberger, Morin, Münkler, Murphy-Witt, Pausewang, Reitemeyer, 
Rohrmann, Schlieske, Schmidt-Koddenberg, Schuber, Stanley, Stoltenberg, 
Tschapke, Ulbriht, Walden의 저서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 둘째, 주제영역에 속하는 
문헌들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미디어들. 특히 인터넷이나 빅 
데이터 등의 첨단 테크놀로지와 관련하여 그에 노출되는 아동, 청소년들을 어떻게 대
비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 다루고 있다. Blaschlitz, Burow, Dräger, 
Eickelmann, Feibel, Hartmann, Heusler, Lembke, Lorenz, 
Meyer-Schöneberger, Milzner, Roth, Spitzer, Thiele, Wildt의 저서들이 이 주제
와 관련된다. 

한국에서 미래 교육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목할 만한 저서는 『제4차 산업
혁명시대,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 – 초연결, 초지능 사회, 교육이 바뀌어야 대한민
국이 산다!』이다. 저자군과 내용 차원에서 볼 때 이 보고서가 현 시점까지는 가장 광
범위하며 포괄적인 연구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에 발간된 이 보고서는 사회 각계
각층의 미래학, 혹은 교육학 관련 전문가 57명이 1년간에 걸친 공동 집필 작업을 한 
결과물로 출판된 것으로서 750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을 자랑한다. 내용을 보면 모두 
10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육환경이 어떻게 변화
되고 있는지 예측하고 그 예측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현황이 어떠한
지 진단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진단 결과에 터해 볼 때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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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과 시스템, 각급 학교와 그 학교에서 다루어질 콘텐츠, 그리고 교육정책 거버
넌스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가늠해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 학교의 예로서 
어떠한 실천 사례들을 들 수 있는지, 또한 10년 후 미리 가 본 대한민국의 미래교육
이 어떠한 일상적인 하루로 전개될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그려 보고 있다. 이 보고
서에서는 내용의 거의 백과사전적인 광범위성과 포괄성, 저자들의 학문적 전문성, 구
체성, 현실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미래역량 교육’을 
위한 기본 방향성과 교육원리에 대한 탐구, 또한‘미래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 
그리고 정책적 제안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후속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
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미래교육’, ‘미래역량’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여 찾아 볼 때 국내의 학술적인 
차원에서의 연구 문헌은 전무하다시피 하며 외국 문헌으로서 한국에 번역 소개된 저
서들의 수도 매우 적다. 그 중 독일 미래학자, 교육학자들이 공동집필한 『미래가 든
든한 아이로 키워라』는 학술적인 연구에 기반을 둔 문헌은 아니지만, 미래 역량을 구
체적으로 다룬 가장 대표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저서에서는 독일 학자
들의 시각에서 볼 때 현 시점에서 거의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아이
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그 역량이 과연 어떠한 것들인
지, 그리고 그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로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활용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 저서는 ‘미래교육’, ‘미래역량’을 
다루되 각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학부모교육 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며, 지극히 구체적
인 양육, 교육 팁과 교육 프로그램, 놀이의 예까지 들고 있어 독자들의 일상 육아 상
황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서적이다. 

3. ‘미래교육’의 기본 방향과 원리

가. 시공을 초월한 ‘교육’의 핵심 원리들

‘미래교육’의 기본 방향과 원리를 탐구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그 어떠한 모습과 방
향으로 전개되더라도 우리가 ‘인간’인 한 반드시 추구하고 지켜나가야 할 원칙, 가치
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미래가 초연결, 초지능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으며, 2045년에는 인간의 지능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특이점(singularity)이 도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전망에 따
를 때 20~30년 이후의 미래는 인류와 AI를 탑재한 기계들 간의 전쟁으로 점철될 가
능성이 높다. 또한 인간의 환경과 자연의 남용 및 파괴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될 
글로벌 워밍의 결과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규모의 자연 재해가 지구 
전역에 닥쳐오게 되리라는 암울한 예상들도 있다. 이와 같이 낙관론 보다는 비관론, 
종말론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현대인의 미래 전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류에
게 허락된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집결시키고 그 잠재력의 최고점에 이르기까지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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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상 서술한 바와 같이 예상되는 갖가지 난관과 역경, 위기들을 극복해내어야 
할 절대 절명의 필연성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극단적 위기 상황에 접하여 우리 
인간 종(種)이 지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과 원칙들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결국 
인간이 지구상의 가장 으뜸가는 종으로서 성공적으로 생존하고, 인간의 창조물인 기
계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
드시 지켜나가야 할 인종만의 특·장점과 고귀함을 지켜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일 것
이다. 

일찍이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인간다움의 근원은 ‘덕
(arete)’에 있다고 했다. 이는 장미 씨가 아름다운 장미꽃으로 만개할 때에야 비로소 
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과제인 '좋음'을 실현했다고 할 수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이다. 이 때 선명하게 고운 붉은 빛으로 장미꽃이 만개하는 일은 그 씨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마치 이처럼 인간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
나 존재하는 이유이자, 인간이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이자 과제는 바로 '덕'이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인 것이다. 그러기에 아
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모든 학문의 근간은 '윤리학'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인간
의 '덕', '품성'에 대한 강조는 중세의 암흑기를 넘어서서 다시금 고대의 고귀한 인간
상에로 회귀하면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완벽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이상화시켰던 르네
상스 시대에 와서 화려하게 재탄생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중요한 인물인 에라스무스
에 의하면 인간이란 모름지기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 후마니타스(humanitas), 즉 
인간다움을 달성해야 하는 존재로 생각되었다. 이 때 후마니타스란 구체적으로는 인
간으로서의 덕성을 바탕에 깔고, 품성적인 측면에서 아름다움을 충분히 갖춘 이후 그 
위에 예술과 인문적 차원에서의 교양을 두루 쌓은 고귀한 인격을 의미한다. 

이후 근대 서구 철학의 모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I. 칸트에게 있어서 인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양심'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하늘
에 별이 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자리하고 있다고 설파하고 있다. 
근대 교육학의 근간을 세운 가장 중요한 교육사상가인 페스탈로치는 루소와 칸트의 
강한 영향 하에 자신의 교육이론을 구성했다. 그의 대표적인 교육이론인 ‘삼육론(三育
論)’을 보면 인간 교육의 세 가지 중요한 영역인 지육(智育), 체육(體育), 덕육(德育) 
중 덕육이 과연 중요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기에 페스탈로치의 삼육론은 덕육 중심 
삼육론이라고도 불리운다. 그만큼 인간 완성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덕’, ‘윤리’라는 
의미인 것이다.

이렇듯 서양 철학 및 교육철학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 본성의 가장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존재 이유이자 목적으
로 여겨지는 것, 그렇기에 인간을 완성시키는 행위인 ‘교육’이 반드시 지향해야만 할 
목표가 바로 ‘덕’, ‘윤리성’, 즉 ‘착함’인 것이다. I. 칸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세상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조차도 제한 없이 선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선한 의지’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지성, 위트, 판단력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정신의 재능은 선하면 바람직하다. 또는 단호함, 뜻한 바에 대한 끈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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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타고난 기질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선하고 바람직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
들은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극도로 악하고 해로울 수도 있는데, 의지가 그 타고난 
선물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지가 가진 고유한 성질을 ‘품성’이라 부
른다. (I. 칸트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놓기』 중)

위에 I. 칸트가 서술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세상 안이든 밖에서든, 즉 인간이 존
재하는 그 어떤 곳에서든 인간이 행하는 여러 가지 실천들 중 가장 순수하게 선한 것
은 결국은 선한 ‘의지’ 뿐이라는 것이다. ‘지성’, ‘위트’, ‘판단력’ 등 역량에 있어서나 
‘단호함’, ‘끈기’처럼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들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사용되고 그 빛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선한 의지’가 그 바탕에 튼튼
히 깔려 있어야만 한다고 I. 칸트는 주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인간 종에게 필연성 및 당위성으로 부여되어 있는 ‘윤리성’에 바탕을 
두고 미래 교육에 있어서 우리 인류 역사의 끝까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원칙들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사랑’, ‘자율성’, ‘책임’, ‘협력성’, ‘창의성’ 등 적어도 
5 가지일 것이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사랑’: 저마다 다른 개성과 적성, 관심, 흥미를 
지니고 태어나며 이후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자신의 내부에 잠자고 있는 가능성들을 
발견하고 개발해 나가는 인간은 그 어떤 고정된 기준과 평가에도 묶이지 않는 개방적
인 존재이다. 이처럼 인간이 미래를 향하여 무한히 열려 있는 가능성과 개방성은 인
간을 한 인간으로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유일회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
로 만든다. 이에 따라 ‘나’라고 하는 인간 존재가 지닌 것과 똑 같은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타인으로서의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일은 우리 인류에게 내려져 우
리가 지켜나가야 할 지상 최고의 원칙일 것이다. 

둘째, ‘자율성’: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이성능력’과 함께 인간을 인간
답게 만들 뿐 아니라 인간이 ‘인간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핵심적인 부
분이 바로 ‘자유의지’일 것이다. 이 자유의지가 있기에 인간은 그 어떠한 장애와 폭압
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이 때 ‘자유’란 자유방임적으로 제멋대로의 방종을 누리는 자유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autonomy)’, 즉, 인간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이성
능력’을 스스로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칸트는 “우리는 교육을 하는데에서 어린아이를 동물처럼 길들이거나 조련하는 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어린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일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
해야 한다”고 했다(칸트, 2007; 90). 칸트에 의하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배움으로
써 인간은 일정한 도덕 원칙들에 따라서 행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셋째, ‘책임’: 이처럼 ‘이성능력’을 자신의 ‘자유의지’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자율성’
이 충분히 그 의미 그대로 발휘될 수 있기 위하여 다시금 요구되는 것이 있다. 그것
이 바로 ‘책임’과 ‘의무’이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음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은 그 ‘자유의지’가 ‘자율성’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자의성’으로 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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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가능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할 때 모든 목적은 
우리 소망의 대상이며, 목적에 이르는 수단은 우리가 숙고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즉, 
수단에 관한 행위는 선택에 의거하기 때문에 자의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아리스토
텔레스, 2011; 61~4) 이에 따라 고귀한 행위, 혹은 추악한 행위를 하고 하지 않고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며, ‘자유의지’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고유한 특성에 
터하여 볼 때 바로 위에 서술한 ‘자율성’이 궁극적으로 ‘선함’, ‘덕’으로 연결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책임감’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책임’이
야말로 인류와 지구의 자연 환경을 영원히 ‘지속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넷째, ‘협력성’: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정치학』에서 “인간은 사회적(공동체적) 동
물”이라고 설파한 이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숱한 현인들은 인간 그 자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 수없이 반복되어 왔다. 더더군
다나 현재 인간이 지닌 지력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다양한 사건, 사태, 상
황들이 닥쳐올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 인류는 그때그때마다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혼자가 아닌 주위의 다른 인간들과 함께 풀어나가
야 할 상황에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시점에서 보다 더욱 자주 처하게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인류가 미래가 그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더라도 결코 잊지 않
고 챙겨가야 할 기본 원칙으로 ‘협력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협력성’은 기
본적으로 평화에 대한 사랑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서, 위기와 갈등의 상황이 오
더라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근원적인 원동력이 될 것이다. 

다섯째, ‘창의성’: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게 되어갈수록 인류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
는 원칙은 ‘창의성’일 것이다. 인류의 역사상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경험, 기술만 
가지고서는 향후 닥쳐오게 될 무수한 사태들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정해진 기존의 매뉴얼이나 
지침 등에 정해져 있지 않은 완전히 새롭고 참신한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인류에게 미래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의 원칙으로
서 ‘창의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나. ‘협력적 창의성’의 원리

이상 서술한 것과 같이 인간 종의 ‘선함’에 바탕을 두고 미래 교육의 토대를 마련해 
감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춧돌의 역할을 할 5가지의 교육의 기본 원칙들은 한 마디로 
축약하면 ‘협력적 창의성’의 원칙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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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표/그림 제목

다. 마을 단위 공동체 교육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며 ‘협력적 창의성’을 발휘하며 만들어나가야 할 삶의 형태는 
대도시가 아닌 ‘마을’과 같은 소규모의 공동체일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대도시는 
익명의 인간들과 범죄, 무질서와 과소비로 넘쳐나며,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코 
건강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로 발전하기 십상이다. 반면 소규모 공동체의 경우 
그 안에 속한 이들은 조금 큰 단위의 가족에 속한 듯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을 
강하게 느끼며 그 안에서 평화롭게 위에 나열한 인류 본연의 원칙과 가치들을 지켜나
갈 뿐 아니라, 지구 환경을 지속가능한 상태로 잘 보전해나가는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다.

‘공동체’와 관련된 논의들은 주로 ‘근대’의 합리주의적 윤리관이 탈맥락화된 자아관
에 기초하고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들을 극복하고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이 풍미하던 1990년대 이후 J. F. 리오타르, M. 푸코, Z. 바우만 
등에 의해 ‘근대’의 의미가 재조명되기 시작하였으며 신구조주의의 입장에서 자아, 주
체의 동일성이 해체되기 시작되었다. 비슷한 시기 M. 샌델, A. 메킨타이어와 함께 
Ch. 테일러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를 주장하기 시작한다(송재룡, 2001). 
일련의 공동체주의자들에 의하면 I. 칸트가 ‘계몽(enlightenment)’에 대하여 설파한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체가 지닌 절대적 지위나 자유라기보다는 ‘책임’과 ‘자
율성’의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간이 사적 영역에서 자신의 이익과 취향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인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그러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유자로 규정함
으로써 공적 영역의 황폐화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인간은 전체주의 체제의 야수적 
지배도 경험했고, 비도덕적인 경제인들의 가혹한 지배를 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고 
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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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개인에 대한 비판적인 자각은 근대 철학에 의해 말살되어 버린 근대 이전의 
공동체적 도덕, 종교적 감성, 공동체 기반의 문화를 되살려 내게 되고 ‘살아있는 전통
(a living tradition)’이 지닌 힘과 맥락성에 다시금 주목하게 만든다. 즉, 공동체주의
의 성찰을 거치면서 ‘개인’, ‘자아’, ‘주체’는 그 근원적인 뿌리로서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구체적인 맥락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공동체에
의 소속감과 책임의식을 되살려 내게 된 셈이다. 이와 같은 의미의 공동체주의에 터
하여 우리는 미래를 열어갈 소규모 마을 단위의 공동체를 건설하고 키워갈 인제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미래의 인류를 위하여 
‘핵심 역량’ 8가지가 성장세대에게 가르쳐져야 할 것이다.

4. ‘미래 역량 교육’을 위한 핵심 역량들 

발 빠르게 급변해 가는 미래를 맞이하여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건강한 삶, 성공
적인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과연 어떠한 준비를 시켜주어야 하는
가? 특히 독일의 미래학자, 교육학자들은 최근 21세기 밀레니엄을 맞이한 이후 2017
년 현재까지 꾸준히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해 왔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나 독일의 미래학자, 교육학자들은 불확실하며 다양한 미래의 모습들
에 대비하여 우리 성장 세대가 미래라고 하는 이름의 ‘정글’을 헤쳐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래와 같은 8 가지의 ‘미래 지혜’, 혹은 ‘미래 역량’이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8 가지의 ‘미래 역량’은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
이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며 ‘협력적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미래 
교육’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체적인 역량들에 다름 아니다.

아래에서는 각 여덟 가지의 ‘미래 역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각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지켜져야 할 원리, 원칙
들이 무엇인지 서술하고자 한다. 이 원리, 원칙들에는 각 역량들로부터 비롯될 수 있
는 장점들 외에도 단점, 위험성들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가. 디지털 문해력

미래학자들은 공히 앞으로 다가 올 시대를 열어갈 핵심적인 전환의 축으로 ‘디지털
화’ 경향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디지털화의 경향
은 단지 산업, 경제의 추상적인 지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
고 있는 ‘글로벌화’를 가속화시키고 일상적인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림으로써, 
일, 가정, 여가, 문화 전반에 이르기까지 속속들이 파고들어 우리의 삶 전체를 질적으
로 전환시킬 것이 예상된다. 이는 한 인간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미래의 시대를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를 갖출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디지털 문해력’은 앞으로 현재 우리가 초등교육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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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습득하는 기초 문화기술인 3R, 즉 읽기(reading), 쓰기('riting=writing), 
셈하기('rithmetic=arithmetic)와 같은 수준의 중요성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성장 세대들에게 디지털 문해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활동 속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① ICT의 기본적인 개념과 활용의 목적, 의미, 범위 등에 대하여 알도록 한다.
② ICT를 원활하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테크놀로지의 기본 개념과 활용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③ ICT 활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④ 중요한 미디어들이나 최첨단 커뮤케이션 기술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쌓아나가도록 

한다.
⑤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고 자신의 관심사와 목적에 따라 정확히 검색하도록 한다.
⑥ 미디어를 통하여 습득한 내용의 근거를 묻고, 세밀히 관찰하고 그 질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책이나 신문 등 실물 자료들도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⑧ 편지나 직접적인 대화와 같은 ‘전통적인’ 상호 소통의 형태도 잘 활용할 수 있도

록 한다.
⑨ 스스로 미디어 사용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⑩ 가상세계와 현실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가상세계로부터 현실적인 경험을 이끌

어낼 수 있도록 한다.

나. 문제 해결 능력

미래학자들이 예상하는 바에 의하면 향후 10년 간 인류 역사상 가장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한다. 심지어 2045년이 오면 특이점(singularity)이 도래하여 인간의 
지능으로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리라는 예상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박영숙, 2016, 2017). 이와 같은 예상에 따를 때 미래의 세계는 우리 어른
들과 아이들 모두에게 온통 '미지'의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
은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맞닥뜨리게 될 미래는 온통 풀리지 않는 낯선 
'문제'들로 사방이 가득 채워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아이들에게 그 수많은 문
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주어야 한다.

성장 세대들에게 문제해결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활동 속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① 미래의 세계가 예측하기 힘든 온갖 종류의 ‘문제’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을 예상하
도록 한다.

② ‘문제’에 맞닥뜨렸을 경우, 당황하지 않고 문제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자신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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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를 지니도록 한다.
③ ‘문제’에 당면하면, 맨 먼저 그 문제와 관련된 지식의 영역이 어떤 것들인지 파악

하고 빠른 시간 안에 그 지식들을 습득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④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찾아서 그들의 자문을 구할 

줄 알도록 한다.
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 효율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⑥ ‘문제’를 풀기 위하여 모인 팀이 원활하게 상호협조하는 가운데 문제를 함께 해

결할 수 있도록 팀원으로서 효과적, 효율적으로 기여를 할 줄 알도록 한다.

다. 기획, 계획 능력

미래가 지극히 유동적인 불확실성의 시대, ‘문제’들로 가득 찬 시대가 되다보니 거대
한 집단 차원에서의 행위보다는 소규모 집단이나 개인 차원에서의 활동들이 되어야 
하는 근로 일상이 전개될 것이다. 그러한 일상은 상부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들에 따
라 내려진 명령에 준하여 주어진 과제들을 처리하는 방식이라기보다, 개개 근로자들
이 각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자율적으로 주도해 가는 근로 방식이 지배적일 
것이 예상된다. 즉, 개개 근로자에게 업무의 자율적인 기획, 계획 능력이 갖춰질 것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능력은 한 마디로 “디자인 사고”라는 키워드로도 달리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곤노, 2012). 곤노 노보루에 의하면 디자인은 “우리의 직관, 신체, 감
정, 지성을 활용하여 현장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가설을 만들어내고, 목
적을 향해 모든 요소를 종합하고 창조하는 지(知)”라고 표현한다(윗 책: 5쪽). 제4차 
산업혁명, 산업 4.0의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문제’로 가득 차 있는 시대에 성장세대
가 반드시 체득하여야 할 사고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장 세대들에게 기획, 계획능력, 다른 표현으로 ‘디자인 사고’ 능력을 갖추도록 하
기 위하여 교육 활동 속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① 새롭게 등장하는 현상이나 문제들에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전
략을 직관적으로 고안해낼 수 있도록 한다.

② 한 가지 과제가 있을 때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함에 있어서 최대
한 다양한 관점을 동원하여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한다..

③ 각각의 고안된 아이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세스가 요구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④ 각각의 프로세스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물적, 인적, 소프트웨어적 차원에
서의 자원들이 요구되는지 파악할 줄 알도록 한다.

⑤ 각각의 전략들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시간적, 공간적 활용의 가능성과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⑥ 다양한 전략들 중 해당 문제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략이 가장 효과
적, 효율적인지 비교적 차원에서 평가하고 판단,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
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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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일단 한 가지 전략이 선택된 후 정해진 시간과 공간, 예상된 자원 내에서 해당 
과제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의지력과 책임감을 키우도록 한다. 

⑧ 심사숙고하여 선택된 전략이나 프로그램이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알도록 한다. 

⑨ 기획, 계획, 진행한 전략이나 프로그램이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그 실패로
부터 교훈들을 얻어 그 다음 기획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창의성과 유연성

미래를 특징짓는 고도의 불확실성과 초연결성, 유동성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이전과 같은 획일적이고 경직된 사유를 할 경우 경쟁력, 생존 가능성이 현저히 낮
아질 전망이다. 특히 산업의 전면적인 디지털화, 글로벌화로 인하여 노동 형태가 시, 
공의 차원에서 차차 유연해짐에 따라 규모가 크고 조직이 복잡한 전통적인 대기업 방
식 보다는 소규모 기업, 혹은 스타트업 방식의 소규모 기업, 심지어 1인 기업들이 늘
어날 것이 예상된다. 심지어 기존의 대기업들조차도 조직의 일부분을 스타트업이나 
실험실(Lab)의 형태로 변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산업의 지형도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그러한 구조 속에서 종사하게 될 개인들은 쉼 없이 변화하며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그 어떤 갈등이나 부딪힘 없이 유연하게 적응하며 끊임없이 창
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성장 세대들에게 창의성과 유연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활동 속에서 지켜져
야 할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①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과 솔직함, 상상력을 가지도록 한다.
② 긴장을 풀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낼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③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하여 다양한 해결방법을 찾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도록 한

다.
④ 실수들이 있더라도 그 실수를 통하여 배울 줄 아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⑤ 아무리 당연한 것들이더라도 모든 것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새롭게 생각하며, 

전통적인 생각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⑥ 모든 대상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 거시적으로 생각할 수 있

도록 한다. 
⑦ 자신의 비전과 의지, 꿈을 개발하는 데 즐거움을 느끼도록 한다.
⑧ 변화와 발전을 위한 자기 개발, 자기 성장의 기회를 늘 유쾌하게 받아들인다.
⑨ 새로운 사람과 상황, 문제들에 대처하여 기민하게 직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준다.
⑩ 변화 그 자체를 목표로 삼아 기존의 평범한 생각을 변현시킬 줄 알고 실제로 변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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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협동 능력

문제해결 능력의 두 번째 세부 역량은 '협동 능력', 혹은 ‘팀워크 능력’이다. '문제'
에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를 거의 혼자 풀기보다는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해결해 나
가야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성'이 요구되며, 그를 바
탕으로 하여 협동 작업을 수행할 줄 아는 '팀워크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 때 진
정한 '사회성', '팀워크 능력'이란 완전히 생판 낯선 이들, 개인적 취향에 비추어 특별
히 끌리지 않는 이들, 혹은 나와 갈등, 적대 관계에 있는 이들과 마찰 없이, 조화롭게 
해당 문제(과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능력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을 통하여 비로소 습득되는 것이다. 

성장 세대들에게 팀워크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활동 속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① 낯선 사람, 낯선 환경에 쉽게,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② 새로운 사람들과 쉽게, 효율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③ 어떠한 특정한 목표에 따라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로 되어지는 사람들을 찾

아 하나의 팀으로 구성할 줄 알도록 한다.
④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전문 분야라 할 지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와 필요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⑤ 팀 내에서 구성원들이 평화롭고, 상호 협조적으로 자신의 몫을 담당하여 과제를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⑥ 팀에게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자신의 역량과 지식을 헌신할 수 있는 태도, 즉 책

임감을 가지도록 한다.
⑦ 팀 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

다.
⑧ 팀 내에서 자신에게 원래 주어진 역할이 아니더라도 다른 팀원이 담당하는 역할

에 대하여 잘 파악할 수 있으며, 유사시 그 역할을 대신 맡아 처리할 수 있는 능
력을 키우도록 한다. 

⑨ 갈등이나 위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닥치더라도 팀이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끝
까지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 끈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⑩ 팀 내에서 리더가 되어도 충분히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키우도록 
한다.

바. 의사소통 능력

방금 다룬 '사회성', '팀워크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활하게 언어적으
로 소통할 줄 아는 능력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의사소통 능력이 꼭 외국어 습
득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그것을 포함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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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추세와 속도로 볼 때 만국어 자동 통역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3, 40년 후의 미래에는 어문학적 역량 및 특정 외국어 습득이 요즘과 같
이 강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미래의 세상에서는 특정 외국어의 습득 보다는 타
인과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 및 소통 기술 등에 있어서
의 탁월성이 더 요구될 것이 분명하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문화 간의 차이를 뛰어넘
어 다른 인간 개체와 낯선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인 기호를 통해서라도 기본적인 의
사표현 및 소통이 가능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 및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주어져 있는 문제나 과제를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려 조화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일이 매우 중요한 교육의 과제가 될 것이다.

성장 세대들에게 의사소통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활동 속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① 다양한 언어를 익히고 언어유사적인 기호나 제스츄어의 해석 대한 관심을 키우도
록 한다. 

②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에 대하여서는 그 언어를 통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
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다.

③ 언어를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사학적으로도 적확하
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단순한 일상적인 의사소통 뿐 아니라 발표, 토론이나 논쟁, 협의, 협상 등과 같은 
고난이도의 의사서통 기술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⑤ 의사소통, 대화의 과정에서 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의사소통, 대화의 과정 동안 타인의 이야기에 집중하여 세심하게 경청하고 그 내

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⑦ 대화 상대의 언어 뿐 아니라, 제스츄어, 표정, 눈빛 등 비언어적인 기호들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⑧ 대화 상대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요약하여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사. 학습법의 학습 능력

미래가 암만 불확실하다고 해도 우리가 과거로부터 꼭, 반드시 물려받아야 할 기본
적이고 핵심적인 지식들, 지혜들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지식'을 전
달해야 하는 교육일 경우, 우리는 그 지식들, 문화의 보고들 중 정말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핵심적인 것들만으로 잘 간추려 내어 가르쳐야 할 것이다. 중요성이나, 우선순위
가 떨어지는 나머지 지식들은 권장 사항으로 열어놓아야 한다. 아이는 그 수많은 지
식들 중 자신의 개별적 상황, 특정한 문제, 과제와 관련하여 꼭 필요한 지식들을 선
별하여 찾아내어, 활용할 줄 알면 되는 것이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지식을 선별하여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 탐색 및 활용 능력이 요구되며, 이 또한 교육 가능하
다. 즉, 미래지향적 교육에서는 '지식'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식 습
득을 할 줄 아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교육학에서는 보통 '학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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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습' 즉, '배우는 법을 배우기(learn how to learn)'이라고 부른다. 이 능력이야 
말로 '평생 교육', '생애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량인데, 바로 이 
역량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성장 세대들에게 학습법의 학습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활동 속에서 지
켜져야 할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① 새로운 지식과 술기(skill), 기술(technology)에 대하여 늘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
가 탐구하고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늘 가지도록 한다. 

② 자신의 내부에 잠자고 있는 가능성과 역량, 잠재성이 어떤 것들이고, 그것들이 
펼쳐질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능력들을 최대한 
살려내어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도록 한다.

③ 새로운 지식, 술기,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나 도구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새로운 지식, 술기, 기술들을 습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적, 공간적, 인적 자
원들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자기 교육, 자기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⑥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충실히 그 계획에 임하여 끝까지 프로그
램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의지력을 키우도록 한다. 

⑦ 교육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난 후 자신이 달성한 결과를 스스로 객관적, 자아성
찰적으로 평가할 줄 할도록 한다. 

⑧ 결과에 대한 평가 자료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정확
하게 파악하고, 보완, 보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성공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완수 이후 그로부터 비롯된 지식, 술기, 기술을 실제 
생활 속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스트레스 저항력

특이점(singularity) 이후의 미래 사회가 인간의 지능으로는 예측 불가능하여 미래를 
살아가게 될 성장세대에게 있어서 다가올 일상은 온통 ‘문제’들로 가득 차게 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개개 근로자들의 업무가 고도로 개별화되어 업무의 기획부터 
계획, 수행, 평가까지 모두 스스로 처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
이다. 게다가 개개 근로자들은 고도로 테크놀로지화된 업무 환경 속에서 기계와 협업
하여 일해야 하는 경우가 잦아질 것이며, 이는 인간들 간의 긴밀하고 친숙한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상황을 초래하여 근로자들의 소외감, 고독감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
와 같은 모든 근로의 상황들은 개인이 감당해야 할 스트레스의 강도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 개인들이 그와 같은 각종 스
트레스들에 대응하여 어떠한 전략을 구사할 줄 아는 역량의 유무가 그들의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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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인 차원에서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행히도 인더스트리 
4.0에 이은 노동 4.0의 변화에 따라 근로 일상이 고도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초지능, 
초연결의 상태가 될 경우, 근로에 있어 시간적, 공간적 유연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것
이고 그에 따라 근로자의 일과 가정, 여가 생활의 조화가 현재보다 훨씬 원활하게 이
루어질 것이 또한 예상되고 있다. 

성장 세대들에게 스트레스 저항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활동 속에서 지켜
져야 할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① 건강한 자의식, 자존감(self-esteem)을 키우도록 한다.
② 좌절과 실패의 경우가 다가오더라도 당당하게 맞서도록 한다. 
③ 좌절과 실패의 경우, 그로부터 최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한

다.
④ 좌절과 실패로부터 얻은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들을 그 다음 프로젝트를 기획, 

운영하기 위한 귀중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할 줄 안다.
⑤ 스트레스의 원인과 범위, 증상, 그 해소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

도록 한다.
⑥ 긴장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한다.

5. 정책적 제안

이상 서술한 바와 같은 ‘미래 교육’의 5가지 기본 방향성과 ‘협력적 창의성’의 원리, 
그리고 8가지 ‘미래 핵심 역량’의 교육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과거 
및 현재 우리 교육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내용과 방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다. 

