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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l 학기제를 포함한 학제는 교육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반세기 이상 

‘3월 신학기제’와 ‘6-3-3-4(초-중-고-대) 학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편의 

필요성과 대안이 오랫동안 논의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 어떤 것도 추진되지 

못했다. 

Ÿ 3월에 신학기가 시작되고, 2월에 학년이 종료되는 이른바 “3월 신학기제”는 1961년 이후 

5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 특유의 학기제이다. 9월에 신학기가 시작되고, 8월에 학

년이 종료되어 짧은 겨울방학과 긴 여름방학을 특징으로 하는 “9월 신학기제”2)를 택하지 

않는 OECD 국가는 현재 우리나라, 일본(4월), 남반구인 호주(2월)뿐이다. 우리나라도 9월 신

학기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은 김영삼 정부 이래 지속적으로 검토되어 왔지만 정책 추

진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Ÿ 한편, 학제 개편도 학기제 개편보다 더 오랫동안 개편 논의는 있었으나, 추진되지 못했다. 

현행 6-3-3-4 학제는 미군정시기 도입되어 1951년 제2차 교육법개정을 통해 확립된 이후, 

70여년간 유지되어 왔다. 2005년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5-3-4-4제로 개편하자는 개정법안

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참여정부 당시 정부 주도로 6차에 걸쳐 학제 개편 대

토론회도 개최된 바 있으나 이 역시 결실을 보지 못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도 안철수 후

보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각각 유-5-5-2-4, 유-5-4-3-4제를 제안한 바 있으나 대선국

면이 끝나자 논의는 중단됐다.   

l 학기제나 학제 모두 정파와 이념을 떠나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동

안 개편에 필요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개편을 추진하려

면, 정책 집행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개편에 따른 현실적 부담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도

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관련사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공간적 장(場)이 마련될 필

요가 있다. 

l 문재인 정부는 올해 ‘국가교육위원회’3) 신설을 확정하고, 의원입법방식으로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혁 추진에 있어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인 학기제와 학제 개편이야말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혼란과 불신을 걷어내고, 중장기적 관점으

로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정책 수립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 통로를 확보하여 사회적 합의

를 모색”4) 하겠다는 위원회 설치 취지에 부합하는 사안이다. 

1) 이 보고서는 재단법인 우리교육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2) 9월 신학기제보다 9월 신학년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교육개발원 제언(황준성·조옥경 2014, p.1)이 

있으나, 보편적으로 9월 신학기제(혹은 가을학기제)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므로 9월 신학기제(가을학
기제)로 용어를 통일한다. 

3) 과거에 국가교육위원회를 부르는 명칭은 제각각이었으나 중장기적 시각으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구 설치에 대
한 초당적, 초정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다. 국가교육위원회라는 명칭은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나왔을 때부터 쓰
였고, 지난 대선 때까지 일관된 공약으로 등장했다. 

4)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2019.3.25.)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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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본 보고서는 학기제와 학제 개편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논의 경과 및 개편의 필요성을 정리

하고, 기존 검토안들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추진가능한 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할 

내용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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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기제 개편 

2-1. 학기제 개편 시도와 경과 

l 우리나라의 3월 신학기제는 일제식 4월 신학기제를 한 달 앞당겨 답습한 형태로 반세기 이

상 이어져왔다.  

Ÿ 개화기 시기 가을 신학기체제로 운영되던5) 우리나라의 학기제는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식 

학기제를 적용하여 4월 신학기제로 운영됐고, 미군정 시기에는 미국의 학기제를 적용하여 

다시 9월 신학기제로 운영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입학시험이 8월 말(가장 덥고 장

마철일 때)시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6) 다시 매월 한 달씩 앞당겨 1953년부터 4월 신학

기제로 운영했다. 

Ÿ 현행 3월 신학기제는 1961년 5·16 군사정부 하 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구축되었다. 4

월 신학기체제에서 학기 도중에 방학이 발생하여 학습 중단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막

고, 혹한기인 1-2월을 방학으로 하기 위해 학기 시작 월(月)을 3월로 한 달 앞당긴 것이다.7)  

l 현행 3월 신학기제에 대한 주요 비판점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일제 시대의 잔재라

는 것, 제도 수립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 기후적 조건이 더 이상 학기제 운영의 고려요소가 

아니라는 것, 부실한 2월의 학사운영 문제, 방학 활용의 어려움 등이 있다.   

Ÿ 첫째, 현재의 봄 학기제는 일제 강점기 시대의 잔재로서 유지할 명분이 없고, 대부분의 국

가에서 학년도 개시시점이 9월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지향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학교의 교육단계, 수업연한, 졸업·학

위·자격 등에서 국가 간에 상호 교류(김영철 2006, p.21)”가 가능하도록 학기제 역시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Ÿ 둘째, 과거 상황과 달리 이제 기후조건은 학년도 개시시점 및 방학기간을 좌우할 결정적 

요소가 아니다.“3월에 학년을 시작하고, 겨울방학이 여름방학보다 더 길게 편성되어있던 

주요 이유는 과거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때 혹한기 난방비 절약을 고려한 것8)”이다. 경

제 성장의 결과, 이제 학교시설에 냉·난방시스템 완비되어 있고, 국민의 생활수준도 혹한

기 학습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을 만큼 좋아졌으므로, 기후를 이유로 현행 학기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Ÿ 셋째, 현행 학기제는 2월의 학사운영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게 하며, 졸업식 이후 개학일 

까지 봄방학이라는 일주일 미만의 기간에 학년이 바뀌고 교사의 인사이동 및 학년 배치가 이

5) “근대교육제도가 도입되었던 개화기 당시 학년시작이 일률적이었던 것은 아님(‘한성 사범학교 규칙’에 따르면 학년 
시작이 7월로 되어있는 등). 각 학교령 혹은 학교 규칙 내에서 운영”되었음(이혜영 외 1998, p.6). 

6) 황준성·조옥경. (2012). 9월 신학년제 실행 전략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현안보고 OR 2012-03. p.17
7) 황준성·조옥경. (2012). 9월 신학년제 실행 전략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현안보고 OR 2012-03. p.17
8) 교육혁신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2006). 학제개편제4차토론회: 9월 학기제 도입은 필요한가?.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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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는 문제가 있다. “때늦은 교원의 전보는 자신이 근무할 학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사

전 파악을 할 수 없을뿐더러, 새 학년도의 수업 준비나 계획을 수립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9)”문제를 낳는다. 실제로 올해 전남, 충북, 경북 등 일부 시도교육청들은 3월에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교사들을 위해 3월 전에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을 끝내는 등

‘새 학년 집중준비기간’을 운영하거나 ‘3월 한 달간 출장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

작했는데, 현행 학기제 하에서 이러한 문제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Ÿ 넷째, 현재 학기제 하에서 학생들은 방학 활용을 거의 할 수 없다. 특히 초·중·고의 여름

방학은 7월 말부터 8월 말로 한 달이 채 안 된다. 대학생은 이보다 긴 2개월의 여름방학이 

주어지지만,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진행되는 인턴쉽을 하기 위해 한 학기 휴학경험

을 갖는 경우가 다반사다.“긴 여름방학을 학년의 경계로 삼고, 방학을 단순히 휴식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교육과 경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10)는 요구가 있다. 

l 이러한 현행 학기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김영삼 정부 이래 학기제를 변경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역대 정부의 정책 추진 시도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  

Ÿ 김영삼 정부는 1997년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제4차 교육개혁안’에서 교육국제화 대비 

방안으로서 9월 신학기제를 검토했다. 

   - 1998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학기제 개선방안’연구는 당시 정부의 논의

를 뒷받침했다. 해당 연구는 귀국학생(유학 후 국내로 돌아오는 학생)이 증가하는 현

황11)에 비추어볼 때, 3월 신학기제의 문제 중 하나가 선진 외국의 학기제와 불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교류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러한 학사력 불일

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2월 학사운영 부실 및 과도한 수

업일수 문제, 국가회계연도와 교육회계연도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학기제 개

편을 제안했다.12)   

Ÿ 김영삼 정부가 학기제 개편을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여 관련 논의에 물꼬를 트여준 것이라

면, 노무현 정부는 2011년에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학기제 변

경을 검토했다. 

   - 먼저 교육부는‘국제적인 표준화 작업’의 일환으로 9월 신학기제 도입 이유를 

밝히고, 제4차 학제개편 토론회(2006)를 열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

다.13) 토론회 당시 반대 의견으로 일제식을 벗어나 서구식으로 변경해야 하는 당

위에 공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3월 신학기제로 인한 문제를 보완할 방

안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입장이 존재했다.

9) 교육혁신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2006). 학제개편제4차토론회: 9월 학기제 도입은 필요한가?. p.8
10) 황준성. (2015). ‘가을 신학년제’ 도입 정책에 관한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제7권 제2호. pp.461-462
11) 1993년 초중고 귀국학생이 약 2천명 수준이었던 것이 점차 증가해 1997년에는 귀국학생이 만 여명을 돌파했다. 
12) 초중고의 수업일수는 과거 주6일 수업 당시 205일~220일 수준이었지만, 현재 주5일 수업으로 전환되어 약 190일 

수준으로 줄었고, 국가회계연도와 교육회계연도 불일치문제는 1월로 일치시키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
능하며, 이를 위해 1월로 학년도 개시시점을 맞추어야 할 당위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3) 오마이뉴스. (2006.8.2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5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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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후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2007)」을 

검토하며‘청년들의 입직연령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학기제 개편을 

논의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군 복무

기간 단축과 동시에 취학연령을 낮추는 것만이 국민의 경제활동기간이 주요국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14)에서였다. 

   - 그러나 당시 노무현 정부는 추진의지는 있었으나 정부 말기였던 시점 탓에 학기

제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15) 9월 

신학기제 도입에 대한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리얼미터, 성인남녀 430명 대상, 표집오

차 95%, 신뢰수준±4.7%), 찬성의견 37%, 반대의견 32.6%, 모르겠다는 의견이 30.4%

였다.16) 해당 이슈에 대한 의견이 없었던 사람들이 3분의 1이나 존재했고, 의견

이 있는 나머지 3분의 2도 찬반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결국 학기제 개편 논의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로 중단됐다. 

Ÿ 이명박 정부는 학기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으나 대학자율화의 일환으로 대

학의 경우 원하는 시기에 학기 시작과 끝을 정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2학기제 혹은 3학

기제 등 학기 형태만 자유롭게 하게 되었을 뿐, 근본적으로 초중고 학사일정과 입시일정 

영향으로 여전히 모든 대학은 3월 신학기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Ÿ 박근혜 정부는 2014년 관계부처 합동 발표 ‘2015년 경제정책방향(p. 18)’에서“시장이 요

구하는 인재를 조기에 육성한다는 상위 목표하에 인구감소에 대비하고, 인력의 국제이동 

가속화를 감안하여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2월의 봄방학을 없애고 

여름방학을 늘려 학기시작을 당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 그러나 가을학기제로 개편하려면 10조원의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당시 교육

개발원 연구(2015)가 보고되고, 유학이 가능한 소수의 부유층 학생들을 위한 개편

이라는 비판17)이 제기되면서 추진되지 못했다. 

l 이렇게 20년이 넘게 학기제 변경과 관련한 논의는 있었으나 정책 집행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 사이에서 학기제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

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막대한 비용문제와 입시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담문제 등이 표면

적 장애물로 여겨졌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

끌어내지 못해 정책 추진의 동력이 생기지 못한 것이다.

14)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07.2.5.). 정부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2007)」 발표
15) 황준성. (2015). ‘가을 신학년제’ 도입 정책에 관한 연구. 입법과 정책 제7권 제2호. 국회입법조사처. p.444 
16) 리얼미터. (2006.9.1.). 9월 신학기제 찬반 양론 팽팽. https://goo.gl/R6rFMB
17) 서울신문. (2015.1.1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1130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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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9월 신학기제로 개편의 필요성 

l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대 거의 모든 정부에서 9월 신학기제로 개편을 시도했던 이유

는 개편의 필요성에 보수·진보,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공감했기 때문이다. 9월 신학기제

로의 전환은 1) 입학연령을 낮추고, 2) 교육적으로도 학년 변경 시점을 바꾸어 여름방학 기

간을 길게 가짐으로써 학생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다양한 경험의 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원들에게도 학년변경에 따른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갖게 하며, 3) 국제적 통용성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l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로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6개월 앞당김(입학연령이 기존 만6세에서 

만5.5세로 변화)으로써 육아 부담 기간을 그만큼 줄이는 동시에 사회에 진출하는 입직연령

을 6개월 단축하여, 국민의 생애 근로기간을 늘릴 수 있다. 

Ÿ 노무현 정부 당시 학기제 개편을 논의하면서, 만5세 조기취학 문제를 같이 논한 바 있다. 

정부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함에 따라서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실현을 통해 유아기 사교육 부담을 줄여주며, 주요 선진국보다 늦은 사회 입직연령을 이르

게 하기 위해 기존 만6세에서 만5세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하향화하려 했다(이군현의원실 

학제개편쟁점진단 정책토론회자료집 2006, p.54).” 

