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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 ① 민생 안정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남문중학교

“다양한 직업체험… 선생님 꿈 선명해졌어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 자유학기제 이후 학
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3.87점에서 4.04점(5점 만점)으로 향상됐다.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도 높아졌다(3.92 → 4.09). 교사들은 자
기표현력 증가(81.1%)를 가장 긍정적인 변화로 꼽았다. 이 같은 변화
는 교사와 교과서 중심의 수업을 학생과 놀이로 옮겨온 덕분이다.
연극하고 게임하고 학생 중심 수업으로 발표력 ‘쑥’
학부모 공교육 신뢰도 향상, 학원 수도 줄여
“국어시간에 내가 만약 이야기 속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할지 역할
극을 해보고, 주인공의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지 토론했어요. 일반
학기제엔 만날 발표하는 애들만 하는데 자유학기제 땐 반 친구들 전
남문중 2학년 김채연 학생(오른쪽)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으로 요리를 배우고 있다.

부 다 돌아가며 이야기했어요. 공부에 관심 없던 친구들이 자신감을
얻게 되니 수업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어요. 수학시간엔 태블릿PC를
가지고 모둠별로 스도쿠(숫자 넣기) 게임 대결을 했는데, 선생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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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듣고 문제 풀고 끝났던 지루한 수학도 재미있을 수 있단 걸

● 경기 양주시 남문중 2학년 김채연 학생이 공부에 열심인 이유는

알게 됐어요. 모둠 활동을 많이 하면서 뭐든 빨리 하려던 성격이 친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김채연 학생은 지난해 2

구들이 좀 늦어도 기다려주는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학기 자유학기제를 체험한 이후 “막연히 생각해온 선생님의 꿈이 선
명해졌다”고 말한다.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꿈이어서 어린이집 직업체험을 선택
했어요.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들하고 놀아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김채연 학생은 자유학기제 기간에 학원을 줄인 친구들이 많았다
며 “자유학기제로 행복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도
공부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다. 특히 꿈이 생긴 것에 뿌
듯해하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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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어려서 말도 못 알아듣고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외교관, 요리사, 연극배우 등 다양한 직업체험을 해
봤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멋진 선생님이 저에겐 최고였어
요. 선생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알았고, 제 꿈을 현실적으
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어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는 대
신 토론, 발표 중심의 수업과 진로체험 활동을 실시해 학생들의 꿈
과 끼를 찾아주는 데 목적이 있다. 김채연 학생은 공부를 하지 않는
동안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스스로 찾은 셈. 올해부
터 전국 3213개의 모든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실시한다. 남문중학
교는 2014년부터 시범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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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유학기제 체험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3.87점에
서 4.04점(5점 만점)으로, 학부모의 공교육 신뢰도는 3.92점에서
4.09점으로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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