미래를 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에 제시한 미래 역량 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기본
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유, 초, 중, 고등 교육의 모든 단계를 통틀어 ‘지식’ 중심의 교육이 아닌 ‘역
량(competency)’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역량 
중심 교육에 적합한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역량 중심 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 구성을 위하여 ‘중핵교육과정(core 
curriculum)’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핵 교육과정은 모든 지
식의 유형을 통틀어 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져야 할 ‘핵심’이 되는 지식들
을 엄정히 선별하여 필수 과목으로 삼고, 그 나머지 지식들을 학생들의 관심
과 흥미, 적성에 따른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는 교육과정 유형이다. 

셋째, ‘중핵교육과정’의 필수 과목으로서 유, 초, 중, 고등 교육의 전 단계에서 학생
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형태로 ‘디지털 문해 역량’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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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중핵교육과정’의 또 하나 필수 과목으로서 유, 초, 중, 고등 교육의 전 단계
에서 ‘인성교육’과 ‘감성교육’의 차원이 강조된 ‘후마니타스(humanitas) 교육
과정’이 늘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시, 공을 초월한 기초 인문 고전들 및 예
술의 다양한 분야에서 영원히 걸작으로 추앙받는 작품들이 교육 내용으로 선
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쨰, 역량 중심 교육을 위한 교수법으로서 유, 초, 중, 고등 교육의 전 단계에서 
교사 주도의 설명식 강의법의 비율을 최소화하고 ‘문제해결 역량’, ‘기획, 계
획 능력’, ‘창의성과 유연성’, ‘협동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
록 해 주는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들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13).

여섯째, 교육제도 전체가 ‘역량’ 중심, ‘중핵교육과정’ 방식, ‘디지털 문해 역량’교
육, 역량 중심 교육을 위한 최첨단의 새로운 교육방법들이 실시되도록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위 내용과 방식에 적합한 각급 단위 학교의 교사 양성
제도가 정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위와 같은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합한 교육환경, 교육시설, 
교육기자재들이 빠짐없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여덟째, 정규적인 제도 교육 외에 중앙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 차원에서 온라인, 오
프라인 상으로 ‘평생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계속 교육’, ‘직업재교육’, 자기 개발을 위한 ‘교양교육’, ‘디
재털 문해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틀이 갖춰지고 난 뒤 각급 단위 학교별 교육은 다음과 같은 원
칙에 따라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유아 교육 차원에서는 ‘감각’기관을 주요 학습 채널로 하는 교육 내용 및 방
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놀이’중심의 ‘감성’교육이 주가 되어야 할 것이
다.

둘째, 초등교육의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 ‘중핵교육과정’ 방식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초등 교육 차원에서는 기본적인 문화기술 교육으로서 3R(읽기, 쓰기, 
셈하기) 교육 외에 디지털 문해 역량의 가장 기초적인 기능 교육 및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 교육을 필수 교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중등 교육의 교육과정 역시 ‘역량 중심’, ‘중핵교육과정’ 방식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직업교육’ 차원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중등교육 단계의 
‘직업교육’ 차원에서 독일 방식의 ‘듀얼 직업교육 제도14)’를 전면적으로 도입

13) 예) PBL(Problem-based Learning=문제기반 학습법), TBL(Team-based Learning=팀기반 학습
법), CBL(Case-based Learning=사례기반 학습법), AL(Action Learning=액션 러닝), FL(Flipped 
Learning=거꾸로 학습법, 프로젝트 학습법 등

14)  듀얼 직업교육 제도의 원리는 말 그대로 학교와 기업이 직업교육의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직
업학교는 이론과 교양을 담당한다. 직업학교에서는 직업과 구체적 혹은 전반적으로 연관된 과목을 비
롯하여 정치나 일반교양 과목의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기업, 즉, 사업장 내에서의 교육은 실
무 위주로 이루어진다. 사업장 내 직업교육 혹은 듀얼 직업교육은 독일에서 가장 보편화된 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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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론과 실제의 긴밀한 연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고등 교육의 교육과정에서도 역시 ‘역량 중심’, ‘중핵교육과정’ 방식으로 재편

하여야 할 것이다. 즉 기존의 인문, 사회과학 분야와 자연과학, 공학 부분들
을 ‘중핵교육과정’의 방식으로 통합, 분할하는 식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교양 및 직업교육 차원에서 MOOC, E-Learning, 블랜디드 러닝 방식을 도입
하여 글로벌 표준화 및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산-학
-연’의 긴밀한 협업 하에 최첨단 과학 및 기술에 대한 연구와 그것의 산업 차
원에의 적용, 또한 그 분야의 전문인 교육까지 삼자가 원활한 상승 순환구조
로 돌아가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방식으로 직업군별로 2~3.5녕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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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요  약

미래사회에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고 가족관계의 변화는 부모의 역할 변
화와 가정의 교육적 기능의 변화를 이끈다. 가정의 교육적 기능은 미래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주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핵심역량
으로 ‘창의성’,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 ‘디지털 문해력’과 ‘윤리성’을 들 수 있
으며 이는 ‘협력적 창의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한 기초는 
유아기 때부터 준비되어야 하는데 가정과 유아교육기관, 그리고 가정과 유아교육
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서, 더 나아가 소도시 중심의 지역사회가 핵심역량 배양을 
위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유아기 교육은 크게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진다. 미래사회의 핵심역량 
배양을 위해 놀이가 강조되고, 유아별 학습정보 수집 및 분석에 인공지능(AI)이 활
용되며, 로봇 사용 및 시뮬레이션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디지털 기기는 학습 보조기구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아기에 로봇
과 첨단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경우 장기적 측면에서 유아의 집중력, 사고력과 충
동조절 능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유아기에는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 속에서 다양한 자극을 제공하고 상호
작용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과 교육기관, 지역사회가 공동체적 삶에 
가치를 두고 유아교육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아기의 발달특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에서의 테크놀로지 활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그 결과를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입안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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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래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가정의 구조와 기능에서 변화를 이끌 것이고 가정의 교
육적 기능도 현재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미래사회에서 가정의 교육적 역할을 
논의하기에 앞서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능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유아기부터 그러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를 잘 교육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며,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 다른 시기의 교육투자에 비해 가장 효용성이 높기 때문에
(Chuha 외, 2005) 미래 디지털 사회에 적합한 유아교육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
이다. 유아기에는 인공지능(AI)이나 사물인터넷(IoT)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보다 
신체, 인지, 사회정서발달의 기초를 형성시켜주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지식
과 자료,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데이터를 다른 시
각에서 모으고 분석하는 기획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많은 분야들이 융
합되어 발전하는 시대에는 한 분야의 전문성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다양
한 분야 간의 협업을 필요로 한다. 

유아기 교육은 가정에서의 교육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이렇게 두 축으로 구성
된다. 가정에서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대인관계 능력과 공감 능
력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유아기의 부모와 자녀 관계는 인간관계의 시작이며 미래
의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 간 의사소통을 늘리고 수평적인 분위
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자극물은 사람으로 그 중에서 단
연 부모가 가장 중요하며, 기관에서는 교사나 또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자극물은 놀이감이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놀이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는데 가정에서도 놀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이는 가정과 기관이 연계될 
때 유아들에게 더욱 도움이 된다. 아이들이 그냥 목표 없이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
이 활동 이면에는 교육목표와 효과가 충분히 녹여져 있다. 

미래에는 유아교육기관의 환경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의 상상력과 자유로
움을 제한하지 않는 융통성이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형식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각 기관마다의 특성이 명확해질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이른 시기부터 경험할 
수 있도록, 최첨단 장비들이 교육기관에 도입될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나 미디어를 활
용한 교육이 활성화 되어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등의 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할 것이며, ‘로봇 보조교사’의 활용이 일반화 될 것이다. 

본 원고에서는 시대에 따른 가정의 교육적 기능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미래 가정의 
교육적 기능의 방향을 설정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육적 기능
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다가올 미래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의 기초를 유아
기 때부터 길러주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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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대별 가정의 교육적 기능 변화

지난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는『The Future 
of Jobs』보고서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제 3차 산업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김진하, 2017, 47). 이러한 변화에 따라 사회에서는 ‘복합문제 해
결능력(Complex Problem Solving Skills)’ 및 ‘인지능력’,‘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역
량’을 갖춘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미래사회에 필
요한 역량의 변화는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역량 키우기’ 중심으로 교육의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지식 습득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창
의성’, ‘융합성’ 및 ‘문제해결능력’,‘의사소통’등과 같은 ‘역량’에 초점을 둔 교육시스템
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전 가정의 교육적 기능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가족이 직접 자녀를 양육할 뿐 아니라 교육하고 사회화시
키는 기능을 하였다. 그리고 대량생산에 의한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족이 해왔던 
자녀교육의 대부분이 학교라는 공식적인 기관으로 이양되어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이
나 도덕적 교육까지 맡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기회가 확산되고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교육형태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가정의 기능은 자녀교육을 위한 재정적인 지
원을 하는 교육으로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그렇지만 가정의 교육
적 기능이 거의 전적으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논의되어왔다는 점은 전통사회와 산업
사회의 공통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원영희 외, 2006, 31-39). 

다음으로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혁명 또는 3차 산업혁명 시
대라고 하는 현재 정보사회로 넘어오면서 학교에 일임하였던 가정교육의 기능이 다시 
강조되면서 인성 및 도덕교육에 대한 가족의 역할이 강화되고, 가정에서도 지식습득
보다 지식의 활용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즉 가족의 교육기능이 새롭게 변화하는
데 자녀의 사회화와 관련된 ‘수직적 교육기능’과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사회화와 평
생교육 지원과 관련된‘수평적 교육기능’등이 도입되었다(원영희 외, 2006, 51-59). 가
족의 자녀교육 참여로는 인터넷 정보검색을 통해 자녀의 학습에 도움을 주는 것과 이
메일이나 휴대폰 등 다양한 정보매체를 이용하여 교사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있
다. 일예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유아교육기관이 자녀의 학습활동 동영상을 
제공하거나 교실 참관을 허용함으로써 부모가 자녀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리고 가족구성원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교육의 기능이 나타나기도 한다. 즉 부모만이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부모에게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가르칠 수 있어 
가족 내에서 가족원들 간에 쌍방향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평
적 관계는 양방향적이며 다원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보 사회에서는 가족구성원
의 평생학습이 요구된다. 지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발전하는 것이므로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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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가족은 구성원의 평생학습을 경제적, 심리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지원한다.

나.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정의 교육적 기능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가정의 모습과 기능이 현재와는 다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

된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현재의 지식정보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
환점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
혁명은 사람, 사물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인공지능으로 자동화 ․ 최적화
되는 가상물리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어 1인 가족이 
증가하거나 하나의 물리적 공간에 비혈연 가족이 거주하는 다 가족 가구가 생길 것이
다. 그리고 의료 및 수명연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한 가족 내 4세대 내지 5세대까
지도 공존하는 새로운 다세대 가족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로보틱스의 진전
으로 가정용 로봇이 반려동물과 같이 인간의 일상적 삶에 깊숙이 자리할 것이다(박병
원 외, 2012). 로봇 스마트 홈시스템이 일반화됨에 따라 가사노동이 디지털화 되어 
경감되고 가사노동에서 젠더 구분이 약화될 뿐 아니라 자녀의 가사노동 참여도 늘어
날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구조로 인해 전통적인 부모의 역할도 변화되어 가정 
내에서나 사회적으로 양육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반면 소셜 네트워크 
사용이 증가하면서 상시적으로 자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가족 내에서 민주적이고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컴퓨팅과 네트워크의 발전은 가정의 지식환경에서도 변화를 초래한다. 가정 내 교육
의 디지털화로 외부 사교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주로 자녀가 교육을 받는 입장으
로부터 전 가족구성원의 평생교육이 생활화 되고 정보 제공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이 
정보의 게이트키퍼(멘토)로서의 역할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지만 언어, 문화, 기술 등
에서 자녀의 빠른 정보습득이 이전 부모의 권력을 뛰어넘어 역권력화 됨으로써 가정 
내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로봇기술의 발달은 로봇이 가족 내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
워킹의 중심이 되고 한편으로는 로봇을 가사도우미, 노인도우미로 활용하면서 로봇 
관리비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 비춰 볼 때 미래 가족형태의 변화와 가정의 기능 변화는 기존의 전통
사회나 산업사회와는 다른 교육에 대한 요구와 교육기능의 변화가 이끈다. 즉 가족 
형태의 변화는 가족관계를 변화시키고 가족의 교육기능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다. 예
를 들면 아이들은 가정 내 설치된 음성 인식 시스템이 부모보다 훨씬 정확한 답변을 
해주는 것을 알게 되고, 인터넷 동영상 및 홀로그램을 통해 대부분의 운동을 배우며, 
네트워크에 연결된 집안 밖의 사람들과 훨씬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 가
족 구성원 각각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실
제적으로 가족 간 커뮤니케이션은 점차 줄어들 수도 있다(박병원 외, 2012, 31-34). 

디지털 시대(3차 산업혁명)에는 가족의 직접적 교육기능이 강화되고, 자녀의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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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에 대한 관심과 아버지의 자녀교육 참여가 증가되어 왔다(원영희 외, 2006, 
79-84). 특히 우리 사회에 저출산이 선택사항으로 변해가면서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
한 관심은 더 높아져 질 높은 자녀 양육을 기대하고 교육 연령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 사회에는 인공지능이 보편화되고 로봇공학의 발전
으로 교육과 학습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창의
성, 문제해결력, 협업 및 의사소통 능력, 디지털 문해력, 윤리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적 능력이 필요한 과학기술, 공학, 수학, 소프트웨어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분석·종합하는 정신적 능력이 더 요구되기 때문
에 학습능력의 중요성에 보다 가치를 두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유아기부터 폭넓은 지
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형성해야 할 것이며 아동기 이후부터는 다양한 정보
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할 것이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큰 역할을 하게 되며 학교 교육만으로 미래를 준비하기는 미흡하며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아기부터 
가정에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다양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영유아와 부모 간의 바람직한 애착관계 형성과 가족 간의 긍정적 상호작
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는 영유아가 이후 유연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다. 영유아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는 미래사회에 잘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양육과 관련된 기존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양육신념
과 실천에서 변화를 보일 것이다. 영유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는 바로 애착
형성인데, 올바른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스킨십과 같은 상호작용을 빼
놓을 수 없으며 이는 로봇이나 디지털 보조 기술로 대체할 수 없다. 테크놀로지에 의
한 디지털 기계나 로봇이 가족 내에서의 의사소통과 기타 기본적인 상호작용을 대체
하기 시작하면 부모와의 직접적인 대화 및 접촉이 줄어들 것이고, 반면에 펫 형태의 
로봇이 유아의 친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이와 부모가 떨어져 있을 때도 화상으로 
대화하는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간접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성교육의 기초는 가정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가치관 및 윤리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정보를 선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및 지식활용에 
대한 책임이 강조될 것이다. 저출산 현상으로 형제와의 교류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경험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웃이나 지역공동체를 통해서 또래집단과 교류를 늘리고 
인공지능이 갖기 어려운 공감 능력과 인간성을 기르는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미래 
사회에서는 가족을 비롯하여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 간의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
(Off-line) 네트워크 구축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 학교교육을 비롯하여 평생교육, 가족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형태들이 상호교류 되어야 하며 (원영희 외, 2006, 79-84) 사이
버 공간을 활용한 가족 간 상호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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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 가정교육의 방향

가. 미래사회 적응을 위해 육성해야 할 핵심 역량

미래 사회에서 인간은 기본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IT 활용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창의성 및 정보의 활용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직면한 문제적 상황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즉 새로이 접하게 될 다양한 환경과 상
황에 노출될 것을 고려하여 기존의 지식을 새롭게 응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 그
리고 다른 분야의 지식과도 통합시킬 수 있는 지식융합능력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
다. 이를 위해 다학제 간 협업능력이 필요하며, 이에 근간이 되는 대인관계능력과 의
사소통능력도 반드시 필요로 될 것이다. 이외에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으로 인간
의 윤리성을 들 수 있다.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윤리적 딜레마가 생기는 일
들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그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윤리성을 갖추는 
일은 중요하다. 

(1) 창의성
창의성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능력으로 독창적이고 유

용한 것을 만드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새롭거나 독특한 아이디어 뿐 아니
라 주어진 맥락에 알맞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능력으로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
고가 함께 필요하며 이 두 가지 사고를 자연스럽게 반복하면서 창의성이 길러진다(연
경남 외, 2017, 17-24). 

가정환경 변인은 창의성 발달에 전제조건이며 부모, 가정 환경요인은 아동의 창의적 
사고력과 창의성과는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Horx 외(2015)에 의하면 
창의성이 뛰어난 아이는 위트가 풍부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솔직하고 상상력이 풍부하
며 긴장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이 있다. 또한 실험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
고 질문이 많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며 멀티태스킹 능력
을 소유하고 있다. 

(2) 협업능력-팀워크 능력
미래사회는 단순히 자신이 배운 것만 생산하는 시대가 아닌, 협력과 여러 지식의 융

합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팀워크나 리더십과 같은 능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기존
에 나타나지 않았던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고 그것에 대한 해결방법도 복잡해지고 어
려워지므로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협력이 유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집단 내에서 공존하기 위한 방법을 익혀야 하는데 집
단 내 행동규칙을 받아들이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적인 관심사를 보류
할 수 있는 인내심과 연대의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경청하
고 공감하며 겸손과 자기주장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즉 사
람간의 관계를 가치 있게 여겨‘더불어 살 줄 아는 인재’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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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은 유아들이 어떤 결과물을 산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유아발달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생후 6, 7년이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로 유
아들에게 협력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협업능력은 사
회적 관계를 맺는 것에서 시작되므로 어릴 때 또래들 간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길러질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기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존중하며 협력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이기숙 외, 2014, 335-337). 

(3) 의사소통 능력
미래 사회에서는 네트워킹 기술이 중요시 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

한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적 지능을 갖추어야 한다. 
의사소통에는 말하기, 쓰기와 듣기가 포함된다. 글로벌 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영역에
서 협업하고 정보를 나누고 상대를 설득하는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다 (Golinkoff & 
Hirsh-Pasek, 2016, 85-88). 그러므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협업을 증진시키는 자원
이 된다. 

의사소통은 영아가 다른 사람을 대화상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생후 첫 해부터 발
달한다. 만 2세부터 유아는 사회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게 되
는데(이현진 외, 2003, 312-319), 이러한 역량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증진되며 인지능
력과 더불어 발달한다.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능력 중의 하나로 ‘공감능력’을 들 수 
있다. 미래 사회에서는 함께 모여 생각하고 감정을 나누고 서로 북돋우며 함께 결과
물을 생산해내는 공동체적 협력을 통해서만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고 
창조하는 일에 용기와 도전을 갖고 인내하며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과 정서를 
나누며 협력할 수 있는 감성능력은 영유아기부터 생활 속에서 계발되어야 한다(이기
숙 외, 2014, 378-381). 

(4) 디지털 문해력
미래 사회에서 아동은 온라인 게임이나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 가상의 다중 인격으로 

전환하는 것에 익숙하고 이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실세계와 인터넷 게
임 상의 세계가 연결되고 혼합된 상황인 혼합현실(mixed reality) 기술에 대해 별로 
신기해하지 않는다. 이러한 아이들을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이라고 한다(정
지훈, 2013, 162-165). 

유아는 기술적으로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무엇이 테크놀로지를 작동하게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유아기는 발달단계상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구분하지 못
하는 특성이 있는데 특히 인터넷과 같은 가상공간에 몰입하는 경험은 이러한 구분에 
혼돈을 야기한다(이기숙 외, 2014, 374). 따라서 가상적 경험을 해야 할 상황에서는 
질 높은 온라인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도록 어른들이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
다. 테크놀로지는 우리 생활의 일부이지만 특히 유아에게는 신중하게 사용해야만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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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리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구성원은 사람으로 기술의 발전은 인간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져야 하고 인간을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 존엄성의 
대한 가치, 인간들 간의 소통과 공감이 더 강조되어야 하며, 이것을 위한 능력을 어
렸을 때부터 길러주기 위한 인적, 물리적 환경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나. 미래 가정에서의 핵심 역량 증진 방향

(1) 창의성 기르기
영유아기는 창의적 사고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유아는 다양한 사물이

나 상황에 대하여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경험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발달시킨다. 따
라서 유아기는 창의성 교육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의 창의성 증진을 위해 가족 상호작용과 양육환경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도남희 외(2016, 155-156)에 의하면 아동의 창의성에 가족 상호작용의 유연성과 
응집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간의 친밀함과 의사결정과정이나 
서로 돕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아동의 창의적 사고가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유아가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기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부모는 
이런 기기에 자녀를 맡길 가능성이 크므로 가정에서 아이들과 친밀한 시간을 확보하
고 대화와 토론을 자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창의적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
요하다. 창의적 양육환경 중 아동 존중과 독립심 자극이 창의성과 창의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의 관심과 선택을 존중
하고 그러한 관심이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관련 지식의 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도남희 외, 2016, 155-156).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유아에게 사물과 
세상에 대한 감각적 체험을 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호기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탐
색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유아기는 우뇌 발달에 맞춰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좋은 시기이다. 보고 듣고 관
찰해서 얻어진 재료가 있어야 한다. 자연도 관찰하고, 새로운 것을 접하고 낯선 곳에 
가보는 일도 필요하다. 하지만 아이가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 그림책이 유용하다.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면 등장인물들과 줄거리가 상상력을 
통해서 아이의 뇌 안에서 이미지로 변해 창의성을 관장하는 우뇌 발달이 이루어진다
(김영훈, 2013, 44-61). 

(2) 협업능력 기르기
유아기에는 놀이를 통해 아동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된다. 특히 가상놀이 또는 

상상놀이는 아동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놀이로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
시키고 인지와 언어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놀이를 통하여 아동은 타인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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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고 놀이를 하는 동안 다양한 행동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문제해결 과제가 
주어졌을 때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즉 똑같은 사물을 새롭게 다룰 수 있고 또래와 
함께 놀이하면서 자신들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면 아동들은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
다. 

남과 공유하거나 나누는 것은 자기조절력이 필요한 것으로 어린 유아들에게는 힘든 
일이다. 협업 능력을 기르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차례맡기와 공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차례맡기는 어머니와 영아가 서로 말을 주고받는 파트너가 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타
인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며 창의적으로 반응하는 법, 유용하고 의미있는 행동
을 하는 방법을 배운다. 

(3) 의사소통 능력 기르기
미래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로봇이나 디지털 보조 장치를 가정

마다 비치하고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이런 기기들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게임을 할 것이다. 이를 ‘Kiddie AI Revolution(아이 인공지능 혁명)’이라고 한
다(Metz, 2017). 즉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과 
의사소통하는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데 방해요
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유아가 하루 종일 스크린 앞에서 보낸다면 의사소통할 기회는 
없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을 정하고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기회를 자
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분별하게 그리고 과도하게 유아의 일상생활 깊이 파고
든 대중매체나 디지털 기기 등과의 접촉을 줄이고 부모와 함께 공유하는 시간과 다양
한 활동시간을 늘려가야 할 것이다.

언어, 단어, 이야기는 의사소통의 기본 자원으로 생각을 나누고 타인의 생각을 수용
하게 한다. 그리고 개방형 질문은 아이들에게 대화의 장을 허용해 준다. 아이들과 이
야기 할 때는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한 가지 내용(사항)에 대해 여러 번의 반응과 피
드백이 오가야 한다. 논쟁하고 반대의견을 제안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중요한 부분이
다. 가정에서는 의사소통의 기회를 늘일 수 있다. 아이들은 성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 유아가 의사소통 기술을 축적하는 것이 실제 의사소통을 증진시키
는 첫 단계이다.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
는데 가족 미팅을 통한 대화 기회 마련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일
정 시간을 정해 가족들이 만나 대화할 시간을 가지면 자기조절을 필요로 하는 대화에
서 차례를 지키는 것부터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배려하는 능력, 대화에서 지켜
야 할 예의, 이해력, 어휘력 등이 길러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 성인이 대화 모델이 되
어 아이가 속한 문화에서 적절한 대화방식과 기술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대화
시간에 단지 말하는 것 이외에 아이들의 ‘왜’와 ‘어떻게’에 관한 질문과 호기심을 이
끌어 내야 할 것이다. 즉 의사소통 기회를 줄 맥락과 상황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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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문해력 기르기
디지털 문해력은 미디어 활용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디지털 활용능력이 있는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명하는데 디지털 네이티브의 부모는 이들의 사고뿐만 아니라 아
이들과 미디어 ‘기술’을 중심으로 한 대화로 공감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정지
훈, 2013, 162-165). 그렇지만 유아기에는 미디어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유아는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다. 믿음을 흔
들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유아는 그것을 인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만 5
세가 되면 전조작적 사고에서 구체적 사고로 이동하여 전 조작기의 비논리적 사고방
식을 수정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유아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분하지 못할 가능
성이 많기 때문에 인지적으로 성숙한 만 5~6세 이후부터 미디어 노출이 바람직하다
고 보여 진다. 

정지훈(2013, 174)은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규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
한다. 첫째, 휴대폰과 PC, 게임과 인터넷 등은 정해진 시간만큼 이용하도록 한다. 둘
째, 매주 하루 반나절은 휴대폰과 PC 게임과 인터넷을 하지 않는다. 셋째, 부모와 아
이들이 함께 산책하면서 진중하고도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는다. 넷째, 한 
달에 한 번은 공공 도서관에 가서 책 속에 몇 시간 파묻히는 기회를 갖는다. 마지막
으로 일주일에 하루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게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외에 책이나 
신문도 필요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더불어 편지나 직접적인 대
화와 같은 ‘전통적인’의사소통의 형태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윤리성 기르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윤리적 딜레마가 생기는 일들

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소외되거나 그 존
엄성을 훼손당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본이며 기술의 발전은 인
간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야만 한다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가르칠 필요가 있다. 지식
의 습득, 사회에서의 성공만을 강조하는 가정교육은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게 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아이들에게 익숙한 Amazon의 Alexa이나 Amazon Echo Dot와 같은 테크놀
로지 보조기기는 질문에 답하고 명령에 반응하고 숙제를 도와주기도 한다. 미래에 아
이들은 이와 같은 기기들에 더욱 익숙해지고 하녀처럼 이용하게 된다. 아이들은 로봇
을 사람과 동격으로 보지는 않으나 감정이 있어 행복감과 슬픔을 느낄 수 있다고 여
긴다. 이는 기기들을 의인화하는 것으로 유아기 아동의 전형적인 물활론적 사고를 반
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시기에는 기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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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 유아교육의 방향

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핵심 역량 증진 방향

(1) 창의성 증진 교육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아에게 자발성과 동기부여를 통해 창의성 증진을 도울 수 있

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활동은 놀이형태로 제공되며 놀이는 유아의 창의성 
뿐만 아니라 신체, 사회, 정서 발달을 이끈다. 유아는 놀이활동에 몰입하는 경험을 통
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므로 
창의적 행동이나 생각들이 나타날 수 있다. 

놀이에는 실험 행동이 많이 내포되어 놀이를 하면서 다각적 탐색을 하며 이로 인해 
다양한 기술과 광범위한 반응 레퍼토리를 습득하게 되고 아울러 융통적인 사고를 하
게 되며 그 결과로 창의성이 증진된다. 또한 구체적 사고력이 추상적 사고력으로 전
환되기 때문에 놀이와 창의성 간의 관계가 깊다. 

유아교육과정에서 창의력을 길러 줄 수 있는 교수방법으로는 첫째, 흥미와 관심을 
자극하여 동기를 유발하는 생각 끌어올리기가 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생각나누기로 
이를 위해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몰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유아의 활
동을 언어로 표현해주어 유아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방향에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도록 개방적 질문을 하고 수용적 분위기
를 조성하여 영유아의 실수와 시행착오를 허용해야 한다(이기숙 외, 2014, 342-349).

(2) 협업능력 증진 교육
유아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협동심을 키워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많은 놀이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크고 작은 과제들을 통해 유아 스스로 해
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협업능력의 기초가 되는 공
감교육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활동의 종류나 내용보다는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
이나 하루 일과에서 교사가 영유아를 존중하며 이해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스스로 
활동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유아가 자신의 감
정을 조절하고 다른 친구의 반응에 적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끄는 따뜻하고 긍정
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업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교육방식으로 프로젝트에 기반을 둔 교육을 
들 수 있다. 프로젝트 교육은 공동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또래들과 지적 상호작용을 
하고, 협력학습이 요구된다. 프로젝트란 주어진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
으로 유아들의 적극적 참여와 토론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유아들이 스스로 시작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여 각자 맡은 과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의사소통 능력 증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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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놀이 활동을 할 때 교사는 유아가 이야기 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자신의 생
각을 표현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유아의 말을 세심하게 들어주고 확장시
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놀이 활동 외에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도 또래들 간에 활
발한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으며 풍부한 어휘 발달, 사회적 유능감과 협동심을 발
달시킬 수 있다. 

(4) 디지털 문해력 증진 교육
교육혁신으로 유명한 에스토니아는 유치원과 초등교육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

여 캐드수업이나 코딩교육을 하지만 교사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아이로비라는 교사보조용 로봇이 보급되어 있다. 아이로비 
로봇은 아이들에게 노래, 동화도 들려주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하며, 아이의 스케줄도 
관리하고 있다.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를 다른 자극물보다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화면의 현란한 색과 빠른 전환은 뇌를 흥분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차
적으로 더 강한 자극에만 반응을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하여 빠르고 강한 자극에만 반
응하고 느리고 약한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는 뇌를 가지게 된다. 유아기에 로봇과 같
은 기기는 유아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하지만 장기적으로 유아의 집중력, 사고력
과 충동조절 능력을 저해한다. 왜냐하면 충동을 조절하는 뇌의 부위는 전두엽인데 강
한 자극은 전두엽 발달을 저해하기 때문이다(김영훈, 2014, 44-56). 

그렇지만 디지털 기기의 순기능적 요소를 활용하면 건전한 미디어 활용능력을 기를 
수 있다. 유아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실생활에 적용해보고 성인과 함께 가
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활동
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간 모호한 구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한다.