Ÿ 그러나 당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OECD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취학(<표 1>)하며, 만5세는 발달적 특징상 교과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초교입학이 적절치 않고, 초등교사의 보육 업무가 늘어 부담이 되며, 학습 부담으로 오히려 

유아기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동자료집, p.68)”이라는 논거를 들어 반대했다.  

    <표 1> 주요국 초등학교 입학연령

       * 국가의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출처> 이군현의원실. (2006). 학제개편쟁점진단 정책토론회:만5세초등학교전면취학주장, 무엇이 문제인가.  p. 5

              신은수·유영의. (2006). 유아교육 학제의 세계동향 분석 측면에서 본 학제 개편방향.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유아교육대표자연대 학제관련세미나 자료 참고

Ÿ 그러나 주요국들의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만6세라고 하지만 대부분 9월 신학기제를 실시하

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만5.5세에 입학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도 9월 신학기제를 실시하

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려던 것처럼 취학연령을 1년씩 하향시키지 않고서도 취학연령을 

하향함으로써 갖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육아부담↓, 입직연령↓)를 거둘 수 있다. 초교 저학

년이 일찍 하교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경감에 실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

입학연령 국가명
4세(2국) 네덜란드, 북 아일랜드
5세(6국) 몰타, 영국(스코틀랜드, 웨일즈), 뉴질랜드, 호주(태즈마니아)

6세(26국)

그리스, 노르웨이, 독일,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스타인, 벨기에, 사이프

러스,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오스트

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일본, 한국, 호주, 홍콩, 캐나

다, 미국 

7세(10국)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에스토니아, 폴란드, 

핀란드,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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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이는 입학연령과 무관하게 만6세에 입학해도 발생했던 문제다. 수업시수 확대 및 방

과 후 돌봄 시스템 강화 등 본질적 문제해결이 필요하며, 학기제 개편 논의와 동시에 추진

되어야 할 정책과제다. 또한, 만5세~5.5세 아이들이 초등 교육과정을 수학하기에 적절치 않

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미 만5세, 5.5세 초교입학을 허용하는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학년

별로 교육과정을 나누는 기계적 분류를 탈피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연계한 과정 

운영으로 별다른 부작용 없이”18) 조기취학제를 운영하고 있다.   

Ÿ 추가적인 장점으로 6개월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고교 졸업 시기도 6개월 앞당겨지므로, 

만17.5세에 고교를 졸업하게 된다. OECD 국가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만18세에게 투표권이 

없어 선거연령하향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고등학생의 정치활동 문제를 우려하여 

선거연령하향을 반대하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2018년 초 자유한국당은 교육개

혁의 일환으로 취학연령을 1세 낮추는 것을 제안하며, 주요 논거로“선거연령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 우려를 불식시키자”19)고 주장한 바 있다. 

l 둘째, 늘어난 여름방학기간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전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고, 휴식할 수 있

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고, 교사들에게는 다음 학년을 준비하는 충분한 기간이 제공될 수 

있다.  

Ÿ OECD 국가들 중 9월 신학기제를 택한 국가들은 대부분 방학기간이 한국의 방학기간보다 

길다. 한국의 총 방학일수가 약 78일인 것에 비해, 핀란드 100일, 미국 102일, 이탈리아 118

일, 프랑스 120일 등 대체로 한 달 이상 길다.20) 특히 한국의 여름방학 기간이 4주가 채 안 

되는 것과 비교하여 다른 국가들의 여름방학은 보통 2달에서 3달 사이로 긴 편(<그림 1>)이

고, 대신 겨울방학이 1~2주로 짧다. 

    <그림 1> 여름방학기간 비교 (단위: 주)

       <출처> 더뉴스. (2016.8.4.). http://www.th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81

18) 한국일보. (2015.11.8). http://hankookilbo.com/v/2b0642adda044740aec6c15a356b9a74
19) 파이낸셜 뉴스. (2018.2.1). http://www.fnnews.com/news/201802011114225638
20) 백경선 외. (2013). 교육과정 편제 및 수업시수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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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그러나 방학이 긴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연간 수업일수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한국의 

초중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법정) 이상21)이며, 미국 180일(법정), 캐나다 190일(실제), 영국 

190일(법정), 프랑스 180일(법정 환산)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연간 수업일수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슷한데도 방학기간이 짧아진 배경에는 “1) 나라별 공휴일 수가 다른점, 2) 학

기 중에 배치되어 있는 학교장 재량 휴업일이 방학에 포함되어 계산되지 않은 점, 3) 법정 

수업일수가 있는 국가에서도 실제 이보다 적은 시수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등이 

있다(백경선 외 2013, p. 119).

Ÿ 학기제 개편과 함께 학년 변경 시점에 긴 여름방학을 갖게 되면 다음 학기에 대비하여 선

행학습 기간으로만 사용되어왔던 기존의 같은 학년 기간 중 짧은 방학(여름, 겨울 모두)의 문

제점22)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문화체험, 여행, 언어공부, 봉사활동, 대학생들의 경우 인턴쉽 등 학기 중에 충분

히 할 수 없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돌봄의 문제나 기회의 양극화 등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학교나 지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긴 여름방학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일자, 뉴욕타임즈는 “긴 

여름방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학부모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사회와 정부의 

잘못이 크다”23)고 지적한 바 있다.  

Ÿ 한편, 현행 3월 신학기제를 고수하되 수업일수를 줄여 여름방학만 늘리면 되지 않느냐는 지

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될 경우, 짧은 겨울방학이 학년변경의 경계가 됨으로써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 아래 <표 2> (1) 3월안(3월 신학기제를 고수하면서 여름방학을 늘린 시뮬레이

션)을 보면, 2월 말 1~2주 밖에 안되는 겨울방학에 학년변경과 교원 인사이동이 이루어져, 학

생과 교사 모두 신학년 수업준비를 하는 부담이 지금보다 커질 것이 예상된다. 또한 여름방

학이 길어짐에 따라 2학기 시작시점도 늦춰져 수능을 지금보다 더 추운 12월에 보게 되는 단

점이 있다. 무엇보다 “학습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학년도 중간에 긴 방학이 있는 것보다 학

년도가 바뀌는 경계에 긴 방학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황준성·조옥경 2012, p. 105).”  

    <표 2> 3월과 9월 신학기제 하에서의 여름방학 기간 연장에 따른 시뮬레이션  

     ※ 방학기간: 회색 표시 

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1-다.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22) “여름방학 3주, 길어야 4주, 짧아진 여름방학은 학원가 특수로 이어지고 있다. 1학기와 2학기 간격이 줄어들면서 

3주 집중특강 또는 4주 집중특강으로 쉼 없는 수업과 선행학습으로 학생들을 더 지치게 만들고 있다.” (더뉴스. 
(2016.8.4.). http://www.th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81)

23) 한겨레21. (2016.6.13.)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41887.html

방안
입

학

수

능

졸

업

(1)

3월안
3 4 5 6 7 8 9 10 11 12 1 2

(2)

9월안
9 10 11 12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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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셋째, 9월 신학기제로의 개편은 국제적 통용성을 갖춤으로써 유학생·교환학생·파견 연

수생 등에게 시스템적으로 이동과 선택에 있어서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 

Ÿ 2017년 거주자격별 재외동포 현황(외교부)을 보면, 시민권자, 영주권자, 유학생을 제외한 일

반체류자(해외 주재원·사업자와 동반가족, 선교사, 현지 취업자, 정규학위를 마친 석/박사 등)가 135만 

명24)에 이른다. 그동안 사업과 취업, 봉사를 위해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라 국외로 이동해야 하는 학령기 자녀들 모두 학사력 불일치에 따라 졸업 및 취

업 시기, 해외학교편입과 국내복학시점 등에서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학기제를 개편

하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Ÿ 국외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한국인 해외유학생들도 연간 20만 명 이상이다.25) 

  - 그동안 해외 유학생은 국내 대학을 대체로 2월에 졸업하기 때문에 보통 8월 말, 

9월 초에 있는 해외 학교의 입학까지 한 학기(6개월)의 남는 시간을 감수할 수밖

에 없었다. 보통은 그 한 학기를 휴식 및 언어학습의 시간으로 삼고 있으나 우리

나라가 9월 신학기제였다면 학년이 변경하는 시점인 3개월의 여름방학 동안 충분

히 같은 목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학기제를 개편하면 지

금처럼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이점이 있다. 

l 9월 신학기제로의 개편은 입학부터 졸업, 입시 및 채용까지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수반

한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현 추세를 비추어보았을 때 이번 정부에서 학기제 변경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다음 정부에서 실행하는 것이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며 정책

을 추진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자, 방안이다. 

24) 이 중 과반 이상인 82만 여명은 9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는 미국과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
25) 

<그림 2> 국외 고등교육기관 한국인 유학생 수 (단위: 명)

<출처> 교육부 사전정보공표. (2018). 2018년 국외 고등교육기관 한국인 유학생 현황 및 황준성·조옥경(2014, p.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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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학기제 개편 검토안 

l 9월 신학기제 모형을 검토한 기존 연구 중 특히 황준성·조옥경(2014)과 이혜영 외(2016)가 

학기제 개편 방법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해당 보고서들을 참고하여 개편안을 검토한 

결과, 본 보고서는 “특정연도에 초중고 전(全)학년의 교육기간 6개월을 일시에 단축하고, 

그 해 9월부터 신학년을 시작하는 안(황준성·조옥경(2014)의 3-1안, 이혜영 외(2016)의 1-1안과 같

음)”을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제안한다. 앞으로 이를 줄여서 “교육기간 6개월 단축안”으

로 지칭한다.

Ÿ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교육기간 6개월 단축안”은 특정 연도에 초중고 전학년의 교육기간

을 6개월 단축하여 같은 해 9월에 새 학년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표 3>). 예를 들어 

특정 연도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초1 학생은 통상 다음 해 2월까지 1년간의 교육기간을 

마친 후 초2가 되어야 하지만, 9월 신학기제 개편에 따라 그 해 9월 초2로 진급한다. 다른 

학년의 초중고생 모두 특정연도에는 교육기간을 6개월 단축하여 9월에 다음 학년으로 진급

한다. 그 다음해 부터는 기존과 같이 1년간 교육기간을 갖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다. 9월 

신학기제로 개편되는 특정 연도의 고3 학생들은 그 해 11월이 아니라 5월에 수능을 치르고 

8월까지 대입 전형이 마무리된다. 9월 신학기제로 정착하고 나면 9월부터 12월이 1학기, 1

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가 2학기가 된다. 겨울방학은 12월 말부터 1월 초로 짧은 대신, 

여름방학이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로 길어진다. 

    <표 3> 6개월 단축안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 방학기간: 회색 표시 

Ÿ 9월 신학기제로 개편은 초등학교 입학아동의 생년월일 조정이 불가피하다. 현행 3월 신학

기제에서 초등학교 입학 대상은 1월 1일생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9월 신학기제로 개편되

면 9월 1일생부터 다음연도 8월 31일생까지가 된다. 만약 2022년에 학기제를 개편한다면, 

2022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생년월일은 2015년 1월 1일생부터 8월 31일생까지가 

되고, 같은 해 9월에 입학하는 아동은 2015년 9월 1일생부터 2016년 8월 31일생이 입학하

   월

연도

입

학

수

능

졸

업

현행 3 4 5 6 7 8 9 10 11 12 1 2

1학기 2학기

   월

연도

입

학

수

능

졸

업

입

학

개편

시점
3 4 5 6 7 8 9 10 11 12 1 2

             한 학년          새학년 1학기

   월

연도

입

학

수

능

졸

업

개편

시점 

9월부터
9 10 11 12 1 2 3 4 5 6 7 8

            1학기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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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l 이 안의 장점은 다른 어떤 안과 비교하여도 학기제 개편으로 인한 과도기가 가장 짧다는 

것과 초중고 기간 내내 학생 수가 증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 교원 수 증원이나 학급 등 

학교시설 증설에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Ÿ “교육기간 6개월 단축안”은 특정 연도의 교육기간이 6개월 단축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결단만 이루어진다면, 9월 신학기제로 개편되기 직전 학기(6개월)를 제외하고, 과도기가 발생

하지 않는다. 그 밖의 안들은 적게는 1년 6개월, 3년, 5~6년, 길게는 11~12년이 소요된다.26) 

26) 
<표 4> 황준성·조옥경(2014) 9월 신학기제 실시 방안(2018년 실시가정) 

구분
1안 2안 3안

1-1안 1-2안 2-1안 2-2안 3-1안 3-2안 

특징

2018년도 3월 

입학생을 2017

년 9월에 입학

하게함.

기존 2017년 3

월 입학생과 9

월 입학생 모

두 같은 학년

이지만, 서로 

다른 교육과정

을 배움.  이

들이 고3이 되

는 2029학년도

는 6개월 단위

로 대학입시 

실시 필요 

1-1안과 방법

은 동일하나, 

신입생을 7회

(6년)에 걸쳐 

분산 수용하는 

방 안 . 

2017~2022년도

까지 매년 12

개월이 아닌 

14개월 출생아

동이 입학 

2018년도 3월 

입학생과 9월 

입학생을 

 2018년도 

9월에 일괄 

입학시킴. 

