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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 preliminary study for proposal of teacher training program for the free semester system of regional linkage type. Recently, 
various types of programs for free semester system have been proposed and teachers training programs for them have been underway. 
However, most of them are in the form of remote support (online). Even in the case of architectural education, most of the generalized and 
uniformized programs are concerned rather than considering local characteristics. Such being the case, the teacher training program about 
architecture, which enables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 is suitable for the education to conform to the purpose of the free semester 
system. In the future, it will be possible to develop a teacher training program that can be experienced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linkage 
with the subject (public / private school / school)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chool included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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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현재 교육 정책의 방향은 정부가 강조하는 제4차 산업

혁명의 맞춤 인재를 육성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를 위해 각 지역의 교육청은 교육과정과 학과개편, 현장실

습 교육, 미래직업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특목중·고와 직업계고 등 목적이 분명

한 학교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과 문화와 연계한 교

육을 계획함으로서, 지역에 특화된 교육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그 중에서 보다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제도가 자유학기제이다. 자유학기제는 시

험이 있는 기존의 학업에서 벗어나, 예술, 체육, 토론, 동

아리 프로그램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해 볼 수 있는 새로운 

학제 시스템이다. 이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기

존의 획일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기르고 진로

를 모색하며 창의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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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자유학기제가 중학교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시

행·운영되기 시작했다.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로 하여 시

범적으로 실시된 자유학기제는 매 해 운영하는 학교의 수

가 증가하였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확대되었다. 긍정적

인 평가와 호응에 2017년 교육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2018년부터 전국 중학교의 

절반에 가까운 45.8%(3210개교 중 1470개교)의 학교가 시

범운영에 나섰다. 그 시작 이후에 기간 또한 증가하여 한 

학기의 자유학기제에서 학년 단위의 자유학년제로 변경되

는 추세이다.

자유학기제는 학업과 동시에 진로탐색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3년 

과정이 주요한 대상이 되었다. 교육부는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통한 학제 분위기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장점을 살려 초등교육과 연계를 꾀하고 

있다.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초등학교의 

4C(Creativity, Communication, Collaboration, Character) 교

육 같은 접근법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긍정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에 대한 불안

과 한계 또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중학 교과과정이 상

대적으로 학업에 대한 부담이 덜하긴 하나 완전히 자유롭

지 못하다. 이에 다수의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

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업과 창의성의 사이에서 갈등하

고 있다. 자유학기가 내신에 반영되지 않는 기간일지라도 

학업을 중단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고 일

부 학교에서는 모두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적용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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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학업 체계와 함께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을 이끌어주는 

교사들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학생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이끌어야하는 새로운 교수법에 대해 교사들의 관심과 이

해, 적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본격

적인 시행과 확대에 앞서 새로운 방식의 교사연수가 반드

시 필요하다. 자유학기제를 이끌 교사들의 연수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도시, 건축,  

디자인전반을 포함하는 지역연계연수프로그램을 제안한다. 

1.2 선행연구 분석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정책, 시스템, 교육론, 

효과와 개선방향 등 다양한 분야와 관점에서 수없이 진행

되고 있다. 그 중에서 지역의 문화예술, 체험활동, 공동체

와 연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

향을 연구자들이 모색하고 있다. 

지역연계 연수프로그램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교육학과 

예체능 각 분야에서 주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과 연

계한 교사의 연수에 대해서는 예체능(미술, 음악, 체육)과 

관련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지역의 

미술관과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서는 교육대학원에서 학위논문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

어졌다. 

또한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과 통합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실험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교사의 참여

형 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경우 - 

영재교육, 교사학습공동체 등 - 과 관련되어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기존의 교육 시스템 

테두리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자유학기제에서 다루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대표적으로 체험활동이나 교

육 공동체, 문화예술 교육과 연계하려는 시도는 기존의 교

육과 유사성이 있기에 매우 유리하다. 또한 정책과 시스템

의 측면에서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성의 것

이기에 지역의 특색을 갖지 못하고, 새로운 것이나 다양성

을 이끌어내기도 어렵게 될 수 있다. 또 자유학기제의 취

지와 달리 학생이 주도하지 않게 되어 학업평가를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추가 항목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역연계형 자유학기제(자유학년

제) 운용을 위한 교사 연수프로그램은 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분야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이전의 프로그램과 