(5) 윤리성 증진 교육
가상세계와 로봇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애완 로봇을 더 좋아하고 부모나 

교사 외에 새로운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로봇이나 컴퓨터는 사회적인 사
람이 되는 것이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공동체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등에 대해
서는 인간보다 잘하지 못한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기를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디지털 기기의 각 부분의 명칭 및 기능, 바르게 사용
하는 자세와 방법을 지도하고 매체 사용시간을 정하고 실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로봇이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윤리의식을 길러 주어야 한다. 가상공간에서 하는 
활동이 개인의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관계를 맺는 도구인 점에 비추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나. 유아교육기관의 변화 방향

(1) 교육기관의 시스템 변화 
미래사회에서는 교육기관의 시스템 자체가 변화될 것이다. 같은 내용의 지식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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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쟁하던 교육 체계를 벗어나며, 상대평가와 같은 기준이 약화될 것이다. 연령에 
맞추어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분절된 교육시설과 학년 구분이 없
는 통합된 교육기관이 공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쟁이 줄어들며 협력을 통한 
연구와 활동을 더욱 추구할 것이다. 특히 유아 고유의 재능에 초점을 두는 교육기관
들이 늘어날 것이다. 예를 들면 숲 유치원, 생태유치원, 혁신 유치원, 몬테소리 유치
원, 발도르프 유치원, 개방주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관들이 공존하여 선택권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래에는 다양한 분야들을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각 과목들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며 한 가지 주
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과목이 관여하는 주제중심 교육으로 전환될 것이다. 특히 
컴퓨터와 관련된 과목들은 가치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기에는 크게 기술적인 측면과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 미래 사회
에는 테크놀로지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유아기부터 그에 맞는 기초를 준비해야 할 것
이다. 유아기 이후 기계를 다루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점차 기술의 혁신에 도태
되고 개인의 경쟁력 상실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가올 미래에는 코딩 능력이 
필수적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다. 따라서 일찍부터 그러한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논리적 조작이 어려운 유아기의 발달 특성상 코딩을 가르치는 것
은 적절한 것은 아닐 것이며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만 6세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 개별 맞춤식 교육
미래 사회에서는 학습지원체계가 대부분 영상이나 시뮬레이션으로 바뀌게 된다. 개

개인의 두뇌, 체질에 따라 학습방법이 달라지고, 학습자는 일반적인 학습방법이 아닌 
다양한 맞춤식의 교습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자신의 두뇌가 활발
하게 활동하는 시간에 맞춰 학습을 하거나 다양한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도와준다(박
영숙, 2013, 157-159). 이런 측면에서 아동 개개인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이 강조 될 
것이다. 현재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정보 분류, 분석 방식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교
육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데이터를 인식하고 분류하는 방식은 독특하며 이를 
인정해야 4차 산업혁명에서의 협동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아교육기
관에서는 개별 아동의 발달적 특성,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식 교육을 하는 방
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각 아동이 가진 잠재력은 다양하기 때문에 가드너의 
다중지능검사를 통해 뛰어난 지능영역을 집중적으로 발달시키고 발달되지 못한 지능 
영역을 보완 향상시켜 모든 지능영역을 골고루 발달시켜야 한다.

(3) 놀이중심 교육 
유아교육에서 재능, 개성, 창의력, 인지 발달 등을 위해 놀이가 더욱 강조될 것이다. 

놀이 중에서 다른 역할을 맡아 가상놀이 또는 역할놀이는 현실적 요소와 상상적 요소
가 포함되는데 경험한 사건이나 인물을 모방하고 상상적 요소를 첨가하기 때문에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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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추상적 사고가 촉진된다. 가상 놀이 상황에서는 현실에서 
금지되거나 제한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독특하고 기발한 생각을 
도출해내고 이는 발산적 사고의 발달을 이끈다. 따라서 유아기에는 가상놀이를 적극
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상놀이 외에 유아들이 즐겨하는 놀이 중 블록쌓기
는 다양한 블록을 이용하여 새롭고 기발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어 창의력 발달을 이
룰 수 있고 완성된 구조물을 이용하여 가상놀이로 이어질 수 있다. 

미래 사회에서는 책, 자연물, 장난감 외에도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놀이 활동이 활
발해질 것이다. 그 예로는 컴퓨터, 인터넷, 태블릿,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을 
이용한 놀이와 스마트 토이와 보조 로봇과 상호작용하면서 놀이할 것이다. 

(4) 유아교육기관의 환경변화 
많은 부모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자신의 자녀가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

러 가지 기술 습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기 테크놀
로지 교육을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도록 유아교육기관에 압력을 넣을 수 있다. 이
와 같은 부모의 요구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
로 예상된다. 

기존 교사들에게 최신 과학 기술, 코딩, 등의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로봇 보조교사’의 활용이 일반화 될 것이다. ‘로봇 보조교사’는 유아와의 상호
작용 측면 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놀이관찰부터 옷을 갈아입히거나 안전과 관련된 문
제를 감독 하는 등 더욱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 예상한다. 이는 유아들 뿐 아니라 유아교육기관 내 많은 사람들이 적응해
야 하는 새로운 기술 친화적 환경이 된다. 

유아교육기관의 물리적 환경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의 상상력과 자유로움
을 제한하지 않는 융통성이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형식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각 기관마다의 특성이 명확해질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이른 시기부터 경험할 
수 있도록, 최첨단 장비들이 교육기관에 도입될 것이다. 변화하는 세상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나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 되어 가상현실
(VR)이나 증강현실(AR) 등의 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할 것이며, 로봇 도우미 등도 배치
해 두고, 컴퓨터 영역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5) 교사의 변화 

로봇교사의 등장과 함께 ‘교사’의 역할과 질 역시 변하게 될 것이다. 미래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유아를 길러내기 위해, 교사는 다방면에서의 수준 높은 소양이 필요
할 것이다. 교사는 다양한 능력들을 갖춰야 할 것이며, 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의 
기준도 엄격하게 전환될 것이다. 자격증이 엄격해지는 만큼, 교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
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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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변화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창의성, 유연성, 협동심, 인내심 등을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능

력을 길러줌으로써 빈번한 환경 변화에도 아이들이 재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
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라질 수 있는 직업군이 상당히 많고 따라서 새로
운 직업군에 필요한 교육보다는 모든 직업군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초적인 인성, 기
술과 각 상황에 맞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융통성과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교육
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백화점식 융합교육도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이 유아교육기관에 가져오는 변화를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기관은 오히려 자연친화적인 환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테크놀로지의 강조는 
더욱 자연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일부 유아교육기관은 ‘숲 유치원’처럼 첨
단 기술을 배제하고, 자연과 인간의 소통,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
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즉 자연친화적 교육프로그램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아이들
이 놀잇감을 스스로 찾아내고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자연이기 때문이
다. 지금도 아이들의 수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안타깝지만 미래에도 아이들의 수
는 적을 것이기 때문에, 사회는 아이들이 교육받는 환경을 더 중요시할 필요성이 있
다. 

(7) 유아교육기관-가정 관계의 변화 
유아교육기관과 가정과의 상호작용 양상도 달라질 것이다. 현재는 부모의 과보호와 

지나친 간섭이 교육기관을 압박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이후 유아교육기관의 영향
력이 대두되며 점차 교육기관과 학부모 간에 갈등이 줄고 협업이 잦아질 것이다. 

(8) 혼합연령반의 확대
미래에 유아교육기관의 학급은 대부분 혼합연령으로 구성될 것이다. 우리의 일상 환

경은 혼합연령의 사회적인 환경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출산으로 인해 형제, 자매가 
없는 아이들이 다른 연령의 친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일상생활이나 놀이
상황과 같은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
습은 혼합연령교실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강점일 수 있다.

혼합연령교육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발달적 요구와 흥미를 가진 아동이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에게서 배우며 리더십 기술, 성숙함의 표현, 친사회적 행동을 발달시
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동일연령집단에서보다 혼합연령집단에서 사회적인 교류
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 나이 많은 아동은 더 나은 사회적 
유능성과 리더십을 보여주고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
신감을 가지게 된다, 혼합연령집단에서 또래의 발달수준에 맞춰 적응적, 조절적 아동
이 되면서 탈 중심화가 촉진된다. 즉 배우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그 과정에서 창의
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력,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등을 학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가 추구하는 전인적 아동으로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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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수방법으로 프로젝트법 확대
미래 유아교육기관의 교수방법으로 아동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협동하여 진행하는 프

로젝트 접근법이 확대되고 기본적 교수법으로서 활용될 것이다. 프로젝트 수업은 유
아들이 특정 주제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
법으로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기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와 또래들이 협력하
고 각자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의미있는 활동이다. 프로젝트 접근법에서는 구체
물을 가지고 실험, 조작, 탐구활동을 하는데 이때 디지털 기기, 전자 미디어, 로봇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이 교수법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
로 생각된다. 

다. 지역사회와의 연계
 
미래의 스마트 도시에서는 가정, 유아교육기관과 지역사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서로 연계되어 가정친화적 환경과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다양하게 마련될 것이다. 이
른바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의 역할 중 아
동을 위한 것으로 지역 내 보육시설 간의 연계방안과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근로자
와 지역주민을 위한 아동발달 및 부모역할 관련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아동을 위하여 보육시설과 학교시설, 놀이공간으로서의 놀이터나 공원, 그 외 도서관, 
문화예술 공연장 등이 접근성과 이용편리성을 갖추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 친화적인 도시의 일예로 이스라엘의 Holon 시를 들 수 있다. Holon 시는 전
문가 토론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 교육에 초점을 둔 ‘어린이 도시’로서 탄생
하였다. 이 도시 내에는 어린이 박물관, 디자인 센터, 극장, 이야기 공원, 학교, 문화, 
교육, 스포츠와 관련된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 어린이 대상 활동과 교육, 문화를 강조
하는 도시로서 긍정적 이미지를 보인다. Holon 시의 사례는 가정과 어린이 중심 정
책의 추진을 통해 도시 전체의 변화를 선도한 좋은 예가 된다(권미경, 이강근, 2016, 
47-53).

가정-유아교육기관-지역사회 간의 연계 활동 사례로는 Italy의 Reggio Emillia 시 
사례를 들 수 있다. Reggio Emillia 시는 2008년 기준 시 예산의 23.6%를 유아교육
에 투자하면서(이기숙 외, 2014, 207) 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아 교육의 필수 
조건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도시 위원회를 만들어 부모, 교사, 시민, 지역
사회의 여러 집단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모-교육기관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부모가 학교의 정책수립, 아동발달, 교육과정의 계획과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직
장에 다니는 부모들의 참여를 위하여 밤에 회의 개최하였다. 이와 같이 시의 전적인 
도움으로 시의 공간, 시간, 인력들을 아동의 프로젝트나 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되엇으며 거리와 상점,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과 극장, 박물관과 병원, 학부모를 비롯
한 모든 시민이 교육을 위한 자원이 되도록 하였다(Roopnarine & Johnson, 2012, 
33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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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스마트 도시는 아동 교육 및 양육을 용이하게 하는 교육친화도시로서 교육, 예
술 활동, 기술 활용 측면에서 최적의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공적인 유아교육기관으로
는 시에서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시간제 보육기관, 초등생을 
위한 방과 후 보육기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 내 유아 및 아동, 부모를 
위한 전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시설로는 다양한 체험공간과 놀이시설이 마련된 어린이 박물
관, 영화 및 연극관람과 공연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린이 문화관, 종이책과 전자책을 
경험하고 스토리텔링과 책만들기가 가능한 어린이도서관이 있으며, 과학실험과 우주
체험 등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어린이 과학관, 스마트 토이, 로봇, 가상현실과 증
강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어린이 디지털 아트센터,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 체
험을 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운동적성 분석이 가능한 어린이 스포츠 센터 등이 
있다. 부모를 위한 시설로는 부모교육과 상담, 가족 및 아동 상담, 교육용 테크놀로지 
교육, 건강‧영양‧안전교육, 양육도우미 파견, 여가 및 여행정보 등을 제공하는 부모․가
족지원 센터를 들 수 있고 부모와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및 건강검진, 건강교육을 담
당하는 아동건강증진센터가 필요하다. 또한 직업교육, 인공지능(AI) 활용능력, 인문학‧
예술‧음악, 여가활용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지원하는 커뮤니티 평생교육센터 설립도 
고려해볼만 하다. 이러한 시설들은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
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미래 교육은 현재의 교육모델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가상현실, 게임화와 같은 핵심 
기술을 이용하여 교육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 학습은 기술로 인해 대
체될 단순노동이 아닌 창의성, 문제해결, 기업가 정신, 관용, 공감, 지능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박영숙, 2017, 329-333). 더불어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성이 중요해지
고, 개인의 지적 수준이 향상될수록 협업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 즉 지적 능력보다 
정보와 정보를 엮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 제 3의 아이디어, 융합을 이루어 내는 네트
워크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정지훈, 2013, 229-244). 

이러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의 교육적 접근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 
능력을 개발시켜야 할 것이며 여기에 첨단 기술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서도 2010년 KIST의 로봇기반 유아교육 모형개발이 논의된 이후 유치원에서 교수매
체 또는 교사도우미로서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 로봇 활용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으나 미래 학습자원으로서 로봇의 보급이 확산될 것은 명백하다. 그렇지만 로봇이 
교육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교육의 보조매체로 이용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즉 인공
지능(AI)은 유아별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지적 보조기구(Intelligent Assistant)
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아이로비라는 교사보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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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보급되어 있다. 유아기에 로봇과 같은 기기는 유아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
하지만 장기적으로 유아의 집중력, 사고력과 충동조절 능력을 저해한다. 어릴 때 기술
에 지나치게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 이유로는 사회적 소통이 약
화되면서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유아기에는 놀이 중심 교육
이 필요하다. 놀이에는 실험 행동이 많이 내포되어 아동이 놀이를 하면서 다각적 탐
색을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기술과 광범위한 반응 레퍼토리를 습득하게 되기 때문이
다. 셋째, 캐드 수업이나 코딩교육은 언어사고력, 수리력, 추리력, 분석력과 논리력 등
을 가지고 규칙적이고 계획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능력은 좌뇌에서 관장하고 취학후 1학
년부터 6학년까지 좌뇌가 우뇌보다 더 발달하고 좌뇌 발달에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
다(김영환, 2014, 44-52).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적 접근은 유아교육의 방향 변화
로 이어질 것이다. 첫째, 다양한 분야를 융합하여 활용하는 능력이 더 많이 요구될 
것이기 때문에 과목들을 따로 분리하기보다는 기존과 같이 통합교육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교육기관에서 로봇을 활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로봇은 유아와의 
상호작용 측면 보다는 유아들에 대한 관찰부터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감독 하는 등 
기계를 이용하여 더욱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셋째, ‘교사’의 역할과 질이 변화할 것인데 교사는 더 이상 교과서나 매뉴얼
을 따르지 않고 테크놀로지와 다방면의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넷째, 유아교육기
관의 환경이 기술·친화적으로 바뀌며 다섯째, 아동 개개인의 특성을 살리는 맞춤식 교
육이 강조 될 것이다. 여섯째, 자연친화적 교육프로그램이 각광을 받을 것이며, 일곱
째 가정과 유아교육기관간의 협업이 강조되고, 여덟째 혼합연령반이 확대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협동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 접근법이 확산될 
것이다.

미래사회에서는 대도시보다 소도시 위주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가정과 
교육기관, 지역사회 기관 간의 교류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활발하게 일어날 것
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연계는 가정과 아동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공동체적 삶
에 가치를 두고 협력적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미래사회에 겪을 교육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가 필
요하다. Horx 외(2014, 65)는 가정에서 많이 놀고, 발견하고 실험해볼 기회를 제공하
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하였다. 미래 사회에서도 유아기 교
육은 지금처럼 놀이중심 교육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부모의 놀이중심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기관에서는 놀이를 강조하고 실행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아직도 인지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면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남보다 빨리 많은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 우위를 점하고 싶은 것으로 경쟁위주의 사회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
영한다. 따라서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현재 초등, 중·고등 교육에서는 미래 사회의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개
발되고 있는 반면 유아교육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와 정책 제시가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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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2017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화되고 있
으며 중학교 정보 과목이 선택과목에서 필수 과목으로 전환되었고, 고등학교에서는 
정보를 일반 선택과목으로 개편하여 초-중-고등 교육이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다(양재
명, 2017). 반면에 유아교육은 정보 영역에서 초등교육과 교육적 연계성을 갖지 못하
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미래 사회 적응을 위한 핵심 역량인 ‘협력적 창의성’의 기초를 유아기부터 다져주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은 인문사회 분야 뿐 아니라 자연과학과의 접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 유아교육에 관한 기초 연구와 테크놀로지 적
용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관련 연구결과를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아기
의 교육은 유아의 삶과 관련되지 않는 분야가 없음을 강조하여 다양한 분야로부터 재
원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김영옥, 2010, 1-7). 그러한 재원은 유아교육의 잠재성
을 극대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관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며 이를 관장하는 부처를 일원화하여 재원의 낭비를 줄이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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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스마트 홈과 교육의 미래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 컴퓨터사이언스)

목 차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 검토
 가. 스마트홈 기술의 현재와 미래
 나. 스마트 홈 기술과 교육의 변화: 
    주요 사례 및 관련 연구

3. 미래 스마트 홈을 통한 협력적 
   창의성 증진
4. 스마트 홈을 통한 교육의 변화

요 약

미래 스마트 홈은 우리가 아는 스마트 기기로 꽉 찬 모습이 아니라 모든 공간에 
인공지능과 가상 에이전트가 연계된 앰비언트 컴퓨팅 또는 생활 지능 공간이 될 
것이다. 이를 구현하는 핵심 요소 기술인 인공지능, 가상·증강 현실, 가정용 로봇, 
새로운 스마트 기기들은 아이들이 학습하는 과정과 방법, 지식의 형태, 협력과 의
사소통의 방식을 크게 바꾸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홈의 미래 기술이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그러한 기
술이 교육의 내용과 형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분석해 본다. 또한, 기술과 창의성의 관계, 새로운 협업의 방안, 사회적 지
능의 강화,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의 미래를 논의한다. 특히, 미래 인재의 핵심 역
량인 ‘협력적 창의성’을 이루는 주요 요소를 미래 스마트 홈에서 어떻게 획득하거
나 육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파악했다. 

가정에서 아이들은 새로운 학습 방식을 획득할 것이며, 원하는 정보와 지식은 지
금 같은 교재나 기기가 아닌 어디에나 존재하는 지능형 에이전트의 도움으로 얻게 
된다. 놀이가 기본인 아이들 학습은 새로운 도구를 통한 놀이를 갖게 될 것이며, 
대화와 협력은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소셜 로봇이나 공간 제약이 없이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친구와 함께 문제 해결과 협력을 수행하게 된다. 

스마트 홈에서 활용되는 기기와 기술은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만들 것이며, 관계의 대상은 지금같이 인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
라 지능을 표현하는 가상의 존재,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디지털 생명체, 지리적/
문화적으로 떨어져 있는 다른 장소의 아이들이나 교습자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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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미래의 집은 기술의 발전으로 내부의 구조와 구성원, 활용되는 기술이 혁신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과 실감형 디스플레이,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센서 네트워크, 가정용 로봇, 초고속 인터넷 등은 거주 공간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며, 
업무 방식이나 학습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사실 도시의 모든 공간은 우리가 어디
서나 지식을 획득하고,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며, 공동 작업과 협
업은 공간의 제약을 뛰어 넘고 있다. 특히 집 공간은 단지 거주를 위한 곳이 아닌 업
무와 일상을 겸하고,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진화할 것이다. 

미국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집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비중은 2013년 19%에서 
2015년 24%로 증가했으며, 이중 38%는 경영이나 금융 분야, 35%는 다른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다 (BLS 2016). 미래에는 이 비중이 68%까지 될 것으로 예측한
다(Flexjobs 2017). 이런 변화로, 집은 거주 공간이면서 업무 공간이 될 것이며, 집에 
있는 아이 역시 성장과 학습 과정에 스마트 홈 기술 환경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아
이들은 학교나 도시의 다른 교육 공간에서의 학습 과정이 큰 끊임없이 집에서도 연결
될 수 있을 것이며, 스마트 홈을 위한 특별한 기술과 가정용 로봇과 같은 새로운 존
재를 통해 집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학습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플러스넷에서 제시한 2027년 스마트홈의 모습은 이미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
에 의해 10년 뒤 집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예시하고 있다(Plusnet 2012). 

<그림 1> 2027년 미래의 스마트 홈

출처: Plusnet(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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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전 업체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업, 통신 회사, 반도체 회사, 로봇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스마트 홈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며, 20년 뒤의 
우리의 집은 지금과는 매우 다른 구성 요소로 구현될 것임을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등장하거나 향후 가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중에 아이들
의 교육과 학습에 관련이 깊은 기술들의 진화와 미래 수준을 예측하고, 이런 기술이 
가정에서 학습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파악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미
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과 역량이라고 말하는 사회성과 감성적 능력을 학습하기 위한 
방식에 스마트 홈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세계경
제포럼이 보스톤 컨설팅 그룹과 협업을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술을 통해 사회적
이고 감성적인 학습(SEL)을 발전시키는 것이 교육의 새로운 비전’이라고 말한 것에 
동의하기 때문이다(WEF 2016).

SEL을 통해 얻는 역량은 창의성, 문제 해결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며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능력이다. 본 과제에서는 이를 통합해 ‘협력적 창의성’을 
미래 세대가 갖추어야 하는 가장 핵심 능력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홈 환
경과 기술 그룹이 어떻게 협력적 창의성을 강화할 수 있는가를 핵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한다. 

Ÿ 스마트 홈 기술 중에 교육과 학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
Ÿ 스마트 홈은 학습 환경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Ÿ 사회적이고 감성적인 학습을 위한 기술은 무엇이고 협력적 창의성을 강화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과 학습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 현재 가능한 답을 찾으면서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 가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가. 스마트 홈 기술의 현재와 미래

스마트 홈 영역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스마트 가전들이다. 이는 가전 기기가 
인터넷과 홈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생활의 편리성과 새로운 사용 경험, 정보 기기로서
의 역할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최종미, 2011). 그러나 아마존의 대시버튼을 내장하
는 것과 같은, 발전하는 인터넷 서비스와 연동하거나, 스마트 허브를 통해 다른 스마
트 기기를 통한 제어가 가능해 지고, 통합적 사용을 통해 얻어지는 사용 데이터는 또 
다른 새로운 서비스 모델로 진화가 가능하게 되었다.15)

15) 대표적인 것이 구글의 네스트 스마트 온도조절기로, 각 가정의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통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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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의 변화는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의 홈, 애플의 시리, 삼성의 빅스비와 같
은 가상비서 기능과 연동함으로써 음성 인식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 다양한 정보 제
공 기술, 다른 기기나 서비스와 연계해 새로운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
게 되었다. 이 영역은 가전 회사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업, 인터넷 서비스 기업, 통신 
회사 등 다양한 영역의 기업이 각자의 사업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
는 뜨거운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결국 중요한 기반 기술이 될 전망이다.

시장 조사 기관 오범(Ovum)은 2021년에는 가상 디지털 비서가 세계 인구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했는데, 이는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 공간에서 이와 같은 
가상비서를 만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 2021년까지 가상비서 증가 추세

출처: Ovum

스마트 가전 역시 허브의 역할을 하면서 정보 제공, 전자 상거래 기능, 가족과 다양
한 상호 작용,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강화된 제품이 등장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삼성이 만든 패밀리 허브 냉장고, LG의 스마트씽큐 허브 같은 제품들이다. 

스마트 홈에서는 기존의 전자 제품뿐만 아니라 이들을 제어하거나 전체 사용 환경을 
손쉽게 구축하는 통합 기술 역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구글은 네스트 온도조절장
치를 하나의 허브로 운영하면서 다른 스마트 기기와 연동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동
시에 구글 홈이라는 스마트 스피커를 통한 접근을 동시에 시도하고 있다. 삼성 역시 
스마트씽즈 허브가 제시되었지만 향후에는 빅스비와 같은 가상비서를 통한 제어를 추
구할 예정이며, 애플은 홈킷을 통해 전제 가정의 스마트 기기를 통제하면서 동시에 
사용자가 생각하는 하나의 상황을 ‘씬’이라는 방식으로 묶어서 편리하게 제어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집에 도착’이라는 씬을 선택하면, 문이 열리고, 방범등이 켜지고, 
침실 온도를 올리고, 거실 불을 켜는 것이 하나의 메뉴 선택으로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는 기술이다. 

회사가 효과적인 에너지 공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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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가장 변화를 가져올 기술 중 하나는 음성, 표정, 제스처 등 다양한 방식으
로 표현을 하면서 가족 구성원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소셜 로봇 기술이다. 
소셜 로봇의 파이오니어인 MIT의 신씨아 브리질 교수가 중심이 되어 발표한 지보
(JIBO) 로봇도 최근 발매를 시작했으며, 프랑스의 버디, 메이필드 로보틱스의 큐리, 
LG전자의 허브 로봇, 국내 스타트업인 진인사컴퍼니의 뽀로롯 등이 이 영역에 속한 
로봇이다.16) 이들은 대부분 음성을 인식하면서 화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법을 
사용하며, 일부는 이동성을 갖고 있다. 특히 가정에서의 사용을 위해 친밀감을 높이고, 미니멀 
디자인, 안전성, 터치를 통한 제어 등을 가정하는 디자인을 보여준다. 특히 머리 부분이 몸체
에 비해 크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사람을 포함해 어린 동물의 모습을 상기하게 한다
(Ackerman, 2017).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가정용 소셜 로봇을 의인화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디
자인은 진짜 인간의 모습은 가능한 배제하고 사람들이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대응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현재 디자인의 주요 트렌드이다. 널리 알려진 불편한 계곡(불쾌한 
골짜기)(Mori 2012)을 피하려는 시도이다. 케이트 달링(Darling 2012)은 인간과 소셜 
로봇과의 관계가 더 강해지는 이유로는 실재성, 자율적 움직임, 사회적 행위의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소셜 로봇은 애완 동
물의 권리가 발전한 것과 유사하게 발전될 것이고, 그 권리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
음을 제안했다. 

미래의 가정에서 교육과 관련되어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가상·증강 
현실이다. 이미 많은 기업이 가상·증강 현실을 교육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
며, 전문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테크나비오(Technavio)에 따르면 가상현실을 이용한 
교육 시장의 규모는 2016년 1억 8,700만 달러에서 2021년 1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며, 연 평균 55%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오큘러스 커넥트 컨
퍼런스에서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향후 가상현실 사용자가 10억 명이 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선언했다(The Verge 2017). 이는 비즈니스와 학교뿐만 아니
라 가정과 개인에게 보급이 이루어져야 도달할 수 있는 숫자이다. 

구글은 카드보드 유형의 저가 가상현실 기기를 학교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
며, 교육용 콘텐트를 위해 ‘구글 탐험’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의 유적지와 박
물과 유명 장소를 소개하는 콘텐트를 제작 지원하고 있다. 구글 탐험 가상현실 콘텐
트는 이제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며, 카드보드, 데이드림 헤드셋과 안드로이드 폰 모
두 적용 가능하다(TechCrunch 2017a). 아이들을 위한 가상 현장 학습은 매우 활성
화된 응용 영역으로 구글 외에도 알링톤의 과학 중심 학교는 스미소니언 박물관 투어
를 오큘러스 리프트를 통해서 감상하도록 하며, 스페이스의 타이탄은 태양계 탐험을, 
쥬라기 가상현실 콘텐트 등 다양한 형태의 현장 학습 응용 콘텐트가 제작되고 있다
(Walsh 2017). 뉴욕 타임즈는 자사의 가상현실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백만 개 
이상의 카드보드를 제공했는데, 이는 학생들이 향후 접하는 미디어 경험이 크게 달라

16) 소프트뱅크의 페퍼는 가정보다는 매장이나 오피스, 사회 공간에서 사용을 우선하기 때문에 가정용 
소셜 로봇에서는 제외했으며, 토요타의 키로보 역시 자동차에서 사용을 전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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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NYT 2015).

교육 분야에서 가상·증강 현실을 이용해 새로운 교육 콘텐트나 새로운 경험을 제공
하는 대표적인 회사로는 다음과 같은 기업이 있다(Touchstone 2016).

이머시브 VR 에듀케이션 우프버트VR
유니머시브 니어포드
구글 이온 리얼리티
알케미VR 쉘 게임즈
디스커버리VR 가마르
지스페이스 씽링크
큐리스코프

이 가운데 이온 리얼리티의 이온 익스피리언스 포털은 교사와 학생이 만든 작품을 
공유하고 서로의 창작을 탐구하도록 하며, 이온 콜리시움은 학생과 교사가 가상 세계
에서 만나서 서로 협업하도록 한다. 

가상·증강 현실 기술이 갖는 기능 중 하나는 가상공간에서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
생, 학생과 분야 전문가들이 만나서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서로 토의하거나 
같이 경험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협업 방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것은 
페이스북이 소셜 VR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한 기술이다(Roszky 2016; Engadget 
2017). 소셜 VR은 집에 있는 아이들이 교사나 다른 아이들과 함께 가상/실제 공간에
서 만날 수 있게 하고, 관심이 있는 영역의 전문가를 초대하거나, 원하는 전문적 교
육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현실 세계에 가상현실을 추가해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증강현실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매직 립, 메타 2 등의 회사가 새로운 기기를 통해 경쟁
하고 있으며, 애플은 AR 키트를 소개하면서 스마트폰에서 자연스럽게 증강현실을 이
용하는 세상을 계획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는 여러 기업과 협력을 통
해 전문 직업 교육이나 훈련을 위한 응용을 만들어내면서도 동시에 대학이나 아이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메타의 플로리안 래드키는 TEDx 게이트웨이 연설에서 증강현실이 교육을 완전히 바
꿀 것이며, 매 시간 증가하는 3차원 모델 데이터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구성
과 동작 원리를 학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TEDx 2017). 
특히 가상·증강 현실은 지금 보는 것과 같은 무겁고 큰 장비를 넘어서 스마트 안경이
나 콘택트 렌즈 형태로 변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금의 스마트 폰을 대치할 수준으
로 발전할 것이다. 

나. 스마트 홈 기술과 교육의 변화: 주요 사례 및 관련 연구

스마트 홈을 구성하는 다양한 미래 기술은 교육 분야에서는 에듀테크라는 이름으로 
커다란 변화의 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4차 산업혁명에서도 21세기 인재 양성이라
는 과제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홍정민 2017). 에듀테크는 “교육 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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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효과와 진행과정, 새로운 학습 방식 등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1:1 교육과 마
찬가지의 완전 학습을 추구하는 것이 에듀테크가 기존 이러닝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
역인 것이다. 모바일 기기와 클라우드, 소셜 네트워크,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의 
새로운 기술 흐름은 교육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그 기본 개념과 주요 
활용 기술을 얘기할 수 있다(한상기 2016).