이들은 

동일한 

교육과정을 

배우는 같은 

학년임 

2-1안과 방법

은 동일하나, 

신입생을 7회

(6년)에 걸쳐 

분산 수용하는 

방 안 . 

2018~2023년도

까지 매년 12

개월이 아닌 

14개월 출생아

동이 입학 

2018년도 3월 

초·중등 

재학 전체 

학생들 대상 

교육기간 

6개월 단축, 

그해 9월부터 

진급/진학 

이루어짐

2018년도 3월 

초·중등 

재학 전체 

학생들 대상 

교육기간 

6개월 연장, 

2019년도 

9월부터 

신학년제

정착

소요

기간

12년 12년 11년 6개월 11년 6개월 6개월 1년 6개월

소요

비용*
10조 4,302 9조 1,057 10조 3,214 8조 7,830 - 10조 3

  

* 소요비용측정: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1)을 활용하고,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원수는 2013년 교육부 발
표 토대, 교원 1인당 비용은 2014년 교육공무원 봉급표 10호봉의 대략적 연봉액(2천 백만원)을 적용, 학급증설비용은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학급당 1억원(박재윤 외 2007)으로 설정하고, 신설학교 설립은 고려하지 않았다. 

    <표 5> 이혜영 외(2016) 9월 신학기제 실시 방안 

* 이혜영 외(2016)의 3안(3-1,3-2,3-3)은 황준성·조옥경(2014)의 1,2,3-2안과 중복되어 삭제

구분 특징 정착소요기간

1안

1-1 초·중·고 교육과정 6개월 일괄 단축, 황준성·조옥경(2014)의 3-1안과 같음 6개월

1-2
매년 교육과정을 2개월씩 단축하여 3년에 걸쳐 9월 신학기제 완성(1차연도 

신학기 1월시작, 2차연도 신학기 11월 시작, 3차 연도 신학기 9월 시작) 
3년

1-3
2월 겨울방학을 단축하여 5년 간 신학기를 1개월씩 앞당기고, 방학을 계절별

로 분산
5~6년

2안

전환학기를 도입하여, 초등학교를 6년에서 5년 과정으로, 혹은 중학교 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중3과 고1사이 한 학기를 9월 신학기제를 위한 전환학

기로 운영

5~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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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다른 안들이 수용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Ÿ 황준성·조옥경(2014)의 1안과 2안은 3월 신학기제 적용 학생과 9월 신학기제 적용 학생이 

12년간 공존함에 따르는 데서 오는 사회적 혼란 문제가 있다. 또한, 입학생 수가 증가하면

서 발생하는 교원 수 증원 및 학급 등 교육시설 확충 문제, 입시경쟁률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 1안은 2017년 3월과 9월에 초등학교 입학생을 두 번 받는 것이 핵심이다. 같은 학년(초1)에 

3월 입학생과 9월 입학생이라는 서로 다른 두 그룹(서로 다른 교육과정 적용)이 발생하는 것

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2년간 같은 학년임에도 입학시기가 다른 두 그룹이 병존하며, 

이 두 그룹은 입시를 포함하여 모든 학사일정이 다를 수밖에 없다. 입시를 서로 다른 시기

에 치르기 때문에 경쟁률 증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1안으로 실시할 경우, 해

당 연도의 초등학교 입학 학생 수가 기존에 비해 1.6배27)가 되기 때문에 교원 수도 그만큼 

증원시켜야 하고, 교실 등 학교시설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황준성·조옥경

(2014)은 약 10조 내외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또한 제도 정착 이후 입학 학

생 수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증원된 교원과 증설된 학교시설 처리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 2안은 2018년 3월에 입학할 학생들의 입학시기를 6개월 연기하여 2018년 9월에 입학할 대

상과 함께 9월에 일괄 입학하는 안이다. 3월 신학기제 적용 마지막 대상인 2017년 3월 입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2년 동안은 3월 신학기제와 9월 신학기제가 병존한다. 

2018년 9월에 입학하는 학생 수는 기존에 비해 1.6배28)가 된다. 따라서 1안과 마찬가지로 

교원 증원, 학교시설 확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제도 정착 후 다시 학생 수가 정상화됐

을 때, 증원된 교원이나 증설된 학교시설 처리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더구나 1안과 달리 

2안은 학생 수 1.6배가 되는 2018년 9월 입학생이 같은 시기에 입시를 치르기 때문에 입시 

경쟁률도 1.6배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Ÿ 황준성·조옥경(2014)의 3-2안은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교육기간 6개월 단축안”과 반대

로, 초중고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기간을 6개월 연장시켜 1년 6개월 뒤에 새 학년이 

되게 하는 방법이다. 이같은 방안은 특정연도의 초중고 전학년의 교육기간이 6개월 연장되

고, 개편을 실시하는 해 같은 학년의 초등학교 신입생은 마찬가지로 1.6배로 늘어나 교원 

및 학교시설 확충문제는 물론, 12년 뒤 입시에서 경쟁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고3 수험생의 입시 부담도 6개월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Ÿ 이혜영 외(2016)의 1-2안과 1-3안은 매년 교육과정을 2개월씩 혹은 1개월씩 단축하여 3년 

혹은 5~6년 안에 9월 신학기제로 정착시키는 방법인데, 매년 방학기간 및 학사일정이 달라

27) 9월 입학생 생년월일을 9월 1일생부터 8월 31일생으로 조정할 경우, 2017년 9월 입학생은 2010년 9월 1일생부터 
2011년 8월 31일생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2017년 3월 입학생은 2010년 1월 1일생부터 8월 31일생으로 조정된
다. 2017년 3월 입학생과 9월 입학생 수를 합하면 기존연도에 비해 1.6배가 된다. 

28) 9월 입학생 생년월일을 9월 1일생부터 8월 31일생으로 조정할 경우, 2018년 3월 입학생은 기존대로 2011년 1월 
1일생부터 12월 31일생이고, 2018년 9월 입학생은 2011년 9월 1일생부터 2012년 8월 31일생이 되므로, 두 대상
이 동시에 2018년 9월 입학생이되면 중복된 기간을 제외하여 아동 수는 약 1.6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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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특히 입시일정이 매년 바뀌는 것에 따른 혼란과, 교사와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는 단

점이 있다. 

Ÿ 이혜영 외(2016)의 2안은 전반적인 학제 개편이 수반되는 안으로서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

하고, 본 보고서 <본론 3. 학제 개편>에서 관련 쟁점이 다뤄지므로 본 장에서는 생략한다.

l 따라서 “교육기간 6개월 단축안”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공론화안으로 논의하기에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6개월 단축안으로 9월 신학기제 개편을 추진할 경우 미리 

고려해야 하는 점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Ÿ 첫째, 9월 신학기제로 개편은 교육과정 개정이 필수다. 특히 9월 신학기제로 개편하는 첫 

해 한 학년 교육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한 학년 내에 두 학기

에 걸쳐 배울 분량을 한 학기안에 배우도록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6년간 학습했던 

내용을 5년 반 동안, 3년간 학습했던 내용을 2년 반 동안 배울 수 있게 사전에 교육과정의 

이수내용을 분산·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부는 기초학력이 저하된다고 우려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하에 지나치게 많은 과목 수, 학습범위 등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학기제 개편과 교육과정 개정 논의는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Ÿ 둘째, 입시 준비에 유불리함이 없도록 아이들이 고교에 입학하기 전에 그 사실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6년 전, 최소한 3년 전에는 개편에 따른 변화에 대해 예고가 필요하다. 

학기제 개편으로 특정 연도 입학생은 고3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고, 고교재학기간이 2년 

반이 된다는 점을 고교 입학 시 미리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입시기

간이 6개월 단축되면 대입 내신 반영 기간도 조정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해서도 고교 입학 

시부터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현실에서 사실상 중학교 입학 시점부터 대입을 준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학교 입학 시점인 6년 전에 학기제 개편 시점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Ÿ 셋째, 대학은 9월 신학기 개편이 이루어지는 첫 해에 두 번 신입생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

한다. 9월 신학기제로 개편이 이루어지기 직전 고3 학생들은 3월에 입학하고, 개편이 적용

된 학생들은 그 해 9월에 입학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 해에만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 점점 대학 신입생 수가 줄어들어 일부 대학에서는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 

현실29)을 고려했을 때 시설 부족이나, 강의 인력 충원 등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

을 것으로 보인다.  

Ÿ 넷째, 여름방학이 긴 9월 신학기제로 개편할 경우, 현재보다 수업일수를 줄이는 것을 검토

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현재 초중고 수업일수는 ‘주 5일 

수업 기준, 매 학년 190일 이상’이다. 190일 중 1학기를 5개월(3월~7월), 2학기를 4개월 반(9

월~12월, 2월 초)에 걸쳐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하게 되면, 보통 1학기를 

29) IF REPORT 2017-02(pp.19-20)을 참고하면, 최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2017년 약 62만 명이었던 만 18세 인
구가 5년만인 2023년 46만 명 수준으로 약 15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그에 따라 약 10만 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지방 전문대와 14만 명의 학생을 수용해온 4년제 사립대학 절반이 생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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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9월~12월), 2학기를 5개월(1월 초부터 6월 초)동안 운영하고, 겨울·봄방학기간이 짧은 대

신(기존 한 달 반→1~2주), 여름방학이 길어야 한다(기존 3주→2개월 반 수준). 9월 신학기제를 운

영하는 나라들에서도 법정 수업일수가 190일 이상인 나라(영국, 캐나다 등)가 있다는 점에서 

수업일수를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 나라는 학년변경 시점의 여름방학 

기간이 비교적 짧다(1.5개월~2개월).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하자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학생

들에게 휴식과 다양한 경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취지를 구현

하기 위해서는 수업일수를 180일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Ÿ 마지막으로 국회는 9월 신학기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6년 전(최소 3년 전)에는 관련 법률을 개

정해야 한다. 현행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 교육법,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학년도의 시작 

시점이 모두 3월 1일부터30)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l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학기제 개편은 학제 개편과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 학제 개편은 더 

큰 틀에서의 교육 시스템 개편으로 학기제 개편보다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과도기 발

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굳이 순서를 둔다면 학기제 개편을 진행한 후에 학제 개편을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4. 소결 

l 오랫동안 국민의 생활리듬은 3월 신학기제에 익숙해 있었다. 그 관성이 오래될수록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 백년지대계임에도 입시제도 등 교

육 관련 정책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자주 변화하는 실험적 성격을 갖게 됨에 따라서 교육

과 관련한 변화에 국민들이 지쳐있던 것도 사실이다.  

l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전 세계적으로도 현행 봄 학기제는 일본과 우리나라 외에 거의 채

택하지 않는 제도로 현행 학기제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보

수·진보를 막론하고 20년이 넘도록 매 정부마다 학기제 개편을 검토할 정도로 개편의 필

요성에 대한 높은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기제 개편의 필요

성과 방안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한 국민적 토론의 장이 형

성되지 못해 지금까지 정책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다. 

l 9월 신학기제로 변경했을 때 취학연령하향을 통해 육아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선거연령

문제가 해결되고, 길어진 여름방학을 학생과 교원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국제적 통용

30) · 유아교육법 제12조(학년도 등) ①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1조(학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

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①모든 국민은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기) ①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
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 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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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갖게 되는 등의 이점이 명확하다. 

l 그동안 검토되어온 신학기제 방안 중 “특정연도 초중고 전학년의 교육기간을 6개월로 단

축하고, 그 해 9월부터 새롭게 학년이 시작되게 하는 안(교육기간 6개월 단축안)”이 혼란 없

이 가장 빠르게 학기제를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이다. 초중고 내내 교원 증원이나 학교시설 

확충을 할 필요가 없어, 이에 따른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 같은 안을 추진하려면 

입시와 관련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6년 전, 최소한 3년 전에는 예고 후 실시해야 한다. 

l 학기제 개편은 오로지 수요자인 국민의 합의 하에서만 추진될 수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며 사회적 공론화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동안 20년 넘게 내부적 

논의를 해왔음에도 사회적 공론화도 해보지 않고 정책을 그대로 사장하는 것도 문제다. 신

고리 공론화위원회나 대입 공론화위원회처럼 학기제 개편에 대해서도 현 정부에서 공론화

과정을 공식화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교육

위의 제1의 과제로서 논의하기에 적절한 사안이다. 공론화 결과,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

대가 형성되지 못할 경우도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하며, 반대로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

히 형성되면 정책 추진을 못 할 이유도 없다. 미리 준비할수록 소모적 논쟁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과도기 기간의 학생과 학부모·교사들에게 교육과정과 입시 및 학사일정에 변경에 

따른 혼란을 미리 대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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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제 개편 

 

3-1. 학제 개편 시도와 경과 

l 현행 학제가 시작된 미군정 시기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정부 주도로 논의·추진되어온 학

제 개편 시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Ÿ 현행 6-3-3-4(초-중-고-대) 학제의 기원은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 결성된 ‘조선교육심의

회’가 당시 미국의 학제였던 6-3-3-4 단선형 학제를 도입한 것에서 시작됐다.31) 

Ÿ 정부 수립 초기에 중등교육기관을 분리·통합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어 6-4-2-4제로 개편하

는 방향으로 교육법(1949년 제정, 1950년 1월 시행)을 제정했으나, 1950년 3월 제1차 교육법개

정을 통해 고교 수업연한을 3년으로 확정하는 등 일부분을 수정했고, 얼마 있지 않아 전시

상황이 되자 1951년 제2차 교육법개정을 통해 다시 6-3-3-4 학제를 확립했다.32) 

Ÿ 6~70년대에는 당시 문교부 내 학제 개편작업 추진위원회(1965)에서 5개 학제 개편안33)을 놓

고 검토했으나 결국 현행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부분적으로는“실업고등전문학교, 전

문대학 등 직업기술교육과 관련한 보완(김영철 2004. p.6)”이 이루어졌다. 