차별된다. 지역의 기업과 대학, 공동체가 연수프로그램에

서 고려된다면 고립되어 있는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

사회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이전 연수프로그램들이 교과 

혹은 사무직, 전문직 분야에 한정된 것과 잠재력, 다양성

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기업, 대학, 커뮤니티와 같은 제3의 주체가 함께 하면서 

교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2. 교원연수 프로그램 현황 및 한계

자유학기제의 교원연수 프로그램은 주요 교과(국어, 수

학, 영어, 사회, 과학)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수업구성과 

활동, 평가 방법과 관련한 프로그램도 연수 프로그램으로 

개설되어 있다.(경기도,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수원 프로그

램 - 표1, 2) 또한 추가적으로 법, 경제, 금융, 통일, 인성 

같은 교과 외 분야에 대한 가이드 프로그램도 개설되어 

있는 상황이다. (표1)

no 과정/교육 과정명

1 원격, 모바일 자유학기제 교과연계 주제선택활동 과학

2 원격, 모바일 자유학기제 교과 연계 주제선택 활동 국어

3 원격, 모바일 자유학기제 교과 연계 주제선택 활동 사회

4 원격, 모바일 자유학기제 교과 연계 주제선택 활동 수학

5 원격, 모바일 자유학기제 교과 연계 주제선택 활동 영어

6 원격, 모바일 자유학기제 수업 및 활동의 실제 

7 원격, 모바일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법교육

8 원격, 모바일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경제교육

9 원격, 모바일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금융교육

10 원격, 모바일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통일교육

11 원격, 모바일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행복인성교육

12 원격, 모바일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의 실제 

13 원격, 모바일 자유학기제 수업을 디자인하다(영어)

14 원격, 모바일 자유학기제 수업을 디자인하다(과학)

15 원격, 모바일 자유학기제 수업을 디자인하다(국어)

16 원격, 모바일 자유학기제 수업을 디자인하다(사회)

17 원격, 모바일 자유학기제 수업을 디자인하다(수학)

[표 1] 2019 경기도 교육청 교육연수원 프로그램 중 자유학기제 

관련 교육

하지만 이와 같은 연수과정은 대부분 원격(PC), 모바일

을 통해 이루어진다. 현장에 가지 않고 PC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수료하는 연수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일방

향적 수업이 아닌, 학생과 교사가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하

는 자유학기제의 수업은 원격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

하기 어렵다.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은 시스템의 정착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또한 온라인의 특성상 수료가 간편하

여 연수를 받은 교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 또한 없다.

원격 연수의 한계와 함께 다양성의 문제도 프로그램에

서 나타난다. 교과 외 추가적인 분야가 개설되어 있긴 하

나, 법과 경제, 금융 등은 일방적인 수업이 가능한 정적인 

분야(사무직 분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나서서 분야를 개척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양한 프로그램의 개설이 동반되어야 자유학기제의 의의가 

바로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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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과정/교육 과정명

1 원격, 모바일
(교원-중등)자유학기제 수업과 평가의 

이해

2 원격, 모바일
(교원-중등)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활동 

지도의 실제

3 원격, 모바일
(교원-중등)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 및 

활동의 실제

4 원격, 모바일
(교원-중등)자유학기제 수업을 

디자인하다(영어)

5 원격, 모바일
(교원-중등)자유학기제 수업을 

디자인하다(과학)

6 원격, 모바일
(교원-중등)자유학기제 수업을 

디자인하다(국어)

7 원격, 모바일
(교원-중등)자유학기제 수업을 

디자인하다(사회)

8 원격, 모바일
(교원-중등)자유학기제 수업을 

디자인하다(수학)

[표 2] 2019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수원 프로그램 중 

자유학기제 관련 교육

그림 1 교사연수 프로그램 원격 과정 화면

(source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중등]자유학기제 수업을 

디자인하다(국어), www.seti.go.kr)

3. 지역연계 연수프로그램 현황 및 한계

지역연계 연수프로그램은 단순히 원격으로 몇 개의 강

의를 통해 자유학기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사

업체, 커뮤니티, 대학과 연계하여 교원들에게 구체적인 상

황과 교수법을 고안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의 특색은 다

방면으로 학생들에게 도전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

이 된다.