스마트 홈에서 사용되는 허브와 같은 기능의 도입은 가정에서 구성원간의 소통과 정
보 전달, 역할 분담의 방식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호 연결된 가
전 기능은 아이들에게 가정에서도 복잡하게 연계된 문제의 설정이나 상호 관계성을 
이해하는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특히 기술의 통합은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
에 대한 인식과 이를 하나의 통합된 사고로 문제를 풀게 하는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알렉사와 같은 음성 기반 가상비서는 교육에서 역할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전망
이 나오고 있다. 이미 알렉사의 스킬을 소개하는 아마존의 페이지에서는 유아와 
K-12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킬이 2천 개가 넘는다. 음성인식을 통한 질의와 명
령 또는 사람과의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은 가정에서 특히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음성을 통한 상호 작용은 아이들의 학습 과정과 사회성 훈련에도 하나의 
캐릭터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가정 구성원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가상비서는 
게임을 통한 확률의 개념을 가르치거나, 단어와 관련된 문해력을 높이고, 지리와 역사
에 대한 정보 획득, 뉴스 브리핑을 통한 사회 이슈 인식, 오디오북 같은 책을 읽어 
주기,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정보 확인을 통해 어린 아이들이 음성을 통한 상호 작
용으로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다(Ellis 2017).

인공지능 기술은 교육의 혁신이라는 주제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다. 이미 미국 
인공지능학회는 2013년에 교육 특집을 출간하면서 교육에서의 인공지능이 갖는 5개
의 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Woolf 2013).

Ÿ 모든 학습자에게 가상 멘토를 제공하기
Ÿ 21세기 스킬을 자기 주도, 자기 평가, 팀워크 등을 통해 학습자가 습득하게 

하기
Ÿ 학습 과정에서 상호 작용 데이터를 분석하기
Ÿ 글로벌 교실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Ÿ 평생 교육, 인생 전반에서의 교육을 지원하는 기술

인공지능이 교육 분야에서 교사를 지원해 개인화된 교육을 제공하거나, 학습자들에
게 다양한 유형의 학습 방식을 지원하고, 효과적인 조기 교육과 이후 중고등, 대학 
과정 교육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전망은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
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조사에서 IBM이 제출한 문서에서 주장하고 있다(IBM 
2016). 2016년 10월 발표한 미국 정부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계획에서도 가상 튜터를 
통한 전 생애 학습, 각 개인의 흥미, 능력, 교육에 대한 니즈에 따른 주문형 교육 개
발, 인공지능 기술로 개선된 학교가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환경을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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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D 2016).

향후 100년 동안 인공지능이 가져올 기술과 사회 변화를 연구하는 스탠포드 대학의 
‘AI 100년’ 연구 그룹에서도 1차로 ‘2030년 인공지능과 삶’ 보고서를 내면서 교육 분
야에서는 학습 로봇,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 학습 분석 세 분야를 주목했다(Stanford 
2016). 이 보고서에서 인공지능이 2030년 교육에서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다음과 같
이 제시하고 있다.

Ÿ 인간 교사는 인공지능 기술의 지원을 통해 교실이나 집에서 더 개선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 특히 가상현실 기술은 이미 생물학, 해부학, 지리학, 천문
학 등과 같은 자연 과학 영역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Ÿ 인공지능 기술은 점점 정규적인 교실 교육과 자기 주도형 개인 학습 간의 경
계를 불분명하게 할 것이다. 특히 적응형 학습은 고급 교육 영역에서 점점 더 
교습의 핵심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

Ÿ 학습 분석은 개인화 교육을 위한 도구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다.

Ÿ 기계 번역은 다른 언어로 쓰여진 교재 번역을 더욱 쉽게 할 것이다.

Ÿ 온라인 학습 시스템은 성인과 전문 직업인이 자신의 지식과 스킬을 향상하는 
기회를 더 갖게 만들 것이다.

Ÿ 특정 기술은 신경 영역에서 부가적 효과를 보여줄 것이다. 

가상 멘토를 통한 학습 방식의 변화는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ITS)은 학습자의 정신 
상태 수준을 확인해서 잘못된 개념이나 학습 영역에 대한 이해 정도를 추적할 수 있
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에게 시기적절한 가이드, 피드백, 설명을 제공하고, 자기 규
제, 자기 모니터링, 자기 설명과 같은 생산적 학습 행위를 고취해줄 수 있다. 나아가
서 수준 정도에 맞은 학습 행동을 제시하거나 학습자에게 가장 적절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Stanford 2016). 그러나 ITS(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에 대한 이슈는 아직도 
그 효과를 명확히 정량화하거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Ma and 
Liu, 2014).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의 웬팅 마 등의 연구가들이 107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을 한 결과 전반적인 결과로는 성과가 있지만, 개인이나 작은 그룹을 대상으로 
사람이 직접 가르친 것에 비해서는 뚜렷한 우수성이 발견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
다. 

적응 학습의 경우도 빌앤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지원한 다양한 적응 학습 프로젝트 
결과를 분석한 SRI 보고서에서는 15개 중에서 4개만이 약간 향상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사용 대상, 환경, 교사에 따라 아직 기술의 성과를 확신하는데 변수가 너무 많
음을 보여준다(Yarnall 2016). 다시 말해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튜터링이나 적응 
학습은 장기적으로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지만, 아직 현재의 교육 여건에서 적용 환
경이나 방식, 기술 한계, 대상에 따라 좀 더 고도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로봇을 이용한 교육은 코딩 교육부터 시작해서 창의성을 키우는 수단으로 많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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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이 오조봇, 레고 부스트, 프리모 토이 큐베토, 키보, 큐블릿, 
대쉬 앤 닷 등이 있다. 이런 로봇은 4세에서 1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지향하며, 국
내에서도 디오, 유아로, 알버트 등의 다양한 코딩 로봇이나 키트가 개발되었다. 코딩 
로봇은 스크래치, 엔트리, 블락키 같은 조립형 블락 기반 코딩 언어를 기반으로 코딩
의 기본 개념을 배우고, 이를 통해 주어진 문제 해결이나 컴퓨팅 개념을 습득할 수 
있는 스마트 토이 수준이다.

하버드 대학 와이스 연구소는 대화형 코딩 로봇을 상업화해서 교육 분야 스타트업인 
‘루트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설립했다(Wyss 2017). 아이패드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의 기본을 익힐 수 있고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스위프트와 같이 유아용보다는 10대
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환경이다. 그러나 초반에는 블락 기반의 프로그래밍으
로 시작해 그래픽과 텍스트를 혼합한 중간 단계 인터페이스를 통해 단계별 학습이 가
능하게 함으로써 초등학교 수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다. 또한, 가정에
서 아주 단순하면서도 종이나 테이프를 같이 활용해 흥미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 방
안으로는 소니의 토이오(toio) 공작생물 같은 제품이 있다. 비디오 게임 콘솔과 같은 
기기를 기반으로 비쥬얼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움직이는 토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림 3> 소니의 토이오

출처: 토이오 웹사이트

다양한 미래 기술은 건강한 아이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가정에서도 
새로운 학습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사물인터넷 기기 중에 웨어러블 기기는 이
미 학교에서 장애 아동 학습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줬다(Pepe and Talalai 
2016). 

애플 시리(Siri)와 같은 가상 에이전트17) 역시 아이들과의 소통에서 도움을 줄 수 있
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특히 자폐아의 경우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일 수 있는 사
례가 보고되기도 했다(NYT 2014). 특히 어떤 특정한 주제에 강박관념을 보이는 아이

17) 가상 에이전트는 가상비서로도 번역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지시하거나 질문 또는 요구하는 
사항을 대행해주는 기능으로 에이전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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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는 시리와 같은 가상 에이전트는 지침 없이 끊없는 질문을 처리해준다. 물론 
일반인에게는 이런 학습 방식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지만, 대면 관계에서 소통이 
어려운 아이에게는 가상 에이전트의 역할이 긍정적일 수 있다. 자폐아가 가상 에이전
트를 실제적인 존재로 생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음에 대한 연구 역시 진행되어 왔다(Bernadini et. al. 2013).

2016년 NMC의 호라이즌 보고서에서는 이미 웨어러블 기기가 향후 4-5년 안에 넓
게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NMC 2016), 뉴저지 시티 대학의 해리 무어 스쿨에서
는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학생의 탐구 동기, STEM 관련 프로젝트에서의 접
근성 창출, 운동 능력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
(WEF 2016)에서는 사회성과 감성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학습 전략을 제시하고 있
는데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Ÿ 놀이 기반 학습을 고취하기
Ÿ 학습을 더 작고 조직화한 조각으로 나누기
Ÿ 학습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Ÿ 성장 마인드셋을 개발
Ÿ 관계를 육성하기
Ÿ 집중할 시간을 허용
Ÿ 반성적 사고 (reflective reasoning)와 분석을 키우기
Ÿ 적절한 칭찬을 제공
Ÿ 아이가 주제를 발견하도록 가이드
Ÿ 아이들이 자신의 개성과 강점을 활용하도록 돕기
Ÿ 적절한 도전을 제공
Ÿ 참여적 돌봄을 제공
Ÿ 명시적 스킬을 타킷하는 명확한 학습 목적 제공
Ÿ 직접적인 방식을 사용

특히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창의성을 
위해서는 스스로 만들고 혁신하는 기회, 선택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언어가 풍부히 사용되는 환경을 만들고, 협업을 위해서
는 상대방에 대한 더 큰 존중과 참을성을 발전시키고 그룹 작업의 기회를 제공해야한
다고 한다. 가상·증강 현실 기술이 활용되는 교육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이런 기술 도구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창의성을 키우고, 인터넷이 지식을 민주화했듯
이 가상현실은 누구에게나 경험을 제공하며,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다(Hu-Au 
2017).

20년 후 스마트 홈은 소위 컴퓨터가 사라지는 ‘앰비언트(Ambient) 컴퓨팅18)’이 구

18) 앰비언트 컴퓨팅은 사람이 실재하는 공간에서 항상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며 이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전자적 환경을 구축하는 컴퓨팅을 말하며, 이를 구현하는 것을 앰비언
트 인텔리전스라고 한다.



- 120 -

현되어지는 세상일 것이다(Mossberg 2017). 앰비언트 컴퓨팅의 의미는, 대부분의 기
술이 직접적인 기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집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적 존재에 
인공지능이나 스마트 기능이 내장되어질 것이고, 가상 에이전트는 어떤 공간이나 가
구에서도 불러낼 수 있으며, 증강현실은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의 한계를 넘어, 가상과 
현실이 함께하는 혼합 공간을 제공하는 환경을 말한다. 미래 스마트 홈에서의 교육은 
이런 앰비언트 컴퓨팅이 현실화된 공간에서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도시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와 콘텐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미래 스마트 홈을 통한 협력적 창의성 증진

기술이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는 미래 교육 
전 분야에서 다루어야 하는 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홈으로 대표되는 집의 
변화가 가정에서 아이들 교육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거나 새로운 교육 방식을 만들어 
낼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주제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클라우드, 강
상/증강 현실 모두 앞으로의 교육과 학습 방식을 크게 바꿀 것이라는 데에는 전문가
들이 모두 동의한다. 아스펜 아이디어 페스티벌에서도 ‘기술이 우리가 학습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가?’라는 빅 퀘스천이 주어졌다(The Atlantic 2015).

주요 전문가들은 기술이 현재는 단지 도구일 뿐이고 학습을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데 이는 지금의 교실의 형태나 학습 공간이 아직도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임을 지적한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을 지식과 학습 내용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바꾸고, 나아가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접근을 크게 변화시킬 것임을 강
조한다. 경험의 변화는 학습을 기본적으로 크게 바꿀 것이다.

디지털 기술이 단지 연결성이나 접근성만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과의 연
결 확대나 감성의 교류를 이끌어 내야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감정을 교류하거나 가
정에서도 언제든지 원하는 사람들과 연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은 아이들
의 학습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미래의 스마트 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
술 환경과 제품,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학습 형태가 어떻게 미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 홈은 지식에 대한 접근과 사물
에 대한 경험, 학습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에 의
한 학습 방식의 긍정적 개선을 예측할 수 있다. 

2016년 미국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공동 정책 보고서인 ‘조기 학습과 교육 기술 정
책 브리프’에서는 유아 학습자들이 친구와 어른들과 함께 관계를 발전하고 학습을 확
장하면서 의미 있는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DoE and DoHHS 2016).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을 
활용해 유아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보여준 결과가 있다. 

Ÿ 대인관계를 지원: 비디오 채팅 소프트를 통해 유아들이 멀리 떨어진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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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관계 유지
Ÿ 학교 입학 전 능력 개발 촉진: 앱을 이용한 STEM 교육이 조기에 비판적 사고

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함
Ÿ 언어 개발과 커뮤니케이션: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앱을 사용해 다른 언어애 

대한 관심을 키우고 수업 커뮤니티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함
Ÿ 탐구와 학습: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발견과 학

습 내용을 기록함

앞의 논문에서 최재정은 미래 아이들의 교육의 지향점을 ‘협력적 창의성’ 개발에 두
었고, 이를 위한 미래 역량으로 ‘디지털 문해력’, ‘문제 해결 능력’, ‘기획, 계획 능력’, 
‘창의성과 유연성’, ‘협동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법의 학습 능력’, ‘스트레스 저
항력’을 제시했다. 미래 세대에 ‘디지털 문해력’은 태어나면서 모든 환경이 디지털 기
반이 될 것임을 가정한다면, 지금에 비해서 월등한 능력을 갖출 것으로 생각한다. 다
만, 디지털 문해력이 단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능력이거나 코딩 능력만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디지털 능력은 지식의 구조와 존재 방식이 과거와 달리, 주제와 관련된 네트
워크이며,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 지식이 존재함을 아는 능력이다(Weinberger 
2012). 인공지능을 이용한 ITS나 가상 에이전트는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다양한 종류
의 지식과 콘텐트가 있음을 알려주고, 이들이 여러 채널에 존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줄 수 있다. 가정의 공간 자체가 모두 상호작용이 가능한 지능형 기기가 되는 미래의 
집에서는 디지털 문해력은 그냥 다양한 기기를 활용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지능형 가
상 에이전트와 소통하는 능력이다. 그러한 소통은 자연언어, 제스처, 표정 등 인간이 
구사하는 모든 자연 인터페이스일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문해력은 결국 자연스럽게 
탐구하는 인간의 본연적 능력에 해당하게 된다. 

‘문제 해결 능력’과 ‘기획, 계획 능력’은 다양한 스마트 토이와 코딩 로봇, 가정용 동
반 로봇 등을 통해, 또는 스마트 도시에서 구축한 데이터 허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
는데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문제의 의미를 알아내는 과정 
역시 질의응답과 대화식으로 풀어 나갈 수 있으며, 문제가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시
각적이나 청각적인 시뮬레이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각 단계별로 하위 문제 역시 다
양한 솔루션 그룹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결 자체는 존재하는 데이터와 솔
루션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문제 해결 능력은 21세기 컴퓨팅 사고로 
풀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위한 기초 능력은 다양한 코딩 훈련과 알고리듬 
기반 사고로 육성할 수 있다. 가상 튜터나 상호작용 가능한 기기는 이런 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가정에서 다양한 기기가 연결되어 작동되고, 이들을 연결 조립 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가정에 존재하는 인공지능 튜터나 가상 에이전트는 단지 집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클라우드와 연결되어 세상에 존재하는 글로벌 브레인에 접속할 것이기 때문에, 모
든 아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지식 라이브러리에 접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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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문제에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중
요할 수 있으며, 앞으로 에듀테크는 흥미와 집중을 어떻게 유도할 것이며, 어떤 질문
을 갖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지능형 튜터는 아이들의 학습 과정이나 
성과를 지속적으로 측정 확인 할 것이며, 아이들의 성장 단계와 학습 진행 수준에 맞
는 문제를 제시할 것이며, 이런 적응 학습 방식이 스마트 홈에 있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 가상·증강 현실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도시의 지식 커뮤니티와 연계하는 방식
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나아가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발전은 아이들의 학습 성과를 뇌과학적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Marchesi and Ricco 2013).

‘창의성과 유연성’은 스마트 홈 기반 환경에서는 양면성이 있을 수 있다. 많은 문제 
해결이 단순히 명령과 지시로 자동화되어 이루어지는 경우, 기초적인 창의적 사고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더군다나 스마트 모바일 기기가 우리의 집중력을 약
화시키고 그 결과 창의성을 감쇄한다는 연구와 주장이 스마트폰 초기에 나타났었다 
(Eastwood 2012). 이스트우드는 모든 지루함은 집중의 실패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스마트 기기는 집중의 실패를 유도하고 따라서 미묘한 자극이나 주의를 갖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아이들의 학습 과정을 면밀히 살피면
서 보다 창의적 사고와 도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튜터는 이런 문제
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본다. 아이가 관심이 없거나 이해도가 떨어지면, 주어진 문제
에서 좀 더 아이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로 전환하거나 수준을 바꿀 수 있으
며, 나아가서 학습 성과를 평가하면서 문제 해결을 이끌 것이다.

창의성은 많은 학술적육연구와 개념 정립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이지만 가장 
단순하게는 무엇인가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형성하는 현상이다. 멈포드(Mumford 
2003)는 창의성에 대한 과학 연구를 통해 창조성은 새롭고 유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하며, 스턴버그(Sternberg 2011)는 독창적이고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는 것
이라 말하고 있다. 기술이 창의성을 강화하거나, 창의적 과정을 지원한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어 왔다. 스티브 잡스도 ‘21세기에 가치를 창조하는 가장 좋
은 방법은 창의성과 기술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했다(Edtech 2017). 에듀테크에서는 
특히 기술이 교육 환경에서 창의적 과정을 어떻게 연결하고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
는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 왔다(EdTech 2017).

지금까지 많은 인공지능 기업은,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창의성을 갖게 만들고자 하
는 노력도 하지만 보다 더 관심을 갖는 방향은 인간의 창의성을 확장하고 증강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이다(IBM 2017; TechCrunch 2017b). IBM에서 왓슨 기술 총괄인 
롭 하이는 ‘우리의 목표는 인간 마음을 재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에 영
감을 주기 위해 인간과 상호 작용하는 기술에 더 관심이 있다’고 했으며, 어도비의 
인공지능 플랫폼 역시 인간의 창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 즉, 대부분
의 인공지능 연구는 인간의 지능을 확장하거나 창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추구하기 때문에, 미래의 아이들은 이런 도구와 기술을 기반으로 보다 더 창의적 학
습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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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링톤에 있는 텍사스 대학의 폴 폴러스 연구(Paulus 2012)에 의하면 협력적 창의
성은 잘 맞는 사람, 적절한 지원, 동기와 과업의 문맥, 효과적인 사회적 그리고 인지
적 과정이 있어야 가장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주장 한다. 

스마트 홈에서 활용할 기술은 바로 이런 적절한 팀 구성과 동기 부여, 사회적 커뮤
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지속적인 창의적 프로세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교사, 부모, 인공지능 튜터 등이 제시하는 문제나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는 주제에 대
해 가장 적절하게 문제 해결 과정이나 접근 방식을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
의 학습 효과를 가장 높이게 만드는 방안이 될 것이다. 가상·증강 현실 기술은 경험
의 폭과 정보 접근, 지식 이해 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학
습하던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이며, 이는 아이들의 창의성, 인지 능력을 크게 향상시
킬 것이다. 

 ‘협동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은 미래 기술이 지금보다 더 월등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다. 가상 에이전트와 가상·증강 현실은 가정에서 협동과 의사소통을 이끌
어 낼 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다른 존재 (동료, 전문가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에
이전트)를 가상공간이나 현실에 초대해서 같이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할 수 있다. 기계 
번역과 자동 통역 기술은 언어와 상관없이 소통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이는 인공지능 
기술이 학습에 가장 크게 공헌할 영역이기도 하다. 

그 동안 디지털 기술이 면대면 소통과 협업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가상·증강 현실이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가상 환경에서의 몰입과 원격으로 실제 환경에 이동함으로써 
과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어떤 제약도 없
이 이런 학습 환경을 구현하려면 현재 가상현실 기술이 가진 대표적인 문제점인 헤드
셋, 가상 아바타 방식, 가상 세계에 맞는 협업 도구 구현, 사용의 편의성 등이 개선되
어야 한다(Nathan 2016). 이런 측면에서는 증강현실 방식이 훨씬 유망하게 활용될 
수 있다. 기존 공간의 자연스러움이나 편안한 환경에서 상대방의 표정이나 비 음성적 
신호를 읽으면서, 기존의 협업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렌즈를 통해서 아이와 소통하는 홀로포테이션을 제시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결국 홀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증강현실 기술이 이런 협업에 사용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뛰어난 교육 환경과 제도로 알려진 핀란드에서도 유아 교육은 ‘에듀케어’로 부르며 
돌봄과 교육으로 이해한다(김병천 2017).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독립적 학습자로 보면
서 아이들이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운다‘는 이념이 기본이다. 

가상 에이전트는 아이들에게 대화 방식과 사회성을 길러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발전된 가상 에이전트 기술을 제공하는 주요 기업 서비스 안에서 여
러 캐릭터로 존재할 것이며, 대부분의 가정 기기에 내장되거나 연계될 것이다(Reith 
2017). 가상 에이전트의 인간적 모습은 아이들이 다양한 에이전트와 대화 또는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제고하게 할 것이며, 협업과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을 활성화하
고 지원하게 만들 것이다. 인공지능 튜터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스마트 기기에 있
는 다양한 에이전트는 아이들이 가진 문제 해결이나 팀워크에 가장 적절한 구성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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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으며, 적절한 대화 수준과 단계에 따라 아이들이 창의적 과정을 습득하게 만
들고, 질문과 대응, 가상·증강 현실을 통한 경험의 확장으로 아이들의 상황 인식과 공
감의 능력을 증진하게 만들 것이다. 

<그림 4>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포테이션

출처: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이는 디지털 기술로 관계는 증가하지만 대화는 줄어들고 있다는 현상을 크게 변화시
킬 가능성이 높다(터클 2012). 특히 대화에 약하거나 주저하는 사람에게 위안을 주거
나 격려를 해주는 역할은 아직 대화 방식에서 세련되지 못한 아이들이나 가족 사이에
서 즐겁게 대화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NYT 2014). 오히려 
아이들이 인간보다 더 친절하고 더 유능한 가상 에이전트 캐릭터를 지나치게 의인화
하면서 인간과의 교류에 무관심해질 가능성을 방지해야 하며, 적절한 제어와 통제를 
구사하는 에이전트 기술의 개발이 중요해 질 것이다. 

4. 스마트 홈을 통한 교육의 변화

미래의 집 즉 스마트 홈은 집의 구조와 가족 구성원, 활용되는 기술이 혁신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모든 기술은 거주 공간 안에 내재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기술을 
활용 할 수 있는 생활 지능(앰비언트 컴퓨팅)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미래 스마트 홈에서 활용할 다양한 데이터와 지식, 그리고 지능형 가상 에이전트는 
각각 아이 수준에 맞는 방식과 콘텐트를 통해 창의적 사고와 유연성을 키울 수 있다. 
동시에, 아이들이 갖추어야 하는 ‘협력적 창의성’은 단지 개인의 창의력 증대나 창의 
과정의 개선이 아닌,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팀으로 일하는 능력의 개선이 주안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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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이런 협력적 창의성은 일반적인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소통하고 대화하
며, 문제 해결을 위한 팀을 구성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존재와 만남, 소통
의 수단이 활용될 것이다. 가상 인공지능 에이전트나 가상·증강 현실, 팀워크를 위한 
다양한 기술 수단은 아이들이 문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방식을 바꾸게 만들 것이다. 

스마트 홈에서 활용되는 기기와 기술은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작용을 하게 만들 것이며, 관계의 대상은 지금같이 인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능
을 표현하는 가상의 존재,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디지털 생명체, 지리적/문화적으로 
떨어져 있는 다른 장소의 아이들이나 교습자들이 될 것이다. 

가정과 학교, 도시의 다양한 교육 자원이 스마트 홈에 연결되면서 한계 없는 교육 
자원의 공급과 교육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들이 구체적으로 상호간
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체계와 역할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
하다. 특히 이런 학습의 방식이 아이들에게 더 높은 교육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관찰하면서 평가할 수 있는 장기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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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미래 유아교육의 변화: 테크놀로지와 놀이

김은영 (송원대학교 조교수, 유아교육학)

목  차
1. 들어가며
2. 유아의 발달특성과 테크놀로지
 가. 유아교육의 생태학적 접근
 나. 유아의 발달특성  
 다. 미래사회 인재상
 라. 테크놀로지의 교육적 활용 

3. 미래 유치원의 변화 
 가. 교실의 변화
 나. 놀이방식의 변화 
 다. 놀잇감의 변화
4. 나오며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연결, 초지능화된 사회’로 정의되는 미래의 지능정보사회에
서 유아교육 모습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탐색하는데 있다. 생태학적 관점으로 유
아교육을 조망해보았을 때, 한 명의 유아를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가정에서의 교육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 유기
적이어야 하고,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도시, 지역사회, 기술인프라, 문화적 특성이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도화된 테크놀로지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에서 유아가 놀이를 통해 인지, 사회, 
정서발달을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지만, 유아의 놀이가 이루어지는 놀이환
경과 놀이감(교구)은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화될 것이다. 최근
에 미디어, 소프트웨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4D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이 교육에 결합되고 있으며, 특히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은 수동적이
고 제한적인 콘텐츠 활용교육에서 벗어나 흥미와 몰입을 최대화할 수 있고, 유아
의 구체적 경험을 제공하는 점에서 적용가능성이 높다.   

 미래 유치원은 교실환경, 놀이방식, 놀잇감의 활용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먼저 
교실환경은 소프트웨어/하드웨어적 테크놀로지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다. 유아들은 
협력성과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 협력적 문제해결 방식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교육에 활용되면서 물리적, 시간적 한계를 넘는데 도
움을 줄 것이다. 놀잇감은 유아가 놀이하는 과정에서 성장과 발달을 돕는 도구이
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토이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
용뿐만 아니라 언어발달, 인지발달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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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알린 알파고 쇼크가 발생한지 1년이 지
났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좀 더 우리 일상에서 익숙한 용어로 자리 잡았고,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인식이 확대되었으며,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다(김
진하, 2016). 미래사회의 트렌드에 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미래사회의 특징을 ‘초
연결, 초지능화된 사회’로 제시하면서 미래사회를 ‘지능정보사회’로 설명한다. 지능정
보사회는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통해 생성, 수집, 축적된 데이터와 인공지
능이 결합한 지능정보기술이 경제, 사회, 삶 모든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발전하는 사회’를 의미한다(심진보 외, 2017). 여기서 ‘지능
정보기술’은 지능정보사회 도래를 추동하는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활
용기술’을 합친 것을 의미하며,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 기술을 융합하여 기계에 인간
의 고차원적 정보처리능력(인지, 학습, 추론)을 구현하는 기술을 말한다. 

미래사회 변화에 따라 교육의 변화에 대한 연구도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
다. 미래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뀌어야 
하며, 그것은 단지 교육내용 몇 가지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교육과정, 수업, 평가방
식 등 교육체제 전반의 변화가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다(강인경, 2016; 주형미 외, 
2016). 또한,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생각하는 힘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교육, 협업·소통형 인재양성을 위한 사회정서 교육, 기술진보에 대응한 디지털 
교육 강화도 강조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KISTEP, KAIST, 2017).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초중등교육,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아교
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과연 지능정보사회에서 유아교육
은 어떤 모습일까?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면 앞서 언급했
던 학교교육의 변화된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본 연구의 목적은 변화되는 미래
사회, 즉 지능정보화사회에서 유아교육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지를 탐색하는데 
있다. 

2. 유아의 발달특성과 테크놀로지

가. 유아교육의 생태학적 접근 

인간은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는 존재로 인간에 대한 이해는 환
경속의 개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Lewin(1935)은 인간행동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환경은 개인과 환경변수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행동은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함수로서 발전된다는 것으로 B=F(P.E)라는 공식으로 표현했다(B=행동, P=
개인변수, E=환경변수). 

Lewin의 영향을 받은 Bronfenbrenner(1979)는 발달이란 ‘인간이 자기의 환경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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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고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변화’ 로 정의하고, 인간발달 생태학(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은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장면(setting)간의 진보적
이고 상호적인 조절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이며, 진보적이고 상호적인 조절과정은 즉
각적인 장면과 장면사이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고 또한 그 장면들은 더 큰 맥락
(context)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인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
태학적 환경은 러시아 인형 마뜨료쉬까(matrioshka)처럼, 한 구조가 그 다음 구조 속
에 끼워지는 일련의 겹구조(nested structure)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 것이다(최윤아, 
김경희, 2005). 

<그림 1>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환경 모형

출처: Berk,1989, 최윤아, 김경희, 2005에서 재인용 

생태학적 환경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체계는 미시체계(microsystem)이다. 이 체계
는 집이나 학교와 같이 얼굴을 대면하는 상황에서 유아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 교재교구, 활동, 대인관계를 포함한다. 유아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회, 지역사
회기관과 같은 장소에서 사람과 사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연습을 한다. 유아
는 자신이 속해있는 미시체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 체계는 중간체계
(mesosystem)로, 유아가 참여하는 다양한 미시체계들이 합해져서 중간체계를 형성하
고, 유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둘 이상의 환경들 간의 상호관계(interaction)로 이
루어진다. 유아의 경우는 가정, 유치원과 이웃, 친구집단 사이의 관계들이며, 성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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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가족, 직장, 사회생활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세 번째 환경체계는 외체계
(exosystem)로 발달하는 유아가 적극적인 참여자로 관여하지는 않으나, 이들이 속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사건이 발생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환경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직장에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무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해주거나 육아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것은 부모의 양육역할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녀의 발달에 기여한다(최윤아, 김경희, 2005).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환경체계인 거시체계(macrosystem)는 특정 환경을 넘어 그 사회와 문화의 
이념, 가치, 법률, 제도, 규칙, 관습 등의 형태와 내용에서 나타나는 일관성으로서, 유
아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유아교육정책이 마련된다면 그 사회의 유아들은 
수준 높은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유아의 바람직한 발달을 
조력한다. 