Ÿ 80년대 들어서 81년에 문교부 학제발전 연구위원회가 “초등 수업연한을 5년으로 단축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하여 8년 또는 9년의 국민중학교를 도입하거나 초중고를 통합하

여 12년의 국민중등학교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정미경외 2017. p.7)”한 바 있으나 유야무

야 됐다. 

Ÿ 87년에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심의회의 제1분과에서 “6-3-3-4제를 유-5-3-4-4제로 

바꾸고, 이를 92년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부터 적용하며, 취학연령 유연화를 위해 만5

세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따라 50%는 만5세에 초교에 입학시키고, 나머지는 유치원에서 교

육받게(이원영 2006, p.127)”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이 역시 추진되지 못했다..  

  - 당시 초등학교를 6년에서 5년제로 개편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동의 발달 추세, 

세계 각국의 추세, 유아교육 확대 등(김영철외 2006, p.64)”을 들었고, 초6에 해

당하는 교육과정을 중1 과정에서 이수하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 고교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진로 선택을 앞둔 학생들에

게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김영철외 2006, p.65)”하기 때문

으로 보았다. 

Ÿ 김영삼 정부는 ‘5.31 교육개혁’을 통해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포함하여 교육 전반에 걸친 

논의를 했으나 학제 개편과 관련한 생산적인 담론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31) 김영철외. (2006).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 개편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pp.42-49
32) 김영철외. (2006).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 개편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pp.49-53
33) “당시 6-5-4제, 5-5-3-3제, 6-5-2-3제, 6-6-4제, 5-7-4제 등 5개 개편안을 검토(김영철외 2006. p.62)”한 것으

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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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후 참여정부에 들어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다. 2005년 민주당 이인영 의원

은 5-3-4-4제로 학제를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을 발의했으며, 2006년에는 김진표 교육

부총리가 학제 개편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발표하고 그 해 8월부터 6차에 걸쳐 학제 개편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당시 1차 토론회에서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는 5-5-5제를 

제안했다. 

Ÿ 17대 국회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취학연령을 만6

세에서 만5세로 낮추고, 초등 수업연한을 5년으로 단축하는 동시에 고등학교 수업연한을 3

년에서 1년 연장하여 4년으로 하는 5-3-4-4안”을 제안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교육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서도“취학 직전 유아교육 1년, 초등 5년, 중등 3년을 의무교

육으로 지정하는”안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폐기됐다.  

Ÿ 2006년 8월부터 연말까지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혁신위원회 주도로 학제 개편을 주제로 하

여 6회에 걸친 전국 순회 대토론회가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최재천 당시 이화여대 생명공

학 교수는 5(초)-5(중)-5(대)제라는 구체적인 개편안을 제안했다. 10년에 걸쳐 초·중등 교육

과정을 끝내 지금보다 2년 빨리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대학에서 1년 더 수학하여 더 전

문적인 지식을 쌓게 하는 특징이 있다. 최 교수는 2000년부터 이를 주장해왔는데, 가장 핵

심은 ‘고등학교를 없애는 것’이다. “가장 창의적일 수 있는 나이에 반복연습만 하는, 그

리고 오랜 시간 반복 연습을 거쳤어도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거품으로 사라지는”34)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Ÿ 참여정부 시기 학제 개편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한국교육개발원은 첫 보고서(김영철 외 

2006)를 통해 “유-5-3-4-4제가 학제 개편 취지를 가장 많이 반영하고 타당성과 합리성이 

지녔다”35) 고 평가한 바 있다. 

l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2009년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단축하는 학제 개편”36)을 제안한 바 있으나, 정책 의제화 되

지는 못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5년 당시“새누리당, 기재부, 보건복지부가 모인 당정

협의를 통해 초중등 교육연한을 현행 12년(6-3-3)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방안”37)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으나, 추진되지 못했다.  

l 그러다 지난 2017년 대선 경선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제 개편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다. 안철수 후보와 조희연 교육감은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6년에서 5

년으로 줄이는 것과 구체적 방법은 다르나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해 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공통된 견해를 보였다. 

Ÿ 안철수 대선 후보는 2017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유-5-5-2-4”제를 제안했

34) 한국일보. (2000.5.22.)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0005220091673994
35) 김영철 외. (2006).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 개편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p. 288
36) 청와대 뉴스. (2009.11.25.) 
    http://17cwd.pa.go.kr/kr/president/news/news_view.php?uno=823&board_no=P01
37) 중앙일보. (2015.10.21.) https://news.joins.com/article/18907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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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만3세, 만4세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고(유),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낮춰 만5세

에 입학하여 5년간 초등학교 과정을 수학하고(5), 중학교도 5년 과정을 수학하고(5), 고등학

교 과정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로 변환하여 2년간 수학하면(2), 사회진출을 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안이다.  

  -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던 유은혜 의원은 안철수 안에 대해, 취학연령을 1세 낮추면서, 2개

년도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동시에 입학하여 대입까지 치를 때 발생하는 문제를 과소평가

했음을 지적했다. 일단 같은 학년에 2개 학년 아이들이 동시에 입학하면, 2배의 대입경쟁, 

취업경쟁이 이뤄질 것이고, 교실 등 학교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교원 수도 급격하게 증원

해야 한다. 이에 따른 시범사업 비용만으로도 약 8조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38) 

  -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의 학제 개편안을 주도한 조영달 교수는, “인구절벽으로 2000년에 

60만명이던 아동이 2015년 42만명으로 약 3분의 1이 줄어든 이 시점에서, 1개 학년 학생 

수가 2배가 되어도 시설이 여력이 되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진로 탐색을 원하는 학생이 

늘어나면 대학경쟁률도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요즘 추세를 보면 노동시장 

진입에 상당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업시장으로 진출을 원하는 인력이 1년간 대졸자의 

2배가 된다해도 정책 시행에 부담되지 않는다”39)고 주장했다.

  -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안철수 안에서 초등학교 만5세 입학과 고교단계에서 

2년간 진로탐색 하도록 한 과정에 대해 비판했다. 전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계 입장과 마찬

가지로 “만3세부터 만5세는 학습중심의 초등교육이 아닌 놀이중심의 유아교육대상이라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자, 교육과정에서도 큰 공감력을 얻는 이론”40)이라고 밝혔고, 후자에 대

해서는 “진로탐색은 전체 교육과정을 통해 얻는 것인데 2년간 진로만 어떻게 탐색하자는 

것인지, 이를 위한 교원 양성 및 수급, 학교형태에 대한 대안도 없다”41)고 비판했다.

Ÿ 한편,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유-5-4-3-4”제를 제안했다. 조 교육

감은 “만5세 유아교육을 유아학교로 의무화하고, 초등학교 과정을 5년제로 단축하되, 중학

교 과정을 1년 연장하여, 중4학년을 ‘전환학년제’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고등학교는 

현행을 유지하되, 개방형 학점제를 도입하고 무학년·4학기제로 운영할 것”42)을 제안했다. 

그동안 제시된 안들과 차별화된 점은 중학교 3년 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에 전환학년제를 

운영하자고 제안한 점인데, 이는 “북유럽의 전환학년제도, 영국이나 아일랜드의 갭이어에 

준하는 과정”43)에서 착안했다. 

  - 조희연 안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비춘 한국교총에 따르면, 단순히 “전환학년제가 확

대되는 것만으로 학생의 진로 탐색 어렵고, 프로그램 및 지원 여건 등이 마련되어야 한

38)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자료. (2017.4.20.)
    http://theminjoo.kr/President/briefingDetail.do?bd_seq=63912
39) 조영달. (2017). 한국 고등학교 체제의 전환 탐색:“자율 진로탐색형” 미래학교 체제로 전환 발제문.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개혁 비전과 전략 토론회 자료집. p.30
40) 데일리안. (2017.2.8.) http://www.dailian.co.kr/news/view/611404
41) 데일리안. (2017.2.8.) http://www.dailian.co.kr/news/view/611404
42) 연합뉴스. (2017.2.23.) https://www.yna.co.kr/view/AKR20170223083951004
43) 조희연 교육감 페이스북(2017.3.8.)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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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4)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에도 학제 개편을 시도했으나 엄청난 사회 비용으로 실현

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45)고 밝

혔다. 

3-2. 학제 개편의 필요성 

l 정부 수립 이후 매 정부마다 학제 개편을 검토해왔는데, 특히 논의가 본격화된 참여정부 

이후 각각의 검토안에서 제기된 학제 개편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Ÿ 먼저, 2005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입법제안이유

를 통해 “현행 학제는 1950년대 수립 이후 기본구조에 변화가 없어, 개인의 발전이나 국

제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 적합성이 떨어지므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취학연령 

1년을 단축하고, 각 학교의 수업연한을 조정하는 등”학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Ÿ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는 “일찍 대학에 진학하여 더 전문적인 대학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예전에 비해 일찍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생물학적 요구를 자연스레 충족시켜줄 수 있으

며, 학교 밖에서도 자의 반 타의 반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아이들을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 각각 6년씩이나 묶어둘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검토하자”46)고 주장했다. 

Ÿ 한국교육개발원의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 개편 방안(김영철외 2006)’보고서는 크게 4가

지 차원에서 학제 개편 필요성을 정리하고 있다.

  - 첫째, “농경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엘리트 교육에서 보편화 교육으로 우리 교육체제 

내·외적으로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pp.17~19)”

이다.

  - 둘째,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한 인적자원 수요에 부응하고, 정보화사회에서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 표준에 따르

고,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pp.20~23)”이다. 

  - 셋째, “취학전 교육과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교육이 수요자 요구에 민감한 체제

로 전환되고 있는 등 교육체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학제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

(pp.23~26)”이다.  

  - 넷째, “과도한 진학수요를 유발하는 단선형 학제, 입시 위주 고질적인 교육문제 해결 등 

현행 학제가 갖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pp.26~27)”이다. 

Ÿ 안철수 의원의 학제 개편안을 연구한 조영달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 구조가 지식

엘리트 교육(1.0)에서 인적자본 확충 단계(2.0)를 지나 경쟁과 효율, 표준화 등을 앞세운 시

장주의 교육의 단계(3.0)를 거쳐왔는데, 이제 이러한 근대적 구조를 해체하고 교육적 가치를 

44) 스터디뉴스. (2017.2.28.) http://bitly.kr/eafS9O
45) 스터디뉴스. (2017.2.28.) http://bitly.kr/eafS9O
46) 한국일보. (2000.5.22.)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000522009167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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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재구조화하자며”47)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Ÿ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제안한 ‘미래를 여는 새로운 교육(2017)’에서도, “추격산업화 시

대의 단선형 학제를 미래역량을 키우는 개방형 학제로 개편하려는 성찰 필요, 아동과 청소

년의 발달단계와 사회 전반의 변화 등을 고려한 학제 재설계 필요, 취학 전 유아 사교육 

문제 해소 및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 등 초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토대 조성 필요 

등”48)을 학제 개편 필요성으로 꼽았다. 

l 이처럼 지금까지 정책당국자나 전문가들 간에는 학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지속

적으로 형성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 추진으로 진전되지 못한 이유는 학기제 개

편과 마찬가지로 학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

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l 앞서 학기제 개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그동안 오랜 기간 논의되어온 정책 사안을 사회

적 공론화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장하는 것은 문제다. 현 정부 임기 내에 국가교육위가 

출범한다면, 학제 개편과 관련한 국민적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이 국가교육위 신설의 취지

에 부합한다. 이하부터는 그동안 검토되어 온 다양한 학제 개편안을 검토한 것을 토대로 

기본 방향을 제안하는 것은 물론,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3-3. 학제 개편 검토안 

l 학제 개편과 관련해서는‘유아·초등·중등교육 단계의 수업연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

지’와 ‘각각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주요 논의점이 되어왔다. 더 넓게

는 각 학교급의 교원 양성 방안, 학교급 간 통합 문제 등을 다루기도 한다. 그러나 본 보고

서는 방대한 내용을 담을수록 논의가 분산된다는 우려하에, ‘각 학교급의 수업연한 조정

과 그 방법’에 더 주안점을 두어 개편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l 지금까지 학제 개편을 검토한 사람들 간에는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고, 초등학교 수업연

한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향”에는 거의 이견이 없을 정도로 공감대가 높다. 구체적인 실

현 방법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을 뿐이다. 중등학교 수업연한과 관련해서는 중학교와 고

등학교가 걸쳐 있는 문제라서 의견이 쉽게 모아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본 보고서는 우

선 중·고등학교 수업연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학교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4년으로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47) 조영달. (2017). 한국 고등학교 체제의 전환 탐색:“자율 진로탐색형” 미래학교 체제로 전환 발제문.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개혁 비전과 전략 토론회 자료집. p.8

48)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서울시교육감의 교육혁신 제안 ‘미래를 여는 새로운 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개
혁 비전과 전략 토론회 자료집.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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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아교육 공교육화-취학 전 1년(만5세) 유아교육 학제화  

l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유치원을 학교로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등 공공

성을 담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Ÿ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 각 제9조와 제2조에 따르면, “유아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를 말한다”고 나와있다. 

