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술교육의 방향과 
학습 방법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며 
자율적인 연구 문화를 조성해나가는 교사 
모임이 있다. 

바로 ‘미래로 3色 시각예술교육연구회’
(이하 미래로 연구회)다. 2017년에 창립된 
‘미래로 연구회’는 교사와 교사, 현장과 이
론, 연구회와 유관기관, 지역-시도-전국
을 연결시키는 네트워크의 힘으로 연구위
원들과 함께 힘차게 성장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술교육을 고민
하기 위해 2022 미래로 연구회는 ‘미래’, 
‘융합’, ‘배움’ 3개의 주제별 연구팀으로 나
누고, 팀별로 정기적으로 모여 미래시대 
대비 미술교육 연구(에듀테크 활용 방안 
연구), 예술융합 수업 사례 연구, 미술교과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는 두 차례에 걸쳐 국립현

대미술관과 연계한 교사 워크숍을 진행해 
미래로 연구위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5월13일에는 학예연구
사를 초청해 ‘현대미술과 미술관 교육’을 
주제로 강의를 듣고, 7월21일에는 연구위
원들이 직접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방
문해 청소년을 위한 작품 감상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미래로 연구회는 연구 결과를 확산하
는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지난 

8월10일 경기도미술교육연구회와 함께 
개최한 하계 세미나에서는 1부의 ‘공유 

강좌’와 2부의 ‘테마별 수업수다’를 통해 
경기도내 미술교사 130여명과 함께 미
술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 탐색과 공감
의 장을 만들었다. 8월12~13일 진행된 
‘2022년 한국 미술교육 공동 학술대회’
에서는 미래로 연구회 팀장들의 연구 결
과를 발표한 바 있다. 

오는 11월에는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
동체 결과 발표회’를 개최해 미래로 연구회
원 1인 1연구 결과물을 발표하고, 각 학교
에 보급할 수업자료를 개발해 연구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함께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 미술교육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 속에 미래로 연구회
의 자발적 연구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김소라  미래로 3色 시각예술교육연구회 간사 (성남중 교사)

<꿈꾸는 경기교육>은 매주 금요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일보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섹션입니다. 2022년 9월 30일 금요일 17

미래떮융합떮배움 3개 주제별 나눠

에듀테크 활용 등 수업 사례 연구

11월 발표회 개최 성과 공유 계획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술교육 방향을 그리다
62. 미래로 3色 시각예술교육연구회

교사들의 연구활동 학습공동체-道교육연구회

미래로 연구회 회원들이 미술관 연수를 통해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 방안을 모색해보는 장면.

무상급식이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학
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재 고등학교까지 지원되고 있다. 2007년 경상남
도 거창군에서 지자체 처음으로 무상급식이 전
면 실시되면서 이후 전국으로 확대됐다. 

무상급식의 확대로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의무
교육뿐만 아니라 급식에서도 보편적 교육 혜택을 
받게 되었고, 양육비의 부담도 조금은 덜 수 있게 
되었다.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의복뿐 아니라 급식
도 통일시킴으로써 학생들 간의 빈부격차가 나타
내지 않게 됐다. 하지만 이런 보편적인 교육 혜택
에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던 문제점이 많이 존
재한다.

문제점으로는 단체 급식으로 인해 많은 음
식들이 버려지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여

러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급식은 학생들 
모두 매일 정해진 시간에 단일화된 식단

을 먹어야 한다. 학생들 개개인의 취
향이 분명히 존재하고 알레르기 때

문에 못 먹는 음식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렇다고 

긴 수업 시간을 버티
기 위해 점심을 

안 먹을 수

는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먹거나 일부 음식을 먹지 
않아 버리는 학생들도 생겨났다. 때로는 아예 급식
을 건너뛰어 버리는 상황까지도 발생한다. 학교에
서는 학생들의 알레르기 조사도 하며 배려는 하고 
있지만, 단체 급식이고 이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
할 인력 역시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학생 인원에 
맞춰 조리된 음식의 대부분을 버리게 된다.

무상급식으로 전환되면서 생긴 부작용은 학생
들이 급식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쉽게 인식하게 만
들었다는 점이다. 무상, 즉 공짜라는 생각에 아직 

경제관념이 잡히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이 급식이 
부모님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
이 부족하다. 무상이다 보니 자신이 돈을 내는 것

이 아니고, 부모님의 직접적인 수익자 부담
이 아니기에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

지 않는 과일, 채소 등이 나오면 쉽게 
버린다. 때로는 먹지도 않을 빵을 받
아 봉지째 버리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무상급식의 단가가 너

무 낮은 문제가 있다. 치솟는 물가 상

승률에 비해 급식 단가는 현저히 낮
은 편이다. 지역과 연계한 친환경, 무농
약 식자재가 공급되기는 하지만, 무상으
로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다 보니 현실적
인 물가 상승 대비 급식비 지원은 이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생들이 마스
크를 벗고 식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긴 원
격수업으로 인스턴트와 외부의 자극적인 음식에 
익숙해져 학교 급식을 멀리하고 있다. 영양사 선생
님 입장에서는 다양한 음식과 조리법을 학생들에
게 접해보게 하고 칼로리의 균형을 맞춘 식단으로 
원활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학생들의 입맛에 맞춘 식단을 짜게 된다면 튀기거
나 육류 위주의 음식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인 혜택 제공은 
많은 학생들에게 복지 혜택이 제공되
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중점적으로 
키워 나가야 할 교육정책, 예를 들
어 영재교육, 영어 중점 교육 같은 
또 다른 교육의 예산이 삭감되거
나 편성되지 못하는 부작용을 초
래한다. 무상급식 10년 차, 이 정책
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2007년 경남에서 첫 무상급식 전국 확대

의복뿐 아니라 학생 간 빈부격차 없앴지만

음식물 쉽게 남기고 급식 단가 너무 낮아

또다른 교육예산 삭감 등 부작용 점검 필요

무상급식 이대로 괜찮을까

하남 감일중

강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