이러한 생태학적 관점은 교육에 있어 진정한 원형인 가정과 마을과 유치원이 하나가 
되어 학습공동체를 구축해야 하며, 유치원과 마을이 하나의 장으로 융합, 확대되는 변
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국제미래학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방과후 수업이나 
특별활동에 명예교사 등의 형태로 마을 주민과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온 마을 유치원
을 형성하게 되고, 지역과 함께하는 유치원, 학습이라는 엔진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가 성장한다. 여기에 지능정보사회의 핵심기술들(IoT, 인공지능, AR, VR, 홀로그램 
등)은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도시, 지역사회, 기술인프라, 문화적 특성이 밀접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유아의 발달특성 

지금까지 유아에게 학습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비구조화되고, 비전자적이며, 상
호작용적이면서 창의적인 ‘놀이(play)’이다(U.S.Department of Education &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6). 놀이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유아의 인지, 사회, 
정서발달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적 놀이이론은 억압된 감정을 표현
하고 불쾌한 경험을 극복한다고 여기는 정신분석이론, 유아의 지적발달과 연관이 있
다는 인지이론, 놀이는 자극을 통해 적절한 각성수준을 유지하게 한다는 각성조절이
론, 의사소통이론 등이 있으며, 이 중 피아제(Piaget, 1951; 1962)와 비고츠키의 놀이
를 통한 인지발달이론은 현대 유아교육에서 보편적인 이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피아제는 유아가 놀이를 통해 주변세계를 이해하고 파악하므로 놀이를 인지발달의 
매개물로 보았고, 놀이가 유아의 인지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
어, 적목을 이용해 집을 지으며 유아는 분류,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 공간개념들에 대
해 보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비고츠키(Vygotsky)는 개개
인의 학습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놀이는 유아의 인지발달
과 언어발달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상상놀이는 유아의 추상적 사고발달에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여겼다. 비고츠키의 발달이론은 사회문화적 영향을 강조하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볼 때 피아제의 이론을 보완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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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된 테크놀로지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에서 역시 유아가 놀이를 통해 인지와 사
회성이 발달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단지 놀이에 영향을 끼쳤던 지금까지의 
사회문화적 환경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오히려 테크놀로지는 놀이의 근본적인 
특성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다.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대해 생
각해보면, 맞벌이 가정이 보편화되면서 가정에서의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되고, 가정에서의 생활양식이 변화되면서 유아가 익혀야 할 기본생
활습관의 패턴이 변화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
는 스마트시티 거주 유아는 유치원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학
습데이터가 누적적으로 기록되고, 인공지능기술로 학습분석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로
서 정해진 국가교육과정 내에서 동일하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닌, 개별 유아의 발달
정도에 맞춘 개별화된 교육자료, 놀이형태가 제안되고, 교사와 학부모에게 유아의 발
달 정보가 제공되어 총체적은 유아 발달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다. 미래사회 인재상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테크놀로지의 발달,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미래사회에
서 요구되는 역할은 이전의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던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유현
숙 외, 2004). 이에 미래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미래핵심역량 즉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중요
한 학습능력과 자질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국제기구와 국내․외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
되어 왔다. OECD(2010)는 지적인 도구, 즉, ICT를 활용한 정보활용능력이 자유로운 
사람, 이질적 집단에서 소통력이 있는 사람,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미래의 인재
로 제시하였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2010)는 2009년 개정 미래형 교육과정 구
성안에서 ‘글로벌 창의인재’를 제시하면서 세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있는 
사람 등을 요소로 제시한 바 있다. 구자억 외(2011)에서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
상에 관련된 연구를 종합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현재도 맞벌이 부부의 증가, 외동자녀 가족 등과 같은 가족구조에 많은 변화로 인해 
가족 간 대인관계 기회가 줄어들고 있으며, 유아가 또래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협
력관계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만일 타인의 기분과 
반응, 행동을 이해 못하면 타인과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공동체 
내에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구자억 외(201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미래사회에는 개인 내적으로는 창의성과 고차적 사고를, 개인 외적으로는 
대인관계와 협력성을 더욱 요구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관계형성을 시작하는 유아교
육 시기부터 이러한 미래 핵심역량들을 함양시키기 위한 학습방법의 변화가 필요하
다. 



- 134 -

<표 1>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재상

인재상 주요 내용

고차적 인지능력을 
가진 인재

-다양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 평가함은 물론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함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다변적인 시각에서 
통찰력과 융통성이 있는 사고와 발상으로 가치 있는 아이디어와 산
출물을 생산하는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종합적 정보분석능력 등

대인관계 능력을 
가진 인재

-타인에게 공감하고 자신과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확
하고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끄는 능력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변화될수록 사회 구성원과 지속적인 관계
맺음이 중요하며, 웹의 발달은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가중시킴

-타인 관점 지각 능력, 인간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대외 지도력 
등

자기관리능력을 
가진 인재

-자기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끊임없이 자기 성장을 이루는 
능력

-자기관리능력은 셀프리더십과 자기통정능력으로 구성됨. 셀프리더십
은 자신이 어떤 일에 대한 기준, 목표를 세우고 작업수행 및 평가를 
함으로써 스스로 행동을 관리하는 능력을 말함. 자기통정이란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창의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함

출처: 구자억 외(2011) 

라. 유아를 위한 테크놀로지의 교육적 활용 

미국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유아를 위한 테크놀로지의 교육적 활용에 주목하고 있
다. 2016년 10월에 미국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미국소아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의 자문을 바탕으로 ‘영유아학습자의 테크놀로지 활용에 관한 정책 브
리프(Early Learning and Educational Technology Policy Brief)를 개발, 발표하
였다19). 여기서 테크놀로지 활용의 가치를 언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영유아 아동
은 테크놀로지 활용을 통해 학습, 탐구, 놀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학부모, 가
정, 또래친구들 사이의 관계강화 즉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
다. 특히 이 브리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인의 보살핌 하에서 아동이 적절히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이라는 전제하에 새로운 방식의 학습이 가능하고, 이
를 통해 불평등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이다. 여기서 ‘성인의 보살핌 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우려하는 과몰입과 같은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비고츠키가 주장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인지발달의 내용을 전제로 모든 영유아 

19) https://tech.ed.gov/earlylearning 에서 원문을 다운로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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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학습을 지원하는 테크놀로지 활용법을 잘 숙지하고 있는 성인(교사, 부모)으로
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유아에게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아마 사회
적 관계의 단절일 것이다. 하지만 이 브리프에서는 유아교육 장면에서 테크놀로지가 
부모, 가족, 유아교사, 그리고 또래친구들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치원에서 유아가 활동한 것을 사진, 녹음, 비디오 녹화 
등 디지털 포트폴리오로 기록하면 전통적인 교실보다 좀 더 부모와 자주, 비형식적으
로 유아의 학습에 대해 공유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정을 추적
할 수 있고, 좀 더 유아의 노력과 성취들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가 자녀의 
학습을 강화하고 보충하는데 참여할 기회를 열어놓게 된다. 또한, 이메일, 문자,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교사와 학부모 간의 의사소통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아이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을 가정에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정보와 코
칭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2> 영유아를 위한 테크놀로지 활용 가이드

출처: Early Learning and Educational Technology Policy Brief(2016) 
 
테크놀로지는 원격 혹은 건강문제 등 직접적인 상호작용에서의 한계를 넘어서 유아

와 성인 간, 유아와 유아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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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video chatting)기술은 부모 혹은 조부모와, 혹은 친구들과 의사소통하는데 한계
를 무너뜨린다. 테크놀로지는 유아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 분리를 연결하
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브리프에서는 테크놀로지는 성인과, 또래친구들과 상호작용할 때, 혹은 유아들과 
함께 볼 때 학습에 더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유아 미디어 활용에 관한 많은 연
구들에서 텔레비전은 부모 혹은 교사와 함께 볼 때, 친구들과 함께 상호작용 할 때,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혹은 보고난 후 본 것에 대해서 실세계와 연결하는 것이 
학습에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다. 마찬가지로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은 공유보다는 개인
화에 초점을 두고 설계되었지만, 어린이는 이러한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 부모와 적극
적으로 관여할 때 많은 장점을 지닌다. 한 연구에서는 15개월 된 영아와 엄마와의 상
호작용 연구에서 엄마와의 상호작용, 엄마의 모성애, 감정적 반응이 높은 수준에서 스
케폴드를 제공할 때 디바이스에서 본 표상을 실제 구체물로도 구분할 수 있는 학습전
이가 더 잘 됨을 보고하였다. 유아가 콘텐츠를 보는 동안에 성인은 아이에게 콘텐츠
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특정 부분에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다. 또
한 유아와 함께 콘텐츠를 보면서 혹은 보고 난 후 같이 노래를 불러보는 등의 확장된 
학습을 강조하였다.

미국의 테크놀로지 활용에 관한 브리프는 아직까지 텔레비전, 컴퓨터, 화상채팅 등 
상용화된 테크놀로지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미래사회에서는 좀 더 융합된 테크
놀로지가 교육의 장면에 적용될 것이다.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정의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주목받는 기술은 정보통
신기술(ICT) 융합기술이다. ‘네트워크 기술’인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모바일 인
터넷, ‘지능정보기술’인 인공지능(AI), 기계학습, 빅데이터 컴퓨팅, ‘실감화 기술’인 사
이버 물리시스템(CPS), 오감 센싱, 홀로그램,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그리고 로
봇기술, 생명과학기술 등이 그 예이다. 최근에 교육현장에 미디어, 소프트웨어, 가상
현실(VR), 증강현실(AR), 4D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중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은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콘텐츠 활용교육에서 
벗어나 흥미와 몰입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어떠한 새로운 테크
놀로지가 유아의 일상생활, 교육장면에 활용되더라도 유아-유아, 유아-성인 간의 사
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의 가치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미래 유치원의 변화

가. 교실환경의 변화 

국내외의 미래지향적 학습공간에 대한 논의에서는 공간 사용자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여러 공학적 요소가 학습자 개개인의 요구에 맞춤화되어 활용될 수 있는 
공간, 협력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국제미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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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유치원 교실에서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에 대한 논쟁은 여전하지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교실에서의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가정 혹은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돕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테크놀
로지(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가치는 강조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 교실에서 구비되는 하드웨어로는 상호작용성을 강조하
는 테크놀로지인 컴퓨터, 인터넷, 유아용 마우스, 디지털 프로젝터, 디지털 화이트보
드, 프린터, 스캐너, 원격 화상 카메라, 스마트패드(iPad 등)이다(Howard & Craig, 
2013). 또한 유아의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발달을 위해 칠판처럼 학생들이 그림을 그
리거나 글을 쓸 수 있는 스마트 월(smart wall), 일반 벽과 함께 유리로 된 벽도 있
어서 활동에 필요할 때 화면으로 변하기도 하고 활동 형태에 따라 가변적으로 벽을 
설치할 수 있어 공간의 융통성이 확보된다. 교실은 12면체 공간으로 앞뒤 구분이 없
으며, 벽을 하얗고 장식 없이 만들어 학생들에게 상상할 수 있도록 꾸며진다(EBS, 
2010). 

<그림 3> 12면체 교실, 인터렉티브 화이트보드와 유아용 키보드

출처: Howard & Craig(2013) 
  
나. 놀이방식의 변화

미래 핵심역량인 협력적 창의성을 지닌 인재로 키우기 위한 유아 교수학습방법으로 
협동적 문제해결학습이 권장된다. 이는 유아들의 심리학적 발달특성 상 추상적인 개
인적·사회적 행동원리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나 또래와의 대·소집단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개개인의 부족한 지식을 다른 또래들로부터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인지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집단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더 효과적인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지성애,김숙자, 박희숙, 2005). 

유아의 협동적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이 지원될 수 있다. 
증강현실(AR)기술은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학습자료 제공자로
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들어 AR 샌드박스를 활용해 모래를 통한 조작행위가 매
우 직관적이고 감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유아가 모래로 댐을 쌓거나 수로를 
만들고, 가상의 물을 생성하면 키넥트가 모래의 고도를 인식하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시각과 촉각
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AR 샌드박스의 작동원리는 샌드박스 안의 모래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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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져 있고, 이 모래를 사용자가 변화시키면 천장의 키넥트가 변화를 인식하고, 키넥트
가 함께 설치된 빔 프로젝트가 변화에 따른 화면을 모래위로 비추는 원리이다.  

<그림 4> AR기술을 적용한 모래놀이 상자

출처: 이영희, 조용상(2016) 

자유선택활동 시간에는 역할놀이 영역에서 VR안경과 센서가 부착된 옷을 입고 세계 
여러나라를 여행하기도 하고, 소방관이 되어 불을 끄는 역할도 되어본다. 친구와 함께 
가상 역할놀이, 즉 보다 실제적인 사회적 극놀이를 하면서 언어적 상호작용과 상호주
관성 등 사회성이 발달하게 된다. 교사주도의 수업을 할 때에도 교사가 특정 위치를 
유아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유아가 보는 화면에 화살표가 생겨서 그곳으로 갈 수 있도
록 안내한다. 실제 현장학습을 것과 동일하게 가방이나 볼펜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림 5> VR기술을 활용한 교육 예시

출처: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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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놀잇감의 변화 

놀잇감은 영유아가 활발하게 놀이하는데 필요한 도구이며,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도움을 제공한다. 상상놀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소품은 영유아의 극놀이를 자
극하며, 운동기구들은 신체놀이를 하도록 자극하고, 단위 적목은 집단 구성놀이를 자
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에게 적절한 놀잇감의 제공은 놀이의 활성화
를 통한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이루게 한다. 

미래교실에서 스마트토이는 일상적으로 유아들이 놀잇감으로, 친구로 대하게 될 것
이다. 스마트토이는 실물 인형에 지능적인 판단기능을 하는 테크놀로지를 적용하여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반응(예: 사람의 말소리를 감지하고 대답함)을 시뮬레이션 하
고, 사용자의 놀이경험에 데이터를 축적하는 등 통합적 형태이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커넥티드 토이(Connected Toy), 피지털 토이(Physital Toy)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스마트토이는 전통적인 토이의 개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형태의 놀이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제한적이었던 전통적인 물리적 
토이와는 달리 스마트토이는 사용자의 언어나 움직임에 반응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
밍을 통한 커스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폭넓고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또한 스마트토이의 디지털 상호작용 기능은 사용자에게 보다 높은 몰입감과 재미를 
선사해, 기존의 토이와는 전혀 다른 놀이도구로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6>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토이(좌: 우블리, 우: 코그니토이]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우블리(Ubooly)는 유아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형 모양의 스마트
토이이다. 귀가 달린 동물모양의 봉제인형 속에 스마트폰이나 태플릿 PC를 삽입해 기
기에서 앱을 실행해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음성인식기능을 갖추고 있어 음성명령에 
맞는 동작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등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이나 동화구연 앱에 내장
된 교육용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코그니토이(CogniToys)은 인공지
능 컴퓨팅 플랫폼인 왓슨(Watson)에 기반하여 대화기능을 제공한다. 코그니토이를 입
력하는 유아의 나이와 성별 등 개인적인 사항을 입력해 두면 수천가지 종류의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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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아이에게 맞춤화된 대답을 한다.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유아와 농담을 하거나 철
자 맞히기, 간단한 수학 연산 등 아이와 스마트토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놀이 및 교육
적 활용이 가능하다. 

4. 나오며

지금까지 유아의 발달 특성과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변화, 그리고 미래유치
원의 교육환경, 놀이방식, 놀잇감의 변화를 예측해봄으로써 좀 더 유아의 인지적 사회
적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과 교수학습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궁극적으로 
시대적 사회적으로 변화하더라도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놀이를 통한 학습, 사
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변화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상용화되어 일상에서 흔한 테
크놀로지이건 첨단 테크놀로지이건 간에 그것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의미 있게 적용하
느냐에 따라 유아교육은 변모할 것이다. 유치원과 가정과의 경계 없는 연결을 통해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공동체적 사회가 형성될 수 있고, 발달의 과정이 누적되
고, 학습데이터로서 분석되어 유아 개인의 발달속도에 맞는 맞춤형 교육, 그리고 이상
적인 부모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형태로 변할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은 미래사회변화에 따른 교육의 변화에 대한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21세기 학습자 역량에 관한 연구에서부터 미래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미래학교 모델 수립, 플립러닝과 같은 교수-수업방법의 변화, 디지털교과서 개
발 및 적용 연구 등 약 10년간 진행되었으며, 일부 실행연구를 통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교육, 즉 초중등 교육에 비해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드문 실정이다. 

유아교육 학계와 정책가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유아교육 연구자들
은 유아의 테크놀로지 및 미디어활용법/학습법과 그에 대한 장․단기적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영유아의 발달단계별로 적절한 테크놀로지 활용시간에 관한 연구, 모바일 
기기 등 새로운 테크놀로지 활용이 아동의 인지능력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 등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상현실,증강현실, 로봇 등 새롭게 
대두하는 테크놀로지 활용연구와 미국 사례와 같이 자녀의 미디어 활용을 가장 잘 촉
진시킬 수 있는 부모의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등도 수행되어야 한다. 한편 행정가들은 
아동을 돌보는 성인(교사, 부모)들에게 아동의 연령에 맞는 효과적인 테크놀로지 활용
법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모든 아이들이 학습기
회에 있어 불평등이 없도록 이에 대한 고민도 병행해야 한다. 

놀이를 하면서 유아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건강한 신체발달을 이루며, 정서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나름대로 펼쳐낼 뿐만 아니라 
인지적으로도 발달한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기술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사
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은 유아의 놀이과정에서 중요한 인지
적 도구로서, 학습파트너로서 유아들의 협력성과 창의성 개발의 역할을 담당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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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상현실(VR)기술을 통해 모래놀이에서 구현하기 어려웠던 수로 만들기, 물의 높
낮이에 따른 흐름 등을 유아가 직접 보고 만지면서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처
럼, 공학적 기술이 유아교육현장에서의 실제적 한계를 없애고 하나의 학습환경으로서 
역할을 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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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협력적 창의성을 키우는 초등교육 커리큘럼의 방향

장영승 (꿈이룸학교 전 교장, 컴퓨터공학/예술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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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정보화시대,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기인한 

사회발전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하여 지식, 가족, 학교, 도시, 직업등의 교육을 둘
러싸고 있는 제반환경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 또한 산업화시대에 만들어진 공교
육이란 개념자체가 붕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학교가 과연 20년 후에도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미 초등교
육의 경우에는 기초교육이라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
부모들이 힘을 모아 공동육아, 홈스쿨링, 대안교육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공교
육으로부터 탈피한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20년 후 미래 교육의 방향을 잡는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공교육 초등교육의 현황을 커리큘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것
을 극복하는 노력들을 바탕으로 20년 후 미래도시에 있어서 초등교육은 어떤 모습
이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지 예측해보았다. 20년 후 초등학교 커리큘럼은 에
듀테크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교과과정중심으로부터 탈피하여 프로젝트나 주제 
혹은 행동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또한 아이들의 적성, 관심사 등 관련된 쌓여
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교육이 가능하여 아이들별 적성과 능력에 따라 
개별적인 커리큘럼의 구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각각의 프로젝트를 해결하
기 위한 8가지 핵심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커리큘럼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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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들은 대체로 조용하다. 아직 철이 없는 나이의 아이들이 다니
는 초등학교도 체험활동시간을 제외하고는 인기척을 느끼기 어렵고 중학교, 고등학교
로 올라갈수록 학교는 더욱 조용해진다. 주로 선생님이 말을 하고 학생들은 듣고만 
있는 형태의 주입식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학입시제도는 그러한 주입식 
교육을 강요하고 있다. 더구나 주입식 교육에 의하여 진도를 따라가는 소수의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결국 학업을 포기하게 된다. 조용한 학교란 학생들의 불행
을 상징하는 말이다. 우리 아이들은 대학입시만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조용하고, 성
적순으로 줄을 세우기 때문에 불행한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성취도는 높으나 행복도는 최하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더 이상 조용한 학교는 없어질 것이다. 조용한 학교의 종말
이란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키우는 19세기 학교체제의 종말’20)을 의미하며 단일
화, 표준화, 대량화라는 산업사회시대의 가치의 종말을 뜻한다. 산업화시대 공장의 노
동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능중심의 교육은 바른 품성과 교양을 기르는 인성교육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AI기술의 발전수준을 고려할 때 단순한 지식습득보다는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야하고 창의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교육방향이 바뀌게 될 것이다. 또
한 남을 이겨야 생존하는 경쟁중심의 교육에서 남을 배려하고 남과 함께해야만 이 행
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이어야 한다. 교육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2. 21세기 교육환경의 변화

20년 후의 학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 모습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환
경의 변화와 현재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래의 모습은 현재의 문제
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가 될 것이라
는 말을 많이 하는데 혁명이 과연 일어난다면 혁명의 원동력은 교육이 될 것이다.

가. 지식 

인류의 지식총량은 100년에 두 배씩 늘어왔다고 한다. 그런데 1900년대부터는 그 
기간이 25년으로 줄었고 현재는 13개월 그리고 앞으로 13년 후인 2030년에는 3일로 
줄게 될 것이라고 한다.21) 이렇게 짧은 시간동안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지식들이 과연 
우리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둘째 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1,2년만 지나도 쓸모가 없어지는 지식이 넘쳐나는 상황

20) 앨빈 토플러
21) 버크민스터 풀러의 ‘지식두배증가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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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많은 지식을 알고 외우고 있느냐가 아니라 문제를 생겼을 때 
필요한 지식을 찾아 해결할 수 있고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과 통찰력이 외우고 있는 
단순한 지식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사실이다. 

나. 가족

인간의 교육환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이다. 과거에는 가족 안에서 기본
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산업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간의 노동력을 안정적으
로 확보하기 위하여 아이를 대신 맡아 교육을 해주는 학교라는 존재가 나타났다. 그
러나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자녀 교육에 있
어서도 다시 가족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막상 가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22) 그 근거로 1
인 가정, 계약 가족 등을 내세우나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는 말은 수십 년 전유교적 
가족관계의 변화가 나타날 때부터 나온 말이며 이 또한 현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주장이다. 

그리고 가족은 해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네트워크화 등으로 가족 
혹은 가족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 
혹은 충분한 경제력이 확보되지 않아 맞벌이를 해야 하는 현실에서 함께 모이는 시간
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족이 많지만 지금과 같은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꼭 함께 살지 
않아도 가족이다. 심지어 SNS로 가족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도 많다. 가족 혹은 가족
관계는 변화하고 있지만 가족 그 자체는 굳건하다.

다. 학교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들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자조적인 
말이 있다. 그런데 그런 학교가 이제 바뀌고 있다. 학교에 대한 사회요구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화 시대 기업의 노동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오로지 대학입시를 
위한, 정답이 정해져있는 암기식 지식교육으로는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인구 감소 추이를 살펴본다
면 인구절벽이라는 표현이 절대로 과한 표현이 아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며 학교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라도 바뀌어야 한다. 이제 
몇 년 후에는 입학하려는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는 대학이 대거 나타날 것이다.23) 

따라서 현재 한국 교육의 문제는 단순히 입시제도나 교과과정의 개선이라는 피상적
인 관점이나 교원정년 단축 혹은 교원확충이란 일자리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학
교가 제대로 바뀌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성적 중심의 상대평가시스템부터 바뀌어야 한
다. 또한 사회는 학벌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앞으로 네트워

22) ‘미래교육보고서’ p53, 박영숙
23)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생이 대학을 가는 2022년엔 18만 명의 대학정원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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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와 빅데이터로 인하여 인재들의 개별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나타나
는 이상 앞으로는 학벌보다는 능력 중심 사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에서의 선생님의 역할도 바뀌게 될 것이다. 네트워크 시대에 세분화되는 
다양한 전문분야의 방대한 지식을 모두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은 많지 않다. 결
국 학생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에 일방적인 배움을 얻기보다는 네트워크에 풍족하게 존
재하는 다양한 학습 자원을 스스로 찾고 활용하여 깨닫게 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
이며 선생님은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이 하게 될 것이다. 

라. 직업 

요사이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전,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직업수요의 변화 등으로 인
해 특히 교육계에서는 앞으로 어떤 직업이 살아남고 또 사라지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 하지만 이를 예측하기란 사실 쉽지 않다. 사물인터넷, AR/VR, 드론, 무인자동
차등 새로운 기술들로 만들어지는 사회변화가 유기체처럼 복잡하게 전개되기 때문이
다. 다만 로봇이 인간의 단순 노동을 대체하게 될 날은 얼마 남지 않았으며 이미 제
조 산업 분야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수 년 내에 단순한 로직과 
패턴화가 가능한 직업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24) 그러나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인하
여 인간이 불행해질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아직 이르다. 오히려 로봇과 인공지능
의 도입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질 것이다. 

다만 이는 근본적인 교육시스템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인간은 로봇과 인공지능
이 할 수 없는 생산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생산력에 의한 잉여로 행복을 찾을 수 있
기 때문이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창의력마저 대체할 수는 
없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기사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그냥 데이터에 기초
한 모방행위일 뿐이며 설사 가능하더라도 이는 매우 미래의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 
상당기간은 인간과 로봇/인공지능이 상호작용과 협업을 통하여 사회를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 틀림이 없다. 또한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산업구조 
개편의 새로운 에너지원이다. 특히 관련분야의 다양한 1인 기업의 창업으로 인하여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창의성과 감성이 요구되는 새로운 직업군들이 만
들어질 것이다. 

마. 도시

도시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 아니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새로 만
들어지는 도시는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 뿐 만 아니라 모든 사물이 연결되어, 도시의 
계획된 운영과 발전이 가능하고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어 인간의 행복한 삶을 보장

24)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직업종사자의 업무 중 12.5%는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능하고 2025년에는 70%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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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미래 도시, 소위 스마트 시티이다. 스마트 시티는 계획화되고 효율적인 도시일 
뿐만 아니라 어른들은 직장과 집이 가까워져 출, 퇴근시간이 단축되며 충분한 여가시
간을 보낼 수 있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필요한 지식을 네트워크 뿐 만 아니라 직접적
인 체험을 통하여 습득하며 무엇보다도 보다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다. 
스마트 시티엔 매일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가상회사, 생산과 물류가 하나로 이루
어지는 스마트 팩토리와 인간의 최소한의 노동만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스마트 팜, 
인성교육을 위한 놀이와 체험교육 중심인 스마트 스쿨이 존재하며 환자들의 건강을 
일상적으로 체크하며 원격진료가 가능한 병원,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에 의하여 필요
한 물품구입이 자동으로 배송되는 스마트마켓 등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
가 서로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율자동차가 도시 내의 단거리 이동
을 책임지며 인간은 불필요한 노동은 모두 로봇에게 맡기며 창의적인 일에만 전념하
고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야말로 꿈의 도시이다. 

3. 초등교육의 현황

가. 초등교육의 목표 

초등교육은 바른 인성과 학생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습관과 학습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기르는데 그 목표가 있다. 교육부가 요구하는 인간형과 핵심역량 그리고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1> 교육부의 초등교육 목표

추구하는 인간 핵심역량 교육목표

자주적인 사람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꿈을 키운다.

창의적인 사람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
운다.

교양 있는 사람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
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른다.

더블어사는 사람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
를 기른다.

출처: 201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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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재 초등교육 커리큘럼의 분석

2015년에 개정된 초등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목표하는 인재상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
의융합형 인재’ 즉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
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야말로 21세기에 적절한 인재상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를 위한 커리큘럼을 분석해보면 <표 2>와 같이 현재 교육부가 정한 초등학교의 
총 수업일수는 최소 190일/학년이며 수업시간은 1,2학년 1,744시간(교과비중 80%) 
3,4학년 1,972시간(교과비중 90%) 5,6학년 2,176시간(교과비중 90%)이다. 다만 교과
목의 경우 20%범위 내에서 수업시수를 증감할 수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간
은 증가시킬 수 없다. 참고로 교과별 상세 수업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특이한 점은 
2016년 말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기 위하여 1,2학년의 경우 영어수업
을 없애고 방과후학교로 편성하였으나 오히려 결과는 영어 사교육이 늘었다는 점이
다. 또한 세월호 사건이후로 안전한 생활이 1,2학년 교과과정에 64시간씩이나 새롭게 
편성이 되었다.

<표 2> 초등교육 커리큘럼 분석

 구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과

국어 448 408 408
사회/도덕 128(바른생활) 272 272

수학 256 272 272

과학/실과
192(슬기로운 

생활) 
204 340

체육 384(즐거운 생활) 204 204
예술(음악/미술) 272 272

영어 X 136 204
소계 1,408 1,768 1,972

창의적 체험활동
336

64(안전한 생활)
204 204

총 수업 시간 수 1,744 1,972 2,176
출처: 2017 교육부  

이 밖에 범교과 학습주제의 교육과정으로 한자교육, 독서교육, 정보이용교육, 독도교
육, 장애이해교육, 교권보호교육, 사이버폭력예방교육, 다문화교육, 영양교육, 보건교
육, 성교육, 심폐소생술교육, 학생인권교육 등이 학교재량으로 수업시간 반영이 가능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사고역량, 심미적감성
역량, 의사소통역량, 공동체역량을 6가지 핵심역량으로 정하고 교과별로 적용하여 교
과역량을 높이도록 권유하고 있다. 참고로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6가지 핵심역량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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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다음과 같다.

<표 3> 초등교육의 6가지 핵심역량

핵심역량 설명

자기관리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폭넓은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 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역량

의사소통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역량

공동체 역량 지역,국가,세계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

출처: 2017 교육부  

다. 문제점 

초등학교 커리큘럼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커리큘럼과 아이들이 이수해
야할 수업시간은 유럽, 핀란드 등 교육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매우 양호한 수준25)이다. 
커리큘럼 상으로는 앞으로 교과목 수업시간을 더 줄이고 체험활동 시간을 더 늘리면 
더할 나위가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정한 커리큘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초등교육의 문제는 학부모들이 
초등학교의 수업시간 외에도 사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선행학습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21세기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초등학생의 사교육은 이미 도
시와 지방 혹은 소득 격차에 상관없이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어버렸다. 한창 놀아야할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학교를 다녀온 후에도 남는 시간에 사교육을 또 받아야 한다. 
심지어 선행학습의 중요성이 과장되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입시반이 만들어지는 현
상은 이젠 정도가 심한 문제가 아니라 광기에 가까운 모습이다. 오로지 좋은 대학에 
입학해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믿는 학부모들의 잘못된 생각과 그런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준 사회 시스템의 문제들이 서로 증폭되어 거의 극에 치달은 수준이라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습효율화 지수는 OECD 국가중 최하위권26)이며 학생 행복

25) 교육선진국과의 수업시간 비교 : 한국(560),영국(645),미국(845),핀란드(570),프랑스(864),독일(798)
26) 학습효율화지수 = PISA(Programmed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학습시간, OECD 

30개국중 2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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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역시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서 초등교육의 문제점은 공교육 커리큘럼이 문제가 있거나 잘못되었기 때
문이 아니라 성적중심의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사회 시스템과 이에 적응이 된 학부모
들의 무지와 과욕으로 인해 만들어진 복합적인 문제27)이다. 사실 그 학부모들 본인들
도 20년 전에는 그러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었다. 20년 후엔 지금 사교육에 시달린 
초등학생들이 다시 학부모가 된다. 따라서 그러한 반복되는 현상에 대하여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사교육의 열풍에 휩쓸리는 것이 싫어서 또한 대안을 찾
기 위하여 공동육아나 홈스쿨링을 하거나 대안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많아지기 시
작했다. 