Ÿ 또한 「유아교육법」제24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그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나와있다.   

l 그러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주체의 대다수가 사립유치원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관리하

는 제도 속에 있는 것”49)과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공교육화가 달성되지 못

하고 있다. 

Ÿ OECD 2015년 통계50) 기준, 유아교육(보육)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만5세 아동의 비율은 

93%였다(OECD 평균은 95%).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취학률이 97%인데, 취학 전 유아교육을 받

는 만5세 아동 비율이 93%라는 것은 우리나라 유아교육도 이미 보편화되었음을 의미한다. 

Ÿ 유아교육은 보편화되었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아동이 사립유치원에 의존하는 상황51)은 가계

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유아교육도 결국 초등

학교나 중학교처럼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가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초저출산 국면을 더 심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국공립유치원은 월 6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월 22만원의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방과후 과정비로 국공립유치원은 월 5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월 7만원을 지원”52)하고 있으나,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유치원알리미 정보공시지표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을 제외하고 만3~5세 자녀를 둔 

학부모 부담 유치원 원비(교육비+방과후 과정비)는 국공립유치원 월 평균 8,067원이었으며, 

사립유치원은 월 평균 19만 4,545원이었다. 사립유치원 부담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약 24

배나 많은 것이다.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실장은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 비용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무상교육이 실현되야 한다”53)고 주장했다.

  - 박은혜 이화여대 교수(세계유아교육기구 한국위원회장)는 “유치원 공사립 기관 이용에 따

49) 문미옥. (2006). 유아교육 공교육화 정착을 위한 학제개편 방향. 학제개편 제5차토론회 자료집. p.7
50) OECD. (2018). Education at a Glance 2018. p.176
51) 우리나라는 국공립유치원 취원률이 매우 낮다. 2018년 기준, “전체 유치원 중 국공립유치원 시설 비중은 53%인 

반면, 국공립유치원에 취원 중인 원아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이는 국공립유치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병설유치
원의 학급 규모가 1~2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김기식·박선나 2019, p.2).” 국공립유치원 취원률을 높이는 방안으
로, 더미래연구소와 우리교육연구소는 ‘돌봄수요 해결을 위한 초등학교시설 활용방안(공동보고서 2019-01)’을 통
해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학교 내 빈 교실이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병설유치원 보편화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52) 교육부. (2019). 201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53) 조선에듀. (2018.10.30.)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30/20181030026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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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용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서비스 질의 격차로 이어지며, 가난한 아이일수록 양

질의 교육을 받아야 격차가 보상되는데, 지금은 가난한 아이일수록 나쁜 질의 교육을 받을 

확률이 높다”54)고 지적했다. 

l 따라서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만5세 아동의 유아교육을 학

제에 편입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만5세 유아교육의 학제화는 만5세를 대상으로 유

아학교 취학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Ÿ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5세로 낮추는 것은 그동안 유아교육계가 주장해 왔듯, 발달 단계상

의 이유, 놀이중심과 학습중심이라는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교육 방식의 차이 때문에 쉽

게 합의되기 어려운 사안이다(이원영 2006, 문미옥 2006). 또한 9월 신학기제로 개편이 된다

면 저절로 취학연령이 0.5세 인하되는 효과가 있어 무리하게 1세를 낮출 이유도 없다. 

Ÿ 반면, 만5세 유아교육을 유아학교로 학제화 하자는 데에는 거의 이견이 없으므로 그 방향

으로 가는 게 맞다. 

  - 유아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일부 우려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교

육개발원 장명림 박사는“다양한 발달적 요구와 개별 차이를 존중하는 유아교육

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교육의 학제화는 의무취

학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교육 실시를 통한 자발적 의무화 형태를 취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55) 고 주장한 바 있다. 

  - 그러나 취학 직전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은 학제화해야 하고 유아교육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의무취학이 당연하다는 공감대가 더 높다. 30년 전인 1991년 당시 한국

교육연구소 부소장이었던 심성보는 “수익자부담의 유치원교육을 공교육화하고, 

유아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유치원 교

육 1년을 의무교육화”56) 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 2005년 이인영 의원도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자”는 내용

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한 바 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대선 국면에서 학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만

5세를 초등학교와 중학교처럼 의무교육화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충해야 한

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시절에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과정을 의무

교육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57)고 밝힌 바 있다. 

54) 조선에듀. (2018.10.30.)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30/2018103002664.html
55) 장명림. (2007). 유아교육 학제 개편, 하려면 제대로 해야. 월간교육정책포럼 현안문제진단(참고사이트: 

http://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nTbBoardSeq=&strCurMenuId=66&nTbCategorySeq=&pageIn
dex=9&pageCondition=30&nTbBoardArticleSeq=260222&searchTopic=&searchObject=&searchCondition_
W=25&searchKeyword_W=)

56) 심성보. (1991). 현행학제, 무엇이 문제인가. 월간말. pp.198-203
57) 뉴스토마토. (2012.11.5.)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0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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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학교 수업연한 5년으로 단축

l 학제 개편 논의 초반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초등학교 6년의 수업연한이 너무 길다’는 데

에는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높은 편이다. 80년대 이후로 학제 개편과 관련하여 목소리를 낸 

전문가들은 모두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자고 주장했다. 

Ÿ 안철수 학제개편안을 기획·연구한 조영달 교수는 “수학연한이 너무 긴 초등학교 교육연

한을 단축하고, 아동의 조기성숙으로 인해 현 초등학교 5~6학년 아동들의 발달적 특징을 

볼 때 초등학교 생활지도 방식보다는 중등학교로 편입하는 것이 학습자 발달과 환경 간의 

적합도 측면에서 더 합리적”58)이라고 밝혔다. 

Ÿ 조희연 학제개편안을 연구한 김정빈 박사도 “아동의 성장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중학교

에 1년 조기 진학하는 방안”59)을 제안했다. 

Ÿ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도 ‘제3차 저출산·고

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당정협의’를 통해“초등학교 6년제를 5년제로, 중등학교 6년제를 5

년제로 개편하여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자”60)고 제안한 바 있다. 

Ÿ 지역별·학교급별·과목별 분권형 노동조합을 지향하며 지난 2017년 만들어진 교사노동조

합연맹도 “학생의 지적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 6년이 너무 길기 때문에, 

5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61)고 밝혔다. 

l 다만 해외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비교해보면, 여전히 6년제를 실시하는 곳이 더 많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Ÿ 아래 <표 6>을 참고하면,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주마다 초등학교 수업연한이 다르지만, 6년

제를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택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나라마다 다른데 영국은 6년제, 프

랑스는 5년제, 독일은 4년제(일부 시에서 6년제), 핀란드는 10년제(중학교과정 통합)를 택하

고 있다. 아시아 국가인 중국은 5년제 혹은 6년제, 일본, 싱가포르도 6년제를 택하고 있다. 

   <표 6> 국가별 초등학교 수업연한 비교

58) 조영달. (2017). 한국 고등학교 체제의 전환 탐색:“자율 진로탐색형” 미래학교 체제로 전환 발제문.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개혁 비전과 전략 토론회 자료집. p.16

59) 김정빈. (2017). 서울시교육감의 교육혁신 제안, ‘미래를 여는 새로운 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개혁 비전과 
전략 토론회 자료집. p.42

60) 매일경제. (2015.10.21.)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5/10/1005717/
61) 유은혜의원실. (2017). 한국 교육체제의 대전환을 위한 과제모색 토론회(2017.2.27.)자료집. p.20

국가명 초등학교 수업연한

미국
보통 6년

(주에 따라 5년, 중등과 통합된 8년까지 존재)

캐나다
보통 6년

(주, 준주에 따라 7년(콜롬비아주), 8년(마니토바, 온타리오주)까지도 있음)

영국 6년제 

프랑스 5년제 

독일 4년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시 등에서는 6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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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홍신기·윤순종. (2017). 초등학교의 기본학제 국제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제20권 제4호. pp.227-254

              김영철외. (2006).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 개편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정보마당-2013 싱가포르 학제 및 교과과정 참고 

l 그러나 초등학교 과정을 1년 단축(현행 6년의 중등과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전제) 하면, 입학연

령을 낮추지 않고서도 사회 입직연령을 1세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 입장에서는 

1년간 부담해야 할 사교육비도 경감되는 장점이 있어서 초등학교를 5년제로 하자는 안에 

대한 공감대가 더 높다. 게다가 초등학교 5년제 개편과 앞서 논의한 9월 신학기제 개편이 

함께 이루어지면, 1.5세나 입직연령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Ÿ 한국교육개발원이 2006년 실시한 바람직한 학제 개편안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1,875명 중 초등학교 1년 단축 방안이 포함된 5-3-4-4제와, 5-4-3-4제가 현행 6-3-3-4제나 

6-4-2-4제보다 호응도가 높았다. 전자에 대한 호응은 합산 60%였고, 후자 방안에 대한 호

응은 합산 35%였다.62) 

l 다만 초등학교를 5년제로 개편할 경우 교과과정, 교원 수급, 학교시설 측면에서 다음과 같

은 고려가 필요하다.

Ÿ 먼저, 현행 초등학교 6학년의 교과과정은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도록 조정해야 한다. 만약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5년으로 단축하면서 현행 초등학교 6년 과정을 모두 이수하도록 한다

면 아이들에게 상당한 학습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지금도 ‘초등교과 내용(특히 수학이나 

역사)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 공감대가 상당히 높다. 부모 세대가 중학생이었을 때 배웠던 

내용이 초등학교 과정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초6 과정을 중학교 

과정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학습량과 교과목 조정이 이루어지는 교과과정 개편

이 필요하다. 

Ÿ 다음으로, 초등 교사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미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교원 

수를 감축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초등 5년제가 실시되면 초등학교 과정의 6분의 1이 줄어

들게 되므로 초등 교사 인력도 6분의 1이 줄어야 한다. 취학 전 유아교육 1년을 학제화하

는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유아교육전공자 내에서 수급 인력이 조정되므로 유아교육 학제

화가 초등 교원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더미래연구소의 IF REPORT 2017-05 

「교원 양성 및 선발구조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제안한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원 수

급을 조정하는 동시에 이대로는 존립이 위태로운 교대 중심의 폐쇄적 교원 양성 방식을 근

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Ÿ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6학년이 부재함에 따라 초등학교 교실도 6분의 1이 유휴교실화 되는 

62) 김영철 외. (2006).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 개편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p.232

핀란드 10년제 (초등+전기중등교육 통합)

중국 5년제 혹은 6년제 

일본 6년제

싱가포르 6년제 (기본과정 4년+ 적응과정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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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불가피한 바, 이 유휴교실을 만5세아 유아학교를 공교육화하는데 필요한 시설로 이용

할 수 있다. 앞서서 밝힌 만5세 유아교육 학제화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만5세 아동을 매

해 안정적으로 학교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2024년 이후로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환

경이 조성된다.  

  - 초등학교 인구가 급감하는 2024년을 기준으로, 2024년에 만5세가 되는 2019년 출생아 32만 

7천여명(통계청 추정) 모두를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유아학교에 수용한다고 가정하면, 한 학

급당 적정 원아 수 20명63)을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에 총 16,350개 학급이 필요하다. 이

를 전국 초등학교 수(6,064)로 나누면 유아학교 운영을 위해서 한 학교 당 평균 2.7개로, 약 

3개 교실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더미래연구소와 우리교육연구소의 2019-01 공동보고서64)는 “2018년 병설유치원 학급 수

와 2017년 파악된 초등학교 유휴교실 추산치, 출생률 저하로 인한 아동 수 감소로 2024년

경 발생할 빈 교실 수 계산에 근거65)하여 2024년 전국 초등학교에 평균 4.6개 규모의 유휴

교실이 발생한다(p.14)”고 추산했다. 이에 더해 만약 2024년에 초등학교가 5년제로 개편되

면 기존 6학년 학급으로 활용됐던 학교당 평균 3.3개 교실(현 전국 초등학교 한 학년 평균 학급 

수가 3.3개66)이므로)이 추가로 유휴교실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총 8개 교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8개 교실 중 만5세 유아학교 학급(3)과 실내 놀이공간(1)으로 4개

를 이용하고, 남은 4개 교실은 만3세와 만4세 각 연령별로 병설유치원 학급(2)과 실내 놀이

공간(2)으로 활용하면 된다. 

l 중등학교 수업연한을 현행과 같이 6년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초등학교를 5년제로 개편하

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5년제를 시행하기 ‘직전 해(1년 간)’ 는 입학아동을 받지 않고, 5년

제를 시행하기 7년 전부터 6년 동안은 한 해 입학아동을 12개월(현행 만6세 1

월~12월생 입학)아동이 아닌 14개월생씩 분산하여 입학시키는 방법이다.