폭넓게 본다면, 2019년 교육정책이 지역과 연계하여 계

획·실시되려 노력하고 있지만, 교원들의 연수프로그램은 

그에 호응하지 못하고 있다. 연수프로그램은 정권의 핵심 

키워드(4차 산업혁명, 통일 등)와 관련되거나, 현 시류에 

맞는 주제(성평등, 폭력, 따돌림 등)이 대부분이다.  

연수프로그램 중에서 지역연계, 보다 포괄적으로 참여

디자인과 관련된 연수 프로그램은 굉장히 드물게 나타난

다. 중앙교육연수원 114건 중 0건,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

수원 577건 중 15건, 경기도 교육청 교육연수원 199건 중 

8건,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연수원 122건 중 2건이 위 주제

와 관련 연수 프로그램이다.(표 3,4,5)

연

번

과정/

교육
과정명

1 원격 경기도 역사 문화 예술을 만나다

2 원격 문학, 역사, 철학을 찾아 떠나는 인문학 여행

3 원격 문학으로 들여다 본 ‘예향의 도시 대구’

4 원격
서울의 시간과 공간을 

만나다(서울역사문화탐방)

5 원격 세계인의 환경 보물섬 제주

6 원격 작가의 숨결 따라 걷는 문학여행

7 원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교육

8 원격 탐라순력도로 배우는 제주 역사와 문화

[표 3] 2019 경기도 교육청 교육연수원 프로그램 중 지역, 

참여디자인 관련 교육 (총 199개 중)

연번 과정/교육 과정명

1 원격 3D 프린터의 교육적 활용

2 원격
It's Daejeon! 창의체험으로 100배 

즐기기

3 원격 강원의 자연과 문화유산 이야기

4 원격 경기도 역사 문화 예술을 만나다

5 원격 놀멍쉬멍 제주 오름 역사설화 탐방

6 원격
문학으로 들여다 본 '예항의 도시 

대구'

7 원격 부산의 자연과 문화유산 탐방*

8 원격
사드락사드락 걸으며 배우는 전주 

이야기

9 원격
서울의 시간과 공간을 만나다 

(서울역사문화탐방)**

10 원격 세계인의 환경 보물섬 제주

11 원격 마을교육공동체***

12 교원-공통 마을교육공동체***

13 교원-공통
서울의 시간과 공간을 만나다 

(서울역사문화탐방)**

14 교원-공통 부산의 자연과 문화유산*

15 교원-공통
마을과 학교의 만남, 마을결합형학교 

이해하기

* 은 같은 프로그램이지만 과정/교육 방식, 기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표기

[표 4] 2019 서울시특별시 교육청 교육연수원 프로그램 중 

지역, 참여디자인 관련 교육 (총 577개 중)

특히 지역과 관련된 연수 프로그램은 다수가 지역의 역

사와 문화에 대한 강의에 그치고 있다. 또한 지역연계의 

가능성에 대한 접근은 지역 교육청이 주도하기보다는 범

국가적인 스케일에서 서로 연동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관련된 프로그램이 가장 많고, 오히려 지역으로 

갈수록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표 3,5 :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수원의 경우 15개 프

로그램,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연수원의 경우 2개의 프로그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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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과정/교육 과정명

1 원격
마을과 학교의 만남 마을결합형학교 

이해하기

2 원격 사드락사드락 걸으며 배우는 전주 이야기

[표 5] 2019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연수원 프로그램 중 지역, 

참여디자인 관련 교육 (총 122개 중)

4. 결론

본 연구는 창의체험,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진로직업

체험 관련 수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도시, 

건축, 디자인 관련 지역연계수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교사역량 강화를 위해 다

양한 연수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 대다수 원격/모바

일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연계형 자유학기제 연수프로그램은 연수방

법을 온라 인(원격)과 오프라인(직접참여) 수업을 연계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형태로 진행되어, 참여 

학생에게만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지역사

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학생 및 지역 관계자(거주자)들과의 공동 작업을 통

해 가시적이고 실제적 결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이

다. 이는 기존의 연수프로그램들이 온라인 강의로 이루어

지기에 실체가 없고 수강여부의 표시만으로 진행되던 것

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지역연계형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원활한 운용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주체(민/관/학)와의 연계를 통

해 직·간접적으로 체험 가능한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개

발이 요구된다. 

교사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재구성하는 주체도 될 수 

있으며, 자신이 직접 참여하여 진행한 연수프로그램을 통

해 학생들에게 보다 가치 있는 수업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이러한 교사가 진행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과 지역 커뮤니티

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인재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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