4. 변화를 위한 노력,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

 교육은 본래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또한‘혼자 꾸는 꿈은 그냥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28)라는 말도 있다. 이 시대의 교육문제는 결코 한 가족
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10여 년 전부터 지역마다 크고 작은 교육공
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서울 마포 성미산학교, 과천 무지개학교등 바로 그러한 
교육공동체들로부터 만들어진 학교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혹은 지역공동체를 통하여 
공통의 교육관심사를 가진 학부모들끼리 모여 공동육아를 하거나 조합을 결성하여 어
린이집을 설립하였고 그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해서 초등, 중등 대안학교를 만들었다. 
그런데 대안학교의 설립을 초기에 주도했던 세대와 현재 미취학아동이나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 세대는 대부분 70,80년대 생으로 대체로 소위 인터넷 1세대이라는 사실이
다. 인터넷 1세대는 네트워크의 강력함을 알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새로운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도 민감하며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의 노
력을 살펴보면 20년 후 미래교육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다.

가. 과천 무지개교육마을 사례로 살펴 본 미래교육의 가능성

과천 교육공동체인 무지개교육마을의 무지개학교는 2003년, 공동육아조합을 통해 만
들어진 튼튼어린이집의 졸업반 부모들의 뜻이 모여져 탄생하였다. 튼튼어린이집에서 
공동육아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졸업하면 공교육을 제공하는 기
존 초등학교에 가야한다는 불안감이 공유되었고 차라리‘우리가 아이들을 보낼 학교를 
직접 만들자’라는 꿈을 실현한 것이었다. 

물론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은 녹녹치 않았다. 현존 초등교육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
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의 교육철학을 만드는 일 그리고 현실적

27) 아이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시킨다는 이유로 학부모간 단체카톡방을 
금지하는 학교도 생기기 시작했다.

28) 존 레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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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어려움이었던, 학교설립에 필요한 재정을 모으는 일 모두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
지만 자신들의 아이들을 위해 좋은 학교를 반드시 만들어야한다는 의지와 공동체내 
구성원들 간의 끈끈한 신뢰는 불가능한 듯 보였던 초등학교 설립을 가능케 했다. 
2003년 2층짜리 작은 주택을 임대해서 시작한 무지개학교는 중등학교도 뒤이어 설립
되었고 2008년 자체 건물을 지어 학교 터전을 마련하였고 현재는 전교생 96명, 선생
님 14명이 있는 어엿한 초등학교가 되었다.

그런데 무지개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한 점은 설립을 주도했던 학부모
들이 무지개학교를 지역의 자산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자녀 
교육에 대한 뜻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비를 모아 학교를 만들어 
자녀를 입학시키고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면 조합비를 찾아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기부금을 내고 학교를 만들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그 학교는 지역의 자산
으로 만들어 영구적인 운영이 가능한 방식을 취한 것이었다. 비록 지금은 많은 대안
학교들이 기부금을 모아 학교를 설립하지만 그 당시에는 시도되지 않았던 최초의 방
식이었다. 어떤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공동체가 뜻을 모아 좋은 학교를 만들고 
좋은 학교가 있음으로 다시 그 마을이 발전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든 것이었다. 지금도 
무지개학교를 보내고 싶어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사를 오고 그렇게 무지개학교를 
중심으로 무지개마을이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설립과정을 거쳐 운영되는 학교이다 보니까 교육철학도 남다를 수밖에 없다. 
무지개학교 교육철학은 흥미롭게도 무지개학교의 첫음절로 시작된다.

<표 4> 무지개 학교의 교육철학

무지개학교는 서로 다른 나와 너를 사랑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지혜를 배웁니
다. 

지금 여기에서의 배움을 즐겁게 누리며, 경쟁에서 이기려고 배우지 않습니다. 
개별 가정과 학교는 아이의 삶터이자 배움터로 함께 나누며 성장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은 생활 속에서 삶으로 실천합니다. 
교실만이 아니라 학교를 둘러싼 마을과 세상에서 함께 배우고 나눕니다. 

출처: 무지개학교 홈페이지  

이미 살펴본 공교육의 초등학교의 교육철학과는 근본적으로 차이점을 느낄 수 있다. 
기존 공교육의 교육철학은 ‘핵심역량’이란 단어에서 표현되듯 아이들로 하여금 어떠어
떠한‘능력을 기르게 하자’라는 것이라면 무지개학교의 교육철학은 아이들로 하여금 
‘함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자’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교육철학을 가진 
무지개 학교의 커리큘럼은 살펴보며 미래교육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나. 무지개학교의 커리큘럼의 분석

무지개학교엔 단순하고 명확한 교육목표와 교육원리만 있을 뿐 정해진 커리큘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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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대표선생님과 각 학년 담임 선생님이 매해 지난 한해의 노력과 경험을 평가하
여 매해 커리큘럼을 새롭게 구성을 한다. 

2017년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저학년은 주로 기초생활습관을 잡아주는 것에 치중되
어있다. 등하교, 식습관, 예의, 청소, 정리정돈을 중시하고 있으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국어에 해당되는 ‘말과 글’, 덧셈, 뺄셈, 도형, 그래프 등 산수에 해당되는‘수
와 셈’도 적정하게 배정되어 있다. 그리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악기, 수공예, 공동
체 놀이(산넘고물건너, 다방구, 경도, 땅따먹기, 어부놀이, 줄다리기 등)나 여행 및 체
험학습들이 충분하게 구성되어있는데 특이한 것은 3학년부터는 살림수업29)이라는 특
이한 수업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지개학교에서 살림이란 의미는 일반적으로 살
아가는 행위라는 뜻뿐만 아니라 자연을 살린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
서 살림수업에서는 선생님과의 1대1 면담을 통한 주제를 정하고 의, 식, 주 생활습관
과 동영상, 사물 등 다양한 교육 자료를 통하여 세상사는 이치를 다룰 뿐만 아니라 
동시에 환경과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살림수업이란 프로젝
트기반의 수업이다.

<표 5> 무지개학교의 교육목표와 교육원리

교육목표 교육원리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아이
주체적이고 자율성 있는 아이
나와 다름을 포용할 수 있는 아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아이

스스로 배운다.
생활에서 배운다.
자연에서 배운다.
관계에서 배운다.

출처: 무지개학교 홈페이지  

또한 커리큘럼은 아니지만 무지개학교에는 회의가 많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결정단위
인 무지개회의가 있는데 이는 격주로 열리며 무지개학교 전체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
야할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이다. 누구나 안건을 제기할 수 있고 각기 1표
를 행사할 수 있다. 물론 1학년도 행사할 수 있으나 첫 학기는 학교 적응기로 보낸 
후 2학기부터 행사할 수 있다. 앞으로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아이들에게 필요한 매우 
중요한 교육적 장치라고 생각이 든다. 

무지개 학교가 설립이 된지 벌써 14년이 되었다. 졸업생도 많이 배출되었다. 새로운 
교육적 실험에 대한 조심스러운 평가도 가능한 시점이다. 기존 교육적인 잣대로 평가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나 졸업생 중에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유학도 간 젊은이도 있
으며 무엇보다도 졸업생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 협력적 창의성을 키우는 초등교육 커리큘럼의 방향

29) 원조 모델은 일본의 대표적인 기숙형 대안학교로 프로젝트기반의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키노쿠니학
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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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는 ‘지식을 암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하는 사람을 만들자’라는 것이 교육 
목표일 수밖에 없다. 또한 미래에는 지식을 혼자 힘으로 창조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교육 목표를‘협력적 창의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협력적 창의성을 구성하는 8가지 핵
심역량30)은 다음과 같다.

<표 6> 협력적 창의성을 구성하는 8가지 핵심역량

디지털 문해력
문해력이란 어떤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특히 디지털시대에는 단순한 문장뿐만 아니라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며 이에 따라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능력

기획, 계획 능력
어떠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를 실천할 수 있는 계
획을 수립하는 능력

창의성과 유연성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생각을 해내고 다른 사람
들의 생각과 조화롭게 조율하여 실천하는 성격 

팀워크 능력
서로 역할을 나누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전체적인 노력의 
가치를 높이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여 새로
운 가치가 담긴 합의를 도출해내는 능력

학습법의 학습 능
력 

새로운 사실을 찾고 이치를 깨닫는 방법을 찾는 능력

스트레스 저항력
목표하는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떠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
딪쳐도 포기하지 않고 그 난관을 이겨내는 능력

출처: 최재정,장영승  

20년 후 초등학교 커리큘럼은 에듀테크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교과과정중심으로
부터 탈피하여 프로젝트나 주제 혹은 행동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또한 아이들의 
적성, 관심사 등 관련된 쌓여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교육이 가능하여 아이
들별 적성과 능력에 따라 개별적인 커리큘럼의 구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각각
의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한 8가지 핵심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커리큘럼이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초적인 문자나 언어는 낱말카드 게임이나 그림놀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것이다. 상상력과 문장 작성능력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은 만화그리기, 고학년은 소설이나 연극이나 영화제작 활동을 한다. 협력성과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운동, 여행, 농사, 체험 등 활동을 하고, 심미적인 감각 및 
창의성을 위해서는 그림그리기, 조각 만들기, 영상, 음향, 움직임 등 기존의 예술과 
미디어의 각 요소들이 다양하게 융합되어 구성될 것이다. 20년 후 미래의 초등교육 

30) ‘미래교육의 기본 방향원리 및 핵심역량’ 최재정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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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첫째, 기본적이고 개인적인 지식의 습득은 가정에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교과목 중심이 아니라 연극, 여행, 농사, 환경, 제작 등 프로
젝트기반의 학습(PBL) 커리큘럼이 적용될 것이다. 셋째, 공연 만들기, 영화 만들기 등  
창의 체험활동이 강화될 것이다. 넷째,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식 교육이 개
별적으로 적용되고 또한 전체 교육을 통하여 협력적 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다
섯째,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수업형태에 대한 설명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주제
와 수업형태가 결합되어 프로젝트가 만들어진다. 프로젝트 주제는 사회, 문화, 환경, 
자연과학, 예술, 민주주의 등 다양한 분야로 정할 수 있다.

<표 7> 미래 초등교육 커리큘럼 구성안

프로젝트 설명 핵심역량 대상

글자놀이

카드, 비디오 게임 등 다양한 놀이로 문자
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며 단어등 표현할 
수 있는 폭을 넓힌다. 에듀테크의 적용도 
가능하다.

디지털 문해력
문제해결 능력

저학년

역할놀이
서로의 역할과 상황을 정한 후 그 역할을 
수행하는 놀이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
는 사회성을 높이는 놀이

창의성과 유연성
의사소통 능력
스트레스 저항력

저학년

음악놀이
사물들의 소리를 기억한다. 사물 간에 마찰
하는 소리를 예측한다. 이를 말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운다.

창의성과 유연성
학습법 학습능력

저학년

미술놀이

보이는 것을 그림을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또한 조형적인 물체를 
만들고 세워봄으로 물리 등 자연과학적인 
이해를 갖추도록 한다.

기획·계획 능력
창의성과 유연성
의사소통 능력
학습법 학습능력

저학년

생각하는 
방법

일종의 철학 융합 교육으로 생각하는 방법
을 알려준다.

디지털 문해력
문제해결 능력
스트레스 저항력

전체

이야기
만들기

생각하고 상상한 것을 글로 표현하는 방법
을 알려준다.

디지털 문해력
창의성과 유연성
의사소통 능력

전체

연극

초등학교 저학년이 좋아하는 역할놀이의 
연장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갈수록 
매우 훌륭한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하거나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도 있다. 미디어기술과의 융합도 가능하다.

문제해결 능력
기획·계획 능력
창의성과 유연성
팀워크 능력
의사소통 능력
스트레스 저항력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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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이외에도 다양한 자율 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으로 자유
롭게 방과 후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며 공동체 정신이 중요한 미래 도시에서는 아마 

만화

만화그리기는 스토리텔링과 자신의 생각을 
그림이나 조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나아가 미디어 기술과 결합되거나 
영화나 광고 같은 동영상을 만드는 능력으
로 발전될 수 있다.

문제해결 능력
기획·계획능력
창의성과 유연성
의사소통 능력

전체

운동

단체운동은 기초적인 체력뿐만 아니라 협
업과 스트레스 저항력을 키울 수 있는 매
우 중요한 커리큘럼이 될 것이다. 종목은 
원시적인 줄다리기부터 미니 축구, 야구 등 
다양 할 수 있다.  

팀워크 능력
학습법 학습능력
스트레스 저항력

전체

여행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여행은 다른 사람
들의 삶을 체험하기 위한 매우 교육적인 
행위이다. 단지 보고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함께 경험하는 일정을 집어
넣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글로 발표하거나 
나아가 영상으로 제작하는 능력을 기룰 수 
있도록 한다. 20년 후에는 경제발전과 경
제적인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해외여
행도 일반화될 것이다.

문제해결 능력
기획·계획 능력
창의성과 유연성
팀워크 능력
의사소통 능력
스트레스 저항력

고학년

농사

농사는 매우 인내심이 필요한 프로젝트이
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의 인성과 자연에 대
한 소중함을 깨닫기 하게 대하여 이만큼 
소중한 교육이 없다. 짧게는 2,3개월 길게
는 6개월간의 농사를 체험하며 그동안 노
동의 즐거움과 먹거리뿐만 아니라 식물이
라는 건강하게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한다. 

문제해결 능력
팀워크 능력
학습법 학습능력
스트레스 저항력

고학년

제작

상상하는 것을 만들게 하는 프로젝트이다. 
소프트웨어만일 수 있고 소프트웨어가 탑
재된 기계일 수 있다. 각종 물건의 제작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능력을 기본이다. 

디지털 문해력
문제해결 능력
기획·계획 능력
창의성과 유연성
팀워크 능력
학습법 학습능력
스트레스 저항력

고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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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자율 활동이나 동아리활동은 지금보다도 훨씬 다양해질 것이다.

6. 맺음말

본 연구를 통하여 미래 교육을 위해 차근 차근 준비하고 있는 국내외의 움직임을 연
구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교육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BYOD(Bring Your Own Device), 구글 G-SUITE FOR EDUCATION의 적용 뿐만 
아니라 이미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미네르바 스쿨의 혁신 실험31)은 시사하는 바
가 크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미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노력이 진행되길 바라
며 특히 대안교육과 에듀테크의 결합을 통한 미래교육 모델의 마련에 보다 많은 가능
성을 찾았으면 한다. 

20년 후 초등학교 커리큘럼은 에듀테크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교과과정중심으로
부터 탈피하여 프로젝트나 주제 혹은 행동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또한 아이들의 
적성, 관심사 등 관련된 쌓여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교육이 가능하여 아이
들별 적성과 능력에 따라 개별적인 커리큘럼의 구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각각
의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한 8가지 핵심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커리큘럼이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초적인 문자나 언어는 낱말카드 게임이나 그림놀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것이다. 상상력과 문장 작성능력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은 만화그리기, 고학년은 소설이나 연극이나 영화제작 활동을 한다. 협력성과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운동, 여행, 농사, 체험 등 활동을 하고, 심미적인 감각 및 
창의성을 위해서는 그림그리기, 조각 만들기, 영상, 음향, 움직임 등 기존의 예술과 
미디어의 각 요소들이 다양하게 융합되어 구성될 것이다. 

31) 미네르바 스쿨은 대학과정으로 캠퍼스는 없지만 3~6개월마다 다른 나라에 머물며 모슨 수업은 온라
인에서 이루어지며 세계에서 제일 입학하기 어려운 대학이 되어버렸다. 2017년9월부터는 학생들이 
한국에서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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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진화하는 학교 모델과 미래 학교의 방향

계 보 경(한국교육학술정보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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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학교는 오랜 시간 인류의 문화적 가치를 전수함으로써 학습을 통한 개인 능력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왔다. 그러나 비약적인 융합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간의 고
유한 역량에 대한 재정의가 일어나면서, 교육의 동의어가 되어왔던 학교 체제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학습 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OECD는 6가지 학교 체제 예측 시나리오를 통해 학교의 미래모습을 그린 바 
있으며, 이러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후속 연구에서 2030년 한국 사회에서의 학교는 
"핵심 사회센터로서의 학교"로 역할 재정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학교모델은 시장 모델 기반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플랫
폼 기반 학교 모델, 지역 커뮤니티와의 적극적인 인적물적 연계를 통해 도시(지역
사회)의 핵심 학습센터로서 학교 기능을 강화하는 모델, 학교 제도권 밖에 있는 홈
스쿨링 학생들을 위해 네트워크 기반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도시 단위의 실험적 
모델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 체제는 공급과 소비의 주체, 시간과 
장소 등의 측면에서 개개인의 교육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로 다원화되고 
분산될 것이다. 그러나, 형태의 다원화와 별개로 “공익”과 “모두에게 동등한 접근
성”을 보장하고자 시작된 근대 학교교육의 가치는 미래에도 유효할 것이며, 삶과 
학습이 하나가 되는 미래 사회 모두를 위한 학습 공간이자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학교와 도시(지역사회)의 연계는 기술에 힘입어 더욱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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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의 동의어는 여전히 학교인가?

학교는 오랜 시간 언어, 과학, 기술, 예술 등 인류의 문화적 가치를 전수함으로써 학
습을 통한 개인 능력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왔다. 오랜 시간 우리 생활에 당연하게 자
리 잡은 학교 체제는 교육이 곧 학교의 동의어로 인식될 정도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 
국민형성, 직업적 준비와 훈련, 교양의 육성 등의 기능을 담당해오고 있다. 많은 사람
들이 학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존재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행 
학교교육(schooling) 체제는 기술적·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던 “산업혁명”에 대
응해 만들어졌다. 인간의 육체노동을 기계가 대신하는 1차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교
육은 과거 “도제교육(apprenticeship)”의 시대에서 벗어나 거의 모든 어린이들을 대
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학교교육 시스템의 시대로 이동하게 되고 오늘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그러나 비약적인 IT 융합 신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기술이 인간의 지적 노동을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간의 고유한 역량에 대한 논의와 이를 길
러내기 위한 교육 체제의 변화 요구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교체제의 재검토
와 새로운 교육 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지식 습득이 일상화되고,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마
이크로 학위(Micro Degree), 홈스쿨링 등과 같은 대안적 교육 모델이 사회적 호응을 
얻으며 확산되고 있는 사회의 변화 속에서 ‘교육=학교’로서 절대적 가치를 인정받아
온 학교 체제는 지속될 것인가? 여기 오랜 기간 절대적 지식의 전수기관으로서 자리
잡아온 학교의 운명을 가늠해볼만한 데이터가 있다. 

<그림 1> 누가 전문가인가?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온라인 검색 추이

출처:OECD(2014). Measuring the Digital Economy: A New Perspective. 
http://dx.doi.org/10.1789/9789264221796-en. 

위의 그래프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정보를 2008년과 2013년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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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검색한 사람들의 비율에 대한 변화 추이를 비교한 그래프로, 70%가 넘는 사용
자들의 건강관련 정보를 검색한 독일을 비롯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OECD, 2014. 이는 전문가의 배타적인 영역이었던 의학 
분야에서도 네트워크 기반의 외부 자원에 의존한 정보 습득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일
반화된 패턴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식의 절대성에 대한 인식
과 습득 방식의 변화가 의학과 같은 매우 민감한 분야에서도 실생활에서 이미 상당부
분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인류의 오랜 지식을 전달해준 지식 전수의 기관으로서 학교는 계속 존재할 
것인가? OECD 산하의 교육혁신연구소인 CERI에서는 10년간의 국제협력 연구를 통
해 미래 사고(Future Thinking) 틀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최종 산출물로 미래의 학
교 교육 체제에 대한 6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하여 발표한 바 있다(OECD, 2001). 현 
학교 체제가 유지되는 방향(Status quo)으로서의 견고한 관료제적 학교체제와 시장경
제 원리 적용 모델 확대 시나리오, 학교가 재구조화되는 방향(Restructure)으로서의 
핵심적 사회센터로서의 학교와 집중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 탈학교 시나리오
(Destructure)로 학습자 네트워크 형성 시나리오와 교사 탈출 및 학교 붕괴 시나리오
가 그것이다. 

시나리오 1: 견고한 관료제적 학교 시스템(Robust Cureaucratic School System)

관료제적 학교 시스템이 지속될 것이라는 시나리오 1은 학부모, 고용의 주체인 기
업, 언론 등을 통해 학교교육 체제에 대한 불만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지만 급진적인 
변화는 반대하는 시나리오이다. 학생들의 수학연한은 지속적으로 길어지며 학생들의 
진로에 학교 졸업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반복한다. 학교는 지속적으로 학교체제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노력을 지속하지만 사회적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
지는 현상을 막지는 못한다.

시나리오 2: 시장 모델의 확장(Extending the Market Model)

시장 모델이 확대됨으로써 현 교육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시나리오 2에
서는 공교육 체제가 약화되고 시장 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학교 모델들이 확산된다. 
학교의 설립과 운영 방식이 유연화 되면서 국가 이외의 새로운 교육 공급자가 속속들
이 출현하며 효율성과 교육의 질의 문제가 중요한 가치가 된다. 다양한 경험과 경력
을 가진 전문가들이 정규직, 임시직 등의 형태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경쟁 중
심의 교육 문화와 불평등, 소외 등의 문제가 시장논리에 의해 실질적으로는 용인되게 
된다.

시나리오 3: 핵심 사회 센터로서의 학교(Schools as Core Social Center)

학교가 핵심적인 사회의 중심센터로서 역할을 재정립하게 되는 시나리오 3에서는 학
교가 사회와 연계를 맺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학교의 사회적 역할이 



- 161 -

강화된다. 가치의 다원화로 혼란을 겪는 사회에 있어 학교는 공통된 가치를 전수하는 
마지막 보루로 인정받으며, 학생들이 평생학습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등 인지적, 비인지적 기초 역량을 길러주는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학교의 
사회적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학교의 목적과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더욱 중요
해지며, 지역사회의 핵심 센터로서 양질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보다 안정적 
재정 확보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교사의 역할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자로서의 역할
과 사회적 책무가 결합되면서 보다 복합화되며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등의 
학교에서의 역할이 제고된다.

시나리오 4: 중점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Schools as Focused Learning 
Organization)

학교가 중점 학습조직으로 재구조화되는 시나리오 4에서는 학문적, 예술적 능력 개
발을 주요한 목적으로 더 많은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학교의 역할
이 재정립된다. 사회적 책무보다는 교육의 질을 더 중시하게 되며 양질의 학습기회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데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며 교육과정과 평가방식 등의 
혁신이 일반화된다. 학습조직은 소규모화, 개별활동, 집단활동, 네트워킹 활동 등을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발전하게 되며, 교사들은 보다 다양한 전문가 그룹으로서 심화
된 전문성을 요구받는다.

시나리오 5: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회(Networks & Network Society)

학습자들간의 네트워크가 학교를 대체하는 시나리오 5에서는 학교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선택지가 많아짐에 따라 지속적 비판을 받아오던 학교 제도가 점차 약화되
고 학습은 “학교라는 특별한 장소”나 “교사라는 특정한 전문가” 그룹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만이 아닌 개별화된 것이 된다. 학습자, 부모, 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통한 학
습이 보편화되고 테크놀로지가 학습과 네트워킹에 전사적으로 활용된다. 정규교육과 
비형식 학습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새로운 학습전문가들이 등장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지원하게 된다.

시나리오 6: 학교붕괴와 교사 이탈(Meltdown & Teacher Exodus)

학교가 붕괴되는 시나리오 6에서는 실제 유럽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같이 불만족
스러운 근무조건, 퇴직, 보다 매력적인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 등을 이유로 교사가 부
족해지고 이로 인해 학교체제가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된다. 교사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교사의 역할을 대안적으로 수행하는 기제로서 테크놀로지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게 된다.

한편, 위의 6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30년 한국의 미래학교 체제를 예측한 전
문가 델파이 연구에서는 졸업장 혹은 학위를 주는 기관으로서 학교의 독점적 권위는 



- 162 -

여전히 유지되나 현재보다 약화되고 학교에서만 교육이 실시된다는 생각 역시 약화되
며, 사회적 가치의 합의가 중시되고 이러한 가치를 전달하는 기제로서의 학교 교육이 
지역 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핵심적 사회센터로서의 학교”가 보다 지배적인 학교
의 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계보경 외, 2011).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학교 모델들을 미래학교 시나리오
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학교 체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

2. 현 체제 유지 시나리오 : 시장 모델 확산을 통한 학교 혁신 사례

가. 교육과정과 학습 공간의 파괴적 혁신 모델: 비트라 스쿨

스웨덴의 ‘교실없는 학교’ 비트라 스쿨은 영리 자유학교(Free School)로 2011년 공
장지대였던 곳을 디자이너 로젠보쉬가 비트라 텔레폰의 지원으로 새롭게 설계한 학교
이다. 규격화된 틀에 따라 정규수업을 제공하는 대신 학생의 능력과 흥미에 따라 개
별화된 학습경로를 지원하는 대안적 학교의 한 예이다. 스웨덴 전역에 약 30여개의 
비트라 스쿨이 있는데 그 중 Telefonplan 에 위치한 비트라 스쿨은 2011년 개교하였
으며, 무경계성과 이동가능성을 강조하는 혁신적인 공간시스템 및 교육과정을 도입함
으로써 학생 개인을 존중하고 언제 어디서든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비전을 구
체화 하였다. Telefonplan 의 비트라 스쿨은 1-5학년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만 학년 혹은 교실이라는 개념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사립재단인 자유학교연합 소
속이지만 국가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운영된다. 

비트라 스쿨은 150-200여명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중심의 개별화 학습 
지원을 목표로 학교 내 모든 공간이 동등한 위계로 학생들의 창의성 및 협동능력을 
북돋아주도록 설계되어있다. 경험중심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내적 동기를 유발하고, 학
습자 스스로 지속적인 학습관리를 주도하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며, 프로젝트가 
모든 교육의 중심이며, 무학년제로 학습자 개인에 따라 학습을 독자적으로 설계 평가 
받을 수 있다. 하루 일과는 모든 학생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소그룹으
로 나뉘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며 공동의 해결책을 도모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
다. 모든 활동 후에는 본인의 학습결과물을 온라인에 공유하고 타인의 작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도록 권장되며, 교사는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한다. 학습활동 및 성취
수준들은 Vittra Book (e-Portfolio) 에 저장되며, 학부모는 수시로 접속하여 학습경
과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교사들과 면담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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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비트라 스쿨의 그라운드 층 구조도

출처: 비트라 스쿨

특히 비트라 스쿨의 교육공간 구성은 교실과 칠판이 없는 학교라는 점에서 많은 주
목을 받았는데, 실제 비트라 스쿨은 학생들에게 1:1 컴퓨터를 보급하고 다양한 형태
의 열린 공간을 설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반(homeroom)이 없
으며, 교실이 없는 대신 학교 전체가 학습자 개인의 공간으로 여겨진다. 각 공간은 
선명한 색감과 레이아웃으로 설계되어 그 자체로 상징적이며, 시시각각 다른 그룹이 
형성되어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하도록 한다. 