* 현재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인 1월생부터 12월생까지 12개월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입학하는데, 14개월씩 입

학시키는 것은 1월생부터 12월생 외에 추가로 다음해 1,2월생 아동들도 같은 학년에 입학시키는 방법이다. 

9월 신학기제로 변경되어 초등학교 입학아동의 생년월일이 9월생부터 이듬해 8월생까지가 되어도, 14개월

씩 분산하는 방법은 같다. 

Ÿ 위와 같은 방법 외에는, 초등학교 5년제를 실시하면 특정 시점에 5년제로 입학한 초등학교 

5학년과 기존 6학년이 동시에 중학교 1학년으로 진급하게 되므로, 기존에 비해 중학교 한 

학년 학생 수가 2배가 된다. 이에 따른 교원 수 증원와 학교시설 확충이 불가피하다. 무엇

보다 연령이 다른 두 그룹이 중·고등학교 내내 한 학년이 돼서 입시도 같은 시기에 치르

63) 이재희·김은설. (2017).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적정 기준 마련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2017-04
64) 김기식·박선나. (2017). 돌봄수요 해결을 위한 초등학교시설 활용방안. 더미래연구소와 우리교육연구소 공동보고서 

2019-01
65) 2018년 병설유치원 보유학급 수(9,717개)+2017년 파악된 초등학교 유휴교실 추산(4,108개)+2024년 발생할 초등학

교 빈 교실(13,855개)=27,680개, 이를 초등학교 수(6,064)로 나누면 약 4.6개 
66) 전국 초등학교 한 학년 평균 학급수=전체 학급수(121,818)/전체 학교수(6,064)/6=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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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고, 대학과정부터 취업까지 내내 경쟁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국민이 수용할 수 없

는 방안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방법대로 초등학교 5년제를 추진한다는 전제하

에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Ÿ 공론화 과정, 교육과정 개편, 시행예고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앞으로 최소 10년 뒤 

시행이 바람직하고, 만약 2031년67)에 초등 5년제를 실시한다고 가정하면, 7년 전인 2024년부

터 한 학년에 아동을 14개월생씩 받고, 2030년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을 받지 않아야 한다(<표 

7>). 그래야 2029년 입학 아동이 마지막으로 초6 과정을 마치고 2035년에 중1로 진학하며, 

2031년에 입학한 아동부터 초5 과정을 마치고 2036년에 중1로 진학하여, 한 해에 중1 학생 

수가 2배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처럼 운영하면 2035년부터는 학년 간 공백없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표 8>). 이 경우 고교에서의 학년 공백이나 입시 공백 연도는 없다.

    <표 7> 초등학교 5년제 개편 시나리오 (현행 3월 신학기제를 전제로 함)

   <표 8> 위 시나리오에 따른 학년 변화 시뮬레이션

Ÿ 위 시나리오에 따른 입학아동 수를 추계한 아래 <표 9>를 보면, 14개월씩 아동을 수용하는 

2024년부터 2029년 중 2024년 첫 해만 전년 입학생 수에 비해 1.5%가 증가(39만 5천여명에서 

40만명으로)하고, 이후로는 매해 감소한다. 첫 해에 입학아동 수가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다고 해도 교원 증원이나 학급 수 확충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정도는 아니다. 

67) 2031년을 시행시점으로 가정한 이유는 14개월생씩 아동을 수용하는 6년 동안 입학 아동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2017년 이전에 태어난 출생아동들은 한 해에 40만명 대를 유지하여 14개월생씩 받을 
경우 한 해 입학아동 수가 전년비 10%이상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7년 출생아부터 35만명대로 
대폭 감소했고, 통계청 추계(출산율이 현 수준이 지속된다고 가정)에서도 이후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하는 국면이
기 때문에 2017년 출생아부터 14개월생씩 초등학교에 아동을 수용하는 것이 적기라는 판단이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연도

입학아동 생년월

만6세 만5세

2023 (현행) 2016년 1~12월생 X
2024

(시행예고)
2017년 1~12월생 2018년 1~2월생

2025 2018년 3~12월생 2019년 1~4월생
2026 2019년 5~12월생 2020년 1~6월생
2027 2020년 7~12월생 2021년 1~8월생
2028 2021년 9~12월생 2022년 1~10월생
2029 2022년 11~12월생 2023년 1~12월생
2030 1년간 입학아동 X
2031

(5년제 시행)
2024년 1~12월생 X

2032 2025년 1~12월생 X

초 등 

입 학

연도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29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30 x x x x x
2031 초1 초2 초3 초4 초5 중1 중2 중3 고1 고2
2032 초1 초2 초3 초4 초5 중1 중2 중3 고1

｝6년간(2024~2029)

14개월생씩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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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초등학교 5년제 개편 시나리오에 따른 입학아동 수 추계 (단위: 명)

     * 입학아동 수는 만6세와 만5세 출생아 수 합에서 초등학교 취학률(2018) 97.4%를 적용한 값이다. 예_2022년에 
입학하는 아동 수는 2015년 1~12월생 출생아수(438,420명)와 2016년 1~2월생(67,707명=406,243*2/12)을 합하여 
초등학교 취학률(2018) 97.4%를 곱했다.   

     ** 2025학년도 만5세로 입학하는 2019년생 출생아 수부터 이하 2020~2025년생까지는 출생아 통계가 없기 때문
에,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68)에서 2018년 출산율이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발
표한 출생아 수 통계를 활용했다.  

    <출처> KOSIS.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통계청 보도자료. (2019.3.28.)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l 한편, 위와 같은 방법대로 개편이 추진됐을 때, 초등학교 입학아동이 14개월생이 되는 6년 

중 특히 초반 연도(2024~2025년)에는 같이 입학하는 또래 아동보다 출생연도 기준으로 한 살

이 어린 학생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해당 자녀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부적응

하지는 않을지 우려할 수 있다. 

Ÿ 2007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을 변경(기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 변경 ‘만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한 주요 이유

가 “1~2월생 자녀들이 한 해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학교생활에 부적응할까 봐 학부모

들이 일부러 자녀의 취학 시기를 늦추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69)하기 위함이었다.    

l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소위 빠른년생(1~2월생)들의 조기취학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왔

고, 과거에는 비단 1~2월생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도 부모가 원하면 1~2년 

학교를 빨리 가기도 했다. 나이에 민감한 문화 때문에 난감한 경우를 겪었을 수는 있지만,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것은 일반화되기 어려운 주장이다. 

l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선택권은 보장해주어야 한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도 만6세 아

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전히 만5세 혹은 만7세에 자녀 또는 아

동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학제 개편을 추진할 때도 부모가 원하면 

자녀를 늦춰서 입학하게 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68) “통상 5년 주기로 작성되는 장래인구추계는 2021년에 공표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특별
추계를 공표함(통계청 보도자료. (2019.3.28.)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69)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시행 2007.8.3.][법률  제8577호] 제정 및 개정이유

초등학교

입학연도

입학아동 생년월 해당연도 출생아 수 입학아동 

수 추계*만6세 만5세 만6세 만5세
2023 (현행) 2016년 1~12월생 X 406,243 X 395,680

2024 

(시행예고)
2017년 1~12월생 2018년 1~2월생 357,700 54,483 401,466

2025 2018년 3~12월생 2019년 1~4월생 272,416 109,000** 371,499
2026 2019년 5~12월생 2020년 1~6월생 218,000 162,000 370,120
2027 2020년 7~12월생 2021년 1~8월생 162,000 214,667 366,873
2028 2021년 9~12월생 2022년 1~10월생 107,333 268,333 365,899
2029 2022년 11~12월생 2023년 1~12월생 536,000 322,000 365,899
2030 1년간 입학아동 X 0 0
2031

(5년제 시행)
2024년 1~12월생 X 322,000 X 313,628

2032 2025년 1~12월생 X 321,000 X 31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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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등학교 수업연한-현행 유지, 중학교 4년제는 검토 필요  

l 중등교육(중·고등학교)단계 중, 고등학교 수업연한을 “1년 늘리거나 줄이는” 대안은 현실

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 고등학교 수업연한을 늘린다면, 현재의 입시 제도와 교육과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입시부담 기간을 늘리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다고 수업연한

을 줄이면, 입시부담 기간은 줄지만 반대로 압박감은 커지고, 무엇보다 대학진학을 예정하

지 않는 직업계 고교 학생들은 기본 소양을 배우기 어렵다. 현재의 고교과정의 문제는 고

교의 수업연한이 아닌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기인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l 따라서 고등학교 수업연한은 현행 3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 한편 중학교 수업연한은 현행 3년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과 1년 더 연장하여 4학년

제를 실시하자고 하는 의견이 공존한다.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다. 중학교 

수업연한을 4년으로 개편하는 것은 교육과정 개편은 물론 현실적으로 중학교 교원 증원과 

교실 등 학교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의 지불을 수반한다.

l 그런 점에서 현재와 같이 중학교 3년제를 유지하는 것이 유아교육도 학제화되고 초등학교

도 5년으로 개편되는 등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전제된 상황에서 중학교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데에 따르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초등학교를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에 따르는 

정책 효과(사교육비 경감, 입직연령 단축)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l 다만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현행 학제로는 학생 개개인이 흥미와 적성을 발견할만한 시

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는 의견이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중학교를 4년으로 연장해 고등학

교 단계를 넘어가는 시점에 학생 개개인이 본인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l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중학교 4학년 전환학년 설치’를 주장한 대표적 인물이다. 그 내

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오디세이학교’의 한계를 보완하여 전국적으로 확

대하는 것과 같다. 

Ÿ 오디세이학교는 2015년 설치되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1년 동안 전환학년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학력을 인정해주는 ‘각종학교’70)에 속한다. “덴마크 자유학교인 에프터스

콜레(Efterskole: 중학교 졸업 후 1년 간 인생을 설계하는 학교)를 본따 만들었으며, 현재 서울 시내 

4곳에 분산된 캠퍼스에서 한 해 90여명의 학생이 수학하며, 졸업 후 고교 2학년으로 복교

하거나 다시 1학년으로 돌아갈 수 있다.”71) 학생들은 기본적인 교과목 이외에도 여행, 자

치활동, 문화예술과정 등을 체험하며 자기 진로를 설계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 기간동안은 

사교육을 금지하는 서약서를 쓰는 것도 특징이다. 오디세이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

70) 각종학교란 “현행교육의 기간학제를 이루고 있는 6-3-3-4제 계통 밖에서 학교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
육기관”을 일컫는다. (출처: 두산백과-각종학교(최종 검색일: 2019.6.4.)) 

71) 퓨처조선. (2018.12.10.) http://futurechosun.com/archives/3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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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72)이다. 

Ÿ 다만 오디세이 학교는 “서울의 일부 학생들만의 특수 과정이기도 하고, 고교과정 3년 중 1

년을 빌려쓰는 방식”73)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데, 중학교 4학년제를 실시하면 모든 학

생들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동시에, 고교과정 3년을 온전히 이수할 수 있다. 

l 그러나 한편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적성을 발견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취지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유학기제’74)가 2016년 이래로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시행되고 있는데, 굳이 중

학교 4학년 과정을 별도로 운영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다. 자유학기제를 한 학기 더 확대

하여 1년간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중학교도 현재 절반 가까이75) 있다. 

l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현재 중1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그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나, 그 나이가 진로를 탐색하기에 이르다고 하는 의견이 많아

우리나라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 과정을 완수하고, 고교로 진입하기 전에 중4과정을 배

치”76)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l 초등학교 5년제를 실시한다는 전제하에, 중학교를 4학년제로 연장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

다. 각각은 분명한 장점과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검토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방법 1] 첫 번째 방법은 교과과정 개편이 이루어지는 때에 맞춰 초등학교 5년제 실시와 중학

교 4년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이다.

Ÿ 앞서 소개한 초등학교 5년제 실시 방법은 현행 중학교 3년의 수업연한을 유지한다고 가정하

고 설계한 것으로, 한 학년 학생 수가 2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초등학교 5년제를 실시

하기 7년 전부터 6년간 한 학년에 14개월생씩 입학시켜, 5년제를 실시하기 직전 해에만 입

학 아동을 수용하지 않는 방법’을 가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학교 수업연한이 4학년

으로 늘어나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즉, 별도로 입학아동 수를 조정하거나 유예기간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에서 교과과정 개편이 필요하므로 개편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초등학교 5년제와 중학교 4년제를 실시하면 된다. 

