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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6. 5.(수) 석간 

(인터넷․온라인 : 6. 5.(수) 06: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6. 4.(화) 대변인실 044-203-6581

담 당 과 교육과정정책과

담당과장 조성연 (044-203-6433)

담 당 자
사무관 이항섭(044-203-6715)

교육연구사 이윤하(044-203-6339)

자유학기제 교실에서 함께 성장하는 한국과 러시아의 중학생들
러시아 중학생, 자유학년 운영학교에서 학생 참여형 수업 경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5일, 서울 문현중학교(교장

서준형)에서 러시아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해 변화하고 있는 우리

공교육의 학생 참여형 수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이번 행사는 작년 8월 우즈베키스탄, 지난 1월 우크라이나를 찾아

자유학기 수업을 소개한 교원 대상 해외교육봉사활동에 이어,

우리 수업을 외국 학생들에게도 알리기 위해 계획되었다.

○ 이번에 방문하는 학생들은 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로, 블라디보스토크 한국교육원(원장 송교준)이 실시하는 

“2019 연해주 청소년 한국방문연수(’19.6.3.~6.7.)”에 선발된 학생들이다.

□ 러시아 학생들은 두 개 모둠으로 나뉘어 각 모둠별로 자유학년인 

1학년 3교시 수업(국어, 수학) 및 학생 참여형으로 이루어지는 3학년

4교시 수업(영어, 국어)에 각각 1시간씩 참여하였다.

○ 1학년 3교시 국어 수업은 토의․토론 수업으로, 러시아 학생들은

우리 학생들과 모둠을 이루어 소설의 등장인물에 대한 모의재판

활동에 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의 역할로 직접 참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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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 4교시 영어 수업에서는 양국 학생들이 멕시코 문화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한국과 러시아의 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을 통해 

문화 간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 다른 모둠의 러시아 학생들은 1학년 3교시 수학 수업에서 도미노

카드를 활용하여 일차방정식의 답을 구하는 모둠 협력 활동을 

통해 수학적 개념을 학습하는 수업을 경험하였으며,

○ 이어지는 3학년 4교시 국어 수업에서는 한글을 활용한 생활용품 

제작 관련 프로젝트 수업에 참여하며 한글의 우수성과 함께 한글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 수업에 참여한 미하일로바 폴리나(76번 학교 8학년) 학생은 “친구들과

활동을 통해 의견을 나누며 함께 답을 구하는 수업이 너무 좋았다.”

라며 이러한 경험을 더 많은 러시아 친구들과 나눌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으며,

○ 1학년 국어 수업을 담당한 신수정 교사는 “외국 학생과 함께하는 

수업이 우리 학생들에게도 다른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라며, 이러한 기회가 다른 학교에도 확산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는

창의적 사고 역량은 물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생각을 현명하고 슬기롭게 표현하는 역량이 필요하다.”라면서,

○ “이번 수업 나눔이 러시아 학생들은 물론 우리 학생들에게도 외국

학생들과의 공동 수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세계 시민

의식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러시아 학생 자유학년 운영학교 방문 계획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사무관 이항섭(☎ 044-203-6715), 교육연구사 이윤하(☎ 044-203-633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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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러시아 학생 자유학년 운영학교 방문 계획

□ 개요

◦ (일시/장소) ’19. 6. 5.(수) 10:00 ~ 13:00 / 서울 문현중학교*

* (학교 현황) 서울 송파구 소재 공립학교, 자유학년 운영, 25학급 643명 재학중

◦ (대상)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학생(6~9학년) 13명

※ 현지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의욕 고취, 한국어 교육 활성화 및 한국학 전공자 등

한국 전문가 양성 기반 조성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한국교육원이 추진하는

‘2019 연해주 청소년 한국방문연수’(6.3.∼6.7.)에 선발된 현지 학생

◦ (주요내용)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따른 학생 참여형 수업 체험

※ (A팀) (3교시) 1학년(자유학년) 국어수업 → (4교시) 3학년(일반학기) 영어수업

(B팀) (3교시) 1학년(자유학년) 수학수업 → (4교시) 3학년(일반학기) 국어수업

□ 세부 일정(안)

일 시 내  용 비 고

10:10~10:40(30분)

▣ 도착 및 안내
 - 학교장 환영사
 - 학생대표 답사
 - 학교 현황 및 자유학기제 소개

10:40~10:50(10분) 이동

10:50~11:35(45분)

(3교시)

수업 참여
학생활동 
중심 수업
(모둠활동 

참여)

A팀(7명) B팀(6명)

▣ 1학년 국어수업
 - 소설 속 인물 모의재판

▣ 1학년 수학수업
 - 도미노카드를 이용한 

일차방정식의 답 구하기

11:35~11:45(10분) 이동

11:45~12:20(45분)

(4교시)

▣ 3학년 영어수업
 - 한국과 러시아의 문화를 

서로에게 소개하기

▣ 3학년 국어수업
 - 한글을 이용한 실생활용품

만들기

학생활동 
중심 수업
(모둠활동 

참여)

12:20~
▣ 점심식사
 - 3학년 학생들과 짝을 이루어 학교 식당에서 식사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