- Window: 개별 활동 혹은 소그룹 활동을 위해 설계된 공간

- Tree: 자유롭게 책을 읽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 Village: 중, 대규모의 그룹 스터디를 위한 공간

- Mountain: 퍼포먼스를 주도, 혹은 관람할 수 있는 공간

- Media Lab: 누구나 디지털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

학습은 교실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곳곳에 열린 공간 어딘가에서 자
유롭게 이루어지며, 전통적 형태의 수업은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 때 그 
때 개인의 수준과 흥미에 따라 그룹을 형성하여 이루어진다. 이처럼 학교 내의 사적
영역과 공적영역의 조화로운 설계와 운영은 학생의 능력과 의사를 존중하며 스스로 
가장 적합한 학습방식을 선택하고 결과에 책임진다는 가치 아래 실현되고 있다. 학생
들은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따라 개별작업, 팀작업을 선택 진행하게 되고, 필요
에 따라 교사의 도움을 통해 부족한 내용을 보충한다. 모든 학생들에게 노트북이 제
공되므로, 프로젝트의 내용, 과정, 결과물 등 한 개인의 학습과 성장에 해당되는 모든 
자료들이 언제든지 인터넷 상에 저장된다. 모든 공간들은 물리적 심리적 경계가 없어 
학생들은 흥미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장소를 이동하며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능력, 다양성 인정, 상호존중 등이 중요한 가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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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비트라 스쿨의 다양한 학습 공간

출처: 비트라 스쿨 

나. 플랫폼 기반의 맞춤형 학교 혁신 모델: 이노바 스쿨

페루의 이노바스쿨(Innova School)은 페루의 교육서비스 회사인 CPSA(Colegios 
Peruanos S.A.)가 페루 전역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혁신학교 브랜드이다. 디자인 기
반의 경영컨설팅 기업인 아이데오(IDEO)와의 협력을 통해 설계되었으며, 2010년에 최
초로 3개 학교가 운영된 이래 2017년 현재 41개교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양질의 기
초교육을 적정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학교의 비전이며, 전통적인 교실 수업과 온
라인 콘텐츠를 활용하는 개인학습을 결합한 “혼합학습(blended learning)”모델을 채
택하고 있다. 더불어 “교사 중심의 학교”에서 “학생 중심의 학교”로 패러다임의 전환
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노바스쿨은 유치원(3세)에서부터 중등교육 마지막 학년인 11학년(17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대체로 월 소득이 약 900미국달러인 페루 
내 중산층 가정의 자녀들이다. 페루 교육부는 국가커리큘럼(Peruvian National 
curriculum)에서 일정 부분 자율성을 허용하고 있으나 페루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국
가 교육과정을 엄격하게 따르고 있다. 이노바스쿨은 기존의 국가 교육과정 을 준수하
면서도 학교 커리큘럼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상당 부분상당부분 수정
해 활용하고 있다. 이노바스쿨은 “교사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 중심의 교육”패러다
임 전환을 위해 학생의 요구(needs), 능력, 흥미에 초점을 맞추고, 교사는 “학습의 퍼
실리테이터(facilit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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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vism)에 기반한원 접근 방식으로, 학생들의 탐구활동 참여, 인지활동을 촉
진하는 과업 수행, 동료들과의 토론 및 협업을 촉진하는 문제해결활동 등을 중점적으
로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한 이노바스쿨의 전략은 구체적으로 “혼합학습 모델”, “그룹
학습(group learning)”, “1인 학습(solo learning)”, “혁신 프로그램(Innovation 
Program)” 이 대표적이다.

l 혼합학습 : 이노바스쿨의 수업은 직접적인 교실 학습활동과 디지털 학습이 혼합되
어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컴퓨터 툴들을 활용하여 중요한 학문 개념들을 익히며 
“그룹학습‘과 “1인학습”이의 두 가지 모드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l 그룹학습 : 이노바스쿨은 학습 시간의 약 70%를 “그룹학습”으로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대체로 교사의 주도로 소규모의 그룹을 형성하여 다른 학생들과 협력하
면서 새로운 개념들을 발견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와 연습활동들을 통해 고차적인 
이해를 발전시킨다. 그룹학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협업, 팀워크, 리더십 등과 같은 능력의 개발도 지원해준다. 

l 1인 학습 : 그룹학습을 제외한 학습 시간의 약 30%는 혼자서 수행하는 “1인학습”
을 실시한다. “1인 학습”에서 학생들은 대체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자기만의 속도에 맞게 자율적으로 학습을 수행한다. 학생들은 스스로 목표와 진도 
등을 설정하고 교사들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화된 지원을 제공한다. 이노바
스쿨에서의 “1인 학습”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학습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
는 점이 특징적이다. 

l 혁신 프로그램 :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이노바스쿨의 모든 학생들은 2주 동안 일
명 “혁신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다학제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혁신 프로
그램은 창의력, 자율성, 팀워크, 시민의식 등을 키우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서 학
생들은 탐사, 설계, 실험, 아이디어 공유 등과 같은 점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학
생들의 실제 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회적인 문제(건강, 환경 등)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2013년에 이노바스쿨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해, 
중등학교 학생들은 “교통 혼잡 완화”에 대한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이노바스쿨은 교사, 학교장,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통의 관습, 커리큘

럼, 작업이 공통의 목표와 표준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모니터
링 및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 품질을 위해 교
사 채용, 훈련 등에서 일련의 표준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이노바스쿨은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방법들을 도입할 준비가 되어있는 신입교사를 주로 채용하고 있
으며,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을 위한 전문성 개발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는 인식하에 교사와 학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혼합학습 방법들에 대한 이해를 확대
할 수 있는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사자원센터
(Teacher Resource Center)라는 이름의 온라인 공간을 만들어 학년별로 이노바스쿨
에 맞는 방대한 양질의 레슨플랜과 자원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노바스쿨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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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Mentor)제도, 지역별 담당관 및 품질보증부서 운영 등을 통해 학교의 질관리 및 
학습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l 교사 멘토제도 운영: 교사들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 안
팎의 경험 많은 교사들을 “멘토”로 두어, 교실운영을 관찰하고 담당교사들에게 그
들의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멘토들은 또한 교사 성과 데이
터들을 수집하여 성과가 저조한 교사들에게 초점을 맞춰 지원을 제공해주고 있다.

l 지역별 담당관(regional director): 지역별 담당관은 7-8개의 학교들을 그룹으로 
묶어 각 그룹별로 학교장 및 교사, 직원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학교의 기능 개선, 
운영 강화, 학교의 문제 해결 등을 지원하며 혁신적인 사례들을 확인하고 이를 보
다 넓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l 품질보증부서: 이노바스쿨은 학교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품질을 모니터링하는 부
서를 설립해 개별 학교와 전체 학교 네트워크가 국가 및 국제적인 교육 표준에 부
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기적인 자가평가 및 외부 평가, 매년 2회에 걸친 
표준테스트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며 모두가 학습 표준에 부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더불어 학생들의 리더십, 팀 협업, 창의력 등도 함께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노바스쿨의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테크놀로지와 네트워크에 대한 상당
한 예산이 수반된다. 2013년을 기준으로 평균적인 학교 설립비는 약 400만 미국달러
로 추산됐는데, 학교의 수입은 대부분 학비를 통해 조달되는데, 평균 학비는 매월  
약 110달러(2013년, 미화 기준)이다. 학교 운영의 지속성과 저렴한 학비 유지를 위하
여 이노바스쿨은 저비용 모델을 추구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학교의 운영 효
율을 도모하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학교 수를 확대함으로써 제품 및 서비
스 구매, 부지 이용, 학교 공사 및 가구 구입 등에서 할인을 받는 등의 활동이 그 예
이다.

이노바스쿨은 우수한 교육을 적정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페루 전역에 학
교 모델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혁신과 비용의 제한, 교원 양성의 
어려움, 인터넷 보급률의 한계,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 등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할 과
제를 안고 있다. 이노바 스쿨과 같이 플랫폼 기반의 맞춤형 학습 모델을 확산하고 있
는 대표적 학교로는 미국의 알트 스쿨, 칸랩스쿨과 미네르바스쿨,  네덜란드의 스티브
잡스 스쿨 등이 있다.

3. 학교 재구조화 시나리오: 핵심 사회센터 및 중점학습조직으로서의 학
교 혁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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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도시 커뮤니티 기반 학교: 핀란드 사우나라흐띠 학교와 리타하리우 학교

핀란드에서 추진하는 HundrE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구되고 있는 학교 100가지 
혁신 사례 중 하나인 에스포(Espoo)시 사우나라흐띠(Saunalahti) 학교는 전일제 유치
원, 종합학교(초·중학교 통합과정), 공공 도서관, 청소년 센터,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최초로 통합한 다목적 미래학교이다. 핀란드의 Espoo시는 2015년 평생학습도시 수상 
도시 중 한 곳으로, ‘아이’와 ‘학교’, ‘지역’이 중심이 되어 함께 교류하고 선순환하는 
구조에서, 학교가 덩그러니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센터 역할로서의 학교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표/그림 1> Espoo시의 학교와 지역 연계 개념도

출처: Sampo S. (2015). Conference documents for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cities (p. 30). Sep. 28-30, 2015. Mexcio City, Mexcio 

베르스타스 건설(Verstas Architects)이 안전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 건물을 설계하였으며, 2018년까지 학생과 교직원 수는 매년 증가하여 
취학 전 아동부터 9학년까지 약 800명의 학생과 100명의 교직원이 함께 하는 학교로 
발전할 예정이다. 학교의 6가지 기본 운영 원칙은 아동 중심 수업, 정직과 정의, 다양
성과 평등, 지속가능성, 공동체 의식, 전인적 발달로, 모든 학생에게 자신의 기술, 필
요, 관심에 따라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개별 학습 계획(Personal 
learning plan)으로 불리는 맞춤형 교육과정은 학생과 교사,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과 협력 아래 수립되고 있다.

다른 사례로 리타하리우 학교(Ritaharju School)은 2004년 핀란드 북부의 첨단기업
도시 오울루(Oulu) 내의 리타하리우라는 작은 신도시에 설립된 학교로, 대학 캠퍼스, 
기업, 각종 연구소 등이 자리 잡은 IT 클러스터이자 핀란드 경제의 핵심거점인 오울
루 내에 자리 잡고 있는 학교이다. 이러한 도시의 성격으로 영유아부터 성인학습자를 
아우르는 다양한 연령대를 가진 약 7500여명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
그램의 요구가 높았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 2006년 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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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합한 리타하리우 커뮤니티 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산학연계를 통
한 테크놀로지 기반의 학습 체험이 지역의 문화 발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리타하리우 학교는 리타하리우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나아가 핀란드 전체의 국공립 
학교들이 테크놀로지 기반 교육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선도학교로 성장한다는 목
표로, 다양한 형태의 정부 및 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 2007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의 Partners in Learning에 참여함으로써, 테크놀로지 제반 시설 및 교사훈련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 있다. 

나. 중점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 모델: 미국 뉴욕 블루스쿨 

미국 뉴욕의 블루스쿨(Blue School)은 2006년 공연예술회사인 블루맨그룹(Blue 
Man Group)의 창립자들이 설립한 진보적인 독립학교로 뉴욕 로어 맨해튼(Lower 
Manhattan)에 위치해있다. 초기에는 학부모가 운영하는 비공식 놀이반의 형태로 개
설되었는데 2007년 9월부터 이러한 놀이반을 “블루맨 창의력센터(Blue Man 
Creativity Center)”라는 이름의 기관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학교는 최소 2세의 유
아에서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력에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 제
공하는데 2015년 이전에는 유아교육 및 초등학교 프로그램까지만 제공했으나, 2015
년부터는 중학생 프로그램을 추가 도입했다. 학년그룹은 크게 2세~4세(어린이집 단
계), K학년~5학년(초등학교 단계), 6학년~8학년(중학교 단계)로 나뉘며, 정규 프로그램
과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학부모가 운영하는 놀이반 형태로 운영될 당시에는 블루맨그룹이 소유한 건물에 놀
이반이 설치되었으나 이후 놀이반이 공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되면서 늘어난 직
원, 교사,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학교건물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2014
년 3월에는 2015-2016학년도부터 중학교 프로그램을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학교건물 인근에 추가적으로 학교 공간을 확보하기도 했다. 

블루스쿨은 다른 다양한 교육접근법의 요소들과 블루스쿨 고유의 교육접근법 요소들
을 결합한 교육 모델을 개발했다. 블루스쿨은 특히 학생들을 통제하기보다는 창의력
에 초점을 맞춘 역동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접근법의 3가지 핵심 요
소는 창의적 사고(Creative Thinking), 자기 및 사회지능(Self and Social 
Intelligence), 학문 습득(Academic Mastery)으로, 블루스쿨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
는 학년별로 각 요소들과 관련한 학업을 수행하고 기술을 함양한다.

학교는 “다이내믹 러닝(dynamic learning)”시스템을 통해 모든 연령의 학생들이 실
제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강구하고 이를 실행하는 활동에 참여
하면서 중요 기술들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블루스쿨이 활용하고 있는 주
요 수업방법 중 하나는 교과 학습을 중요한 주제(theme)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학, 언어, 사회, 예술, 음악 등의 과목에서 해당 과목별 내용에 맞게 설계된 
프로젝트들이 하나의 핵심적인 주제(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를 갖도록 하고, 학생들
이 여러 과목들에 걸쳐 해당 주제에 대해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집트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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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수학은 어떠했는가’, ‘이집트인들의 예술은 어떠했는가’ 등). 그리고 학생들은 이
러한 학습의 결과로 해당 주제에 맞는 물건을 직접 만들거나 교실을 해당 시대에 맞
게 꾸미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도 한다. 블루스쿨의 STEAM 프로그램은 공학, 디자
인, 전자공학 및 각종 도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생들은 STEAM 프로그램 하에
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디자인사고(design thinking)의 5가지 요소인 이해하기
(understand), 정의하기(define), 아이디어화하기(ideate), 프로토타입만들기
(prototype), 테스트하기(test)를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하게 된다. 예로 블루스쿨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목공예인데, 학생들이 나무 조각을 활용하여 직접 스푼 등
의 물건을 만들어 봄으로써 해당 물질의 특성을 이해하고 목공도구 활용 기술을 습득
한다. 

4. 탈학교 시나리오: 네트워크 기반의 학습공동체 모델 도입을 통한 혁
신 사례

가. 소규모 지역사회 학군: 미국 우드랜드 파크 지구

미국 우드랜드 파크 지구에서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학교뿐만 아니라 지
역사회 전체가 공동의 책무를 공유한다. 지구 내 학교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방향
을 정하며 홈스쿨 학생들에게도 균등한 교육이 이뤄진다. 우드랜드 파크 지구는 5개
의 학교가 묶인 소규모 지역사회의 학군이다. 이 지구 내에는 컬럼바인 초등학교, 게
이트웨이 초등학교, 써밋 초등학교, 우드랜드 파크 중학교, 우드랜드 파크 고등학교가 
있다. 우드랜드 파크 지구의 비전은 모든 학생들에게 자신의 학업적, 사회적, 행동 능
력을 성공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이들이 직업 세계로 나아가
는 데 필요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드랜드 파크 지구에서는 
학교 내 아동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홈스쿨을 통해 공부하는 아동을 위한 교육의 질
을 향상하기 위해 지역 구성원들과의 활발한 의견교류를 중요시 여긴다. 

우드랜드 파크 지구에서는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 방향을 지역 내 5개 학교, 지역사
회, 학부모들이 함께 정한다. 즉 5개의 학교를 아우르는 지역사회의 교육 방향과 여
러 규정을 결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며, 여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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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의사결정 체계와 위원회 운영

구분 역할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Stakeholder Survey)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매해 연말에서 다음해 연 초까
지 교육 방향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

학교 책무성 위원회
(Accountability

 Committee)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구성
·현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관련 논의사항을 점검하여 교육 
목표를 설정

의사 결정 팀
(Shared Decision 
Making Team)

·각 학교별로 의사결정 팀을 운영하여 학교의 목표, 예산계
획안, 교육과정 운영방안,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해 논의
하며,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
결정 기구

지구 책무성 위원회
(District 

Account지ability 
Committee)

·학교 책무성 위원회와 같이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
회 구성원으로 구성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학교의 위원
회를 대표해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관련 발전 목표를 정립
하는 역할을 수행

교육위원회
(Board of Education)

·선거에 의해 선출된 다섯 명의 교장으로 구성
·학생들의 성공과 자원분배에 초점을 맞추어 우드랜드 파
크 지구의 미래 정책 방향 및 비전 수립

출처: KERIS

나. 초등 학습공동체: 핀란드의 에스코라 마을과 폴람미 마을

우드랜드 파크 지구보다 좀 더 특수한 사례로 핀란드의 칸누스(Kannus)지역에 위치
한 에스코라(Eskola) 마을과 라핀야르비(Lapinjärvi) 지역에 위치한 폴람미
(Porlammi) 마을에서는 2017년 가을부터 초등학교 공동체(elementary-school level 
school community)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폴람미 마을은 약 500명의 주민이 거
주하고 있으며, 에스코라 마을은 500명이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2013년 에스코
라 마을은 학교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학교를 모두 폐교하였으며, 이후 마
을 주민들은 가정학습을 통해 자녀를 교육시키고 있다. 폴람미 마을 역시 학생수 40
명 정도로 동일한 문제가 있었는데 라핀야르비 마을이 먼저 시작한 홈스쿨링 교육과
정에 따라 폴람미의 학생들도 원거리 학습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학습 모델은 핀란드 교육의 실험적인 시도로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디지
털 플랫폼이 활용될 예정이다. 학습 공동체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 가을 5명의 에스코라 학생들이 라핀야르비의 교육과정에 맞추
어 학습을 시작할 예정이며, 에스코라와 라핀야르비의 거리가 약 500km 떨어진 원거
리임을 반영하여 수업은 스카이프(Skype32))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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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래 학교의 변화 방향

이상의 사례들은 학교라는 체제가 공급과 소비의 주체, 시간과 장소 등의 측면에서 
근대의 표준화된 학교모델을 벗어나 상당 부분 다원화, 분산화되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과 “모두에게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시작된 
근대 학교교육의 가치는 학교의 형태는 변화한다 하더라도 미래에도 유효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의 비트라 스쿨, 페루의 이노바 스쿨과 같이 현행 학교 제도와 
시스템을 준수하는 선에서도 시장 기제에 의해 맞춤화된 교육과정과 플랫폼 기반의 
학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들은 시장의 요구와 맞물려 새로운 학교 모델로 점차 확
산되고 있다. 동시에 핀란드 사우나라흐띠 학교 등과 같이 지역 커뮤니티와의 밀접한 
물적, 인적 연계를 통해 학교가 지역의 핵심적 사회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 
단위의 학교 사례들 역시 새로운 학교 모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모델들
은 학교라는 기관이 단독으로 이룰 수 있는 혁신이 아닌 지역 사회 및 다양한 네트워
크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공유된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과정을 보다 큰 틀에서 보
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확장된 학교의 역할에 부합되는 지배적인 모델이 될 것
으로 예측된다. 아직은 극소수이나 미국 우드랜드 파크 지구나 핀란드의 작은 마을 
학습 공동체와 같이 학교라는 제도와 물리적 시공간을 완전히 탈피해 홈스쿨링 등의 
교육방식을 택하게 된 학생들에게도 네트워크 기반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도시 단위
의 실험적 접근이 나타나고 있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앞서 살펴본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미래 학교 모델들은 획일화된 교육과정에서 벗
어나 테크놀로지 기반의 플랫폼 도입, 블렌디드 러닝의 적용, 형식학습과 비형식 학습
의 연계 등을 통해 개인에게 맞춤화된 다양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려는 노력ㅇ르 보
여주고 있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폐쇄적 학교 문화에서 탈피해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모두 주체가 되는 참여자 중심의 개방적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정부 
중심의 중앙집권적 학교 체제를 극복해 다양한 주체가 학교의 공급주체로 참여하는 
시장 기제에 기반한 분권화되고 자율화된 학교 체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40-50
분 단위의 벨 스케줄(Bell-schedule)에 의한 학습시간, 교실이라는 공간, 교육 제도의 
틀에 갇혀있던 학교 조직은 물리적, 제도적 테두리를 넘어서 실제 생활의 장인 지역
과 세계를 포함한 다원적 네트워크로 확장되고 있으며, 현재 온오프라인의 혼용에 머
물러 있는 학습 방식과 공간은 머지않은 미래 현실과 가상공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32) 인터넷 화상전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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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래학교 체제의 변화 방향

획일화 → 다양화/맞춤화
공급자 중심 → 참여자 중심
폐쇄적 → 개방적
중앙집권적 → 분권화/자율화
정부규제 → 시장기제
학교조직 → 다원적 네트워크 
오프라인+온라인 → 현실+가상공간

이와 같은 학교의 변화 트렌드를 바탕으로 미래사회 학교는 테크놀로지 기반의 스마
트 학교(Smart School), 글로벌 지역사회와 연계된 학교(Connected School), 생태
지향적 학교(Eco-Friendly School), 즐거운 학교(Fun School), 안전한 학교(Safe 
School)의 지향점을 가지고 변화되게 될 것이다(계보경 외, 2011)33)

가. 스마트 학교(Smart School)

미래 학교는 맞춤형‧적응형 학습관리와 지능화된 행정‧시설 시스템을 포함하는 학습 
환경을 갖춘 스마트한 학교로 변화될 것이다. 스마트 기술은 기존의 도구로서의 개념
을 넘어서 새로운 학습과 생활환경을 창출하고 있다. 스마트 학교 구축을 통해 학생
들의 개별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대처하고 기존의 교과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 다양하고 유연성 있는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환경
을 구현할 수 있다. 스마트 학교의 핵심은 단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있지 않고 
학생 특성과 수준에 맞는 학습 콘텐츠와 학습 컨설팅을 포함한 학습관리 체제를 도입
하여 학생 역량기반 교육과정, 진로기반 학습 컨설팅, 개인선호와 성취를 독려하는 학
습과정 및 평가를 구현하기 할 때 비로소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한 학교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의 어느 공간에서든 맞춤형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 교실은 상황에 따라 협력을 위한 공간, 개별학습을 위한 공간, 체험을 하기 
위한 공간, 놀이를 하기 위한 공간 등 역동적이며 가변적인 형태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다양하고 유연한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융
통성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적 변화를 예측하여 공간의 크기, 수 학
교의 위치나 유형의 다양성에 맞출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윈도우, 안드로이드, iOS 등 특정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는 가상화 기
술을 통한 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학교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학습 콘텐츠와 학교 내
외에서의 활동 및 학습 산출물을 클라우드에서 통합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원 및 
교육용 가상 데스크탑 PC 기술의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

33) 본 내용은 계보경 외(2011) 미래학교 체제 도입을 위한 Future School 2030 모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UNESCO 콜로키엄 자료집 등에 게재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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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스마트 학교에서의 학습 활동 모습

출처: future.keris.or.kr 

아울러 개인 학습 단말기와 학교 및 교실의 기기들이 통합 운영될 수 있는 지원체제
를 구축하고 교원 및 학생의 e-포트폴리오, 적응형 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 분석 시스
템, 협력 지원 시스템 등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플랫폼의 관점에서 통
합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밖에도 스마트한 학교 행정을 위한 출결, 학사
일정, 성적, 도서, 급식 관리 등의 서비스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미래 학교에서의 
통합 관제 시스템은 IT 인프라와 시설물 영역의 양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요소들의 유기적인 설계뿐만 아니라, 학교에 기본 요소로 자리잡게 될 다양한 
IT 자원과 기본 인프라 간의 통합적인 운영 시스템을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적
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 글로벌․지역사회와 연계된 학교 (Connected School)

글로벌․지역사회와 연계된 학교는 지역 커뮤니티 및 글로벌 인적/물적 학습자원과 
연계하여 개인 학습자의 학습 경험 및 학습 이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학교를 말한
다.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게 되면서 글로벌 정책
을 가진 학교들은 국제화, 세계화된 교육 기회와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
기에 매우 용이해졌다. 세계화, 개방화에 따라 해외의 전문가 또는 외국 학생과의 실
시간 화상 교육 등의 새로운 방법이 적용되고, 교육의 소재도 세계화‧다양화되며, 교
육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세계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폭넓은 네트워크 형성능력, 
의사소통 능력, 시민의식, 공동체 의식, 리더십 등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내용이 포
함되어야 한다. 국내 사회 변화 측면에서는 다문화 가정 증가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교육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글로벌 환경이 학교에 투입되면서 교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미래 학교에서의 교사들은 다양하고 융통성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된다. 교사연구실
에는 교육자료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제작 지원, 학생평가, 수업연구, 교사 테크
놀로지 활용 연수자료 등이 제공되어야 하며, 다양한 국적과 개성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학습 컨설팅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

한편, 학교와 지역사회가 교육시설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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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경우 도심에 부족하기 쉬운 생태 친화적 학습의 장으로서 학교를 설계하거나, 
전원지역의 경우 문화시설을 확충한 학습공간으로서 학교를 설계하는 등의 모델이 바
로 그것이다. 특정 학교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근거리의 지역사회의 체육센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반대로 학교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 강당 등의 문화시설
에 보다 지역의 역량을 집중해 학생뿐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에게 보다 양질의 자원과 
시설로 인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되어야 한다. 실례로 미국 휴스턴은 녹지 확충 방안
의 일환으로 학교 안에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문
제를 해결한 바 있다. 학교 기능의 복합화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미래 학
교에서는 교실 구조가 목적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초등학생 대상의 교실을 여러 개의 소규모 교실로 분리하여 중고등 학
생들을 위한 방과 후 교실형태로 사용할 수 있거나 또는 학부모 및 노인 대상 평생학
습실로써 실습실 형태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내 커뮤니티 공간을 활성화하여 식당 카페테리아나 공연장, 실내체육관 등이 지
역주민에게 개방되거나 공유하는 형태로 복합적 기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림 7> 지역민과 교류를 통한 학습 사례

출처: future.keris.or.kr

또한 미래사회에서 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쉽게 오가면서 상
호작용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삶의 공간이자 지역 학습 문화를 창조하는 공간이 되어
야 한다. 지역의 특성과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전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적절한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노령인구를 포함한 다양한 인
사들이 학교 운영의 일원으로 참여해 지역의 학습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장소로 학
교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다. 즐거운 학교(Fun School)

즐거운 학교란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학습 문화에서 독창적이고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학생 주도적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창조해내는 체험형 에듀테인먼트 공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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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학교의 특성은 첫째, 협력, 인성, 창작/실습을 중시하는 학습문화, 둘째, 학생
들의 진로와 역량에 기반한 교육과정과 학생 개별 컨설팅 체제, 셋째, 증강현실, 가상
현실, 홀로그램 등 테크놀로지를 통한 경험의 실제성이 강화된 가상학습환경 제공을 
포함한다. 이러한 학습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 성취감과 만족감을 지속적으로 강
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

<그림 8> 재미 요소를 도입한 공간 설계 사례

출처:future.keris.or.kr 

미래사회는 전수, 전달받는 지식보다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행동을 통해 습득한 유
연한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창의적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이나 미디어 제작실이 제공되고, 야외에서도 손쉽게 제작이나 창작이 가능하
도록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과 첨단 콘텐츠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의 학교에
서는 다양한 미래교육 연구 결과에서 제시되듯 학습조직 및 학습공동체가 새로운 학
습 방법이 되며,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놀이형 협력학습이나 프로젝트형 협력학습에 
참여하게 된다. 학생들이 새로운 지적, 문화예술적 산출물을 생성할 수 있도록 협력과
제와 협력지원 테크놀로지가 포함된 환경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래의 즐
거운 학교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협력‧인성‧창작/실습 
학습을 위한 교육방법 개발, 첨단 학습 테크놀로지의 안정화, 수업효과 연구가 통합적
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라. 안전한 학교(Safe School)

안전한 학교는 개방화된 학교체제에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외부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동시에 학교 안전성 제고를 위해 출입자 인식 및 학교 보안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된 학교를 말한다. 미래 학교는 기존의 전통적인 학교의 
형태를 재구조화하여 보육기능, 평생학습, 지역 사회의 학습센터 기능 등이 포함된 다
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맞벌이 부모들의 증가로 인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교실 운영이 활성화되고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있는 시간이 늘어날 것을 
예상할 때 학교의 안전 및 보안 강화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
습자 개개인의 출결 확인이 가능하고, 학교 구성원 외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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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체제가 강화된 첨단 보안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
역개방 공간과 내부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시간별, 영역별 출입 관리 시스템 도입
하고 시스템적인 접근 외에도 일반적인 학교 울타리인 폐쇄형 담장을 투명하게 바꾸
거나 지하주차장과 같이 어두운 공간의 조명을 밝게 만들어 학생들이나 학교 관계자
등의 시야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자연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할 것이다.

<그림 9> 개방화된 학교 체제에 따른 안전시스템 구축

출처: future.keris.or.kr 

학생 인구의 변화, 가정형태의 변화, 학교 기능의 변화 등의 요인들로 인하여 학교
에서의 학생들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더욱 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전 예방 
기술 및 안전 통합관리 체제는 미래의 학교 구축 시 필수요소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적 요소이다.

마. 생태지향적 학교(Eco-Friendly School)

생태지향적 학교란 환경 친화적인 학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린(green) 에너지를 이
용한 친환경적 학교 교육과정과 환경을 도입한 학교를 말한다. 생태지향적 학교의 첫 
번째 특징은 친환경적 측면으로 학교시설에서 건강 및 쾌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 
환경, 빛 환경, 열 환경의 측면에서 오염 배출 요소를 최소화하고 교육과정과 환경 
설계 및 운영에 있어 이를 실천하는 학교이다. 두 번째 특징으로 자연 에너지를 활용
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친환경적 요소를 학교 건축에 반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학교 
환경을 운영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지역 환경 교육의 장이 되는 학교이다. 학교에 
태양광 에너지 활용시설, 재활용 시스템, 미니농장을 구성함으로써 자연스런 환경 교
육과 체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고유의 교육 기능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 생
각을 조금만 넓히면 야외 공간도 중요한 학습활동 공간이 될 수 있다. 자연친화적 학
습공간에서 대화, 토론, 협력, 휴식, 놀이, 노작‧실습 등 사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
며 학습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과 감성을 높이고, 자
연과 교육이 융합된 설계, 미래사회의 중요한 이슈인 에너지, 기후 문제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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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높일 수 있다. 미래 학교에서 친환경 요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이고 기본적 
개념이다. 따라서 유아부터 평생교육 대상까지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정이 제공되어야 하며,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친환경적인 학교 건축을 통해 지
속가능한 미래 학교의 모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6. 맺으며

학교는 지난한 비판에도 어쨌거나 소외 계층도 주류 문화와 경제적 지위들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왔으며, 여러 고질적인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적 평등
을 촉진하는 사회적 기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자녀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보다 
좋은 교육을 제공하길 원하는 부모들은 더 나은 개인 교습, 맞춤형 학원, 사립학교, 
홈스쿨링과 같은 새로운 선택지를 고려하거나 이미 채택하고 있으며, 이처럼 새로운 
교육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부모와 없는 부모들 사이의 능력 격차 심화는 고스란
히 교육 격차로 반영되고 있다. 또한 부모와 개인이 학교로부터 학습의 책임을 자의
적으로 혹은 타의로 상당부분 넘겨받고, 맞춤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과 같은 
다양한 이익단체들에 의해 교육의 파편화가 가속화되게 되면 학교가 지켜온 시민성과 
사회적 결속력이라는 두 가지 목표는 사라질 위험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Collins & 
Halverson, 2009). 

또 하나의 난제로 학습자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공교육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공통적인 기본 역량에 대한 정의 역시 사회적 합의
를 이루어야할 과제이다. ‘이 정도면 됐으니 이제 그만 공부하자’라는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데니스 양(Udemy 전 CEO)는 질문처럼 새로운 미래 학교의 교육목표
와 내용을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은 도전과제가 될 것이다. 개별화
(Individualization)를 넘어 개인화(Personalization)를 논하고 있는 미래의 교육에 있
어 학교가 다루어야 할 코어 커리큘럼(Core Curriculum)의 재정의는 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담아내는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미래학교는 사회적 합
의를 담은 새로운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동등한 양질의 맞춤형 교육에의 접근성을 보
장하는 사회적인 학습 센터로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더 극대화된 연결(Greater Connectivity)과 더 많은 참여 (More 
Engagement)의 기회’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며(OECD, 2016), 더 쉬운 정보의 
접근과 맞춤화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된 미래의 교육을 실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아우르는 학습 생태계의 최
정점에 있는 핵심주체로서 한 개인의 성장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파악하
고 접근해가려는 노력은 교육에 있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 열쇠가 되리라 
기대된다. 삶과 학습이 하나가 되는 미래 사회 모두를 위한 학습 공간이자 사회적 공
간으로서의 학교와 도시(지역사회)의 연계는 기술에 힘입어 더욱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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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결론: 미래 도시와 교육의 혁신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

최재정 (차의과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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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제안 및 향후 연구 방향

요 약

도시의 발전과 변화는 시민의 생활과 소통, 그리고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인재를 위한 교육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 20-30년 뒤 경쟁력 있는 미래도시를 스
마트 도시로 설정하는 경우 그 핵심은 데이터 허브 역할에 있다. 이는 도시의 학
습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도시는 모든 교육 자원의 저장소가 되며, 미래 
기술은 언제 어디서나 전문가나 도시 안의 배경과 능력이 다른 아이들과 관심 있
는 문제를 협력해 풀어나가도록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우리가 도출하고자 첫 번째 주제는 어떤 특징을 갖는 인재를 미래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가 하는 점이다. 연구팀이 합의한 것은 ‘협력적 창의성’
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고, 이를 기반으로 가정과 학교, 도시의 주요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파악했다. 그러나 교육 자체가 갖고 있는 기본 기능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기본 덕목과 품성은 지속적으로 고양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창의성과 협력적 사고가 키워져야 한다. 동시에 놀이가 창의
적 사고에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가정은 스마트 기기와 자동화, 소셜 로봇과 같은 새로운 존재가 도입되면서 아이
들의 학습과정과 문제 해결 능력이 진화될 것이다. 미래 도시에도 학교는 사회적 
공간으로 역할이 계속 존재할 것이며, 새로운 학습 방식과 운영 형태, 그리고 협력
적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커리큘럼 등이 새롭게 도출될 것이다. 미래형 테크
놀로지들을 적용한 미래 도시에서의 교육은 크게 ‘스마트 홈에서의 가정교육’, ‘스
마트 스쿨에서의 학교 교육’, ‘스마트 시티에서의 평생교육’의 세 단계 레이어를 
가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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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의 발달과 교육 공간의 진화

도시와 교육의 관계를 돌아보면, 그리스 시대의 도시 기반 민주적 교육 방식이 존재
했지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근대 과학 기술 혁명과 새로운 도시의 탄
생으로 비롯되었다. 농업의 축소와 제조업의 발달 그리고 이어진 산업 혁명은 대중교
육을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로 설정하게 만들었고, 시민에 대한 체계적인 새로운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실시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를 거쳐 21세기에 들어서면서 ‘4차 산
업혁명’을 논의하는 현재에 와서 도시의 스마트화와 자동화의 급격한 증가는 산업화 
시대의 대중교육이나 주입식 교육 또는 생산과 관리 지원을 위한 특정 영역별 전문 
교육의 한계를 절감하게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새로운 인재를 미래도시라는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논의 검토했다. 특히 디지털 경쟁력을 갖는 중소형 도시의 
변화를 가정해서 새로운 혁신 기술이 가정과 학교를 어떻게 바꿔나가면서 아이들의 
교육과 학습 방식을 변화시킬 것인가를 시작으로, 도시의 모든 환경이 교육 공간으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발견하고자 했다. 