Ÿ 아래 <표 10>은 초등학교 5년제로 입학하는 아동부터 중학교 4학년제를 적용하는 시뮬레이

션이다. 초등학교 5년제를 적용하기 직전 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한 후 현행대로 중

학교 3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바로 고등학생이 되는 반면, 초등학교 5년제를 적용받은 학년

72)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5점 만점의 척도에서 ‘이 학교
를 선택한 것에 만족한다’, ‘후배들에게 이 학교를 권유하고 싶다’, ‘내가 이 학교를 다닌다는 사실을 주위에 자랑
스럽게 말할 수 있다’,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 만족한다’, ‘오디세이의 경험이 내 삶에 도움이 될 것 같다’에 4.3이
상의 높은 점수를 줬다.(서울시교육청 공식 블로그. (2015.12.30.) https://seouleducation.tistory.com/2040)”

73) 조희연 교육감 페이스북(2017.3.8.)글 발췌
74) 자유학기제란 2013년 시범 실시된 이후 2016년 전면적으로 시행된 제도로서, 대체로 중학교 1학년 중 한 학기, 

혹은 2학년 1학기 중에 실시된다. 오전에는 교과수업을, 오후에는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한 학기동안 수행평가 등은 이루어지지만, 기존과 같이 중간·기말 시험을 보지 않아 자유학기제를 ‘시험
없는 학기’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75) “2018년 3,210개 중학교 기준 46%가 자유학년제를 실시함(한국일보. (2017.11.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1051521861170)”

76) 조희연 교육감 페이스북(2017.3.8.)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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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초등학교를 5학년 때 졸업하고 중학교를 4학년까지 이수한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Ÿ 이 방법의 문제는 초등학교 5년제를 적용받는 아동과 초등학교 6년제를 적용받는 아동들이 

같은 해에 중학교 1학년으로 진학하여 3년간 같은 학년을 유지하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서로 다른 교육과정 하에 있기 때문에 수업을 같이 듣게 되는 일은 없겠지만, 이 시기에 

학생 수가 2배가 되므로 중학교 교원 수를 2배로 증원하고, 학교시설도 2배 확충해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게다가 학생 수가 2배가 되는 시기는 이 3년뿐이므

로, 이 때 증원하거나 확충한 교원과 학교시설을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도 있다. 물론 실제로는 저출산 영향으로 입학 학생 수가 줄어들어, 약 1.8배~1.9배(2016~2018

년 아동 수로 추계한 결과)가 증원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교원 증원과 학교시설 확충 등에 필

요한 막대한 비용과 사후 처리문제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10> 초등학교 5년제 및 중학교 4학년제 동시 적용에 따른 시뮬레이션(방법 1)

방법 2] 두 번째 방법은 앞서 소개된 초등학교 5년제 실시 방법(6년간 14개월생씩 아동 수용, 5년

제 적용 직전 해 입학 아동 미수용)대로 초등학교 5년제를 실시한다는 가정하에, 초등학교 5년제를 

적용받는 아동부터 중학교 4년제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Ÿ 두 번째 방법은 앞서서 가정한 초등 5년제 시나리오를 그대로 적용해 2024년부터 2029년까

지 14개월생씩 입학아동을 받고, 2030년에는 입학아동을 받지 않으며, 2031년에 초등학교 5

년제와 중학교 4년제를 적용하는 방법이다(<표 11>). 이 방법의 장점은 첫 번째 방법처럼 중

학교 때 학생 수가 2배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Ÿ 반면 2039년(고1부재)과 2040년(고2부재), 2041년(고3부재) 3년간 학년 공백이 발생하고, 고등학

교 교원 중 상당수의 유휴인력도 발생할 것이다. 2041년에는 고3이 부재하므로 재수(N수)생

만 입시에 응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2042년 대학 신입생은 재수(N수)생만 있는 셈

인데, 해당 재수생은 엄청난 특혜인 반면, 그동안 대학 신입생의 70% 이상이 현역 고3이었

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042년에는 수많은 대학에서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다. 

   <표 11> 초등학교 5년제 및 중학교 4학년제 동시 적용에 따른 시뮬레이션(방법 2)

초 등 

입 학

연도

n-1 n n+1 n+2 n+3 n+4 n+5 n+6 n+7 n+8 n+9 n+10 n+11

n-1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대
n 초1 초2 초3 초4 초5 중1 중2 중3 중4 고1 고2
n+1 초1 초2 초3 초4 초5 중1 중2 중3 중4 고1
n+2 초1 초2 초3 초4 초5 중1 중2 중3 중4 고1

초 등

학 교 

입 학

연도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29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대
2030 x x x x x x x x
2031 초1 초2 초3 초4 초5 중1 중2 중3 중4 고1 고2
2032 초1 초2 초3 초4 초5 중1 중2 중3 중4 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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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처럼 중학교 4학년제를 실시하게 되면 어떤 방법을 취해도 변화에 따른 큰 부담을 져야 

할 것이다.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학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경험에 비추어봐서도 

중학교 4년제를 실시하면 취지와는 달리 그 기간동안 부족한 학습을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

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밖에도 중학교부터 입시를 시작하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상 

입시기간만 7년으로 늘려주는 셈이라는 지적도 있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기회

의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며, 전국적으로 시행 여건이 안 되는 곳이 더 많

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l 참고로 중등학교 수업연한은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초등학교 수업연한과 마

찬가지로 중등교육에 절대적인 적정 연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사회문화

적 배경,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를 고려해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Ÿ 아래 <표 12>를 보면, 아시아국가나 미국, 캐나다에서는 대체로 중등교육 수업연한이 6년인 

반면, 유럽국가는 중등전기과정을 기본교육과정으로 생각하여 4~5년씩 운영하고, 그 과정이 

끝나면 후기 중등교육과정에서 본인의 진로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게 하는데 그 기간은 보

통 2~3년이 소요된다.  

    <표 12> 국가별 중등학교 수업연한 비교

       <출처> 이하 참고 서술: 

        Secondary education in France. https://www.newworldencyclopedia.org/entry/Secondary_education_in_France(검색

일: 2019.6.4.) 김영철외. (2006).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 개편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pp.71-136, 독

일의 교육제도-중등학교. (2013.12.17.) 주함부르크대한민국총영사관, 영국의 교육제도. (2008.9.12..) 주영국대한

민국대사관,  월간조선. (2011.7.)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1107100046, 백선

희. (2017). 싱가포르 교육과정의 특징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교육정책네트워크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CP 

2017-01-01

77) 이상일. (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이상일의원실 정책자료집. p.12

국가명 중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미국 보통 3-3제, 3-4제, 통합6년(종합중등학교) 등 다양

캐나다 보통 3-3제, 주마다 통합5년~7년 등 다양 

영국

5-2제(중등과정 5년 마친 후, 대학 진학할 자만 2년(Sixth form 

college)더 수학)
※ 갭이어제도: “중등학교와 대입 사이 3~24개월 사이 기간동안 공교육제

도를 벗어나 진로를 모색하는 교육과정”77)

프랑스 4-3제(중등전기:Collège(4), 중등후기: Lycée(2))   참고) 초등 5년제

독일 5-2제, 6-3제, 통합9년제 등 다양             참고) 초등 4년제

핀란드
초중교육 통합(9년제), 고교 교육은 일반고(무학년제, 졸업까지 2~4

년 소요)와 직업학교 이분화

중국 3-3제

일본 3-3제

싱가포르 4-2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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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l 학제는 한 사람의 유아기부터 아동, 청소년기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들의 보호자가 되는 학부모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학제 개편 방향은 

개편으로 실제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가장 주요한 고려점으로 두어야 한

다. 

l 유아교육을 공교육화(만5세 학제화) 하는 것은 유아교육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교육을 제공 받게 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높은 수준

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초등학교 5년제와 같이 추진될 경우, 기존 6학년이 차지

하던 교실이 유휴교실이 되므로, 이를 유아학교를 위한 교실로 활용할 수 있다. 

l 현행 6년의 중등학교 수업연한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5년으로 단

축하는 것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지 않고서 사회 입직연령을 1세 낮출 수 있는 효과

가 있다. 초등학교 5년제 개편과 앞서 설명한 9월 신학기제 실시가 개편의 시차는 둘 수 있

으나, 모두 이루어질 경우 최대 1.5세까지 사회 입직연령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초중고 

수업연한이 기존 12년에서 11년이 됨에 따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1년 간의 양육부담과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l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제 개편의 우선순위는 합의 수준이 높은 만5세 유아교육의 의무

학제화와 초등학교 5년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중등학교 수업연한의 경우 가능한 현행을 유

지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과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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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l 2020년 국가교육위에서 학기제와 학제 개편에 대한 공론화를 실시한 결과, 본 보고서가 제

안한 방안대로 개편을 시행한다고 결정할 경우, 이후 진행될 예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l 첫째, “학기제만 개편”하는 경우다. 본 보고서는 9월 신학기제 개편 방법으로 ‘특정연

도에 초중고 전학년 교육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그 해 9월부터 신학년을 시작하는 방법

(교육기간 6개월 단축안)’을 제안했다. 

Ÿ 이 방안대로 추진될 경우, 학기제 개편을 시행하는 해 고3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고, 해당 

학생들의 고교재학기간이 2년 반이 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학생들이 적어도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충분히 인지하게 하려면, 최소 3년 전에는 예고가 되어야 한다. 현실에서 중

학교 입학 단계에서부터 대학 입시준비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학교에 입학하는 6년 

전에 예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Ÿ [6년 전 예고시] 만약 2020년 국가교육위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학기제 개편을 추진하

기로 합의되면, 이듬해인 2021년에는 6년 뒤인 2027년에 있을 학기제 변경에 따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학기제 개편에 따른 교과과정 개정이 필수기 때문에 2021

년부터는 교과과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2027년부터 9월 신학기제로 개편된다면(<표 13>), 2027년 3월에는 초등학교에 입

학해야 하는 2020년 1월~12월생 중에서, 8월 31일생까지만 입학한다. 그리고 나머

지 2020년 9월생부터 2021년 8월생까지는 2027년 9월에 입학한다. 27년 3월 입학

생들은 그해 9월에 2학년이 되고, 27년 9월에 입학한 학생들은 다음 해인 28년 9

월에 2학년이 된다.    

<표 13> 2027년 9월 신학기제 실시 모형

    

※ 방학기간: 회색 표시 

<개편시점>
   월

연도

입

학

수

능

졸

업

입

학

2027 3 4 5 6 7 8 9 10 11 12 1 2

             한 학년          새학년 1학기

      <정착>
   월

연도

입

학

수

능

졸

업
2027.9

월부터
9 10 11 12 1 2 3 4 5 6 7 8

            1학기 2학기

      <현행>
   월

연도

입

학

수

능

졸

업

2026 3 4 5 6 7 8 9 10 11 12 1 2

1학기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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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조기시행을 위해 3년 전 예고시] 위와 동일하게 2020년 공론화 과정에 따른 개편안 합의 

후, 2021년에 3년 후 시행예고(2024년 실시)를 하게 되면, 9월 신학기제로 개편을 보다 조기

에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교과과정 개편을 3년 내에 완료해야 한다. 

  - 2024년 9월 신학기제로 개편되면, 2024년 3월에는 2016년 1~8월생이 입학하고, 나

머지 2016년 9월생부터 2017년 8월생까지는 그해 9월에 입학한다. 24년 3월 입학

생은 그해 9월 2학년이 되고, 9월 입학생들은 25년 9월에 2학년이 된다. 

l 둘째, “학제만 개편”하는 경우다. 앞서 학제 개편과 관련해서 본 보고서는 ‘취학 1년 전 

아동의 유아교육을 유아학교로 의무학제화하고 초등학교는 5년제로 개편하며, 중등학교 

수업연한은 현행 6년을 유지할 것(유-5-3-3-4)’을 제안했다. 

Ÿ 공론화 결과, 학제만 개편하는 방향으로 합의될 경우, 중·고등학교는 현행을 유지하므로 크

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만5세 유아교육 의무학제화는 ‘만5세 아동을 모두 학교에 수용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핵심인데, 이는 본론에서 지적한대로(p.26)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등학교 빈 교실 증가로 2024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초등학교 5년제 개편은 2031

년 입학 아동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2024년부터는 시행예고에 따라 6년간 14개월생씩 

입학아동을 받고, 2030년에는 입학아동을 받지 않는다.  

l 셋째, “학기제를 9월 신학기제로, 학제를 유-5-3-3-4제로 모두 개편”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다. 이 경우 “학기제를 먼저 개편한 후 학제를 개편”해야한다. 학제 개편을 

위해서는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개편을 위한 과도기도 학기제 개편을 위한 과도

기보다 더 길기 때문이다. 

Ÿ [6년 전 예고시] 앞서 ‘학기제 개편만 할 경우’에서 서술했던 설명과 동일하게, 2021년에 

‘6년 뒤인 2027년부터 9월 신학기제로 개편한다’고 예고하면, 다음 장 <표 14>에서 보듯, 

2026년까지는 현행대로 입학아동을 받고, 2027년은 3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입학아동을 받

는다. 이 때 3월 입학생은 그해 9월 2학년으로 진급하고, 9월 입학생은 다음해 9월 2학년으

로 진급한다. 학기제 개편이 완료되면, 학제 개편을 위해서 이듬해인 2028년부터 2033년까

지 14개월생씩 입학아동을 수용하고, 2034년에는 입학아동을 받지 않는다. 2035년 초등학교

에 입학하는 2028년 9월에서 2029년 8월생을 대상으로 초등 5년제로 개편된다.