연구팀은 먼저 향후 20년간 도시 변화를 스마트 시티로의 진화로 설정하고, 도시 공
간이 어떻게 교육 자원으로 활용될 것인가를 전망했다.  스마트 시티는 도시가 장소
의 공간에서 ‘흐름의 공간’으로 바뀜을 의미하며, 모든 제반 인프라는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된다. 이는 교육이라는 시각에서 도시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교육 공간
으로 변화되는 것을 야기한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시티 인프라가 학교의 확장으로 활용되는 푸시 전략과 도시 인프
라가 교실 안으로 들어오는 풀 전략, 스마트 시티 인프라가 별도의 학습 공간으로 활
용되는 독립 전략으로 구분해 접근했다. 또한, 시민으로 구성된 휴먼 네트워크가 디지
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미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함을 파
악했다. 이런 기회에는 지역 사회의 현장 전문가가 지도 교사의 역할을 하거나, 일반 
주민이 스마트 교육의 조력자가 되고, 온라인 개방형 교육 플랫폼을 통해 직접 교사
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스마트 시티가 가져오는 큰 역할 중 하나는, 스마트 커뮤니티를 넘어서 지능형 커뮤
니티의 구성이며, 다양한 지능형 서비스가 바탕이 되어 구현되는 시민 네트워크의 참
여는 교육 영역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스마트 시티가 교육이나 
환경 문제 개선과 같은 사회적,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
성과, 시티의 모든 디지털 기반이 개방형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지향점이 있기 때문
에, 도시 자체가 미래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
다. 

특히 최근에 추진되는 많은 스마트 시티 전략은 도시를 하나의 데이터 허브로 구축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교육을 
위한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즉, 스마트시티는 개인화된 
맞춤형 학습활동의 기반이 되는 교육콘텐츠 및 학습정보 저장 공간으로서 시간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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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의
미를 지닌다.

도시 안에는 생활 랩 또는 리빙 랩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 프로젝트
를 실천하기 위한 시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며, 이
는 학생들이 지역 내에서의 문제를 풀어가고, 여러 가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
회를 만들어 낼 것이다. 

스마트 시티 안의 지역 사회와 연계한 새로운 협력적 교육 모델은, 소위 제러미 리
프킨의 ‘호모 엠파티쿠스’라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의 양성이라는 아이디어와 일치
할 수 있으며, 이는 온라인을 통해 글로벌 영역으로 확대할 수도 있고, 동시에 학교
를 둘러싼 지역 사회를 공감적 학습 환경으로 확장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향후 도시의 각종 시설물이나 건축물이 어떻게 교육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며, 
변화의 모습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변화에서 대표적인 것이 도서관으로, 도서관은 이제 더 이상 지식 습득의 장에
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습득하는 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앞으로 
어떤 기능이나 장소의 변화가 새로운 경험과 교육을 의미 있게 만들 것이며, 그런 변
화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연구가 필요하다. 

2. 미래 교육의 진화 방향

가. 21세기 교육의 주요 요구 사항

21세기의 새로운 인재의 역량을 무엇으로 파악해야 하고 어떤 스킬을 가진 인재를 
길러낼 것인가는 대 다수 국가가 고민하는 교육의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
다. 세계 경제 포럼(WEF)은 기술, 문화, 금융, 과학에 대한 문해력과 함께, 핵심 역량
으로 창의성, 소통, 협력 능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그리고 이를 위한 
다양한 인성을 제시하고 있다. 

21세기 인재의 가장 큰 대표 역량으로 하나의 키워드를 도출함으로써 모든 연구와 
분석이 이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론에 합의함으로써 본 연구팀은 
‘협력적 창의성’을 우리 연구의 중심 키워드로 선정했다. 이번 연구에서 21세기 인재
의 대표적 역량으로 제시하는 ‘협력적 창의성’을 위해서도 개인의 공감 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도시를 이루는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연결되고 소통하며 참여하는 환경
을 가정함으로써, ‘협력’ 능력이 뛰어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 환경으로 도시
의 역할이 주어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되돌아 본 것은 과연 미래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교
육이 갖는 기본 가치와 역할이 무엇이며, 시간이 지나도 바뀔 수 없는 본질적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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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교육을 얘기함에서도 우리가 인류의 기본적인 ‘윤리성’ 바탕을 두면서 교육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찾아내는 것 역시 이번 연구의 출발점 중 하나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사랑’, ‘자율성’, ‘책임’, ‘협력성’, ‘창의성’은 미래 교육
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도출하였고,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협력적 
창의성’이라는 주제를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선정했다.

21세기 도시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적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 필요로 하는 세부 항목으로는 다시 ‘디지털 문해력’, ‘문제 해결 능력’, ‘기획, 계획 
능력’, ‘창의성과 유연성’, ‘협동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법의 학습 능력’, ‘스트
레스 저항력’을 선정한 것은 참여 연구원들의 전문적 경험과 토의 및 논의를 통해 얻
어진 결과이다. 

즉, 미래 교육은 5가지의 기본 원칙과 ‘협력적 창의성’이라는 목표 그리고 이를 구성
하는 8대 미래 핵심 역량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역량 중심의 교육’, ‘중핵교육과정 방식의 채택’, ‘디
지털 문해 역량 교육’, ‘후마니타스 교육과정’,  ‘다양한 새로운 학습법 적극 도입’, 
‘새로운 교사 양성제도의 도입’, ‘교육환경의 개선’, ‘평생교육 시스템’ 등의 기본적 틀
을 제시했다. 

향후에는 이런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과제를 갖는지에 대해 보다 깊이 있
는 연구가 필요하며, 각 정책의 결과가 상호간에 어떤 역할과 영향을 줄 것인가를 살
펴봐야 한다. 

나. 스마트 홈을 통한 교육의 변화

미래 교육의 대상 아동으로 우리 연구에서는 유소년으로 표현하는 유아기와 초등학
생까지로 설정했는데, 이에 따라 유아기 교육의 변화와 스마트 홈에서의 교육 변화, 
그리고 학교 모델의 변화와 새로운 커리큘럼의 방향이 논의되었다.

유아 교육에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나 사용법 보다는 신체, 인
지, 사회정서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데 모두 동의했
다. 또한, 유아기 교육이 가정에서의 교육과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육 두 축으로 이루어
지는데, 가장 중요한 축은 놀이 중심의 교육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술의 발전과 디
지털 기기는 이런 놀이 대상의 확대와 다양화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에
서 얻어진 결론이기도 하다. 

미래 가정에서 유아들이 향후 ‘협력적 창의성’을 가진 아이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의성’, ‘협업능력-팀워크 능력’, ‘의사소통 능력’, ‘디지털 문해력’, ‘윤리성’과 같은 
핵심역량이 증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점은 유아들은 현실 세계와 
상상 세계를 구별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상적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우려 사항 역시 존재한다. 또한, 가족 상호작용의 유
연성과 응집성이 창의적 사고 발달에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 간의 친밀함과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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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의 협업, 존중과 독립심 자극과 같은 환경 구성과 방향의 기본 원칙을 세우
는 것이 중요하다. 

협업능력이나 의사소통 역시 디지털 기술의 적절한 활용이 유용하지만 지나친 기기 
사용에서 오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과 디지털 기기 또는 지능 
로봇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디지털 기기나 스마트 홈 장비들은 보조적 기
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인간의 기본 특성인 의인화 성향은 유아들에게 더욱 강
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정용 로봇이나 가상 비서의 활용 역시 윤리성을 기르
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중
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 

스마트 홈 기술이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은 많은 전문가들이 동
의하는 흐름이다. 인공지능과 가상/증강 현실, 소셜 로봇과 스마트 기기, 가상 비서 
기능은 가정에 새로운 구성원이 등장함을 말하며, 교육과 학습을 위한 공간과 시간적 
제약을 제거할 것이다. 언제나 원하는 지식과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며, 도시 공동체 
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과도 대화와 협업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는 아이들의 놀이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가족 
구성원이 공간적 제약을 넘어서 놀이와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한 문제 해결은 환경 지능을 통해서 역량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며, 지능형 기
기를 통해 지식의 습득 과정이 변화되고, 가상 에이전트는 새로운 협업 과정을 만들
어 낼 수 있다. 특히 일반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넘어서는 새로운 콘텐츠 경험은 흥미 
유발과 몰입을 최대화할 것이고, 유아의 경우에도 구체적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미래의 유아 교육 기관들은 환경, 놀이 방식, 놀잇감의 활용에서 변화를 맞이할 것
이다. 교실 환경은 앰비언트 지능(생활 지능)을 가진 디지털 인프라로 구축될 것이고 
스마트 시티의 다른 구성 요소와 긴밀하게 연결될 것이다. 다양한 스마트 토이는 유
아가 놀이하는 과정에서 성장과 발달을 도울 것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언
어발달과 인지발달을 촉진하게 할 것이다. 이는 미국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학습자의 테크놀로지 활용에 관한 정책 브리핑’에서 언급한 영유아 아동이 테크놀로
지 활용을 통해 학습, 탐구, 놀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학부모, 가정, 또래친구
들 사이의 사회적 사회작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입장과 같다. 

그러나 영유아의 경우는 스마트 홈에서와 같이 ‘성인의 보살핌 하에서 아동이 적절
히 활용’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과몰입 같은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유치원이나 가정에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하다. 

영유아를 위한 교육 기관이나 가정에서의 학습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
적인 사례와 효과에 대한 분석이 앞으로 지속되어야 하며, 유치원 같은 교육 기관의 
변화와 가정과의 네트워크, 스마트 기술을 통한 연계는 다음 단계의 연구 과제로 남
겨졌다. 단지 이상적인 유치원이나 스마트 홈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닌 실제로 일
반 가정과 도시 내에 널리 존재할 수 있는 유치원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 더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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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한다. 

다. 학교 교육의 진화

‘미래에도 학교는 존재할 것인가?’는 이번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였으나 참여연
구원 대부분의 의견은 역할의 재정립은 있어도 학교는 여전히 유효한 기관이라는 것
에 공감했다. 이는 본 연구 보고서에서도 언급한 OECD의 미래예측 연구나 2030년 
한국 사회에서 학교가 ‘핵심 사회센터로서의 학교’가 될 수 있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핵심 사회센터로서의 학교는 커뮤니티 기반이나 인적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 연계 모델이 있다. 

미래학교의 변화 방향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스마트 학교, 연계 학교, 
즐거운 학교, 안전한 학교, 생태지향적 학교와 같이 다양한 지향점을 갖고 있다. 중요
한 것은 사회의 합의된 가치를 전수하고, 모두에게 등등한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미래 학교의 교육 목표와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며, 코어 커리큘럼의 재정의가 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가와 어떻게 양질의 맞춤형 교육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는 앞
으로도 난제가 될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학교 교육의 문제는 커리큘럼이나 교육 방향의 문제가 아닌 사
교육과 선행학습의 과도함에서 비롯하고 있다. 이는 성적중심의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사회 시스템과 이를 추종하는 학부모의 무지와 과욕으로 만들어진 복합적 문제이다. 
이에 대한 반성이나 변화를 원하는 학부모 또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공동육아, 홈스
쿨링, 대안학교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미래 학교의 변화 방향을 유추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20년 후 미래 초등학교 커리큘럼은 발전하는 에듀테크에 힘입어, 기존 교과과정중심
에서 프로젝트 기반, 주제 또는 행동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개별 맞춤교육이나 
새로운 교재와 기술 활용, 네트워크를 통한 가정, 사회 구성원과의 연결, 커뮤니티 기
반의 교육 등이 앞으로 학교 기반의 교육 시스템이 진화할 방향이다. 

라. 미래 교육의 진화 방향에 대한 시사점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서 21세기 미래 인재의 가장 큰 특징을 ‘협력적 창의성’을 최
대한 발현하는 인재로 기술하였는데, 이는 어디에서나 얘기하는 비판적 사고와 창의
성 못지않게 협력과 의사소통 기능이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이 융합하는 미래 사회에
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을 기반으로 우리가 얻은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Ÿ 21세기 미래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남과 협력하는 능력이 뛰어난 창의적 



- 185 -

인재이다. 우리는 이를 ‘협력적 창의성’이라는 중심 역량으로 설정했다. 또한, 
‘협력적 창의성’의 기반이 되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있는 조사와 연
구가 교육 심리학이나 교육 철학 차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런 특
성을 고양하거나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 요소와 이를 위한 학습 방식에 대한 연
구 역시 필요하다. 

Ÿ 미래 도시는 스마트 시티로 대표되며, 도시는 장소의 공간에서 흐름의 공간이 
될 것이며, 도시의 모든 공간은 교육과 학습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갖게 될 것
이다. 각 구성 요소가 어떻게 변화되고 새로운 역할을 할 것인지는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도서관, 공공 시설, 개별 건축물 들이 학습의 장소 역할
을 하고, 지역 사회와 연결되기 위해서 어떤 변화와 기능 개선이 필요할 것인가
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 봐야 한다. 

Ÿ 스마트 시티가 교육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허브의 역할
과 교육 자원의 저장소(레파지토리) 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 많은 국가의 스마트 
시티 과제는 도시에서 생성하는 수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공유 활용할게 할 것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Ÿ 미래 도시 교육에서도 교육이 갖는 기본적인 가치와 원칙은 유지되어야 하며, 
기술 발전은 이런 원칙 하에서 필요로 하는 소양을 얻는 방식에서의 변화가 이
루어질 것이다. 교육이 갖는 기본 가치와 원칙이 ‘협력적 창의성’을 위해서는 어
떤 작용을 해야 할 것이며, 미래 사회와 기술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거나 실현되어야 할 것인가는 다음 단계의 연구 과제라고 생각한다. 

Ÿ 유아 교육은 가정이나 교육 기관에서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가 제공되고, 다양한 
스마트 기기가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 학습의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놀이를 통한 창의성 개발이며, 다른 존재
와의 대화와 함께 놀면서 얻는 사회성 획득이 매우 중요하다. 단지 스마트 토이
나 인공지능 기술로 아이들의 학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상호 작용과 함께하
는 부모 또는 교육자를 통한 적절한 제어와 협력, 사회적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
하다.

Ÿ 그러나 스마트 도시와 인공지능 사회에서 어떤 새로운 놀이가 가능할 것이며, 
기존 개념의 놀이와 그 형식과 내용에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추가 연
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Ÿ 스마트 홈의 진화를 통해 아이들이 새로운 교육 환경을 접하게 되며, 인공지능 
에이전트나 생활 지능을 통해 지금과는 다른 학습 형식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가정에 존재할 다양한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친구나 동료 또는 교사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외부 동료 또는 참여자와의 협력 학습을 도와주는 퍼실
리테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Ÿ 미래의 가정에서 학습의 변화가 학교와 어떤 관계를 갖게 될 것이고, 도시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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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학습 공간과 연결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는 앞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Ÿ 학교는 그 형식과 형태는 변화해도 미래 도시에서 여전히 중요한 교육 기관의 
역할을 할 것이며, 사회적인 학습 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미래 학교에서 공통적인 기본 역량과 코어 커리큘럼에 대한 정립은 매
우 중요한 이슈이며, 동시에 동등한 양질의 맞춤 교육에 어떻게 공평하게 접근
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해결해야 한다. 

Ÿ 다양한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 학교가 존재하는 것과 모든 학교 내
에 다양한 학습 방식과 기술 활용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우리는 
후자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몇 가지 유형이 어떻게 미래 사회 
또는 스마트 도시에서 서로의 역할을 할 것이고, 그 구성에 따라 교육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림 1> 스마트 도시의 교육 플랫폼 상상 이미지

출처: 이원태(2017)

3. 미래 도시와 레이어형 스마트 교육시스템

가. 미래의 스마트한 도시와 교육

(1) 미래의 스마트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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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검토한 도시의 진화 방향과 교육의 진화 방향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바람직한 미래 도시에서의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인가를 
예상해 보고자 한다. 

향후 20년 후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도시는 갖가지 
최첨단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하여 초지능, 초연결의 상태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될 전망이다. 미래의 도시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측면에서 ‘스마트’하다는 명칭에 어울리는 최첨단 도시가 될 것이다.

첫째, 미래의 도시는 인류의 지난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도시들이 자연발생
적인 도시 형성의 과정을 거쳤던 것과는 달리 인구 구성의 측면이나 지역적 차원에서
의 특수성에 더하여 명료한 목적과 뚜렷한 방향성을 갖추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구성
될 전망이다. 

둘째,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디테일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미래의 도시는 AI, 
IoT, AR, VR, 빅데이터 등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갖가지 편리한 도구와 기기, 
수단들이 활용될 예정이다. 도시는 탈공간, 탈시간의 무한대 자유를 영위하게 될 것이
며, 그에 따라 삶에 있어서의 편의성과 안락함, 효과성, 효율성 차원이 인류 역사상 
유례없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셋째, 미래의 도시는 무엇보다 엄청난 양의 지식이 집적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
의 ‘데이터 허브’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허브에의 접근이 도시의 시민 모두에
게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즉, 뒤에 다루게 될 스마트 홈에서의 가정
교육, 스마트 스쿨에서의 학교교육, 스마트 시티에서의 평생교육의 전 분야에 걸쳐서 
이 ‘데이터 허브’는 모든 형태의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에 활용될 것이 예상된다. 그
런 의미에서 도시의 시민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최신의 지식으로 무장한 스마트한 
개인들이 될 것이 예상된다.  

넷째, 특히 BT 분야의 발전에 힘입어 미래의 도시에서 살아갈 시민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DNA 수준에 이르기까지 한 인간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분
석과 예측, 통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심지어 부모의 요구에 따른 유전자 디자인 베
이비까지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미래의 도시는 무한정 경계를 확대해 가는 대도시 형태를 취하기보다는 3
만~5만 명 사이의 인구를 항상 유지하는 중소 도시형의 공동체 방식을 취하게 될 것
이다. 지나치게 규모가 확장된 대도시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익명성에 매몰되어 인
간 개개인의 개성과 공동체 감각을 말살시킴으로써 개인의 고독, 불안, 근심, 일탈, 
정신 질환, 범죄에의 가능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전통과 역사, 가족적인 온정
과 감성의 차원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소규모 공동체는 개인의 삶의 질과 만족
도, 행복도를 높인다.   

여섯째, 미래의 도시는 무엇보다 ‘지속가능성’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스마트한 측면을 드러낼 전망이다. 미래의 도시는 자연적 차원에서의 환
경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환경과 최대한 유기적인 협력 및 융화적 관계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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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 수 있도록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 시티의 시민은 개인들이 속한 문
화 및 전통, 역사, 개별성에 기인하여 초래되는 상이성과 다양성, 그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위기,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든 통섭, 융합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

(2) 레이어형 스마트 교육의 3단계
이상 서술한 바와 같은 미래 도시 속에서 교육의 역할은 기존의 도시에서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이 당연하다. 특히 ‘교육’의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를 바
라볼 때, 스마트한 도시 내에서의 스마트 교육은 무엇보다 최첨단 테크놀로지가 최대
한 활용되어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수단들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전망이다. 

미래형 테크놀로지들을 적용한 미래 도시에서의 교육은 크게 ‘스마트 홈에서의 가정
교육’, ‘스마트 스쿨에서의 학교 교육’, ‘스마트 시티에서의 평생교육’의 세 단계 레이
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세 단계의 각 레이어에서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를 다루기 이전에 
스마트 시티의 시민이 지향해야 할 ‘미래교육’의 기본 방향과 원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첫째, 앞으로 미래가 그 어떠한 모습과 방향으로 전개되더라도 우리가 ‘인간’인 한 
반드시 추구하고 지켜나가야 할 원칙, 가치들이 인간 종에게 필연성 및 당위성으로 
부여되어 있는 ‘윤리성’, ‘도덕성’은 여전히 그 가치와 중요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둘째, ‘윤리성’, ‘도덕성’을 가장 근원적인 바탕에 깔고 미래 교육에 있어서 우리 인
류 역사의 끝까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원칙들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사
랑’, ‘자율성’, ‘책임’, ‘협력성’, ‘창의성’ 등 5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간 종의 ‘선함’에 바탕을 두고 미래 교육의 토대를 마련해 감에 있어서 핵심
적인 주춧돌의 역할을 할 5가지의 교육의 기본 원칙들은 한 마디로 축약하면 ‘협력적 
창의성’의 원칙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협력적 창의성’을 배양하기 위한 미래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
로서 ‘디지털 문해력’, ‘문제 해결 능력’, ‘기획, 계획 능력’, ‘창의성과 유연성’, ‘협동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법의 학습 능력’, ‘스트레스 저항력’ 등 8가지 ‘핵심 역
량’을 들 수 있으며, 성장세대가 각자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 및 평가 방법을 활
용하여 이와 같은 핵심 역량들이 배양되어야 할 것이다.

나. 스마트 홈에서의 가정교육

스마트 시티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가정교육은 다음
과 같은 두 가지 양상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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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인간이 인간 종(種)으로서의 고유한 특성을 지속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서는 기존의 가정이 지닌 구조가 최대한 긍정적인 상태를 갖춘 가운데 그대로 유지되
어야 할 것이다. 즉, ‘부모’와의 관계, 특히 ‘엄마’의 수유와 긴밀한 스킨십, 가족 내에
서의 공동체 의식이 강조되는 육아 방식은 미래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연’과의 접촉, 육체의 ‘감각 기관’을 학습 채널로서 최대한 활용하는 가운데 
아이의 개별적인 발달 단계에 적합한 다양한 놀이를 통한 ‘감각’ 중심, ‘감성’ 중심의 
학습 방식은 계속 교육학적 유효성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둘째, 이상과 같은 기존의 ‘인간적’인 교육방식과 더불어 테크놀로지를 적극 도입하
여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미래형’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최첨단 과학과 테크놀로지들을 활용함으로써 미래의 아동은 DNA 
차원에 이르기까지 정보가 파악되어 있는 존재일 것이다. 그처럼 면밀히 분석되어 있
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여 아이의 개성에 따른 역량 개발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철저
히 개별화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평가방법이 가정교육의 차원에서부터 맞춤형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 당국은 각 가정 아이들이 다음 단계의 성장과 역
량 개발, 학습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별 맞춤형 가정교육이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부모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
여야 할 것이다.  

나. 스마트 스쿨에서의 학교교육

미래 도시에서의 학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형식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현재의 
학교가 시민, 공민 교육과 일반교양 교육, 인성 교육, 직업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미래 도시에서의 학교는 위 여러 가지 교육의 유형 
중 특히 학생들이 오프라인에서의 직접적인 대면이 반드시 요구되는 활동을 위한 장
소로서의 제한된 기능만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즉, 위에서 서술한 미래의 핵심가치 
및 핵심역량을 교육적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교육 및 
평가 방법은 주로 소규모의 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 중심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
며, 이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장소로서 학교가 적극 활용될 것이 예
상된다. 

그 외 일반교양 교육이나 직업 교육 차원에서 기존 지식의 체계나 최신 지식을 축적
하는 교육의 경우는 반드시 학교라고 하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최첨단 소프트웨어와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다양한 각종 디바이스들
을 활용하여 ‘데이터 허브’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탈장소, 탈시간적으로 학습
자가 원하는 그 어떤 곳, 그 어떤 시간에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 전망된
다. 

각종 자격증의 취득 시스템도 현재와는 완전히 다르게 구성될 것이다. 각 자격증이 
요구되는 직업 분야에서 지식과 술기, 태도 부분에서 습득되어야 할 교육 내용을 면
밀히 점검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의 영역을 잘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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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학교도 목적과 기능에 맞게 효율적, 효과적으로 구성,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각 직종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지식, 역량, 태도에 대한 철저한 해석, 분
석을 통하여 핵심 지식 및 역량, 태도를 추출해 내고, 그에 맞추어 유기적으로 잘 조
직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지식과 태도, 기술들은 철저히 습득하
도록 하고 반면 불필요한 중복과 반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교육은 반드시 학령기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장소
로소만 활용될 뿐 아니라, 이후 공동체 내에서의 평생교육의 장으로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가 이와 같은 다목적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
록 설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스마트한 도시에서의 평생교육

스마트한 미래 도시에서는 평생교육, 즉 그 구체적인 형태인 계속교육, 재교육, 성인
교육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정의 학교교육, 혹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마무리하고 난 후 직업을 선택하여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될 직
업 재교육, 혹은 개인의 생애 단계상 그 때마다 특정하게 요구되는 교육들이나 교양 
차원에서의 심화 교육을 위하여 ‘데이터 허브’에의 접속은 계속적으로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언급되는 향후 급격한 자동화 기술의 발달은 새롭게 요구되
는 역량에 대한 변화가 클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교육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이
를 위하여 공동체 내에서 ‘학교’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적 차
원에서의 전문화된 지식, 술기, 역량의 최신 지식 및 동향의 습득을 위해서는 각 직
종별로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기획,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교양 교육에서의 계속 교육 및 생애 교육을 통한 심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체 내에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음악당 등이 온-오
프 라인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활동은 
물론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VR, AR, 3D, 4D, 홀로그램 기술 등을 활용하여 
보다 생생하고 원격지에 있는 것 같은 현장감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 전망된다.

4. 주요 제안 및 향후 연구 방향 

이상 서술한 바와 같은 스마트한 미래 도시에서의 스마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우선 향후 건설할 스마트한 미래 도시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지역적 차원, 사
회 경제적 차원에서 어떠한 점에서 특성화될 도시인지 명확하게 정체성과 비전을 제
시하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해당 도시의 지역적 조건, 산업적 조건, 인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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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특·장점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그 특·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시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계획을 세워
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를 때 ‘수공업 중심’, ‘공업 중심’, ‘농업 중심’, ‘어업 중심’, ‘문
화 중심’, ‘관광 중심’, ‘레저 중심’, ‘휴양 중심’ 등 다양한 유형의 미래 도시가 가능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도시의 유형에 따라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의 내용과 형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의 차원에 초점을 맞출 때 각 도시의 유형에 따라 ‘학교 교육’, 구체적으
로 ‘직업 교육’의 차원에서는 내용과 형식이 각기 매우 달라질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인성교육이나 미래의 핵심가치나 핵심역량의 교육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도
시 유형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교육내용과 교육 및 평가 방법이 있을 것이
다. 이를 위하여 전 국가에서 요구되는 공통된 핵심 교육내용, 교육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 및 민주적인 합의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의 교육 관련 행정부나 연구위원회
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시 내 소규모 마을 단위의 공동체 별로 학교를 건설하되 기존의 전통적인 
학교 단위(유치원, 초, 중, 고등, 성인 교육 등)를 초월한 ‘교육센터’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교육센터는 해당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과 형태
의 오프라인 방식의 교육프로그램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
추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 허브의 오프라인 차원에서의 센터 역할도 겸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각 지역의 도서관이 맡고 있는 기능까지도 통합하여 담당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각 스마트 홈에서의 가정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 내에서 태
어나는 모든 아기의 개별적 특성 및 가족 관계, 미래 전망에 대한 정보들을 체계적으
로 잘 정리해 놓고 공시적, 통시적 차원에서 추이를 파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센터
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에서의 국민에 대한 통제가 아닌 국민의 
성장과 육성 차원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시민적 감시가 필요하고, 이와 같은 역할 
및 기능은 위에 언급한 ‘교육센터’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센터’는 각 
아동의 개별적 맞춤형 교육이 탄생부터 가정교육 차원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아동의 부모, 가족과의 긴밀한 협업적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양육 및 
교육의 모든 차원(교육 내용, 교육 및 평가 방법,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등)에서의 지
원을 담당할 전문 컨설턴트들을 양성,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센터’는 도시 내 각 사업체들과 공동으로 각 직종에서 요구되는 지식 
및 술기, 역량에 대하여 조사하여, 미래의 지역 인재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
은 조사를 바탕으로 각 개인의 특성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 내용, 교육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지속
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미래 지향적으로 요구되는 직종에 대한 예측에 
기반하여 직업 재교육, 계속 교육 프로그램의 신속한 개발 및 적용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이 모든 교육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및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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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스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안들이 현실화되기 위하여 교육방법 및 공학, 테크놀로지의 차원에서 
연구, 개발될 필요가 있는 영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로 다른 각 도시의 유형에 맞게 변형이 용이한 스마트한 도시 행정 플랫폼
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미래형 핵심가치와 핵심역량을 습득하도록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 및 교
육공학적 차원에서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각 아동들의 개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직업적 적성에 대한 파악과 그 
데이터에 따른 교육내용, 교육 및 평가 방법의 적절한 적용에 대한 교육학 및 심리학
적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각 가정에서의 개별적인 양육, 교육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전문 컨설턴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를 담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 이와 같은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다섯째, 가정교육, 일반교양 교육, 직업교육 등 다양한 교육의 형태를 지원할 수 있
는 오프라인 차원에서의 ‘교육센터’의 건설을 위한 공학적, 건축학적 차원에서의 면밀
한 연구가 요구된다.   

여섯째, 탈공간적, 탈시간적 차원에서의 각종 교육, 즉 가정교육, 직업교육, 일반교
양 교육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디바이스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