Ÿ [3년 전 예고시] 2024년에 학기제 개편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2021년에 예고하는 것으로, 이 

역시 앞서 학기제 개편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다. 학제 개편을 위해서는 2025년 9월부

터는 6년간 14개월생씩 입학아동을 받고, 2031년에는 입학아동을 받지 않으며, 2032년에 입

학하는 2026년 9월생에서 2027년 8월생 아동부터 초등 5년제를 적용한다(다음 장 <표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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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2027년 9월 신학기제 개편 실시, 2035년 초등 5년제 적용 시나리오 

    <표 15> 2024년 9월 신학기제 개편 실시, 2032년 초등 5년제 적용 시나리오 

Ÿ 이처럼 9월 신학기제 개편 첫 해 2번 입학아동을 받고, 학제 개편을 위해서 6년 간 14개월

생씩 입학아동을 받기 때문에 총 7년 간 입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원 수 증원과 학교시설 

확충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초저출산 국면에 따라 2017년 출생아 수가 기존 40만

명대에서 35만명대로 최초로 30만명대로 줄었고, 2018년 출생아 수(32만여명)도 “2016년 통

계청이 저위추계로 예측했던 2018년 출생아 수(41만여명)보다 10만명이나 더 줄어드는”78) 

등 예측치보다 감소하는 추세에서, 교원과 학교시설 문제로 인해 늘어나는 부담은 없을 것

으로 예측된다.  

Ÿ 오히려 우려해야 할 점은 앞으로 초저출산 국면에 따라 한 해 입학아동이 30만 명 이하가 

78) 김기식·박선나. (2019). 돌봄수요 해결을 위한 초등학교시설 활용방안-병설유치원 확충 및 학교 중심 돌봄시스템 
구축-. 더미래연구소와 우리교육연구소 공동보고서 2019-01. p.5

초등학교

입학연도

입학아동 생년월

만6세 만5세

2023. 3월 2016년 1~12월생 X
학기제

 개편 ☞

2024. 3월 2017년 1~8월생 X ☞ 2024. 9월에 초2로 진급

2024. 9월 2017년 9~12월생 2018년 1~8월생 ☞ 2025. 9월에 초2로 진급

2025. 9월

(시행예고)
2018년 9~12월생 2019년 1~10월생

2026. 9월 2019년 11~12월생 2020년 1~12월생
2027. 9월 2021년 1~12월생 2022년 1~2월생
2028. 9월 2022년 3~12월생 2023년 1~4월생
2029. 9월 2023년 5~12월생 2024년 1~6월생
2030. 9월 2024년 7~12월생 2025년 1~8월생
2031. 9월 1년간 입학아동 X

학제 

개편 ☞

2032. 9월

(5년제 시행)
2026년 9~12월생 2027년 1~8월생

2033. 9월 2027년 9~12월생 2028년 1~8월생

초등학교

입학연도

입학아동 생년월

만6세 만5세

2026. 3월 2019년 1~12월생 X
학기제

 개편 ☞

2027. 3월 2020년 1~8월생 X ☞ 2027. 9월에 초2로 진급

2027. 9월 2020년 9~12월생 2021년 1~8월생 ☞ 2028. 9월에 초2로 진급

2028. 9월

(시행예고)
2021년 9~12월생 2022년 1~10월생

2029. 9월 2022년 11~12월생 2023년 1~12월생
2030. 9월 2024년 1~12월생 2025년 1~2월생
2031. 9월 2025년 3~12월생 2026년 1~4월생
2032. 9월 2026년 5~12월생 2027년 1~6월생
2033. 9월 2027년 7~12월생 2028년 1~8월생
2034. 9월 1년간 입학아동 X

학제 

개편 ☞

2035. 9월

(5년제 시행)
2028년 9~12월생 2029년 1~8월생

2036. 9월 2029년 9~12월생 2030년 1~8월생

｝6년간(2028~2033)

14개월생씩 입학

｝6년간(2025~2030)

14개월생씩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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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유일한 초등 교원 양성 대학인 교대가 독자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입학아동 수가 40만 명대인 현 시점(2018년)에서도 10개 교

대의 입학자 수는 3,866명으로 한 교대 당 입학생 수가 평균 400명도 안된다. 같은 해 일반

대학 평균 입학자 수가 1,794명(342,841명/191개)라는 점과 비교하면 독자적인 대학체제를 유

지하기 어려운 규모다. 그런데다가 초등학교를 5년제로 개편하면 초등 교원 수도 6분의 1

을 줄여야 한다. 6년제가 전제된 상황에서 선발된 기존의 교사를 줄일 수 없으므로, 새로 

선발하는 교사 수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2017년 서울시 초등 교원 선발 

규모 축소를 둘러싼 갈등에서 확인되듯이, 초등 교원 선발 규모 축소와 선발된 교원의 임

용적체 현상은 이미 현실화된 상황이다. 따라서 더미래연구소 IF REPORT 2017-0579)에서도 

밝혔듯이, “교대를 일반종합대학의 초등교육학과로 전환하고, 중·고등학교 교원 임용처럼 

초등 교원 응시자격을 개방하는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초등 교원 양성 및 선발, 

훈련과정에 대해 패러다임 전환 수준의 근본적 재검토를 해야한다(pp.16~20).”학기제와 학

제 개편 논의와 함께 이에 대해서도 국가교육위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l 9월 신학기제로 학기제를 개편하고, 취학 전 아동의 유아교육 학제화·초등학교 5년제가 

수반되는 학제 개편을 모두 할 경우 최종적인 변화양상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3> 학기제 및 학제 개편 최종 변화양상 

[현행] : 3월 신학기, 만6세 초교(6년제)입학 후 만18세 고교졸업

[개편] : 9월 신학기, 유아학교1년 의무, 만5.5세 초교(5년제)입학 후 만16.5세 고교졸업

79) 김기식·박선나. (2017). 교원 양성 및 선발구조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제안한다. 더미래연구소 IF REPORT 
2017-05

초교

입학
6년제

초졸

중입

 

3년

  중졸

  고입      3년

사회진출/

대학진학

학년 1 2 3 4 5 6 1 2 3 1 2 3 1 2 3 4
나이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만 나이 기준(예_초등학교 1학년은 만6세에 입학하여 그 해에 만7세가 된다.) 

초교

입학
   5년제

초졸

중입
3년

중졸

고입
3년

사회진출/

대학진학

학년 유 1 2 3 4 5 1 2 3 1 2 3 1 2 3 4
나이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유아학교

1년

*만 나이 기준



- 38 -

[참고] : 위 개편안과 동일하나 중학교를 4년제로 할 경우, 만17.5세 고교졸업 

l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9월 신학기제로 개편은 여름방학이 길어져 아이들에게 재충전과 

다양한 경험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주고, 교사에게도 학년변경 시점에 새학년을 준

비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만5세 

유아교육 의무학제화는 이미 보편화된 만5세 유아교육을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 체제 내에

서 모든 아동에게 보편·무상의 교육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  

l 이러한 교육적 효과와 의의 외에도 전후방의 사회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그 

중 학기제와 학제 개편의 가장 직접적인 사회적 효과는 육아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Ÿ 초등학교 입학 전 1년의 유아교육 과정을 공교육화하고, 초등학교가 6년제에서 5년제가 됨

에 따라서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중학교 입학까지 육아 부담의 기간과 2년 정도의 비용(사교

육비 포함)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Ÿ 앞서 밝힌대로(p.22), 현재 만5세 유아교육은 아동의 93% 이상이 받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국고지원(누리과정지원)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학부모의 직접부담이 ‘사립유치

원(교육비+방과후 과정비)이 국공립유치원 대비 평균 약 24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만5세 유아교육의 학제화는 무상교육이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

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Ÿ 초등학교 사교육비도 마찬가지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6만 3천원”80)이었다. 2007년 이래로 집계된 

이 사교육비 통계는 학부모가 체감하는 월평균 사교육비 수준보다 낮아서 공감하는 이는 

많지 않지만81), 그래도 수치를 그대로 신뢰한다고 하면 초등학생에 투입되는 연간 사교육

비은 3~4백만원 정도인 셈이다. 수업연한이 1년만 줄어들어도 가계당 연간 평균 3~4백만원

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l 다음으로 고교 졸업시기가 당겨짐에 따라 선거연령과 군입대자의 입대시기도 당겨지고, 대

학 입학과 졸업시기가 당겨지는 것은 물론 사회 입직연령도 빨라질 것이다. 이로 인해 혼

80) 매일경제. (2019.3.12.)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3/148027/
81) 한겨레. (2018.3.15.)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36230.html

초교

입학
5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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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령도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Ÿ 학기제와 학제 개편은 현행과 비교해서 고교 졸업 연령을 약 0.5세(학기제 개편만 할 경우)에

서 1.5세(학기제 개편과 학제 개편을 모두 할 경우)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Ÿ 이렇게 되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만18세에게 투표권이 없는 상황에서 만18

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할 수 있다. 현행 학기제와 학제에서는 만18세의 대다수가 고3 학생

이기 때문에 일부는 고등학교의 정치화를 우려하여 선거연령하향을 반대하고 있다. 학기제

와 학제가 개편되면 고교졸업시점이 만16.5세에서 만17.5세가 되기 때문에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춘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Ÿ 고교 졸업 연령이 당겨지면 군입대 시기도 당겨질 것이다. 현재는 한국 국적을 가진 남성

이라면 만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82)되어, 만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검사83)를 받고 군

입대 후 2년간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 이 연령 기준은 현행 학제에서 고교 졸업 후 병

역의 의무를 지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기제와 학제 개편으로 고교 졸업시기

가 당겨지면 군입대 시기도 당겨질 수 있다. 대학 입학 후에도 대체로 1~2학년 때 군복무

를 한다는 점에서 대학 입학 시기가 당겨지면 고졸은 물론 대학 진학생의 군입대 시기도 

당겨질 것이다. 

Ÿ 고교 졸업 연령과 군입대 시기가 당겨지면 대학 입학과 졸업시기가 당겨져 사회 입직연령

도 낮아질 것이다. 현재는 청년들의 사회 입직연령이 갈수록 늦어져 초혼 시기도 늦어지는 

추세다. 2017년 기준 “평균 혼인(초혼)연령은 “여성 30.2세, 남성 32.9세로 30년 전에 비해 

약 6세가 늦춰졌다.”84) 과거와 달리 이제 20대는 거의 결혼을 하지 않게 된 것이다. 게다

가 우리 사회에 점점 증가하는 비혼·만혼 분위기는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2018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최초로 1명 이하로 떨어지는 등 초저출산 국면이 가

속화되고 있다.  

Ÿ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2007~2016년)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첫 직장에 들어가는 나이가 1살 낮아질 경우, 실제 초혼 시기도 평균 3.3개월 빨라진

다”85)는 것이 확인됐다. 김유선(2016)은 1994~2014년 통계청 자료와 2005~2014년 보건사회

연구소 자료86)를 분석한 결과, “만혼과 비혼에 따른 혼인율 하락이 저출산 추세를 심

화”87)시켰다는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혼인시기가 늦어질수록 결혼률이 낮아지고, 결혼률이 

저하되면 출산율 역시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입직연령을 낮추면, 혼인 연령

이 낮춰져, 결국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82) 병역법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83)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
84) 김기식·박선나. (2019). 다양한 가족 공존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인식 개선의 필요성-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중심

으로-. 더미래연구소 IF REPORT 2019-01. p.16
85) 한겨레. (2018.12.30.)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6332.html
86) 이삼식·이지혜. (2014).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22-1-1
87) 김유선. (2016). 저출산과 청년 일자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6년 제8호.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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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마지막으로“만 나이 사용이 보편화”되는 효과가 있다.

Ÿ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하면, 초등학교 입학 생년월일이 9월 1일생부터 이듬해 8월 31일생으

로 변화하게 되므로, 출생연도가 아니라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나이셈법이 정착될 것이

다. 그동안 같은 아시아 국가인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모든 나라에서 ‘만 나이’를 사용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한국식 나이를 고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제기하는 사

람들도 많았다. 법과 제도 설계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일상에서 적용되는 것은 한

국식 나이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불편함도 있었다. 따라서 9월 신학기제 

개편으로 만 나이 사용이 자연스럽게 보편화되면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한국식 나이셈법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l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 학기제와 학제야말로 한 번 개편이 이루어지면 쉽게 바

꿀 수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고 세워져야 할 큰 계획이다. 교육 체계의 근간

을 이루는 지금의 학기제와 학제는 각각 일제 강점기·미군정 시기에 도입되어, 정부 수립 

이후 70년이 넘도록 교육 관련 사안 중 가장 오랜 기간 개편 방향을 검토해 왔음에도 불구

하고, 정책 추진 단계로 진입하는 것은 고사하고, 단 한 번도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지 못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되는 시점에서 학기제와 학

제 개편에 대해 국민적 공론화 장을 만들어, 다음 100년을 설계하는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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